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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표

2021.11.11.(목)

A 일반세션

11:00~12:00 | 피카소, 좌장: 김강주(군산대학교)

A-1

대수층 철 함량이 인공함양수 내 유기탄소 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 002
메이 테레시아1,2, 우희수1, 정재식1,2, 이승학1,2,3*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A-2

지하수 지표수 혼합구간에서의 수리지화학적 특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열적 자원 관리 ······································ 004
김재연, 이강근* (서울대학교)

A-3

Calcium Polysulfide를 활용한 고농도 중금속오염 지하수 정화 연구 : Lab scale column ···································· 005
고현우1, 주진철1*, 이동휘1, 남경필2, 문희선3, 김병철2, 문찬규2 (1한밭대학교 , 2서울대학교, 3한국지질자원연구원)

A-4

Activation of persulfate by hetero-atom doped metal-free biochar for Trimethoprim degradation ················· 007
*
시바산카르안나말라, 신원식 (경북대학교)

2021.11.11.(목)

B 일반세션

11:00~12:00 | 고흐, 좌장: 김순오(경상대학교)

B-1

Degradation of phenolic compounds by Fe(II)-activated dual oxidant (persulfate/calcium peroxide) system ···· 010
압둘라알마수드, 신원식* (경북대학교)

B-2

MOD(Microsized Corn-Oil Droplet)의 TCE 생물학적 탈염소화 분해 자연저감 촉진제로서 현장 적용 가능성 평가 ····· 012
1
2
1
1
1
1
3
1* 1
2
김희윤 , 한경진 , 윤금희 , 염여훈 , 전지원 , 최진범 , 권수열 , 김 영 ( 고려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B-3

니트로벤젠으로 오염된 지하수의 실리카 코팅된 영가철과 과황산염의 순차처리 ···················································· 014
*
응우옌 쿠엔 비엔, 정혁성, 황인성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B-4

천연 제올라이트에 지지된 나노영가철 정화소재를 이용한 3차원 박스형 반응기 내 다공성 매체에서 6가 크롬
제거 연구 ························································································································································ 015
*
최민희, 윤선호, 배성준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사회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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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목)

C 일반세션

11:00~12:00 | 블랑, 좌장: 고동찬(한국지질자원연구원)

C-1

실란으로 개질된 카본 나노파이버/PDMS 스펀지를 이용한 초소수성 유수분리소재 제조 ········································ 017
최유림, Ganesh Kumar Reddy Angaru, Pal Chandrika Ashwinikumar, Koduru Janardhan Reddy, 양재규, 장윤영*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C-2

철에 저항성을 가지는 망가니즈 제거용 슬래그-석회석 반응기: 실험 및 처리기작 ················································· 019
김덕민1,2*, 오연수2,3, 박현성2, 임대규1, 임웅림1, 권혜림1, 이준학2,4 (1상지대학교 신에너지자원공학과,
2
3
4
한국광해관리공단 기술연구소,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C-3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고려한 긴급방제기술 개발: 단위장치 설계 및 최적화 ········································ 020
이상길, 윤현식, 김용현, 이나래, 김주영, 서승원* ((주)동명엔터프라이즈)

C-4

Biochar의 aging이 토양 내 구리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 022
김혜빈, 백기태*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토양환경센터)

2021.11.11.(목)

D 일반세션

15:00~16:00 | 다빈치, 좌장: 진성욱(전북대학교)

D-1

폴리우레탄에 코팅된 자체조립 3D-수산화마그네슘에 의한 망간산화물의 자가형성 : 촉매 산화 메커니즘 및
Mn(II) 제거 ······················································································································································ 025
*
장석범, 종초은, 장 민 (광운대학교)

D-2

PCE/TCE 오염지하수 자연저감 진단 및 모니터링 지침 개발 연구 ······································································· 027
임현수1, 이민주1, 김자연1, 김다정1, 정우식1, 이금영2, 박준홍1* (1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2에이치플러스에코(주))

D-3

Evaluating the quality status of source groundwater in Jeju island: an initial step for 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 029
문수현1, 유순영2, 강현지1, 오준섭1, 오순미3, 곽창암3, 윤성택1* (1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2고려대학교 SEM연구단,
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D-4

탄산수 발생 경로의 지구물리학적 탐사: 중력탐사를 중심으로 ·············································································· 030
최승찬1, 유순영2*, 김성욱1, 최은경1 (1(주)지아이, 2고려대학교 스마트지중환경관리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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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특별세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용 지하수 관리(한국환경연구원)

2021.11.11.(목)

14:00~16:00 | 르느와르, 좌장: 이정호(한국환경연구원)

E-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지하수 관리방안 ········································································································ 032
이규상1*, 이병선1, 송성호2 (1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E-2

영농형태 변화에 따른 농업용 지하수 관리전략 ··································································································· 033
현윤정1*, 차은지1, 이규상2, 정아영1 (1한국환경연구원, 2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E-3

수막재배용 지하수의 친환경 관리기술 개발 및 적용 ··························································································· 035
*
김용철 , 이은희, 정병주, 최한나, 이현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F 특별세션

교육연구위원회 특별세션(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교육연구위원회)

2021.11.11.(목)

14:00~16:00 | 피카소, 좌장: 백기태(전북대학교)

F-1

자연기원 오염부지 관리 및 정화 현황 ················································································································ 037
안진성1*, 김이중2, 김찬웅3, 김태훈4, 심은수5, 양 경6 (1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2홍익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3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 4환경부 물환경정책과, 5환경부 기획조정실, 6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F-2

자연기원 불소오염토양의 불소용출 특성 ············································································································ 038
안진성1*, 김이중2, 김찬웅3, 김태훈4, 심은수5, 양 경6 (1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2홍익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3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 4환경부 물환경정책과, 5환경부 기획조정실, 6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F-3

미량오염물질연구회: 미세플라스틱 연구의 현황과 쟁점 ······················································································· 039
정슬기1*, 김상현2, 문희선3, 박새롬4, 정재식2 (1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F-4

민감도 분석을 통한 모래여과 공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거동평가 ········································································· 040
임승지1, 서장원2, 황명원1, 정유진1,3, 이승학1,4,5, 정재식1,5*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5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F-5

안동호 유역에서 토양 침식에 의한 유사 이동 및 퇴적물 침적 연구 ····································································· 041
김환석1, 정재학2, 홍용석1* (1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2Texas A&M University)

F-6

퇴적물 공극수내 생지화학종 센싱을 위한 금아말감미세전극 및 전류전압법 개발 ··················································· 043
*
헴 까르끼, 권순길, 홍용석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환경시스템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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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목)

G 일반세션

14:00~16:45 | 고흐, 좌장: 권만재(고려대학교), 한원식(연세대학교)

G-1

유도분극과 전기비저항 방법을 이용한 안정화 부지 모니터링시 전극과 토양 수분 영향 평가 ·································· 045
안용태1, 한만호2, 이선재1, 윤현식3, 서승원3, 지민규4, 최재영1*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한국원자력환경공단, 3동명엔터프라이즈,
4
한국환경연구원)

G-2

안정화제를 혼합한 비소 오염토양의 용출 특성과 지구물리탐사 기법을 적용한 모니터링 및 평가 ··························· 047
이선재1,2, 한만호3, 안용태1, 조정만1,2, 박상현1,2, 이해석2, 최재영1,2*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 3한국원자력환경공단)

G-3

다이옥신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토양세척 공정 최적화 ······················································································· 049
이덕영1,2, 신정화3, 안윤경3, 손영규1,2* (1국립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2국립금오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융합전공,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G-4

물 공급 취약지역 중대형 공공관정 개발 및 보급사례 ·························································································· 050
박현진*, 노달님, 김하영, 김지욱 (한국수자원공사)

G-5

중금속 오염토양의 입경별 토양세척에 대한 연구 ································································································ 051
Sharav Sainzaya, 오승진, 장진만, 이재영 (서울시립대학교)

G-6

Solubility/Bioavailability Research Consortium (SBRC) 시험법에 유효한 중금속 오염토양의 철산화물
원위치 안정화 ·················································································································································· 053
1
2
1
1* 1
2
이호섭 , 안진성 , 박주용 , 남경필 ( 서울대학교, 세명대학교)

G-7

수치모델을 통한 제주도 광역상수원의 대형 양수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 예측 ······················································· 055
김현정1, 고은희2, 이강근1* (1서울대학교, 2제주지하수연구센터)

G-8

Application of Ensemble Random Forest Regression for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 056
후삼 엘딘 엘자인, 정상용*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G-9

석유계탄화수소의 풍화특성분석을 통한 유류오염부지의 오염누출시기 예측기법 개발 ············································ 058
1
1
1
1,2
1,3
1,3,4* 1
2
김기범 , 우희수 , 김상현 , 추연경 , 정재식 , 이승학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3
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G-10

다양한 카드뮴 오염 퇴적토에서 산화·환원 상태 및 pH변화, 유기물 함량에 따른 카드뮴 분배상태 변화 ················ 059
1
2
1* 1
2
정부윤 , 안진성 , 남경필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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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특별세션

“탄소중립” 시대의 표토환경 관리전략
(강원대학교 표토환경전략연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11.11.(목)
14:00~15:30 | 블랑, 좌장: 양재의(강원대학교)

H-1

탄소중립과 표토환경 관리 전략 ························································································································· 061
*
윤정환, 양재의 (강원대학교)

H-2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바이오매스생산과 탄소격리 포텐셜 ················································································ 062
1
2
1
1
3
1* 1
2
이관재 , 배주현 , 이서로 , 양동석 , 양재의 , 임경재 ( 강원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
3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H-3

딥러닝 기반 Sentinel 고해상도 토양수분 산정 및 기후변화 대응 ········································································· 063
1
1
1
1
2
2
1* 1
2
이태화 , 김상우 , 천범석 , 정영훈 , 임경재 , 양재의 , 신용철 (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

H-4

Carbon sequestration potential in urban surface soils ··················································································· 064
박병준1, 이찬규1, 윤정환1, 홍은미1, 김성철2, 양재의1, 김혁수1* (1강원대학교, 2충남대학교)

H-5

토양품질 관련 생물마커 발굴을 위한 표토 미생물 다양성 및 탄소 순환 연구 ······················································· 066
*
김희정, 양재의 (강원대학교)

H-6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토양호흡량 평가 ················································································································ 067
1*
1
2 1
2
박윤식 , 이한용 , 양재의 ( 공주대학교, 강원대학교)

I 특별세션

가뭄대응 지하수 활용 기술 특별세션(대전대학교)

2021.11.11.(목)
16:15~18:00 | 다빈치, 좌장: 김규범(대전대학교)

I-1

Hybrid형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활용한 가뭄시 상류 유역의 용수 확보 방안 ·················································· 069
1*
2 1
2
김규범 , 이영동 (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지오텍컨설탄트(주))

I-2

우리나라 물공급 소외지역을 위한 샌드댐의 활용 방안 ························································································ 070
정일문1*, 김민규1, 이치형2, 안경환3 (1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주)인텔리지오, 3K-Water)

I-3

가뭄 대응 관정연계 시스템 적용을 위한 현장조사 및 설계 ·················································································· 071
1
1
2
3
3 1
2
3
하규철 , 이은희 , 이병선 , 이명재 , 이종화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주)지오그린21)

I-4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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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특별세션

통합물관리를 위한 지하수토양 관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미래위원회)

2021.11.11.(목)

16:15~18:15 | 르느와르, 좌장: 김강주(군산대학교), 하규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J-1

지하수 정책 및 물관리기본계획 지하수 분야 이행계획 추진 방향 ········································································· 074
최용준 (환경부)

J-2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추진 방향 ················································································································· 075
장석환* (대진대학교)

J-3

낙동강유역 물관리 현황과 비전 ························································································································· 076
이용곤 (경남연구원)

J-4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방안 ······················································································· 078
주진철* (한밭대학교)

J-5

제주 지하수 최적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계획 ··································································································· 079
강봉래1*, 박원배1, 진기옥2, 박윤석2, 이준호2 (1제주연구원, 2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J-6

물순환 건전성과 통합 지하수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 081
1*
2
1
2
1
2
2
3
1
1 1
고경석 , 백건하 , 하규철 , 김지욱 , 문희선 , 박현진 , 양혜진 , 남성우 , 이현주 , 김용철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3
한국수자원공사, 지오그린21)

K 특별세션

인천지역 토양지하수 환경관련 특별세션「인천의 지하수토양 환경 이슈!」

2021.11.11.(목)

16:15~18:15 | 피카소, 좌장: 김형수(중원대학교)

K-1

캠프 마켓 토양지하수 오염과 정화 사업 ············································································································ 084
김홍석1*, 전연호2, 정유연2, 임상순1, 정준교1 (1현대건설 기술연구원, 2TerraTherm Asia)

K-2

인천 항만 배후지역 주변의 토양오염 현황 고찰 ································································································· 085
신은철 (前인천대학교)

K-3

문학산 유류 오염과 정화 ·································································································································· 087
장정구 (인천시)

K-4

인천 영종도 일대 불소 오염 기원규명 및 인체위해성평가 ··················································································· 089
김순오*, 이종환, 이상우 (경상국립대학교 지질과학과 및 기초과학연구소)

K-5

토론
강성구(환경부), 서용성(인천시), 박주희(인천녹색연합), 남경필(서울대학교), 김강주(군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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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특별세션

산업제도발전위원회 특별세션(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산업제도발전위원회)

2021.11.11.(목)

16:45~18:15 | 고흐, 좌장: 조명현(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L-1

토양경작 효율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사례 연구 ································································································· 092
박상현*, 전병칠, 방성수 (한국농어촌공사)

L-2

개발사업의 표토 보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093
양 경*, 신경희 (한국환경연구원)

L-3

Portable XRF 신뢰성 제고를 통한 토양정화현장 모니터링 효율화 연구 ······························································· 095
1,2*
1
1
2 1
2
김강석 , 임상순 , 채희훈 , 박준홍 ( 현대건설(주) 기술연구원,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L-4

지하수내DT 처리를위한나노바이오흡착제를적용한ilot-scale process 연구 ··························································· 097
한종훈*, 박원석, 허지용, 박창민 (1육군사관학교군환경연구센터, 2이데아이센에스환경기술연구소, 3경북대학교환경공학과)

M 특별세션

지중환경 오염정화기술 세미나(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11.11.(목)
15:45~18:15 | 블랑, 좌장: 김정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M-1

고압지중정화공정과 초소수성 소재를 활용한 지중 내 NAPL 처리 기술 고도화 ····················································· 100
1
1
2
3
1* 1
2
3
강연화 , 이종열 , 박원석 , 장윤영 , 김국진 ( 아름다운환경건설(주), (주)이데아이엔에스,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M-2

플라즈마 블라스팅, 공압파쇄, 진공흡입을 이용한 토양 내 유체 침투 효율 개선 연구 ············································ 102
송재용1, 이근춘2, 강차원3, 장보안4*, 장현식5, 장 민6 (1,2,3(주)산하이앤씨, 4강원대학교 지질지구물리학부,
5
6
강원대학교 지구자원연구소,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M-3

수리학적 흐름제어 기반 오염 지하수 및 확산방지 기술 개발 ··············································································· 104
전성천1*, 안준영1, 이종화1, 이성순2, 임진휘3 (1(주)지오그린21, 2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3(주)소다시스템)

M-4

Windmill을 활용한 지하수 지중정화 기술 고도화(+이용 장치(무동력 폭기) 개발) ·················································· 106
박성민1, 손봉호1*, 전병훈2, 김도현2, 최궁원2, 정희원3 (1(주)지엔에스엔지니어링, 2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3
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M-5

오염부지 내 중금속 정화를 위한 안정화 장비 개발 연구 ····················································································· 108
이재섭1, 최재영2, 이민희3, 이재영4* (1(주)동해종합기술공사,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국립부경대학교, 4서울시립대학교)

M-6

폐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고기능성 친환경 복합소재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고효율 지중오염 정화시스템 개발 ············· 109
1*
2
2
1 1
2
강광남 , 이상현 , 최용근 , 김지은 ( 에이티이 주식회사, 건국대학교)

M-7

위해성·환경성 기반 지중환경 오염물질 자연저감(N.A.) 촉진기술 개발 및 실증 ··················································· 111
이금영1, 임현수2, 이민주2, 정우식2, 박준홍2* (1에이치플러스에코(주), 2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M-8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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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특별세션

토양·지하수 지역현안해결지원 사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11.12.(금)

10:00~12:00 | 다빈치, 좌장: 김정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N-1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유류 오염 정화방안 ····················································································· 114
박성민1, 손봉호1*, 김창희1, 임형석2, 이지은2 (1(주)지엔에스엔지니어링, 2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경영연구처)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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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니켈-영가마그네슘 바이메탈을 이용한 질산염 환원 ···························································································· 120
종초은1,2, 윤소연1,2, 최재영3, 장 민1,2* (1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2광운대학교 플라즈마 바이오과학 연구센터,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Q-2

나노 구조 CeO2를 사용한 가시광 광촉매-오존결합공정을 이용한 옥살산 제거 ······················································ 122
김민지2, 종초은2, 장 민1,2* (1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2광운대학교 플라즈마 바이오과학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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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T 특별세션

2021.11.12.(금)

토양의 건강성 평가(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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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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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특별세션

신진연구자 특별세션(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신진연구자위원회)

2021.11.12.(금)

11:30~15:00 | 르느와르, 좌장: 이태권(연세대학교), 최한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동완(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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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현, 김동훈, 이수형, 황세호, 문희선 , 김용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연구본부 지하수연구센터)

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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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탁, 하승욱, 이강근* (서울대학교)

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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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3 1
2
3
박길택 , 한원식 , 김구영 , 박은규 ( 연세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북대학교)

U-7

지하수 마이크로바이옴의 표현형 정보 기반의 생태건강성 평가 기술의 개발 ························································· 181
홍진경, 김수빈, 이태권* (연세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U-8

20kHz 초음파 시스템에서의 화학적 효과 증진 방안 연구 ··················································································· 183
최종복1, 이덕영1,2, 손영규1,2* (1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2금오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융합전공)

U-9

층상이중수산화물 결합 유기흡착제를 이용한 중금속의 경쟁적 흡착 거동 및 메커니즘 ··········································· 184
1
2
2
2
2
1,2* 1
2
이용구 , 김상원 , 신재관 , 곽진우 , 손창길 , 전강민 (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원대학교 신산업개발 T-EMS 융합학과)

U-10

물리·생지화학적 토양특성을 활용한 불포화대 유류오염물의 자연저감능 예측기법 개발 ········································ 186
안성남1, 우희수1, 정재식1,2, 이승학1,2,3*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3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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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금)

V 일반세션

13:00~14:15 | 피카소, 좌장: 김정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V-1

산소 초미세기포수 기반 자연저감 촉진제의 지하수 내 BTEX 호기성 분해 제거 효과 평가 ····································· 189
전지원1, 한경진2, 윤금희1, 염여훈1, 김희윤1, 최진범1, 권수열3, 김 영1* (1고려대학교, 2국립한국교통대학교, 3한국방송통신대학교)

V-2

토양층에 따른 박테리아 군집 분포와 생태학적 구성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 191
김한석1, 이정길1, 박수찬1, 이선휘1, 박강현1, 조호영1, 김순오2, 권만재1* (1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2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V-3

20kHz 초음파 반응기에서 체류 시간 분포 및 초음파 화학적 효과 연구 ······························································· 193
나이슬1,2, 이성은1,2, 손영규1,2* (1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2금오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융합전공)

V-4

유류 배관 누출에 의한 초기 오염된 토양, 지하수 복원에서 선정된 활성 제제의 효과 ··········································· 194
1*
1
2 1
2
이달희 , 우남칠 , 한장희 ( 연세대학교 산학 협력단, (주)동명엔터프라이즈)

V-5

가스상 BTEX의 토양층 투과시 흡착 및 지연 현상 연구 ······················································································ 196
홍지석, 이건화, 이하현, 민경성, 김이중* (홍익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2021.11.12.(금)

W 일반세션

13:00~14:15 | 고흐, 좌장: 한원식(연세대학교)

W-1

제주도 지하수 관정 내 오염 지하수 차단 공법 적용 사례 ··················································································· 199
1*
1*
1
2 1
2
황보동준 , 송성호 , 김진성 ,양원석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W-2

환경수사 기법을 적용한 용천수 오염평가: 수화학, 지구물리, 미생물 연구기법의 융합 적용 사례 ··························· 200
강현지, 유순영, 강정옥, 윤성택*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W-3

위드 코로나 시대 농어촌지하수 관리 방안 ········································································································· 201
이병선*, 정찬덕, 이규상, 윤석환 (한국농어촌공사)

W-4

제주 삼다수 취수원 관리를 위한 수질 영향구간 산정 사전연구 ············································································ 203
1*
2
3
4
5
5
5 1
2
3
4
박은규 , 김용성 , 오준호 , 이준학 , 문덕철 , 강경구 , 이정한 ( 경북대학교, 지오그린21, 제이지오, 인텔리지오,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W-5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법제화에 따른 중장기 운영 방향 ·························································································· 204
*
김대호 , 손영철, 김지욱, 김현태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물순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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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특별세션

다학제 융합을 통한 한국의 좋은물 발굴 및 활용 연구(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1.11.12.(금)

13:00~15:00 | 블랑, 좌장: 고경석, 고동찬(한국지질자원연구원)

X-1

탄산염암 및 결정질암 지역 샘물의 유량 및 주요 수화학 인자 변동특성 장기 모니터링 ········································· 207
*
고동찬 , 이재민, 김원빈,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X-2

충주지역 탄산지하수의 수리화학적 특성과 지화학적 발달 과정 ············································································ 209
최한나, 고경석, 고동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X-3

국내 용천수 및 심도별 지하수 동위원소 조성의 공간분포 ··················································································· 210
정윤영1, 이광식1*, 신우진1, 고동찬2, 고경석2 (1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X-4

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한국 각 지역의 온천수 및 샘물의 자연유기물 분석연구 ········································· 211
1
1
1
1
2
3
3
3
2
1* 1
조 건 , 김득현 , 유희진 , 최윤지 , 이윤경 , 고경석 , 이재민 , 고동찬 , 허 진 , 이광식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3
세종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X-5

데이터 과학 기반의 전국단위 용도별 수질 적합지도 작성 및 앙상블 기법의 적용 ················································· 213
1
1
2
1
3
1* 1
2
3
이상훈 , 권덕인 , 고은희 , 이혜림 , 고경석 , 이강근 ( 서울대학교, 제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X-6

14

X-7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토양 시스템 침투수 내 용존 유기물 성상 및 잠재적 소독부산물 생성능 연구: UV광-풍화 영향 ··· 216
이윤경, 유하영, 허 진*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C/13C를 이용한 지하수연대측정모델의 유효성평가 ···························································································· 215
Thanh Huy Phung1, 이진원1, 고경석2, 고동찬2, 김강주1* (1군산대학교,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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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2021.11.11.(목)~2021.11.12.(금) 온라인
P-1

유기성 폐기물과 공동-열분해에 의해 제조된 적니 기반 금속 바이오차의 폐수 처리 활용 ······································ 219
*
윤광석, 송호철 (세종대학교)

P-2

해양폐기물 공동열분해를 통한 합성가스 및 바이오차 생성 ·················································································· 220
*
권기훈, 송호철 (세종대학교)

P-3

Sand 댐 칼럼실험을 통한 채움재 여과효과 관찰 ································································································ 221
장정규, 정지혜, 안경환* (K-water 연구원)

P-4

반응매질 반응성 및 투수능 변화를 고려한 반응벽체 장기안정성 예측 기법 개발 ··················································· 222
추연경1,2, 김상현1, 이미연1,3, 임승지1, 이재상2, 이승학1,3,4, 정재식1,3*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3
4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P-5

광산배수슬러지를 이용한 비소오염 농경지(논)의 안정화 ······················································································ 224
고일하*, 김정은, 박소영 (환경기술정책연구원)

P-6

구봉광산 지역 주변 물 환경에서의 중금속 거동 특성 ·························································································· 225
박종훈, 김 하, 이동엽, 김지선, 우남칠*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P-7

계절에 따른 지하수의존생태계 (습지) 수생태 특성 평가 ······················································································ 227
정찬영1,2, 최지웅3, 문희선1,2*, 김동훈1, 문상호1, 한지연1,2,4, 오설란1,2,5, 김용철1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연구본부 지하수연구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광물·지하수자원학,
3
4
5
생물모니터링센터, 한울생명과학, KOTITI 시험연구원)

P-8

자연 토양환경 내 독성 유기비소 종의 흡착 경향 특성 ························································································ 229
1
1
2
1* 1
2
조민규 , 정슬기 , 안진성 , 윤혜온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센터, 세명대학교)

P-9

Immobilization of lead in contaminated firing range soil using cockle shell and mussel shell ······················· 230
문덕현 (조선대학교)

P-10

바이오차 생성에 따른 가축분뇨의 중금속 거동 평가 ··························································································· 231
한유정1, 이가빈1, 백기태1,2* (1전북대학교 토목·환경·자원에너지 공학부 환경공학전공, 토양환경센터,
2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토양환경센터)

P-11

o-DGT의 수계내 소수성 유기화합물의 확산계수 ································································································· 233
이상훈1, 최지연2, 신원식1* (1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2포스코)

P-12

Silica Encapsulation 작용을 통한 논토양 내 비소의 이동성 저감 평가 ································································ 234
박 진, 백기태*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P-13

레드머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고정 및 비소 오염 토양 안정화 ············································································ 235
우지오, 구현아, 정혜지, 김은정* (국립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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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수열탄화 반응으로 제조한 미세조류 바이오차의 중금속 흡착 특성 ······································································· 237
정혜지, 우지오, 구현아, 김은정* (목포대학교)

P-15

한국 형산강 현장 연구에서 얻은 조개(Corbicula fluminea) 및 미생물 군집의 수은 생물 축적 및 독성 영향 ··········· 239
차우다리디라즈꾸마르, 헴 까르끼, 김환석, 홍용석*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환경시스템공학과)

P-16

금속염을 이용한 바이오차의 개량에 따른 중금속 흡착 ························································································ 241
김희선, 김세인, 우정옥, 류지혁*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P-17

퇴적물 단기 재부유에 의한 중금속 및 영양염류 용출 연구 ·················································································· 243
1
2
1
1
1,2* 1
2
김하은 , 윤상규 , 김예은 , 김태희 , 안진성 (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세명대학교 환경안전시스템공학과)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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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세션

KoSSGE 추계학술대회
2021년 11월 11일-12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대수층 철 함량이 인공함양수 내 유기탄소 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Influence of Iron Oxide Contents in Aquifer Sediments to the Attenuation of
Organic Carbon during Aquifer Storage and Recovery
메이 테레시아1,2 , 우희수1 , 정재식1,2 , 이승학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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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quifer Storage and Recovery (ASR) is a promising water management method that involves the
injection of surplus surface water into the subsurface allowing it to flow through the aquifer and to
recover it when needed. This method has beneficial effect as the quality of injected water stored in the
aquifer can be improved by various physical and biogeochemical reactions during the process. Iron (Fe) as
the fourth most abundant element in the earth's crust plays important roles in both biological and
chemical processes in aquifer. However, there is still a knowledge gap regarding the effect of iron oxide
minerals on the attenuation of organic contaminants during the ASR proces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changes in iron oxide content in aquifer sediments affect the attenuation of assimilable organic
carbon (AOC). Three sets of laboratory-scale soil column were operated under three different total iron
contents (0.5, 2, and 4%, respectively) covering the range of typical iron content in aquifer materials. Each
column set consisted of three columns (acrylic columns, length: 32 cm, internal diameter: 4 cm) connected
in series (Fig 1). Goethite was chosen as the representative iron oxide based on its abandance in
subsurface. Prior to the experiment, all the soil columns were bio-acclimatized by continuos feeding of the
Jungnang Stream (Seoul, South Korea) water for more than 28 pore volumes to induce the microbial
growth inside the column. After the acclimation period, simulated surface water spiked with organic
matter were continually fed into the microbes acclimated columns. The dissolved organic carbon (DOC),
assimilable

organic

carbon

(AOC),

total

iron

(Fetot),

ferrous

iron

(Fe2+)

concentration,

and

the

hydrochemical properties such as pH, DO, and ORP of the column's effluent were continuously monitored
during the experiment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difference iron content in each column series.
Currently, decrese of DO is observed (from 7 to ca. 3 mg/L) during the one month of operation followed
by a gradual reduction of DOC (from 11 to 6 mg/L) as well.

Key words : iron oxide, aquifer, organic carbon, column, goethite, aquifer storage recovery (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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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for the column study. Three sets of soil column (each set is 3 identical soil
columns connected in serie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iron were added to evaluate the effect of
iron content on the organic carbon attenuation. Simulated river water was mixed with sodium acetate and
used as feed water for colum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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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지표수 혼합구간에서의 수리지화학적 특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열적 자원 관리
Sustainable thermal resource management of shallow groundwater in a
groundwater-surface water mixing zone based on hydrogeochemic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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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perspective of carbon neutrality, one of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tool to reduce
greenhouse effect, groundwater can be an environmental sustainable resource. In this study, the impacts of
a groundwater heat pump (GWHP) on groundwater were investigated for long-term sustainable
operations. We monitored hydrogeochemical parameters and radon isotope with continuous temperature
data before, during, and after the operations of the system. The hydrogeochemical analysis results with
groundwater temperature data indicated that the groundwater wells, after the operations, were influenced
mainly by the system operations. Before the operations, most groundwater wells had the hydrochemical
characteristic related to the surface water intrusion by dynamic groundwater-surface water mixing
processes. The clusters derived by self-organizing map (SOM) statistical method, the stiff diagram, and
radon isotope results revealed that the groundwater wells located near the injection well and near from
the surface water have distinct anomalies related with the system. The PHREEQC modeling results,
which have information about the scaling effects, also supported this interpretation with predominant
carbonate scaling. Our study demonstrates that groundwater chemistry can elucidate the GWHP system
impacts

on

shallow

groundwater

and

provide

the

efficient

management

plan

in

dynamic

groundwater-surface water mixing zone with SOM statistical method and PHREEQC modelling; theref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roundwater wells located near the GWHP system and near
from the surface water should be managed more intensively than the wells next to the system.
Key words : Groundwater; Environmental management; Thermal resource; Self-Organizing Map (SOM);
PHREEQC modeling; Groundwater-surface water mix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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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um Polysulfide를 활용한 고농도 중금속오염 지하수 정화 연구
: Lab scale column
A study on the remediation of high concentration heavy
metal-contaminated groundwater using Calcium Polysulfide
: Lab scale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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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n Situ Redox Manipulation (ISRM) 정화공법은 지중에 액상 또는 기상의 환원제 주입을 통해 화학적
환원 상태 지역을 생성하여 지하수 흐름에 따라 오염물이 반응지역(reductive treatment zone)을 통과 시 오염
물질의 이동성이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공법으로 화학적으로 환원 가능한 금속 및 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지하
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ISRM 공법에 사용되는 다양한 환원제중 Calcium Polysulfide (CPS, CaSx)
는 중금속에 대한 강력한 환원 능력을 나타내며 지하수 내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중금속을 황화물 형태로
침전시켜 지중에 적용할 수 있는 환원제로 보고되어 왔다(Dahlawi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문진
모래사로 충진된 컬럼에 중금속 Zn2+가 고농도(Zn2+, 10,000ppm)로 오염된 인공지하수를 지속적 주입 시 CPS
2+

2+

용액 주입에 따른 pH 변화, Zn , Ca 농도변화 및 제거율, 침전물 발생에 따른 수두변화 및 투수계수를 확인
하였다. 직경(D) 8 cm, 높이(H) 50 cm, 유입부, 유출부, 10 cm 간격의 시료 추출부(sampling ports) 및 간극수
압계로 구성된 컬럼을 사용하였으며, KBr 0.1M 용액 활용 추적자 실험(tracer test) 및 MODFLOW-RT3D
model을 활용하여 수리동역학적 분산계수(Dh)를 도출하였다. 인공지하수의 경우 ZnSO4를 활용한 주입용액
(Zn2+ 10,000 ppm, SO42- 15,000 ppm, pH 4.7)을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환원제로는 29 wt% CPS 용액(BOC
science, USA)을 구입하여 컬럼 중앙에 설치된 주입관을 통해 주입되었다. CPS 주입량은 이전 실험에서 도출
된 결과를 근거로 영향권 부피 대비 CPS의 농도가 7% 되도록 63.5 mL를 주입하였으며, CPS 주입 이후 인공
지하수의 유속(Seepage velocity 100 cm/d vs 400 cm/d)별 3 공극 부피(pore volume, PV)로 흐를 때까지 일
정한 시간 간격으로 각 port 별 시료 및 유출부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를 통해 컬럼 공극수 내 pH 변화,
2+

2+

ICP-OES를 분석을 통한 Zn , Ca

농도변화 및 제거율, 수두 변화, 투수계수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주입관

을 통해 CPS 용액을 주입 시 지하수와 혼합 및 용해(miscible)되지 않고 일정한 노란색의 layer를 형성하여
다상유동(multiphase flow)의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PS 용액의 밀도가 1.25 정도로 물보다
높아 DNAPL를 형성하며 계면에서 완전 용해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균질한 (homogeneous)한 컬럼 내 모래층
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주입함에 따라 형성된 CPS 층이 관류 흐름
(plug flow)에 따라 이동하며 중금속과 반응하여 다량의 흰색 침전물을 발생시켰으며, 1 PV 이후 유출부로
CPS layer가 모래층에 잔류하지 않고 그대로 유출되었다. 유출수 시료의 pH 측정결과, pH의 경우 주입지점을
기준으로 유출되는 유출수의 pH가 유입 pH 대비 낮은 값으로 측정되었으나, CPS layer 유출 시 pH 8 이상으
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CPS layer가 전부 유출된 이후 다시 유출수 대비 낮은 값으로 측정되어 CPS 층의 관
류 흐름(plug flow)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인공지하수의 지속 주입에 따라 유출수의 pH가 회복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하수 내 Zn2+이온이 CPS 용액과 반응하여 ZnS 침전물 및 수소이온을 생성하여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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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Aratani et al., 1978, Tu Chen et al. et al., 2018).

Fig. 1. Changes in effluent Zn2+ , Ca2+ concentrations after CPS injection
2+

2+

시간 경과에 따른 유출수 시료의 Zn , Ca

2+

농도변화 변화를 Fig. 1에 제시하였다. Zn 농도의 경우

pH와 유사하게 주입지점을 기준으로 CPS 용액에 의하여 99% 이상 제거되었으나, CPS layer의 영향권을 제
외하고 Zn2+농도는 저감되지 않았다. Ca2+ 농도 역시 CPS layer의 영향권에서 CPS의 이온화로 인해 높은 농
2+

도를 나타냈으나, 유속이 낮을수록 CPS 용액이 충분히 반응하여 Ca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port 별 압력 수두의 경우 주입 이후 CPS 용액이 인공지하수 내 Zn2+이온과 반응하여 다
량의 침전물을 발생시켜 폐색(clogging)이 발생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침전물의 발생에 따른 폐색으로 투
수계수(Kh) 역시 감소하였으나 일정시간(120 min) 이후로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추후 CPS의 주입량 및 농
도를 최적화하고 컬럼 충진 매질을 달리하여 불균질한(heterogeneous) 지반환경을 모사한 실험을 진행하여 중
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 정화 현장에 중금속 침전 및 환원을 위한 CPS 적용 시 고려사항들을 도출하고, XRD
분석을 통하여 침전물의 성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Key words : Calcium Polysulfide(CPS, CaSx), Ground Water, ZnS, 환원제, In Situ Redox Manipulation
(IS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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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biotics are widely used by humans, aquaculture, and livestock industries to prevent or treat
microbial infections [1]. Considerable amounts of antibiotics used by humans and animals are excreted
through their feces and enter the environment, affecting the surface water, groundwater, and soil [2]. The
presence of antibiotics in the environment has caused adverse effects. Thus it is necessary to remove
antibiotics from water bodies. Trimethoprim (TMP) is one of the commonly used antibiotics in the world
and has been frequently detected in wastewater [3]. The conventional wastewater treatment cannot
effectively degrade TMP.

Recently, persulfate based advanced oxidation process (PS-AOP) has been

considered as a more effective technique for treatment of antibiotics in waters and sludge. Generally,
activation of persulfate by UV, heat, metal ions, chemicals, etc. for the degradation of pollutants [4-6].
Considering the practical applications the chemical actovation method is highly preferred. Even though, the
2+

metal catalysts (Fe , Fe(0), and Fe2O3, etc.) may form metal sludge and secondary pollution.

Thu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develop an efficient and ecofriendly activator. Biochar is a porous solid substance
with rich aromatic structure and can be obtained from the pyrolysis of biomass at high temperature. Due
to its abundant availability, low price and excellent catalytic performance, biochar has been widely studied.
To develop a hetero-atom doped metal-free biochar with high and inherent catalytic activity towards
highly stable antibiotic contaminant (Trimethoprim) in PS-AOP, it is necessary to explore its reaction
pathways and responsible catalytic sites.
Herein, a metal-free thermal treated and N-doped biochar derived from the mulberry tree (MBC)
was prepared and used for reaction pathway analysis during PS activation. The pyrolysis temperatur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regulating the biochar structure and properties. The optimization of oxidant
dose, activator concentrations, initial pH and initial TMP concentrations were evaluated for effective
degradation of TMP (Fig. 1). Complete degradation of TMP (C0 = 6 mg/L) was achieved within 4 h of
oxidation process while using 9 mM of PS, 1 g/L of N-MBC900 at pH0 6.7.
N-MBC900 showed the best catalytic activity towards TMP due to its richer pore and defect
structure. Both radical (24% contribution) and non-radical (76% contribution) pathways were found in
N-MBC/PS system (Fig. 2). Based on the scavenger and ESR analysis, N-MBC900 was proved to be
mainly responsible for the non-radical pathway (1O2).

Key words : Antibiotics, Mulberry biochar, Heteroatom, Persulfate, Singlet oxygen, Trimethop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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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gradation of TMP with different (a) oxidant concentrations, (b) catalyst doses, (C) initial pHs
and (d) initial concentration (insert) L-H kinetic model prediction. Experimental conditions: [N-MBC900] =
1 g/L; [TMP] = 6 mg/L; [PS] = 9 mM and duration = 4 h.

Fig. 2. (a) Effect of scavengers on TMP degradation using N-MBC900 system and ESR spectra using (b)
DMPO, and (c) TEMP as trapping agent in N-MBC900 system. Experimental conditions: [N-MBC900] = 1
g/L; [TMP] = 6 mg/L; [PS] = 9 mM and [DMPO] = [TEMP] =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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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lcium peroxide (CP) and persulfate (PS) oxidation are efficient oxidants for groundwater
remediation. In this study, applicability of dual oxidant (PS/CP, DuOX) for degradation of phenolic
compounds such as phenol, bisphenol A, chlorophenols and nitrophenol are investigated. CP releases H2O2
slowly into aqueous solution and the released H2O2 can be activated by Fe(II) inducing Fenton-like
oxidation reaction [1-2]. PS is a strong oxidant with a high Redox potential of 2.01V [3], but the final pH
after oxidation is low (< 3) which causes corrosion problems in the underground facilities [4]. Phenol
degradation using Fe(II)-activated DuOX was investigated at wide pH range of 3.0 to 9.0. The optimum
phenol/PS/CP/Fe(II) molar ratio was 1/1/5/6, degrading 95.5% of phenol (C0 = 0.5 mM = 47.05 ppm)
within 120 min (Fig. 1). Scavenger (TBA for OH•, NaN3 and L-histidine for 1O2 and MeOH for OH• and
•–

SO4

) study was also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sence of radical species. The scavenger

experiments and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pectra confirmed that the singlet oxygen (1O2) was the
main active specie in DuOX/Fe(II) system (Fig. 2). The influence of anions such as Cl–, HCO3–, NO3–,
2–

SO4

and PO4

3–

on phenol removal were also investigated under the optimum condition. Compared to the

other anions, the presence of HCO3– and PO43– significantly inhibited phenol oxidation. About 99.4% and
100% of phenol was removed from natural groundwater (NGW) and

DI water respectively

at the molar

ratio of 1/2/5/6 of phenol/PS/CP/Fe(II). Moreover, the high degradation of other phenolic compounds at
1/1/5/6 ratio such as bisphenol A (86.7%), 2-ChP (90.7%), 2,4-DChP (98.8), 2,4,6-TChP (100%) and 4-NiP
(90.0) also supported the potential applicability of DuOX/Fe(II) system (Fig. 3) in in situ chemical
oxidation (ISCO) technology.

Keywords: Calcium peroxide; Dual oxidant; Degradation; Natural Groundwater; Persulfate; Radical; Slow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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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Contrast study in different systems ([Phenol]0=0.5mM, [PS]0=0.5mM, [CP]0=2.5mM, [Fe(II)]0=3.0mM, T=20±0.5 °C, pH
unadjusted).

Fig. 2.

Radicals identification by ESR spectra using

DMPO and

TEMP as trapping agents in DuOX/Fe(II) system. Experimental

conditions: [phenol]0 = 0.5 mM; [PS]0 = 0.5 mM, [CP]0 = 2.5 mM, [Fe(II)]0 = 3.0mM, and [DMPO] = [TEMP] =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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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 Oxidation of phenolic compounds. Experimental condition: ([Pollutant]0=0.5mM, [PS]0=0.5mM, [CP]0=2.5mM, [Fe(II)]0=3.0mM,
T=20±0.5 °C, pH un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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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Microsized Corn-Oil Droplet)의 TCE 생물학적 탈염소화 분해 자연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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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지중 생물학적 공정에서는 생분해능 촉진을 위해 용해된 형태의 기질 주입이 필요하다. 현장의
지하수 흐름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주입을 위해 최근에는 방출제어 기술을 이용한 기질 공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Harkness & Fisher, 2013). 그 중에서 옥수수유를 비롯한 오일류는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지하수 수면 위에 존재하므로 원액을 대수층에 주입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물질 특성으로 인
한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적인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믹산을 이용하여 옥수수유를 에멀전화시킨
물질을 제조하였다. 휴믹산은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면활성제의 대체물질로서 사
용이 가능하며, 에멀전화를 위해 임계 마이셀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 이상을 유지시켜주어
야 하는 계면활성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이셀을 형성할 수 있는 휴믹산과 옥수수유, 증류수를 혼합한 후 에멀전화한 물질을
마이크로사이즈오일(Microsized Corn-Oil Droplet, MOD)이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OD를 이용한 마
이크로카즘을 통해 지속적인 전자공여체 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파일럿 규모의 현장 실험을 통
해 현장 적용 가능성과 탈염소화 효율평가를 수행하였다.
마이크로카즘 실험 구성은 dichloroethylene(DCE)류 뿐만 아니라 vinyl chloride(VC), ethylene(ETH)까지
분해시킬 수 있는 Dehalococcoides가 존재하는 현장지하수와 토양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MOD
의 주입 유무를 다르게 하여 TCE 분해 경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구성의 반응조는 3개씩 구축하고
반응시작 후 80일 동안 염소계 유기화합물, MOD 및 분해부산물인 유기산 농도를 모니터링하였다. 현장 실험
은 오염원으로서 TCE 농도와 Dehalococcoides의 존재 여부를 고려한 부지에서 진행하였다. 부지 내 관정이
위치한 두 곳 중 북측은 MOD를 혼합한 용액을 주입하였고 남측은 MOD를 혼합하지 않은 용액을 주입하였
다. MOD 주입 후 약 40일 동안 염소계 유기화합물과 MOD의 부산물 농도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지하수 내
염소계 유기화합물 농도변화는 물질이 흡착하는 특성을 고려한 해석방법인 forced mass balance(FMB)를 이
용하여 반응누적시간에 따른 분율 변화를 비교하였다(Hageman 등, 2003).
반응조 실험 결과, MOD를 주입한 조건에서 TCE의 농도가 감소되며 DCE와 VC, 최종 분해 부산물인
ETH까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응조 내에서 프로피온산, 아세트산과 같은 유기산들이 생성되었
다. 해당 결과를 통해 TCE 자연저감 촉진제로서 MOD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MOD를 적용한 파일럿 실
험에서는 MOD를 주입하지 않은 수동형 저감조건의 경우 27일 경과 염소계 유기화합물 중 TCE의 비율은
66.4%에서 11.7%로 감소하며 cis-DCE의 비율은 32.4%에서 74.1%로 증가하지만 ETH이 생성되는 완전탈염
소화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능동형 저감조건에서는 TCE의 비율이 95.1%에서 3.6%
로 감소하며, cis-DCE는 3.1%에서 36.1% 증가하고 ETH은 1.4%에서 54.7%로 증가하였다. 또한, MOD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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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기산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MOD 주입 후 효과적으로 TCE의 완전 탈염소화 반응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CE로 오염된 현장에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연저감 촉진제로서 MOD를 적용
할 경우 지속적인 전자공여체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trichloroethylene(TCE), anaerobic reductive dechlorination, Microsized Corn-Oil Droplet
(MOD), natural atte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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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로벤젠으로 오염된 지하수의 실리카 코팅된 영가철과 과황산염의 순차처리
A sequential silica-coated zero valent iron and persulfate
treatment system for nitrobenzene contaminated groundwater
응우옌 쿠엔 비엔, 정혁성, 황인성*
Quoc Bien Nguyen, Hyuk Sung Chung, Inseong Hwang

*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e-mail : ihwang@pusan.ac.kr
Abstract
The reductive property of nanoscale zero-valent iron (nZVI) can provide an effective approach for
the in-situ degradation process of Nitrobenzene (NB) present in groundwater. However, there are two
related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before applying this method in practical treatment: aggregation of
nZVI particles and a harmful byproduct of NB reduction (Aniline - AN). In this study, a sequential
silica-coated nZVI (Si-nZVI) and persulfate (PS) treatment system was proposed to ensure the thorough
degradation of NB in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Silica coating was hypothesized to provide a
protective shell for higher selectivity; better mobility and longer longevity than the bare nZVI. The batch
experiment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initial NB concentrations, initial pH, Si-nZVI dose
and PS dose on the NB degradation in deionization water; and then an optimal condition was selected for
the real groundwater and column sequential experiment. The results indicated a good performance of
sequential Si-nZVI/PS process in removing aqueous NB. At a NB initial concentration of 2 mM, a
Si-nZVI concentration of 20 mM, a PS concentration of 30 mM and an initial pH of 2, NB was
decomposed almost 100% within 10 minutes and followed by the gradual oxidative degradation of AN
after injecting PS. Simulation experiments using groundwater and sequential reactive columns further
demonstrated the feasibility of this system for future application in removing NB from contaminated
groundwater.
Key words : Nitrobenzene, nanoscale zero-valent iron, persulfate, sequential proces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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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제올라이트에 지지된 나노영가철 정화소재를 이용한 3차원 박스형 반응기 내
다공성 매체에서 6가 크롬 제거 연구
Removal of hexavalent chromium by nZVI＠natural-zeolite material through
porous media in 3-D box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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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중요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중금속 중 하나인 6가 크롬(Cr(VI))은 오염된 토양 및 지
하수에서 널리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Cr(VI)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새롭고 친환경적인 정화소재 개발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영가철(nZVI)에 천연제올라이트를 지지체로 사용한 nZVI@
제올라이트 정화소재를 개발하였다. 지지체로써 천연제올라이트의 사용은 친환경적이고, 기존 nZVI의 응집 현
상을 억제해줌으로써 반응성 저하 현상을 보완해줄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염기성 전처리를 통해, 개발된 소
재의 다공성 매질 내 이동성을 향상 시켜 줄 수 있었다. 회분식 반응실험의 결과는 6가 크롬에 대한 개발된
정화소재의 높은 제거 효율을 보여주었으며, 침전실험 및 토양 컬럼 실험의 결과는 소재 입자가 나노영가철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분산되고 토양 공극에 막히지 않고 좋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과 관련된 조건에서 다공성 매질을 통한 6가 크롬 제거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박스형 반응기를 제작 하였고, 이에 토양을 충진 시켜 다공성 매체를 조성하였다.
또한, 6가 크롬으로 오염된 인공 지하수를 흘려줌으로써 실제 지중 환경을 모사 시켰다. 3차원 박스형 반응기
내 6가 크롬 제거 실험결과, 개발된 소재(41%)는 nZVI(16%) 및 천연제올라이트(1.2%) 보다 좋은 제거효율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nZVI@천연제올라이트 소재는 6가 크롬으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의 지중정
화 처리제로 적용가능성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Natural zeolite, nano-material, Cr(VI), In-situ remediation technology, 3-D box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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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란으로 개질된 카본 나노파이버/PDMS 스펀지를 이용한 초소수성 유수분리소재 제조
Fabrication of super hydrophobic silane-modified carbon nano fibers/PDMS
sponge for removal of oil from water
최유림, Ganesh Kumar Reddy Angaru, Pal Chandrika Ashwinikumar, Koduru Janardhan Reddy,
양재규, 장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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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il refineries, vehicle service stations, petrochemical complexes, paints industries
polluting sites of soil and groundwater and contaminations can be occurred by leakage of oil
oil spills. As a non-aqueous liquid (NAPL), oil can become a potential contamination
groundwater. Oil/water separation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because some refractory

are major
storage and
source for

components
of oil has possibility to be ingested through dinking water or plants and even cause cancer. Oil absorbent
materials which possess porous structure, low density and high hydrophobicity has referred as promising
approach for high efficiency and low-cost process. Polydimethylsiloxane (PDMS) foam composites which
has low surface energy, good thermal stability and flexibility can be easily prepared by sugar templating
method. Methyltrimethoxysilane (MTMS)-modified carbon nanofibers (CNFs) can be distributed on PDMS
foam and enhance hydrophobicity and efficiency of the oil absorb. In this study, fabric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silane-modified CNFs/PDMS foam for oil/water separation were conducted.
Sugar templating method was used to fabrication of silane-modified CNFs/PDMS foam and various
rations between CNFs and PDMS were studied. As-prepared materials were confirmed by water contact
angle, FT-IR, SEM, TEM measurement. The batch and continuous oil/water separat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of performance of silane-modified CNFs/PDMS foam.
Key words : polydimethylsiloxane, methyltrimethoxysilane, silane, carbon nanofibers, oil/water separation

Fig. 1. Removal of diesel from water using silane-modified CNFs/PDMS f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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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에 저항성을 가지는 망가니즈 제거용 슬래그-석회석 반응기: 실험 및 처리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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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니즈는 광산배수와 환원 환경의 지하수에서 철과 일반적으로 공존한다. 망가니즈를 자연정화함에 있어서
주요 제약은 Fe2+에 의해 산화가 방해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간단한 망가니즈의 자연정화공
법을 개발하였으며 철에 대한 저항성을 검증하였다. 제강슬래그 단독 적용시 및 제강슬래그를 Mn 코팅 자갈
과 혼합한 경우와 비교한 결과, 제강슬래그를 석회석과 혼합한 경우에 가장 높은 Mn 제거 효율과 함께 Fe2+
에 대한 저항성이 나타났다. 망가니즈의 제거 기작을 평가하기 위하여 CaCO3, NaHCO3, Na2CO3 및 제강슬래
2+

그를 포함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망가니즈가 석회석의 표면 부근에서 탄산염으로 침전되는 것이 Fe

저항성에 대한 기작으로 나타났다. SEM-EDS, XPS 및 지구화학적 모델링 결과 또한 석회석 반응에 의해 망
가니즈가 탄산염으로 제거되는 것을 뒷받침하였다. 해당 제거 반응은 Fe2+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이후에 망
가니즈 탄산염은 Mn(III,IV) (수)산화물로 쉽게 산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석회석과 혼합한 제강슬래그는 다
양한 환경에서 Fe와 공존할 때 유망한 망가니즈 제거 매질이 될 수 있다.
Key words : mine drainage, groundwater, passive treatment, slag reactor, Mn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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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고려한 긴급방제기술 개발: 단위장치 설계 및 최적화
Development of emergency control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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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1]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수환경 오염 방제기술을 연구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된 97종의 물질을 특성에 따라 산/염기, 친수성 유기물질, 소수성 유기
물질, 수용성 고체 4종류 (기체와 불용성 물질 제외)로 분류하고, 수환경 오염확산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누출
된 유해화학물질 특성을 반영한 방제시스템 개념설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에 의한 유해화학
물질의 수환경 유출 대비 이동식 긴급방제 시스템 개발을 위해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단위장치별 설계/시
제품 제작 및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화학사고물질 방제시스템에서 포집된 오염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단위장치를 구성하였다. 각 단
위장치는 침전조, pH회복조, 가압부상조, 산화조, 흡착컬럼, 스크러버 및 화학물질/슬러지 회수를 위한 폐기물
저장조로 구성하였다. 침전조는 오염수 유입 시 액체상과 같이 포집되는 고형물 제거를 위해 원형침전조로 형
태 설계하였고 표면부하율 및 체류시간을 고려하였다. pH회복조는 산/염기 물질의 누출 혹은 기타 이유에 의
한 pH변화를 자연수의 pH와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1개의 약품혼화조와 2단의 반응조로 설계하였으며, pH
중화 반응시간 (체류시간)을 고려하였다. 가압부상조의 설계에는 침전조와 pH회복조를 통과한 미세고형물질를
제거하기 위해 나노버블 발생기를 적용하였으며, 표면부하율 및 체류시간을 고려하였다. 산화조는 1차 화학물
질제거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과산화수소+UV 반응을 이용하였다. 흡착컬럼은 최종 화학물질제거를 목적
으로 각 화학사고물질에 맞는 흡착제를 현장에서 교체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각 단위장치에서 발
생하는 화학사고물질 기체의 포집 처리를 위해 습식 스크러버를, 화학사고물질 슬러지 저장을 위한 폐기물저
장조를 각각 설계 하였다. 전체 시스템은 시간당 1 ～ 1.4 m3 의 오염수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용적설계를 하
였으며, 설계에 맞춰 시제품을 제작하여 각 장치별 운영을 테스트하였다. 그리고 실내실험을 통해 최적화 인자
는 구득하여 시제품 운영에 적용/보완 하였다. 차후 연구개발을 통해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긴급방제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며, 완성된 시스템은 사고현장에서 직접 회수 후 정화처리 가능 설비로, 선제적/적극적 처리를
통해 긴급방제 지연으로부터 발생 될 수 있는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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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har의 aging이 토양 내 구리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Investigating the effect of biochar aging on the copper(Cu) mobility in soil
김혜빈, 백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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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biochar)는 에너지 회수, 탄소 격리 및 작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여러 분야에서 그 사용
[1]

이 증가하고 있다 . 특히, biochar에 의한 토양 내 중금속 안정화는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2]. 일반적으로 토양 중금속(Pb, Zn, Cd 등)은 biochar의 산소 함유 작용기(hydroxyl,
carboxyl 등), pH 증가, 침전 등의 기작으로 안정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풍화
(aging)에 따른 biochar의 특성 변화가 중금속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전 선행 연구에
서는 wet-dry, freeze-thaw aging된 biochar의 산소 함유 작용기(hydroxyl, carboxyl)와 용존 유기 물질
(DOM)의 용출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3]. 즉, aging은 표면 작용기 흡착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양이온성
중금속 안정화에 효과적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반면에, 구리(Cu)는 다른 양이온성 중금속과는 다르게 용
존 유기 물질(DOM)과 안정한 용해성 복합체를 형성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biochar aging에 의한
구리의 안정화 효과는 이중적인 양상을 보여 구리의 거동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관련 연구는 매우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ochar의 aging이 토양 내 구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하여 UASB 슬러지, 커피찌꺼기, 볏짚을 300℃에서 열분해한 biochar를 사용하였다. Biochar 추출물과 유기산
(oxalic, humic, fulvic acid)을 실제 구리 오염 토양 및 모델 토양(구리 흡착된 철 산화물)에 적용하여 DOM과
구리 안정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또한, wet-dry 조건에서 biochar를 aging하여 작용기 증가에 따
른 구리의 안정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Key words : rBiochar; Copper(Cu); Aging; Stability;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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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에 코팅된 자체조립 3D-수산화마그네슘에 의한 망간산화물의 자가형성 :
촉매 산화 메커니즘 및 Mn(II) 제거
In-situ growth of manganese oxide on self-assembled 3D- magnesium hydroxide
coated on polyurethane: catalytic oxidation mechanism and application for Mn(II)
removal
*

장석범, 종초은, 장민

Jang Seok Byum, Choong Choe Earn, Jang Min*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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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3D flower-like Mg(OH)2 coated on granular-sized polyurethane (namely FMHP) were
prepared by a simple synthesis method using a hydrothermal method at 120°C. According to the Isotherm
experiment results, optimized material prepared with 7 g of MgO and 20 g of polyurethane achieved a
high Mn(II) removal capacity of up to 351.2 mg g-1 by the Langmuir isotherm model. FMHP shows still
high Mn(II) removal capacity at a wide range of co-existing ion concentrations (NaCl 0∼0.1M) and pH (2
∼9), indicating that FMHP was not sensitive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addition, the Mn(II)
removal mechanism using FMHP was investigated through consecutive cycle batch experiments, BET,
XPS, XRD, FESEM, and TEM analyses, and it shows that the MnOx layer grows through an ion
exchange step with Mg(II) of FMHP surface, further promoted Mn(II) removal through catalytic oxidation.
Column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FMHP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water treatment, and
FMHP shows the high Mn(II) removal capacity(135.9 mg g-1) with excellent processing cost (0.062 m3
-1

$ ), which was superior to the current chemical Mn(II) removal processes.

Key words : polyurethane, manganese removal, catalytic oxidation, Mg(O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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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 Isotherms of Mn(II) for various Mg(OH)2 coating ratios on FMHP (B) kinetics of Mn(II) for
bulk PU, pristine MgO, FMH0.35P, (C) Mn(II) removal kinetics for each cycle and accumulated Mn(II)
adsorption capacity, (D) pH for each cycle and accumulated Mg(II) release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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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TCE 오염지하수 자연저감 진단 및 모니터링 지침 개발 연구
Technical Guideline for Evaluating Monitored Natural Attenuation of PCE/TCE
Contaminated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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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유기성 오염물질로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수동적
정화공법인 자연저감(monitored natural attenuation [MNA])이다. 유류오염과 TCE/PCE와 같은 염소화 유기
용제로 오염된 지하수 정화에 자연저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기술 지침이 미
국, 영국, 호주 등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 있다. 국내에도 최근에 토지 매매에서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지고 상대적으로 정화 비용이 저렴한 자연저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오염지하수정화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52호)에서는 오염된 지하수의 자연정화 가능성 평가라는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가 없고, 자연저감 모니터링 수립 방법에 대한 기술 지침 마련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E/TCE로 오염된 자연저감 평가 및 모니터링 수립 방법에 대한 한국형 기술적
지침 개발과 이에 대한 현장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외 선진국 사례들과 한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자연저감 평가 및 모니터링 전 과정을 크게 (i) 기초조사, (ii) 자연저감 가능성 예비진단, (iii) 정밀 조사
및 진단, 그리고 (iv)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4단계로 나누었고, 기초조사와 자연저감 가능성 예비진
단 단계에서는 수리지질학적 및 부지오염 특성에 관련된 기존에 가용한 자료에 기반해서 예비 진단을 하는 방
법을 다루었고, 자연저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 조사를 수행하여 생분해 기작에 의한 자연저감 증거
를 제시하기 위한 모델 시뮬레이션하여 평가하는 절차와 기술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제시된 지침이 한국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 위한 익산 제 1국가 산업단지 내에
PCE/TCE로 오염된 부지에 대해서 현장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환경공단에 의해서 제공된 해당 부지의
PCE/TCE 오염특성과 수리지질학적 특성 자료에 근거해서 분석한 결과 오염운 크기의 감소 여부는 불확실하
나 안정적인 듯하고 PCE/TCE의 환원탈염소 생분해 부산물들인 DCE와 VC이 지하수에서 검출되었고, 현지에
서 채취된 지하수와 토양 시료를 이용한 마이크로코즘 실험에서 Dehalococcoides 등의 환원탈염소화 미생물
들과 유전자들이 검출되고 PCE => TCE => DCE => VC => Ethene의 완전 탈염소화 생분해 기작이 발현
되었으므로 해당 부지에서 환원탈염소 생분해 기작을 이용한 자연저감의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정밀 조사에서
는 기초 조사에서 미흡하였던 오염원(DNAPL) 분포, 지질특성, 오염원 분포, 전자수용체 및 산화-환원 조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행하였고, 잠재적 수용체 (하천, 주거지, 부지내 노동자)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이 정밀 조
사 결과를 가급적 3차원의 개념적 모형에 표시해서 자연저감의 전략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자연저
감이 해당 부지의 정화에 적용이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하수 흐름은 MOD-FLOW를, 오염물질 거동 및
이동은 MT3D와 RT3D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지하수 흐름
및 오염물질 거동 및 이동에 대한 모델 보정과 검증을 현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엄격히 수행하였고, 그 결과
지하수 수위 예측의 경우 측정치와 90% 유의성, 오염물질 농도 예측의 경우 측정치와 80% 정도의 유의성을
보이었다. 이렇게 보정 및 검증된 수치모델들을 이용해서 한 세대 보다 적은 시간인 20년 동안에 자연저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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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저감된 PCE와 TCE의 총량을 각각 산정한 결과 135,705 kg (PCE 저감율 50.0%)와 7,825 kg (TCE 저
감율 86.9%)로 산정되었다. 오염운은 20년 동안 민감한 수용체인 하천에 도달하지 않고 오염운 크기가 감소하
여 자연저감이 해당 부지 지하수 오염정화에 적합함을 시사하였다. RT3D를 이용해서 PCE/TCE 환원탈염소
분해산물인 DCE와 VC의 생성을 예측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잔존 염소화 유기물질들의 인체 위해성을 1인당
위해도와 잠재 수용체 인구수를 고려한 총 위해도를 계산한 결과, 자연저감에 의해서 잠재 수용체는 노출되는
오염의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는 기준치 이하로 안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인구수를 고려한 총 인체 위
해도의 산정 결과, 자연저감에서 의해서 총 발암위해도는 호흡 41 %, 섭취 36 % 저감, 총 비발암위해도는 호
흡 28 %, 섭취 47% 저감으로 나타났다. 자연저감 기작 분석을 위해서 확산계수, 흡착상수 그리고 생분해 속
도 상수의 값들을 변동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반복한 결과, 환원탈염소 생분해가 자연저감의 주요 기작이고 생
분해 속도 상수가 가장 민감하게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형 계수 값들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시나리오 (정화 관점에서 최선 및 최악의 시나리오 포함)에 대해
서 다수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 예측이 가능하게 자연저감 모니터링 관정
배열을 구축하였고,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현장 실증 연구 결과 염소화유기용제 오염 지하수 자
연저감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한국형 기술적인 지침이 개발되었다.

Key words : Monitored Natural Attenuation(MNA); Technical Guideline; Field Evaluation; Groundwater
Flow Modeling; Chlorinated Hydrocarbon; Reductive Dechlorination; Numerical Modeling of Fate and
Transport of Pollutant in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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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in Jeju Island is a unique source of drinking water supply. The source water is pumped out
from deep groundwater wells and then transported through water supply networks after being purified by
disinfection treatment without filtration facilities. Recently however,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groundwater in Jeju Island is overall progressively threatened in quantity and quality by anthropogenic
factors such as over-fertilization, unauthorized treatment of livestock wastes, and sewage discharge from
accommodations. Volcanic aquifer of Jeju Island is intrinsically highly vulnerable to the inflow of surface
contaminants because of its good permeability. Therefore, it is urgent to precisely diagnose the status of
source groundwater quality for safe and secure tap water supply. This study is being conducted 1) to
understand the overall status (including trend) of source groundwater in Jeju, 2) to determine the main
source(s) of groundwater quality degradation and 3) to suggest an appropriate groundwater management
scheme including land use controls. For this purpose, we carefully examine hydrochemical data of source
groundwater samples that are collected by two campaigns in 2021; in addition, monitored data of EC and
NO3-N between 2014 and 2021 are also used to evaluate their trends. Multivariat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re used to figure out main causes (and localities) of significant
water quality changes (if any) and then the status and trend of water quality are examined by tracking
regional land-use changes over the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to plan long-term
sustainable management of source groundwater in Jeju Island. <Acknowledgement> This study is
supported by a funding from the Special Self-Government for Jeju water supply.

Key words: source groundwater, Jeju Island, Status and trends of groundwater quality, hydr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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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단층 또는 지질경계를 따라 탄산수가 관찰되고 있다. 화강암과 백악기 가송동층의 경계부에서
단층선 상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한실탄산천에서(정찬호, 2002), 탄산수의 상승 경로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
기 위하여 복합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 중력 측정은 탄산천을 중심으로 116 개 지점에서 측정하였고 탄
산천 주변은 5 m, 주변 지역은 10 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전극 간격을 10 m로 3개 측선을
전개하였다. 한실탄산천에서는 비교적 큰 버블이 지속으로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며, 경상도에서 관찰되는 탄산
수 중 가장 높은 전기전도도를 보인 바 있다. 정찬호(2002)에서 2,280 μS/cm, Do et al. (2020)에서 3,240 μ
S/cm가 각각 측정되었다. 특히, 높은 Mg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는데, 정찬호(2002)은 87.1 mg/L, Do et al.
(2020)은 137.9 mg/L를 각각 보고하였다. 지구물리탐사 결과, 쌍극자배열의 등저항도에서 탄산천과 인접하여
양산단층에서 분절된 남-북 방향의 단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층을 경계로 지름 80 m의 환상형으로 부게중
력이상이 감소하였는데, 이로부터 저밀도의 암석 분포를 예상할 수 있다. 중력이상의 곡률(dip curvature) 분석
을 통해, 주변 지역의 밀도경계가 50-120 m 깊이인 것에 반해, 탄산천 하부의 밀도경계는 20 m의 천부에 위치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실탄산천 분포지에는 탄산수의 이동 경로가 되는 단층이 발달하며 CaO와 MgO가 풍
부한 저밀도의 화성암이 돔 형으로 지표면 가까이에 분포하여 탄산수 발생과 이동에 적합한 지질구조를 가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사> 이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No. 2019R1A2C1084297, NRF-2020R1F1A1054863)
Key words : CO2-enriched groundwater, gravity field interpretation, Bouguer anomaly, geolog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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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쓰일 정도로 우리
주변 가까이 다가와 있다. 2020년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긴 장마가 나타났으며, 2000년대 들어 가을태풍에 의한
가을장마 현상이 나타나며, 몇 년에 한번씩 나타나던 가뭄은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기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학자에 따르면 앞으로 이와같은 이상기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함
께 농촌에서는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논 농업 중심에서 다양한 시설농업 등 밭 농업 비중
의 증가하는 등 농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농지의 면적은 2000년 1,888ha에서 2018년 1,596 ha로 감
소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논비율은 60.8 %에서 52.9 %로 감소한 반면 밭 비율은 39.2 %에서 47.1 %로 증가하
였다. 기후위기는 농촌의 재배 작물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과수재배지역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
며, 시설작물 재배의 범위와 함께 작물도 변화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상 기후의 심화와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
라 농업용수 공급은 기존의 저수지와 양수장으로 구분되는 지표수 위주의 공급에서 다양한 용수원의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수자원 372억 ㎥ 중 지하수는 29
억 ㎥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농업용 지하수는 52% 인 18억 ㎥을 이용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세부용도 이용
은 전작 38%, 답작 39%, 원예 9%, 축산 등 14%로 구성되어 논과 밭의 이용량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농
업용 지하수 이용현황은 전체 관정 792천공에서 공공관정은 24천여공으로 3%만이 공적관리가 이루어지고
97%의 관정은 사설관정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은 약 26%이며, 최근 10년간 이
용률이 감소 추세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지하수 이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농업환
경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다양한 공급원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가뭄 대비 효과가 우수한 지하수의 추가 확
보를 통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국내의 물 여건의 고려한 지하수의 역
할은 물안보 확보를 위한 가뭄 대비 안정적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역할과 통합 물관리에 맞추어 유역 내 물 자
급율 제고를 위한 지역 수자원으로서의 역할 및 물순환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하천-지하수 연계관리, 토지이용
-지하수 연계관리를 통한 물순환 건전성 회복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지하수의 관리를 위해 1) 농업용수는 통합물관리 체계에 편입하여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하여 관리하
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2) 농업가뭄 대응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의 4계절 용수 수요 평가를 통한 용수 공급
방안을 수립하고, 3)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용수 공급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4) 농업용수에 의한 지표수 지하수 수질관리방안 수립과 5) 농촌지역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
한 정부 주도의 지하수자원관사업의 고도화를 통한 지하수 수량・수질의 과학적 관리기 필요하다.
Key words : 기후위기, 농촌지하수, 지하수관리, 농업용수, 통합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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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대비 식량안보 등의 이유로 스마트팜(SMART farm)과 스마트 양식장
등 스마트농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생산단계의 산업화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농가의 수가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12.6% 증가하여 현재 전체 농가의 47.5%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한편, 2020년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논벼 위주의 논농사에서 과수, 채소 중심의 밭농사, 시설재배로 변화하고 있다. 논벼는 1985년 대비 2019년에
43.9%p. 감소한데 반해, 과수와 채소는 각각 16.8%p., 13.2%p. 증가하였다. 노지 재배 면적은 감소한 반면, 시설 재배면적
은 1979년 5ha 에서 2019년 81천ha로 증가하였고 시설채소 생산량도 연평균 6.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영농
형태의 변화로 인해 연중 내내 양질의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농업용 개인관정 개발이용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농형태의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농업용 지하수의 수요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른 농업용 지하수 현안을 도출하고 현안별 관리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
료 고찰,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농업용 지하수와 관련하여 첫째, 영
농형태에 따른 농업용 지하수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정확한 자료의 부재이고, 둘째,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농업용 지하
수 개발·이용, 셋째, 농업용 지하수의 수질 확보, 그리고 수막재배시설의 지하수 사후관리 등을 주요현안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물관리의 핵심기조인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현안에 대한 농업용 지하수관리전략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정확한 농업용 지하수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용 지하수시설의 세부용도 구분과 이용
량 계측, 자료의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정확한 자료의 정보화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 이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해 펼요한 정책이나 기술을 도출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이용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한 실측과 자료 정
보화는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농업용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관리를 통해 농촌 및 유역 지하
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농촌 지하수 이수안전도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관정단위로 관리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에서
면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관정단위의 적정채수량과 유역 단위의 지하수 이수안전도를 연계 평가,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지하수 이용을 위해서는 지하수의 적정한 배분전략과 이를 위한 수리권 정립이 필요하
다. 셋째, 양질의 지하수 수질 확보를 위해 농업 생산성과 농업용 지하수 수질관리를 함께 고려한 넥서스 정책 추진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막재배시설의 지하수 냉난방 이용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하수 분야의 중요한 기술이자 정책지
향점이므로 사후 지하수 함양으로 재이용함으로써 농촌 물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이용, 관리할 때에 생활용수와는 차별화되면서 농업생산량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를 도출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기초연구로서 추후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농업용 지하수의 기술적, 정책적 관리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Key words : Type of farming, Agricultural groundwater use, Sustainability, Integrated management,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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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막재배 농법은 지하수의 열원을 이용하는 보온농법중 하나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난방농법과 비교하
여 에너지 효율적이고 탄소배출이 작은 우리나라 겨울철에 적합한 농법이다. 문제는 많은 수막재배 시설이 한
번 사용한 지하수를 재이용하지 못하고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함으로써 지하수를 지속가능한 양이상으
로 남용하는 데 있다. 농식품부 통계와 수막재배 시설의 평균 지하수 이용량에 의하면 전국 경지면적(약 162
3

만 ha)의 0.46%인 수막재배시설에서 전체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의 33%(약 5억 7340만 m )의 지하수를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수막재배시설 주로 11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지하수 열원이 필요한데,
전국 많은 지역에서 12월하순을 지나면서 지하수위가 한계 수위 아래로 하강하여 물부족을 겪게되며, 부득이
화석연료 온풍기 등 난방장치를 가동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러한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수
층순환식 수막재배 기술 또는 강변여과수의 인공함양을 통한 수위회복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충북 청주, 충주
및 경남 진주 등에 도입하였다. 수막재배는 지하수 자원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
수막재배를 위해서는 지속가능 개발량 만큼 지하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량 평가에 의해 이용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정의 구경, 심도, 펌프
의 용량, 수중모터사용여부 등 설치된 시설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지속가능량에 비해 과다 용량
으로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막재배를 위한 제도적 접근을 살펴보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시
공자 신고의무, 신고/허가 기준의 강화, 이용량 모니터링을 포함한 사후 관리 강화, 대단지 수막재배지역의 지
하수관리구역 설정 및 지자체/작목반/물이용자조합 등 공동 지하수영향조사 제도 도입과 지하수총량제 도입,
인공함양 등 지하수재이용 수막재배 기술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에
맞게 수막재배 시설은 수량-수질-수생태를 아우르는 통합관리 측면에서 다뤄져야하며, 개별 지하수 이용시설
이 아닌 유역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Key words : Water-curtain insulated cultivation system, Groundwater shortage, Managed aquifer
recharge, Integrated management, Institution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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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원 오염부지 관리 및 정화 현황
Status of management and remediation of natural origin contaminants in soil
안진성1*, 김이중2 , 김찬웅3, 김태훈4, 심은수5, 양경6
1

2

3

4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홍익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5환경부 기획조정실, 6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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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및 암석의 풍화로 인해 토양에 농축될 수 있는 자연기원 오염물질은 화학적으로 안정한 광물상
(mineral phase)으로 존재할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 기원의 토양오염물질과는 상이한 분포(수평
및 수직 범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OO부지 내 자연기원 불소오염토양은 연속추출법(sequential
extraction) 기준 5단계의 잔류성 형태(residual fraction)가 90% 이상으로, 또 토양의 입도에 상관없이 불소가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 경우 인위적 기원의 토양오염부지와는 차별성 있는 오염 분포 평가 및
정화공법 선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기원 오염부지의 규명 방법, 정화 공법 적용 및
오염부지 관리 사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그로부터 합리적인 정화 또는 위해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
다.

Key words : fluorine, natural origin, soil remediation,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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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원 불소오염토양의 불소용출 특성
Leaching characteristics of fluorine from natural origin fluorine-contaminat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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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토양 내 불소의 기원(source)에 따른 불소의 용해/용출 특성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백운모
및 흑운모와 같은 운모류 광물(mica) 및 형석(CaF2)의 풍화로부터 기인한 자연기원 불소오염토양과 인위적 기
원의 불소오염토양(NaF 수용액으로 spiking한 토양)에 대해 알칼리용융-여과법, 과염소산추출-증류법, 연속추
출법(sequential extraction) 및 solubility/bioaccessibility research consortium(SBRC) 방법을 적용하여 용해/용
출된 불소농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광물의 풍화로부터 기인한 불소의 경우, 토양 중 광물상의 안정한 형태로
존재할 개연성이 높고, 그로 인해 인위적 기원의 불소오염토양과는 상이한 불소 용해/용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오염물질의 기원에 따른 존재형태가 용해/용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
고, 나아가 기원에 따른 부지 특이적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fluorine, natural source, leaching characteristics,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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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오염물질연구회: 미세플라스틱 연구의 현황과 쟁점
Micropollutant research group: Current status and issue of micro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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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환경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의약품 및 생활용품(Pharmaceuticals and Personal Care
Products, PPCPs), 과불화합물 등 미량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보고되면서, 이들의 환경 중 분포와 거동,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독성과 위해성, 제어기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량오
염물질연구회는 환경 중 발생하는 미량오염물질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환경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미량오염물질연구회는 첫 번째 미량오염물질로 미세플라스틱을 선정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토양, 수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들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연구 표본이 적고, 분석 등 연구방법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연
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미세플라스틱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간극(research gap)
이 발생하는 쟁점을 도출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Key words : 미량오염물질, 미세플라스틱, 토양환경, 거동,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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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을 통한 모래여과 공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거동평가
Sensitivity analysis of microplastic transport in sand fil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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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리 공정 내 미세플라스틱의 거동평가를 위해 모래여과 공정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의 거시적 거동은 이송-확산 방정식(advection-dispersion equation)에 반응항으로
서 흡착(attachment), 탈착(detachment), 그리고 거름(straining) 기작을 DLVO (Derjaguin–Landau–Verwey–
Overbeek) 이론에 기반하여 미세플라스틱과 여과재 사이의 상호작용의 모사를 진행하였다. 개발된 기본 모델
은 1차원 칼럼실험결과와 비교해 검증 및 보정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 분산기반 민감도 분석 기법 중
하나인 Sobol’s method를 사용하였으며, 6개 인자들(미세플라스틱 반지름, 모래 반지름, 이온강도, 수온, 유속,
공극률)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진행하였다. 미시적 거동에서는 흡착, 탈착, 거름 계수가 상기 6개 인자
들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거시적 거동은 유출수 파과곡선의 최고점을 목적함수로서
평가하였다. 흡착 계수의 경우 모래 반지름의 영향을 받았지만(Si = 0.29), 파과곡선 최고점은 미세플라스틱
반지름의 크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Si = 0.36). 이온강도의 경우 미세플라스틱 반지름이 1

μm이하일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의 거시적, 미시적 거동에 영향을 미쳤지만, 1 μm 이상일 경우에는 그 영향
이 미비하였다. 6개의 인자 중 수온은 모든 경우에서 모델의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처리 공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한 모래여과 공정의 설계 및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토양환경 미세플라스틱의 거동 연구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Key words : 미세플라스틱 거동, 민감도 분석, 모래여과, 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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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 유역에서 토양 침식에 의한 유사 이동 및 퇴적물 침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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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과 대기 오염 물질의 침적 등에 의해 오염된 토양은 침식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생태계로 유입되며, 이로 인해 지하수와 하천, 호소를 오염시키고 식물안에 농축되면 생태계와
인간에 독성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수계내에서 토양 침식에 의해 발생되는 유사의 이동 및 퇴적물 침
적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정화계획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안동호 유
역을 대상으로하여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모형을 이용하여 퇴적물의 거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SWAT은 국내외적으로 유역내 수문 및 오염물질 거동 예측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넓고 복잡
한 유역의 다양한 토양특성, 토지이용도, 기상자료 등을 고려하여, 물, 토사, 화학물질들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모델로 유역내의 장기 강우-유출, 토양침식(soil erosion), 유
사(sediment)의 이동, 영양소 및 등 오염물질의 거동, 등의 모의가 가능하다[2].
퇴적물 발생량과 유사이동에 따른 호소유입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안동댐 유역을 주하천과 지류유역을 고려하
여 12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였고, 안동댐운영 시작(1977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모의를 수행하였다.

Fig. 1. 소유역 및 유입 지점 Sediment 부하량 및 유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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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연도별 안동호 sediment 유입량과 안동호 주상퇴적물의 연대추정 비교
모의결과 Sediment는 약 82%가 우기(6∼9월)에 발생되었으며, 유역에서 침식되어 본류로 유입된 부하 중 약
4.7%(92,529 ton)가 상류 구간에 퇴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유입되는 유량은 연 강수량에 따라 증감하
나, 발생되는 Sediment량은 강우강도에 따라 발생된다. 높은 Sediment 발생량이 나타난 2002년과 2003년은 태
[1]

풍 루사와 매미에 의해 높은 강도의 강우가 많이 발생한 시기로 호소내 주상 퇴적물의 연대추정결과 와 비교
하여 보면 유역내 토양에서 발생되는 농도(Background)는 약 2.5ppm로 가정할수 있으며, 나머지 발생량은 기
타 점오염원(광산, 제련소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역내 퇴적물의 발생량
에 따른 개략적인 토양 오염물질의 거동을 파악할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이 가능하리라 판단된
다.
Key words : sediment, transport, deposition, SWAT (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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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 공극수내 생지화학종 센싱을 위한 금아말감미세전극 및 전류전압법 개발
Development of Gold Amalgam Voltammetric Microelectrode for the
Biogeochemical Species S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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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old amalgam voltammetric microelectrode (GAVM) system is developed for the quantification of
dissolved biogechemical speices, such as O2, Mn2+, Fe2+, and HS- in sediment porewater.
Commercially available Ag/AgCl and platinum electrodes were used as reference and counter
electrode, and gold amalgam microelectrode was fabricated in the lab using 150 um diameter gold
wire and borosilicate capillary tube with 1.6 mm diameter. Portable potentiostat (Metrohm,
DropSens) is used for the application of voltage sweeping and for the acqusition of electric current.
For the sediment profiling, a commercially available actuator is customized and modified. The
GAVM system was successively calibrated with the species and applied to an estuarine sediments.
The porewater analysis showed that the oxygen concentration was decreased to zero in 0.6 mm
depth, and maximum Mn2+ and Fe2+ concentration of 50 uM and 20 uM was detected at 2 and 3
cm depths, respectively. Maximum HS- concentrations of 10 uM was detected at 4 cm in deeper
sediments. The GAVM system is succefully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sediment, and can be used
to better understand the biogeochemical reactions.
Key words : microelectrode, voltammetry, sediment, biogeochemistry, heavy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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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극과 전기비저항 방법을 이용한 안정화 부지 모니터링시 전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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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the effect of electrode and soil moisture in the monitoring of
stabilization sites using induced polarization and electrical resistivity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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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reasing human activity has led to severe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soils. This contamination causes
seriou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ffects1). Numerous studies utilized various methods to reduce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soil, including soil washing, thermal treatment, phytoremediation, electrokinetic
2)

remediation, and stabilization . Among these techniques, stabilization treatment has been widely applied
due to its low cost, relatively short-term need for treatment, effectiveness, and minimal impact on the
environment3). Stabilization reduces mobility of heavy metals. However, long-term monitoring after
stabilization is needed to maintain risk control. Geophysical and geochemical monitoring methods were
applied in a pilot site.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ERT) and time-domain induced polarization
(TDIP) surveys showed that topsoil and stabilized soil had 335.7±251.8 and 74.8±16.9 ohm-m electrical
resistivity and 11.7±7.6 and 6.0±2.3 mV/V chargeability, respectively. Both methods distinguished the
stabilized layer and topsoil, and 3D ERT and TDIP provided additi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stabilized site. The effects of electrode type and soil moisture content were also
investigated. The effect of electrode type on electrical resistivity and chargeability noise was negligible
and as the water content in soil increased, the electrical resistivity and chargeability decreased in
stabilized soil, while chargeability of topsoil increased at 20–30% water content compared with that of
5-10%.water content. This study highlights use of geophysical methods for monitoring stabilized sites.
Key words: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Time-domain induced polarization,

Pilo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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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stabilization, Heavy metals,

(a)
(b)
Figure 1. Images of three-dimensional (a) resistivity, (b) global charg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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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고형화 공법은 안정화제 및 고형화제를 사용하여 토양 내 오염물질의 이동성 저하 및 고착화시키는
공법이다. 특히, 넓은 면적에 걸쳐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지의 경우, 토양 세척과 열탈착 공법 등의 적극적인
제거 공법을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과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1],[2] 따라서, 안정화제와
고형화제를 통한 오염물질과의 흡착, 침전, 복합체 형성 등의 기작은 오염물질의 용출 차단 및 확산을 억제하
여 넓은 오염 지역에 적용 시 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만, 안정화 공법은 영
구적인 오염원 제거 방법이 아닌, 용출 및 확산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안정화제의 유지능 저하 시 재용출 및
재확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법 적용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안정화제의
유지능 평가를 위해서는 주로 화학적인 분석 방법들이 활용되었으며, 주기적으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연속
추출법(Tessier,

Wenzel),

TCLP(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SPLP(The

Synthetic

precipitation leaching procedure) 용출 분석을 통해 평가해왔다. [5] 그러나, 화학적인 분석은 시간적, 경제적
인 한계점이 존재함과 동시에 시료 채취에 의한 토양의 물리적 파괴, 일부 지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
전체를 일반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내 및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기비저항 및 유도
분극 탐사는 비파괴적이면서도 신속한 지하 매질의 물성 문포에 관한 연속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안
정화 고형화 공법 부지의 평가나 모니터링에 대한 적용성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소로 오염된 토양에 다양한 안정화제를 혼합하여 Batch, Column 실험을 통해 모사하였으며, 기존의 화학적
인 분석과 지구물리탐사 기법을 교차 검증하여 상관성을 도출하고 안정화제의 유지능 평가 시 정확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Key words : Solidification, Stabilization, Arsenic, Electric resistivity, induced polarization, Soil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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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미군기지 부지 내에서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이옥신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이옥신은 염화다이옥신류(Polychlorinated dibenzodioxins, PCDDs) 75
개 및 다염화퓨란류(Polychlorinated dibenzofurans, PCDFs) 135개를 모두 합한 총 210개의 이성체(congeners)
가 존재한다. 그 중 독성을 가지는 17개의 물질을 대상으로 독성등가량(Toxic Equivalency Factor, TEF)를 지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성농도(Toxic Equivalency, TEQ)로 환산하여 농도를 표시한다. 토양 내 다이옥신 오
염농도 분석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HRGC 장비를 활용하여 pg/g 수준의 농도를 측정
한다. 본 연구는 유기용매세척기술을 적용하여 독성도가 높은 다이옥신 17개 종의 탈착, 이동, 분해 및 물질수
지를 확인하여 다이옥신 처리공정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이옥신 분석은

HRGC-HRMS(Magnetic sector),

GC-TOF MS(Time of flight), GC-Tandem(Triple Quadrupole), GC-ECD 등의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EPA
1613 STOCK(Wellington Laboratories Inc.)의 다이옥신 표준물질(17종)로 정량분석하였으며, 공정시험기준인
HRGC 농도 값를 기준으로 검출 수준을 확인하여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s : Dioxin, Polychlorinated dibenzodioxins(PCDDs), Polychlorinated dibenzofurans(PCDFs),
Hexane, 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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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급 취약지역 중대형 공공관정 개발 및 보급사례
Cases of installation and support of medium and large public wells
in areas of poor wat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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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 도서･산간 같은 물 공급 취약지역에는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습 물
부족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사고에 대비하여 지형･지질 등 지역 및 수요 특성에 맞는 공공 지하수 급수량 확보
및 공급을 위해 중대형 공공관정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는 가뭄에 능
동적인 대처를 위해 ’11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나눔지하수사업을 시행하여 노후된 기존 공공관정 시
설개선과 더불어 신규 수원 확보가 필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였다. 특히 횡성, 속초, 인제,
가평 등 지자체는 만성적인 가뭄피해와 미급수지역의 민원이 빈번하여 신규 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자체 및 주민들과 사전 협의, 지형지질조사, 탐사 등 기술지원을 통해 지하수 개발 적지를 선정하였다.
Table. 1.과 같이 총 5개소 개발에 성공하여 마을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수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일 2,000㎥ 이
상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지자체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처럼 지하수 개발 적지 조사를 통해
공공관정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은 가뭄해소와 유역내 물 자급률 제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Table. 1. 물 공급 취약지역 중대형 공공관정 개발현황

횡성
속초
인제
가평

위치
둔내면 우용리
안흥면 송한리
조양동
북면 한계리
설악면 사룡리

굴착심도(m)
176
315
310
300
200

공급가능량(㎥/day)
300
50
1,600
100
45

개발년도
2017
2017
2018
2020
2020

용도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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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토양의 입경별 토양세척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oil Washing by Particle Size of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Sharav Sainzaya, 오승진, 장진만, 이재영
Sharav Sainzaya, Seungjin Oh, Jin-Man Chang, Jai-Yo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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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 중금속 오염은 폐광산, 산업지역 제련소 등에서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물질은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토양 내 중금속은 오염원과 환경특성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여 토양 입경들
과 같은 특성에 따라 토양 정화에 큰 영향을 준다. 중금속 오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고형화/안정화, 식물정
화, 동전기적정, 토양세척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토양세척은 토양 내에 흡착된 중금속을 물리 · 화학적 방법
을 이용하여 유해물질과 중금속을 액상으로 이동이중 오염 물질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
는 방법이다. 중금속은 토양입자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크기에 따라서 중금속의 제거효율이 다르다. 토
양 세척은
일반적으로 토양 입자가 큰 오염토양을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며, 작은 토양입자는 처리효과가 매우 낮거나 처
리가 어렵기 때문에 토양 입자크기로 분리하여 중금속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 내 중금속을 정화하기 위해 토양 입경을 2mm, 0.5-0.25mm, 0.1-0.05mm,
0.05mm 이하로 등으로 나눴다. 토양 세척제는 EDTA, 유기산, EDTA와 유기산을 혼합한 세척제를 사용하였
으면 토양 입경별로 토양 세척하여, 오염된 토양의 입경별 중금속 제거효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EDTA, 유기산(옥살산, 구연산)을 이용하여 토양 세척한 결과는 토양 입경을 분리하지 않은 오염토
양의 중금속 원소에 따라 60%-80% 이상의 제거효율이 나타났으며, 입경크기에 따라 제거효율이 다른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오염토양을 EDTA와 구연산을 1:1 비율로 혼합한 세척제는 입자크기에 상관없이 Pb은 80%
제거하였으며, EDTA와 구연산을 1:2 비율로 혼합한 세척제는 2mm 이상 입자의 중금속을 70% 제거하였다.
토양 세척제의 종류에 따라서 중금속 추출 효율은 원소 별로 다른 효율이 나타났다. 또한 입경이 작은 토양에
서 낮은 중금속 정화효율을 나타났다.
Key words : 중금속. 오염토양, 입경, 토양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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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bility/Bioavailability Research Consortium (SBRC) 시험법에 유효한 중금속
오염토양의 철산화물 원위치 안정화
Stabilization of heavy metals in soil resistant to Solubility/Bioavailability
Research Consortium (SBRC) using in situ iron oxides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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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dering relative bioavailability (RBA) of some heavy metals allows more realistic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for soil ingestion exposure pathway. To

predict RBA in soil, USEPA (2017)

proposed the Solubility/Bioavailability Research Consortium (SBRC) method using simulated gastric
fluid

chemical

glycine-buffered

extraction.
solution,

Since
1

the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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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tation),

mo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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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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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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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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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not

1.5,

resist.

Previously, Park et al., (2020) reported that in situ Fe oxide synthesis generated the coprecipitation
of As in the ferrihydrite with 81-82% of As resistance to the SBRC extraction method. However,
the same procedure resulted in only 42-48% of resistance for Cd and Zn. This study develops a
stabilization technology using in situ synthesis of iron oxides for cationic metals (Cd and Zn) in soil
in order for the stabilized Cd and Zn to be thus resistant to the SBRC method.
The repetition of Fe(NO3)3 solution injection while maintaining the >pH 8 that inducing structural
sequestration of Cd and Zn within the ferrihydrite is proposed in this study. Amount of Cd and Zn
participated in the precipitation and released by SBRC method will be compared with the other
synthesized precipiations followed by methods, that Lu et al., 2020 and Park et al., 2020 proposed.
While

the

precipitation

using

the

repetition

method

and

other

precipitates

consistently

showed

crystallinity of 2-line ferrihydrite structure, different amount of Cd and Zn participated and released
is expected due to structural incorporation of Cd and Zn into the each precipitates. Since the acidity
of synthesizing solution, Fe(NO3)3, and point of zero charges of ferrihydrite (pH 8), the electrostatic
repulsion between the metals and ferrihydrite might inhibit the surface adsorption or structural
incorporation

when

synthesizing

using

other

methods.

To

evidence

that

structural

incorporation,

HR-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s) measurement will be able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Cd and Zn within a ferrihydrite lattice plane.

Key words : SBRC, in-situ synthesis, iron oxide, ferrihydrite, cationic heavy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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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을 통한 제주도 광역상수원의 대형 양수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 예측
Prediction of changes in the groundwater level due to large-scale
pumping of Jeju Island’s regional water supply through a numer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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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nsive pumping of groundwater takes place in Jeju Island's regional water supply system.
Sinc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ju regional water supply system is that 4-10 pumping wells are
installed, pumping well interference effects can occur due to large amounts of pumping in several pumping
wells. In addition, since the distance interval between pumping wells is narrow,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groundwater level drop due to the pumping well interference effect. In this study,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effect on groundwater due to large-scale groundwater withdrawal
that may occur in a regional water supply system. A three-dimensional numerical simulation was
established based on wellbore data, hydraulic properties of aquifer, groundwater level, and pumping rates.
Through the calculated groundwater level change, it was simulated to understand the groundwater level
change before and after pumping, and a backward model will be used with the constructed flow model.
The model evaluated the effect of the pumping rates in the regional water supply system on the level of
groundwater. By adjusting the amount of pumped water and simulating pumping scenarios for each
pumping well in regional water supply system,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groundwater
level drop in nearby observation wells.
Key words : Jeju Island, regional water supply system, numerical simulation, pumping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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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Ensemble Random Forest Regression for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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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undwater contamina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well as the brisk farming. Groundwater quality should be properly managed because it
is actively utilized for multipurpose uses now. The accurate assessment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is very important for the conservation of groundwater quality. Ensemble Random Forest
Regression (RFR) was used to assess the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in Miryang City,
Korea. The performance ability of RFR was compared to that of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The
vulnerability index (MDVI) of modified DRASTIC model considering the landuse was conditioned with the
nitrate concentration. It was called an adjusted vulnerability index (AVI) and it was used for the input
data of two models. The outputs of two models were the predicted AVIs. Statistical (RMSE, MAE, ρ) and
graphical methods, and ROC/AUC values were used to evaluate the superiority of RFR and SVR models.
RMSEs of testing output data (predicted AVIs) were 25.33 for SVR and 12.66 for RFR, and MAEs of
predicted AVIs were 13.71 for SVR and 9.92 for RFR.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redicted AVIs were 0.88
for SVR and 0.94 for RFR. ROC/AUC values were 0.89 for SVR and 0.97 for RFR. Thus, statistical and
graphical methods, and ROC/AUC values showed the better performance of RFR technique. Spatial
distribution maps using the predicted AVIs also represented that RFR produced the more superior result
than SVR. The map of RFR was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nitrate concentration map (Fig. 1).
Therefore, RFR method carried out the better performance in the evalua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in Miryang City, Korea.
Key words :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RFR, SVR, DRASTIC model,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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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atial distribution maps produced by SVR and RFR methods

(a) Original nitrate concentration map

(b) Predicted AVIs map of SVR method

(c) Predicted AVIs map of RF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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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계탄화수소의 풍화특성분석을 통한 유류오염부지의 오염누출시기 예측기법 개발
Age dating of petroleum contaminated site using the weathering characteristics
of petroleum hydrocarb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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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에 대한 정화 책임은 오염원인자에게 있다. 최근 유류오염부지의 정화책임자를 과학적으
로 판별하기 위해 환경수사학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류 오염부지의 오염정보를 파악
하기 위한 기술 중 유류누출시기를 예측하는 기법은 오염원인자 판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기존에 제안된 국외 기법의 경우 국내 토양오염조건이나 상황에 적용이 불가하거나,
기술의 정량적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계 탄
화수소의 토양 환경내 풍화특성에 대한 이해를 고도화하여 유류누출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
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탄소범위별 normal alkane과 unresolved complex mixture(UCM)를 포
함하는 석유계탄화수소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형상을 환경지문지표로 이용하여 누출기간의 경과에 따른
유류오염부지 내 석유계 탄화수소의 잔류양상 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유류누출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상관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 포장(Surface cover)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기체투과도와 지중 환경 내 토양 유기물 함량이 유류의 환경지문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
분식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 실험결과 및 이를 활용한 오염누출시기 예측 기법이 발표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될 유류누출시기 예측모델은 향후 유류오염부지의 정화책임자 판별에 보다 과학적 근거
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오염누출시기, 예측기술, 석유계탄화수소, 풍화특성, 유류오염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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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카드뮴 오염 퇴적토에서 산화·환원 상태 및 pH변화, 유기물 함량에 따른 카드뮴
분배상태 변화
Effect of redox potentials, pH and organic carbon concentration on cadmium
partitioning in different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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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청(USEPA)에서 제시하는 퇴적토의 중금속 독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sediment quality
criteria(SQC)는 평형 분배(equilibrium partitioning; EqP) 모형에 기반하여 산 휘발성 황화물(acid volatile
sulfide; AVS)의 농도와 염산으로 추출되는 중금속의 농도(simultaneously extracted metal; SEM)를 비교하였
다.

[SEM]>[AVS]의 상황에서는 황화물과 결합하지 않는 여분의 중금속 이온 중 일부가 입자성 유기탄소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에 분배되는데 이외 POC에 분배되지 않은 중금속 이온이 생물학적으로 이
용 가능하므로 독성 영향을 발현한다. 이때 시료의 (SEM-AVS)/fOC 산정값이 USEPA에서 제시하는 기준 농
도(130 μmols/gOC) 보다 낮다면 생물에게 독성 영향을 발현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SQC
기준 농도는 퇴적토 내에서 POC만을 중금속의 흡착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철 산화물과 같은 추가
적인 분배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큰 산화 퇴적토나 pH8 이상의 퇴적토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독성을
평가하기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4개 지역(제천, 안동, 봉화, 포항) 호소수의 퇴적토를 대상으로
aerobic/anaerobic, pH 6.5/9.0, 유기물 존재 여부에 따라 카드뮴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Langmuir
isotherm을 이용하여 각 조건에서 퇴적토 표면의 최대 흡착량과 POC, 철 산화물으로의 분배계수를 산정하였
으며 이렇게 산정된 인자들을 조건별 범위로 나타내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Key words : equilibrium partitioning model, sediment toxicity, iron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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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표토환경 관리 전략
Carbon Neutrality and Top-soil 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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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
림 등), 제거(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하여 실질적인 탄소 순배출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을 법제화하였고, ‘2050 탄소중립 시
나리오’를 발표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 방향은 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순환경제를 통한 산업 혁신,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가 있다. 이 중 토양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 탄소량의 3배 이상, 육상 생태계의 식물이 보유
한 탄소보다 4배 이상인 약 2조5000억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양 중 탄소는 자
연에서 일어나는 순환 반응에 따라 매년 35억톤 정도가 대기로 방출될 수 있다. 또한, 토양은 탄소격리
(sequestration)에 의해 유기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연간 약 4 –12억톤의 탄소를 격리할 수 있다고 보고되
었다(Lal, 2004). 이처럼 토양은 지구적인 탄소순환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로 인해 표토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분야에서 표토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sustainable soil management: SSM)를 통해 가
능하게 되며 (Lal, 2021), SSM의 사례로는 1) 토양 손실을 줄이고 기존 SOC(soil organic carbon) 저장량 보
호, 2) Biomass-C 재활용, 3) 고갈되고 황폐화된 토양 복원, 4) Output을 고려한 biomass-C input 개편, 5) 식
물 뿌리 층에 국한된 SOC의 역할에서 벗어난 새로운 토양 기능 재 정립, 6) 비료 투입시 NPK 기반에서
CNPK로의 전환 검토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표토환경전략연구단에서 추진하는 토양탄소 순환, 탄소
격리 및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전략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Key words : soil C, soil C sequestration, carbon neutrality, sustainable soi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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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바이오매스생산과 탄소격리 포텐셜
Biomass production and carbon sequestration potential us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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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의 주요 기능에는 Food, Fiber / Fresh water, water retention / Nutrient cycling / Provisioning
of habitat / Water regulation / Erosion control / Carbon sequestration / Water purification이 있으며, 이 중
Food, Fiber는 표토의 바이오매스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토의 바이오매스 생산량
을 예측하기 위해서 APEX 모형을 활용하여 필지별 작물 바이오매스 생산량을 산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머신
러닝 모형에 학습시켜 바이오매스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머신러닝 모형은 기상자료
개방포털/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기상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예측
성능이 좋아서 인기가 있는 앙상블 모델인 그래디언트 부스팅을 사용하여 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모형은
분류와 회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부스팅 계열에 속하는 알고리즘이다. 더 훌륭한 그래디언트 부스트인
XGB(eXtream Gradient Boost)는 GB(Gradient Boosting)에 비해 병렬처리를 사용하기에 학습과 분류가 빠르
고 과적합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규제 기능이 탑제되어 있어 예측력에 있어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XGB는 중요특성들만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더 빠르게 계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
더 좋은 예측 퍼포먼스를 보인 바들이 있다(Babajide et al., 2016; Georganos et al. 2018; Lavecchia, 2015;
Natekin and Knoll, 2013). 모델의 시계열 자료 검증을 위해, 1986~2005년 기간 동안 자료로 학습을 하고
2006~2015년 동안 검증을 한 결과 NSE 0.991의 높은 예측률을 나타냈다.
Key words : Top soil, Biomass, Carbon sequestration, Machine learning, AP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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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 Sentinel 고해상도 토양수분 산정 및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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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and Climate Chang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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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법과 Sentinel-1 SAR 이미지자료를 연계하여 고해상도(10m∼30m) 토양수분
을 산정하였다. 딥러닝 훈련을 위한 입력자료는 지표특성(토양특성, 지표피복, 온도, 경사도) 및 강우자료를 사
용하였다. 강우자료는 관측일(n)을 기준으로 5일전(n-1, n-2, n-3, n-4)까지의 강우자료와 5일평균강우를 사용
하였다. Sentinel 토양수분의 검증을 위하여 거창군 거창읍 지점에서 딥러닝 기법을 훈련하였으며, 이후 계룡
시 두마면, 장수군 장수읍 및 무주군 무주읍 지점에 적용하여 토양수분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계룡시(R:
0.882; RMSE:0.013), 장수군(R:0.906; RMSE:0.015) 및 무주군(R:0.901; RMSE:0.012)의 모의값(Sentienl 기반 토
양수분)이 관측값(LANDSAT 기반 토양수분)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고해상
도의 토양수분 공간분포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홍수, 가뭄, 산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Sentinel, 토양수분, 딥러닝,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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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토양의 탄소격리 포텐셜
Carbon sequestration potential in urban surface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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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 면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전체 도시림 면적 113,241,186 m2 중 가장 많은 비율인 32%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로 나
타났다[1]. 도시 내 가로수 토양은 바이오매스 생산 뿐만 아니라 탄소격리, 수자원 함량,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
양한 생태계서비스의 잠재력을 지니지만 농경지, 산림 토양보다 훼손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관리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춘천시 농경지, 산림, 도시 가로수 표토의 특성을 분석하여 표토의 질
(quality)을 점수화하였고, 탄소격리를 포함해 도시 표토가 지닌 다양한 기능(생물다양성, 물 함양 등)을 평가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능에 대한 잠재력(potential)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참고문헌[2-4]을 통해 선정하여 토
지 이용별 표토의 기능 잠재력을 비교 평가하였다.
도시 표토의 종합적 질 평가점수는 농경지, 산림 표토의 질의 평가점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았고, 도시 표토의 질을 떨어뜨린 주요 인자는 토성, 수분함량, 유기물, CEC 등이었다. 또한 표토의 탄소 격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fine fraction (20 ㎛ 이하) 분포가 도시 표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 도시
표토의 탄소포화량은 농경지, 산림의 표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산림 토양의 경우 이미 표토
의 탄소가 과포화된 지점들이 많았으나, 도시 표토는 탄소포화량 대비 탄소 함유량 비율이 낮아 향후 탄소 투
입에 따른 탄소 격리 포텐셜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토의 생물다양성과 물 함양 잠재력을 평가한 결과에
서도 도시 표토는 통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도시 표토의 질과 기능은 모두 낮은
수준이었으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면 도시 표토가 지닌 다양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urban soil, soil quality, soil carbon sequestration, soil ecosystem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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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품질평가를 위한 생물학적 지표 발굴은 오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토양의 핵
심 기능성을 이상적으로 설명하는 유기체를 탐색 및 주요 역할을 하는 종을 연결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지
만 거대한 토양 미생물 군집 안에서 특정 키스톤 마커를 찾는 것을 어려운 일이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기반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도입되면서 토양 중 생물 다양성에 대한 기초
가 축적되고 있으나, 토양 품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연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보고에서는 NGS 기법을 사용하여 초지 표토를 대상으로 화학적 토양 품질 높음과 낮음에서 나타나는
원핵 및 진핵생물 유전자 다양성을 비교하고 토양 품질과 관련성이 있는 마커를 탐색 및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질소 순환, 생물정화 등과 관련, 식물 병원성, 항생물질 생산, 물질 분해와 관련이 있는 몇몇 미생물이 가능성
있는 마커로 제안되었다. 또한 산림, 농업, 공원 등 일반적인 건강 표토의 미생물 유전자 다양성을 분석 및 정
보를 축적하였으며, 향후 토양 품질과 관련이 있는 생물 마커를 탐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토양 유기물(Soil organic matter; SOM)의 증가는 토양침식과 영양소 침출 감소 등 물리・화학적 안정
성이 향상되어 작물의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면서 온실효과를
줄 일 수 있는 등 긍정적 영향이 보고되고 있다. 미생물 군집이 광범위한 탄소 순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세포 외 효소들과 함께 유기물 분해 및 호흡, 식물과의 공생 등 탄소의 순환 및 저장
등과 관련 있는 연구들에서는 보고되고 있다. 이번 보고에서는 특히 SOM decomposers를 중심으로 관련 문헌
을 정리하였고, 향후 표토의 역할, 유형에 따른 미생물 다양성, 토양 품질 연계 마커 탐색 등 2050탄소중립에
대비한 표토연구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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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현황에 따른 토양호흡량 평가
Evaluation of CO2 respiration affected by land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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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Policy / Environmental eXtender (APEX) 모형은 개별 필지 단위의 농경지 또는 소규모
의 유역 관리 등에 적용되기 위해 개발된 모형으로, 관개 및 수질, 토양 속성, 풍식과 수식, 작물, 기후 등과
관련된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토지 이용 및 관리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은
질소나 인 등과 같은 비점오염원 거동에 대한 모의가 가능한데 이와 함께 토양호흡량(CO2 respiration) 예측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 모형을 이용하여 농경지에서의 농경활동에 의한 비점오염원 거
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경지에서의 비점오염원 거동과 함께 토양호흡량에 대한 연구도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다양한 조건을 가지는 4개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토지이용도를 제작하여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토양호흡
량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필지 중에서 Site 1은 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밭만으로 이루
어진 0.15ha의 작은 필지이며, Site 2는 Site 1과 비교하기 위해 선정된 과수원으로만 구성된 0.01ha의 필지이
며, Site 3과 4는 다양한 토지이용현황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Site 3은 경작중인 밭이나 시가지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수문학적 반응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Site 4는 주로 산림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모의기간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모형의 워밍업 기간을 제외하고 2009년
부터 2018년까지의 예측 결과로 분석하였는데, Site 1과 2를 비교하였을 때 질소, 인, 토양호흡량이 Site 1에서
크게 나타나면서, 과수원보다 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밭에서의 비점오염원 배출 및 토양호흡량이 큰 것
으로 판단되었다. Site 3과 4에 대한 예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산림이나 도시 지역에서 다른 토지이용현
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점오염원 배출 및 토양호흡량이 예측되었으며, 밭 지역에서 모두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Key words : APEX, CO2 respiration, land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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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형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활용한 가뭄시 상류 유역의 용수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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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인공함양 기술은 기후변화시대의 용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하천
변에서의 강변여과와 같은 간접적인 인공함양 기술이 주로 개발, 적용되어 왔으나, 대수층의 저장 능력을 활용
한 직접적인 인공함양 기술은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의 유역 상류는 소하천이 분포하여 유역면적이
크지 않고 충적층의 두께도 10 m 이내로 깊지 않아 일반적인 인공함양 기술로는 저장 및 취수 능력에 한계를
보이게 된다. 최근 연구 개발되고 있는 Hybrid형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은 함양원수로 하천수 뿐 아니라 충적
층 지하수와 수리적으로 연결성이 거의 없는 소량의 암반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주입원수의 지속적인 확보를
도모하였으며, 취수 후 상류로 공급되어 사용된 물은 주입 원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가뭄시
누수되는 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은 국내 유역 상류 지역에서 가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인
공함양을 통하여 가뭄 기간 동안 수자원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Key words : groundwater artificial recharge, drought, climate change, upstream watershed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 연구사업(상시 가뭄 지역의 지하수
최적 공급관리를 위한 IoT 기반 인공함양 Well network 기술개발, #14652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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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공급 소외지역을 위한 샌드댐의 활용 방안
How to use sand dams for areas underprivileged in water supply in Korea
정일문1*, 김민규1 , 이치형2 , 안경환3
Chung, Il-Moon1*, Kim, Mingyu1 , Lee, Chihyung1 , An, Gyunghwan
1

2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인텔리지오, K-Water
*e-mail : imchung@kict.re.kr

요

약

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뭄은 유역 상류의 소규모 용수공급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므로 이들 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용수공급 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이 97%에 육박함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소규모 수도시설에 의존하는 지역이 상존하는 것은 물복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주로 아
프리카 지역에서 사용되는 샌드댐을 국내 계곡부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샌드댐의 적지분석을 통해
결정된 곳은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일대로, 유역은 V자형으로 면적은 1.6㎢, 주 하천연장은 2.2km이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다단식 샌드댐 인프라 설계 및 시공기술, 샌드댐의 조사 및 수량·수질
확보 기술, 가뭄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취수원 직하류부에 샌드댐
을 설치하여 추가적인 물공급량을 확보하여 가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샌드댐
의 설계 기술 중 중요한 항목인 취수관 막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리팩시스템을 도입, 완속여과와 결합한
병렬형 취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샌드댐 채움재의 특성을 감안한 다단 복합층 채움재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국내 물공급 소외지역에 샌드댐 건설은 적합한 대안이라고 평가된
다.
핵심 용어 : 샌드댐, 물공급 소외지역, 상시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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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 관정연계 시스템 적용을 위한 현장조사 및 설계
Site characterization and preliminary design for well network system
against droughts
하규철1 , 이은희1 , 이병선2 , 이명재3, 이종화3
1

2

3

3

Kyoochul Ha , Eunhee Lee, Byung Sun Lee , Myeong-Jae Yi , Jong-Hwa Lee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농어촌공사, 3(주)지오그린21
*e-mail : hasife@kigam.re.kr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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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관정 연계 시스템(well network system)은 기존 관정들을 가상의(virtually) 또는 물리적(physically) 연
결을 통하여 지하수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지하수에 의한 물 공급 지역의 확대는 물론, ICT(정보통신) 기술과 지하수 예측 모델을 융합한
다면 자원의 낭비와 고갈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지하수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자원 시설의 확충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시기별로 강수량 변동성이 매우 커서 지역별
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크고 작은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의해서 가뭄은 발
생빈도와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신규 지하수 관정개발과 외부에서 물
을 가져오는 수밖에는 다른 방안이 나오기 어려운데, 국내에 개발된 약 150만개의 지하수 관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지역별, 시기별로 이용량이 천차만별이므로 이들 관정들은 적절히 연계 이용하는 것은 가뭄에 대한 좋은
대응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일대를 대상으로 관정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지역은 면적이 289 ha이고, 이중 논이 33 ha, 밭이 13 ha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산림지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기 개발된 관정 총 103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는 2,365 m3/일이고, 이중
3

농업용수 수요량은 1,032 m /일이므로 년간으로 보면 충분히 기존 관정에서 농업용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용수는 5월부터 8월까지 평균 1,307～3,803 m3/일이 필요한데, 강수량이 충분하면 문제가 없지만,
강수가 없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지역은 크게 2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암반대수층을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 개발이 용이한 지역(관정 개발 성공률이 양호)과 개발이 어려운 지역(관정 개발 성공률이 낮음)
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지하수 부존량이 다른 이유는 지하 수리지질학적 특성이 다른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지표 노두 관찰을 통해 단층의 개수와 위치를 재정립하였으며, 전기비저항 물리탐
사에서는 측선상에서 다수의 저비항대를 확인하였다. 또한, 지하수위를 장기간 모니터링하고, 강수, 주변 양수
정에서의 양수의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한시적으로라도 개발가능량보다 더 많은
수량으로 양수를 할 필요도 있으므로, 허용될 수 있는 한계수위 값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지
역에서는 지하수 개발가능량으로 최대로 양수시에 대략적으로(공극율 10% 적용) 1.61 m의 수위저하가 발생하
게 되는데, 과거 가뭄시의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수위강하와 회복상태를 기준으로 한시적으로는 개발가능량의
수배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향후, 현장에서 조사한 수리지질 특성과 기존 공들에서 공급가능
한 지하수량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가뭄시 공급가능한 지하수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수시
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가뭄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
망과 저수지 등 수리시설과 연계하여 최적의 물 배분을 통해 가뭄에 대응하고자 한다.
Key words : Well network system, groundwater, drought, groundwater demand,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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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정책 및 물관리기본계획 지하수 분야 이행계획 추진 방향
최용준
Choi Yong Jun
환경부
*e-mail : lawcho3870@korea.kr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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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하수 정책과 관련해서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 있고 2017년 수립된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환경부는 지하수저류지 사업, 나눔 지하수 사업, 미등록 지하수 관정에 대한 양성화,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추진, 통합기초조사, 통합측정망 구축ㆍ운영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1.5.일자로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지하수 관리 기본원칙으로 지하수가 공적자원임을 명시하였
고 유출지하수 신고제도 개선, 지하수 이용부담금 개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물관리일원화 이후 지하수 분야의 통합 관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지하수 분야 이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지하수
분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하수에 대한 유역단위 관리, 지표수와 연계한 지하수
공급, 하천변 지하수 관리 등 크게 3가지이며 이에 따른 각종 조사ㆍ연구ㆍ평가ㆍ시범사업 등을 동 이행계획
에 담았다.

Key words : 이행계획, 지하수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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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추진 방향
장석환*
Jang Suk-Hwan

*

대진대학교
*e-mail : drjang@daej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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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통합물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제27조를 근거로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
획”은 12대 기본원칙(제8조∼제19조)를 준수하여 국가의 물관리 비전과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기본목표를 제시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 및 이행평가 체계 등을 구체화 하였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국
가의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면, 4대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전략 및 실행 중심으로 최하위 계획인 “하
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의 가교 역할을 한다. 즉, 「물관리기본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과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비전·목표를 기반으로 유역별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물관리기본법」제18조). 특히 한강유역의 경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23%를 차지
하는 최대 하천유역이며, 서울특별시, 춘천시, 김포시 등 주요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요도시의 생활,
공업, 농업용수의 취수원으로서 중요한 하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립되고 있는 “한강유역물관리종합
계획”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이 공존하고 미래 변화의 가능성도 크므로 한강 고유의 특성과 기후변화 등의 여
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물관리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은 비전 및 목표를 세워 한강유역에서의 물환경 보전·관리·복원, 물의 공급·이용·배분, 수자원의
개발·보전과 가뭄·홍수 재해방지 등을 포함한 통합적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유역의 지하수와 지표수를 포함한 건전한 물순환과 건강하고 깨끗한 한강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
해받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물안전’ 개념, 물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공급하여 사용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는 물의 질적·양적 관리를 위한 ‘물이용’ 개념,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어 함께 누리는 생명의 한강 구현을 위
한 ‘물환경’ 개념, 효과적인 주민 참여와 지역 주민이 참여한 ‘거버넌스’ 개념, 그리고 각 개념을 통해 도출되는
수행과제 및 추진일정별로 이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이행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물관리 체계의 변화와
유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접근을 조화시켜 물관리 체계의 완성된 형태를 한강유역에서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물관리종합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Key words : 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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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 물관리 현황과 비전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Nakdong River Basion
이용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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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동강유역 개황
낙동강유역은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 낙동강 대권역을 포함한 6개 대권역 32개 중권역으로 구분된다. 낙동강
유역은 산림지역이 67%, 농업지역이 2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도시화율은 4.13%, 주요하천 유역의 도시화율
은 1.55% - 9.20% 내외이며 40년 평균강수량 1,220.31㎜, 평균 기온 12.8℃이다.
2. 낙동강유역 물관리 현황 및 평가
우리나라의 물관리를 위한 주요한 물관리 계획 8개(물재이용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광역/공업),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게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낙동강대
권역물환경관리계획)에 대하여 지표를 정리하고 낙동강유역의 물관리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는 Fig 1,2와 같다.

Fig. 1. 낙동강유역 물관리 현황 평가

- 76 -

Fig. 2. 낙동강유역 중권역별 수질 및 평가 결과
3. 낙동강유역 물관리 비전 및 전략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낙동강유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낙동강유역 비전(안), 3개 목표, 6개 분야별 전략을 수
립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Fig 3).

- 77 -

KoSSGE 추계학술대회
2021년 11월 11일-12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방안
Master plan for water management in Geum-river basin
: Sustainable management of groundwater
주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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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유역면적은 9,810k㎡이며 유로연장이 395.9 ㎞로 우리나라의 3대 하천 중 하나로 한반도의
중심에서 발원하여 서해로 유하하는 큰 강이다. 금강 유역은 총 21개 중권역과 137개 소유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수계별 인구 및 산업분포의 편중성으로 수계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물관리가 필요하다. 비
록 금강유역의 수질기준 달성률은 전국 상황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호소의 ‘좋은 물’ 달성률 등은 여전히 미흡
한 수질현황이 관찰되며, 어류 생태, 서식처 및 수변 환경 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10여 년간 대규모
의 개발(행정중심도시, 내포신도시, 삽교천 도시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유역 차원의 환경 변화로 인해 자연
계 물순환이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금강유역의 지류·지천은 유역 내 저류공간 부족, 높은 지하수 이용량 등
으로 인하여 하천 건천화가 심각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강유역의 지하수 이용량은
3

약 8억9천m 으로 전국 이용량의 약 30.6%에 해당하며, 전국 지하수 이용량 중에서 농업용 이용량이 약 51.9%
이나 금강유역은 전북(66.3%) > 충남(57.4%) > 충북(56.8%) 다음으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다. 이러한 지하
수의 과다 이용은 물분쟁, 하천건천화 및 수질악화에 영향을 주기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유역내 저류량 및
침투량 확보전략이 요구되며 지하수자원 확보에 앞서 기저유출량 및 변동성 분석을 통한 지하수 함양량 평가
와 과학적 모델링을 통한 수계의 물수지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금강수계에 산업단지 집중, 수도권 인접
수계 난개발로 인한 수자원의 양적 질적 문제 심각한 만큼 토양, 지형, 토지이용 등을 고려한 지역 침투율과
오염물 침투기작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지하수 오염취약성을 평가·관리해야 하며 금강수계의 해안 도서지역에
도입할 수 있는 지하 수자원 개발 최적기술을 조사·선정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Key words : 기저유출량, 금강수계, 물수지, 오염취약성, 지하수, 함양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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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최적관리를 위한 통합물관리 계획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lan for optimal management of Jeju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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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투수성이 양호한 지질구조로 인하여 상시하천이나 호수 등 지표수가 이용 여건이 어려워 전
체 수자원의 96% 이상으로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어, 예전부터 지하수 관리가 물 관리 정책의 주요 이슈였다.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전국 최초로 지하수 허가제도를 도입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허가된 지하수 관정 수는 4,586공이며(염지하수 관정 1,207공 제외) 허가량은
1,636천㎥/일, 1일 평균 지하수 이용량은 656천㎥/일 수준이다.
이와 같이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 허가량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8년에 분석한 지하수 지속이용가능
량(1,786천㎥/일)의 92% 수준으로 더 이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형 경사가 심해 상수도와
농업용수 관로의 수압이 커서 누수율이 50%에 이르는 등 물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농업용수는 99% 이상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또한, 최근의 빈번해 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연간 강우량 변동폭이 매우 커서(1999년 2,996㎜,
2017년 1,396㎜) 지하수 함양량 변화폭(최저 207년 844백만㎥/년, 최대 2016년 2,469백만㎥/년) 이 커지면서 지
하수의 안정적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인구 증가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급속 증가
(2014년 5,802개소, 2019년 10,400개소), 질소질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2012년 12,068ton, 2019년 15,567ton) 등
으로 지하수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의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비롯하여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물 수요관리기본계획, 물 재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계획
을 수립하는 부서와 집행 부서, 관리 부서 등의 협의가 부족하여 각각의 계획마다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 효
율적인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각각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각종 물 관련
계획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립함으로써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2까지 제
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제주도에서 수립 중인 제주형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은 첫 번째 현재 제주도의 물 이용상의 가장 큰 문
제점의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고 빗물, 하수재처리수 등 대체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이용 기본원칙
을 정립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현재 개발된 지하수량만으로도 제주도의 용수 수요량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
으며, 현재 국지적인 물 부족 문제는 누수율 등 공급시스템의 문제이므로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가뭄 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대체수자원을 활용하여 먹는물을 제외한 생
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활용하던 지하수는 먹는물용으로 활용하자
는 것이다.
현재 하천법 제49조에 따르면 하천수인 경우에는 용수 배분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수, 그밖의 용
수 수준으로 하천수 사용 및 배분원칙이 정해져 있으나. 지하수법이나 물관리기본법 등에서는 용수 이용 배분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국가 물관리의 기본이 되는 물관리기본법 제14조에는 물의 배분에 있어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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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익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동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해 생태유지 용수를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상의 물 배분 우
선순위와 제주도의 수자원 이용 여건을 반영하고 지하수 이용 및 배분 원칙을 정해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제주도는 대부분 계획 도시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상하수도, 농업용수 등
의 기본인프라를 갖추다보니 체계화된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급격한 지형경사로 인
하여 관내 수압변화가 크가보니 누수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제주도 상수도 공급량은 473천㎥/일이나 실제 가정에서 이용되는 양은 223천㎥/일 수준이며, 농업용수인 경우
에는 구체적인 누수량도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등 공급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가 있어 공급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국지적인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통합하기 위한 계
획을 수립 중에 있다.
제주도에는 6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220천㎥/일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바다로 방류하고고 있
다.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가뭄 시에도 일정량 이상 지속적으로 방류되므로 지하수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자원이다. 특히, 가뭄 시에는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지하수 사용량 급증하게 되지만, 지하수 함양량을
감소하게 되므로 지하수 수위 하강이 더 빨리지게 되어 해수침투 등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많이지게
된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가뭄 사례를 보면 2017년이 2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이 당시 지하수위가 급격히 하

강하여 2018년까지도 수위가 회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가뭄 시 지하수 이용량 증가로 지하수위가 역
대 최저 수위를 기록하였고 서부 해안지역 지하수에서는 해수가 침입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용천수를 수
원으로 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취수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지하수는 용도별로 수질관리가 되고 있어 같은 지점에서 채수된 지하수일지라도 용도에 따
라 수질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농업용 지하수는 수질기준이 먹는물 보다 낮아 질산성질소 등 일부 먹
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 항목이 있을 지라도 농업용수로 사용에 문제가 없어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따라서 농업용 지하가 많이 개발된 지역에는 농업용 지하수로 인해 하부의 먹는물 수준의 지하수를 오염시키
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ey words : Jeju groundwate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water manag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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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별·지역별·연도별 편차가 크고, 산악지형이 많아 유량 변동이 크기 떄문에 물관리
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최근 52년간의 연평균 강수량은 1,252mm, 연간 수자원 총량은 1,264억m3(제주, 울릉도
제외시 1,233억m3), 유출량은 약 731억m3(수자원 총량의 ～59%)이며 지하수 함양량은 200억m3로 보고되었다
3

(관계부처 합동, 202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이용 현황을 보면 수자원 이용량은 총 366억m 이며 이중 댐용
수는 203.9억톤(53.5%), 하천수는 133.2억m3(34.96%), 그리고 지하수는 29.1억m3(7.64%)를 나타내었다. 물 재해
는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및 가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물순환의 체계적 통합·스마트 관리 필요, 기후변화 가속화(극한 가뭄, 홍수), 물수급 구조
변화, 물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요구, 탄소중립과 물관리 등을 반영한 물관리가 요구되어 왔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수량·수질·수재해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30)이 수립되어 지난 6월
8일에 공표되었다. 금번 수립된 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12대 기본원칙인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물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을 반영하여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
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건전한 물순환 달성’ 을 위해 ①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② 미래 세대의 물 이용
보장, ③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 이라는 3가지 기본목표를 수립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물관리
3대 혁신정책(6개 과제)은 통합물관리 체계의 구현과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①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 물관리, ②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 물관리, ③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의 핵심 정
책으로 구성하였다. 물환경‧물이용‧물안전 등 통합물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분야별 6대 전략(25개 과제)에
는 ①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②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③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④ 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 ⑤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⑥물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수립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2021,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의 기본 이념(건전한 물순환, 통합물관리 등)을 반영하고 분야별 목표를
이행을 위한 유역물관리계획과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마련되고 있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그간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에 의해 별도로 수립되는 등 통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재 국내 지
하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수 이용 및 수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목표의 부재와 물순환 건전성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하수의존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태계 건강성 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다. 지하수와 지표수는 물환경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순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의 통합 연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은 일부 연구개발 과제에서만 다루어지는 등 실제 연계 물관리를 위
한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는 등 지하수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금번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
획(2022～2031)은 물순환 전과정의 통합 연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수-지하수 통합공급관리, 수량·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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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등 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목표에 부합하고 혁신 및 세부분야별 추진 과제를 이행할 수 방안을 마련
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지표수-지하수 물순환 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체계 확립, 물재해(가뭄) 대응 지하수 활용 체계 구축, 지하수정보 선진화, 지하수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 지하수 물산업 육성과 국제협력의 활성화 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수
는 다른 수자원에 비해 기후변화, 시기별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수자원의 시기별(가뭄 등) 및 지역적 공급 문
제를 해결하여 유역내 안정적인 물자급율 확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지하수를 이용한 수원다변화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하수 유역 물공급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도서해안지역에서 수행되는 지하수저류지 사업을 내륙지
역에 확대하고, 대용량 지하수 분포 대수층 조사를 통한 분산형 및 중대형 공공관정의 개발과 필요 지역에 제
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기저유출은 지하수의 하천 유량 공급을 통해서 물순환 건강성
의 확보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하수의존생태계(습지, 호소, 소하천 등)를 유지하는 등 물환경과 수생태계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향후 중소하천 등에 지하수 기저유출 평가 등을 통한 지하수-지표수 연계관
리 체계를 명확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유역단위별 목표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지하수 오염의 방지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오염취
약지역은 발생 오염원의 문제점과 향후 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이행평가를 수
행하여 건강한 지하수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하수 시설관리는 노후화 시설의 개선, 폐쇄 등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며,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량의 정확한 산정방안 마련, 지하수
위·수질의 체계적인 실시간 모니터링 등 국가 지하수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
에 따라 발생하는 지하수 환경 변화를 조사·평가하여 합리적인 지하수 함양량 및 개발가능량을 산정함으로써
유역별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과 과도한 이용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연구개발(R&D)에서는 지표수-지하수 통합관리기술, 지하수 인공함양기술(수막재배
지역 등)을 이용한 테스트베드 운영 물공급기술, 기후변화 적응 지하수변동특성 평가기술, AI/빅데이터 기반
지하수 모니터링 및 평가기술, 유역별 지하수 주제도 작성, 지하수오염 정화기술 등 다양한 지하수 기술 뿐만
아니라 물산업 관련 융합기술의 개발 등도 발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와 물순환 건정성 및 통합물관리 등 물관리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물관리 정책적 변화가 물
관리기본계획에 수립되었으며 향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지하수 분야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번에 수립되는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통합 지하수 관리, 물수요 대응을 위한 지하
수의 역할 확대, 수생태계의 지하수 역할 명확화, 지표수-지표수 연계 체계적 관리 등의 이슈를 반영하여 기
존의 계획과는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수자원 및 물환경에 있어 지하수 역할 제고 및 그 중요성을 명
확하게 확립하도록 할 것이다.
Key words : 통합 지하수관리, 수원다변화, 유역관리, 지하수의존생태계, 기후변화,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참고문헌
[1] 관계부처 합동, 2021,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저자정보
주저자/교신저자: 고경석(책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저자:

하규철(책임연구원)·문희선(책임연구원)·이현주(선임연구원)·김용철(책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 / 김지욱(처장)·백건하(부장)·박현진(차장)·양혜진(대리),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수물순환처 / 남
성우(본부장), 지오그린21

- 82 -

K 특별세션

KoSSGE 추계학술대회
2021년 11월 11일-12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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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문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캠프마켓부지는 1939년 일본군 조병창 부지로 시작하여 1945년 이후
미군 보급부대로 활용되어 왔으며 2015～2016년 현장환경조사를 통해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로 인한 부지오염
이 확인되었다. 반환 후 2019년 6월부터 다이옥신류 오염토양 정화공사가 수행중에 있으며 전체 오염토양 약
180,000 m3 중 다이옥신류 및 PCBs로 오염된 토양 약 11,000 m3를 In-Pile Thermal Desorption (IPTD) 열처
리공법을 활용하여 정화공사가 진행중이다. In-Pile Thermal Desorption (IPTD) 열처리공법은 전체 오염토양
을 파일형태로 성토한 후 토양승온을 위한 열봉, 승온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 수분 및 휘발된 오염물질 추출
을 위한 추출파이프, 온도/압력 센서 등을 파일 내부에 설치 후 유리섬유 단열재, 밀폐용 차수재(HDPE) 등으
로 구성된 외부 표피층으로 마감하여 설치 및 운영되었다. 열전도성 가열방식(Thermal Conductive Heating,
TCH) 열봉을 통해 토양파일은 350℃이상으로 승온되며 그 과정에서 휘발된 수분 및 가스상 오염물질은 열산
화설비를 통해 1,000℃이상의 고온에서 산화처리후 급속냉각, 산가스중화, 습식전기집진 등 후처리시설을 거쳐
무해화된 가스로 처리되어 최종배출된다. 다이옥신류 오염토양은 평균오염농도 5,000 pg-TEQ/g 이상의 고농
도 오염토양 100톤을 대상으로 하여 2개월간의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본공사가 마
무리단계에 있다. 해당 다이옥신류 오염토양정화공사는 토양 내 다이옥신류 오염농도 정화기준인 100
pg-TEQ/g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목표이며, 열산화시설 배출가스는 현재까지 1년여의 운전기간동안 1, 2주 간
격의 주기적 측정에서 매 측정마다 배출기준인 0.1 ng-TEQ/Sm3를 달성하였다. 본 다이옥신류 오염토양의 정
화사업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대규모 정화사례이며 해당 정화사업 수행을 통해 다이옥신오염토양 열처리
공법의 노하우 축적, 공법개선, 국내외 정화사업 진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In-Pile Thermal Desorption(IPTD), Dioxin, Thermal Conductive Heating(TCH),
Soil remediation, Emission gas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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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 배후지역의 토양오염현황 고찰
Study on Soil Contamination Status in Incheon Port Hint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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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asure pollutants, contamination ranges, and distributions of
concentration with high probability in Incheon sea port area. Monitoring data from the field,
observated data to monitor the soil contamination from observation network o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soil pollution survey data from Incheon metropolitan city were used to predict.
Measurement data were analyzed for Seo-gu, Jung-gu, Dong-gu, Michuhol-gu, Namdong-gu, and
Yeonsu-gu related to Incheon Port area. Heavy metals and TPH were analyzed in areas with a high
probability of contamination around the North Port, Inner Port, and South Port. As a result of soil
measurement and field survey, copper, lead, and zinc were found to be the highest among 21 soil
pollutants. In the field monitering, the TPH was the highest at the ship repair point. Copper
concentration is higher than background density. Lead and zinc are concentrated highly in the
hinterland of Incheon Port. To protect soil port contamination in Inchoen Port, it is necessary that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preventing

soil

contamination,

frequent

inspection

by

facility

managers, and improvement manuals for quick response to disaster management.
Key words : Soil contamination, Sea port area, Probability of contamination, TPH, Background density.

지하수 및 토양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환경평가제
를 도입하여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에 대하여 정밀조사 및 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환경평가제는 토양오
염원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토양오염 유발자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수 및 운영자에게도
오염에 따른 피해보상 및 정화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인천항만지역에 심각한 오
염이 발견됨에 따라 인천항만 및 배후부지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조사를 수행하여 토양오염물질의 분포현황을 조
사하고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토양오염분포도의 작성은 인천지역의 토양오염측정망과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경인지방환경청, 인천지역 보건
환경연구원 등에 있는 인천지역 토양오염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점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pH를 토지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오염물질, 지형, 그리고 분
석된 속성자료를 바탕으로 지도에 토양오염 분포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ArcGIS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였다. 토양오염발생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은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상하수시설 등 상세자료가 요구되
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 data와 오염분포도에 참고할 지적도를 중심으로 분포지역을 조사하였다. 인천항만지역의
지적분포는 대부분 일반공업지역이며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토양측정망의 주요 오염물질은 Cd, As, Zn, F이며, 인천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Pb, Zn, Ni, TPH가 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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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물질로 나타났다. 지목별 우려기준이 다르므로 우려기준대비 농도 우선순위를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1 토양오염실태조사 6개 구지역 우려기준 대비 비율 및 평균
오염물질
구분

토양오염

우려기준(비율)
토양오염
우려기준(평균)

Hg

Pb

Cr+6

1808.36 2743.20 2491.17

59.15

3553.41

106.25

6.41261 9.72767 8.83393

0.21

12.6007

0.3768

Cd

Cu

As

(단위 : %)
Zn

Ni

F

크실렌

TPH

7856.93 4414.67 8403.59

979.78

5418.44

27.8615 15.6549

3.4744

31.5026

29.8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한 13개 지점의 분석결과 내항지역 선박수리 및 접안지역, 식당가 주변 갯벌을 분석한 결
과 구리, 아연, 니켈의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생활하수가 배출되는 갯벌지역은 구리, 아연, 납의 농도
가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남항의 살베지 지역은 납과 아연이 가장 높았으며, 북항 배후단지 지역은 구리, 납,
아연이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
토양측정망,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분석을 통합하여 토양오염 분포도를 작성한 결과 인천항만지역 및 배후
단지에서 농도가 상승하는 토양오염물질은 구리, 수은, 니켈, 납, 아연 등이며 유류는 TPH가 주요 오염물질로
나타났다.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른 분포는 Fig. 1과 같다.

(a) TPH

(b) Cu

(c) Pb

(d) Zn

Fig. 1 인천항만 배후지역 토양오염분포도

국내의 토양오염사고의 대응체계는 사후관리적 방식에 치중하여 왔다. 특히, 인천항 내부의 시설에 대한 사고대
응체계는 인천항만공사와 협의가 필요하여 대응이 늦어진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항만지역 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토양오염예방에 관한 지침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항만지역에
토양측정망을 신설하여 측정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토양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시민신고의 활성화를 통해 토양오염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상시감시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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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문학산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미추홀구에 걸쳐 있는 217m 높이의 산이다. 대한민국의 서해안에 위치
한 문학산에는 1953년부터 1968년까지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들이 있었다. 이 유류저장시설과 연결배관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발생한 토양오염이 2000년 10월 23일 인천녹색연합에 의해 처음 발표되었다. 2000년말 인천
시가 진행한 오염지역 기초개황조사 결과, 전체 19개 지점 중 7개 지점에서 유류(BTEX)가 우려기준을 초과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2001년 환경부 주관으로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되었고 2003년 인천시 연수구에서
일부 부지를 오염정화하였다.
이후 2012년 11월 문학산 일대 수인선 공사 과정에서 유류오염이 재확인되었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토양환경보전법」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제1항 제2호(법 제
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를 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2017년 오염정화를 시작하여 2020
년 정화작업을 완료하였다. 총사업비 11,563백만원으로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정화 과정을
거쳤다. 문학산 일대의 토양오염물질은 TPH, BTEX로 도로 등 굴착이 어려운 부지는 지중정화하고 개발예정
지 연접지역 등 굴착 가능한 부지는 굴착정화를 실시하였다. 임야, 도로, 학교, 사격장 등 다양한 오염지역에
대해 생물학적통풍법, 토양증기추출법, 토양세정법, 토양경작법, 반출정화(열탈착) 등 다양한 유류정화공법이
적용되었다.
Table. 오염물질과 오염정화 현황
오염물질

최고농도(단위: mg/kg)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9,863
10.5
124.6
150.6
542.0
-

정화방법
생물학적통풍법(임야, 지중정화)
토양증기추출법(도로, 지중정화)
토양세정법(사격장, 지중정화)
토양경작법(연접, 굴착정화)
열탁착법(학교·임야, 반출정화)
합 계

개소
6
6
1
7
2
22

오염정화현황
면적(㎡) 부피(㎥)
856
1,004
1,762
2,905
1,193
1,396
2,872
5,672
589
595
7,272
11,572

또한 문학산 남서측 연수구 옥련동 104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옥골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부지에 대해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 29일 발간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에는 220개 지
점 중 25개 지점이 TPH항목 ‘가’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도 5개 지점 중 1개 지점에서
TPH가 806.03mg/L로 오염지하수정화기준(1.5mg/L)을 크게 초과하였다. 보고서에는 약 31만㎡ 사업부지 중
토양정화면적은 17,170㎡, 정화예상부피는 25,750㎥로 추정하고 해당부지의 토양오염을 과거 문학산 일대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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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의 영향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이 부지는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할 예정이다.
문학산 토양오염은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시설이 폐쇄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후 확인되었다. 처음 오염
이 확인된 2000년부터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학산과 주변지역은 장비가 접근하
기 어려운 산지, 이미 도시개발이 진행된 지역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오염범위 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
기 어렵다. 2020년 환경부에 의해 오염정화가 완료되었지만 문학산 주변지역에서 과거 주한미군 유류저장시설
에서 누출된 유류에 의한 추가오염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토양오염정화의 책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
는 상황으로 오염이력을 기록하고 원인자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공장지대와 매립지, 주유소 등 오염원이 산재
한 인천, 특히 문학산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 진행 시 토양과 지하수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주한미
군 유류저장시설 누출 유류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Fig. 오염구역별 정화공법 / 한국환경공단
Key words : 문학산, 주한미군, 유류저장시설, 인천녹색연합, 토양오염, TPH, B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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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일대 불소 오염 기원규명 및 인체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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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부지는 1992년부터 시작된 건설사업에 의해 개별적으로 존재하였던 영종도, 삼목도, 신불
도, 용유도 등과 같은 여러 개의 섬 사이의 바다가 매립되면서 하나의 섬(영종도 또는 영종용유도)이 되어 인
천시로 편입되었고, 현재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부지(3단계 건
설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민원 제기로 3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골재(토사) 적치장 1개 지
점에서 불소가 502.3 mg/kg(토양오염 우려기준인 400 mg/kg 초과)가 검출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인천국
제공항공사에게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3, 4단계 건설 부
지의 불소 오염도를 정밀조사하고, 불소 오염의 기원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인체위해성평가를 위하
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 지역은 총 면적이 14,091,990 m2 이었으며 불소 오염도 조사를 위하여 표토(≤15 cm 깊
이) 9,568개, 심토(>15 cm 깊이) 23,553개 등 총 33,121개 시료를 채취하였다. 또한, 불소 오염의 기원을 밝히
기 위해서 지질도 등의 기존 자료를 검토하고, 골재원 및 매립지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주요 지질(암상) 등을
확인하였으며, 세 개의 골재원(오성산, 을왕산, 삼목도 등)에서 대표적인 암석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암석
시료는 현미경 관찰과 지구화학적 분석에 사용할 박편 및 연마편, 분말로 제작하였다. 주구성광물 및 불소 함
유 광물의 입자, 조직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암석 시료를 박편으로 제작하여 편광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
다. 또한 불소 함유 광물(형석, 견운모, 흑운모, 녹니석, 각섬석)의 전자현미경(후방산란전자상; BSE image) 관
찰 및 불소 함량 분석을 위해 편광현미경 관찰에 사용된 박편을 연마편으로 제작한 후 탄소 코팅하여 사용하
였다. 채취한 암석 시료를 단조강 해머를 사용하여 파쇄한 후 볼 밀로 분말을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분말 시료
를 사용하여 X-선 형광분석(XRF), X-선 회절분석(XRD) 및 전자현미분석(EPMA)을 실시하였다. 인체위해성
평가는 평가 대상 부지(건설 부지)와 주변 지역으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현재와 미래(향후) 토지 이용도를
나누어 평가하였다. 고려된 노출경로는 평가 대상 부지의 경우에는 토양 섭취, 토양 접촉, 비산먼지 흡입 등이
었고,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비산먼지 흡입이었다. 현재 가용한 불소의 독성자료는 경구비발암참고치(RfD,
0.04 mg/kg-day)와 흡입노출참고농도(RfC, 0.013 mg/m3)이므로 이 두 표준치를 이용하여 각 노출경로별 불소
의 비발암 위해도몫을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위해도를 산정하였다.
불소 오염도 조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율이 97.5%, 대책기준 초과율이 51.9%로 나타나 불소 오염이 광
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소 오염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결과, 본 연구대상 지역의 과거
토지 이력을 살펴보았을 때 불소의 인위적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대상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흑운모 화강암과 압쇄암에서 고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본 지역의 불소 오염은 자연적(지질적) 기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요 불소 함유 광물은 형석, 견운모
등올 조사되었으며 이들 광물들 내 불소 평균 함유량은 1,800～2,500 mg/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위해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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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과 평가 대상 부지와 주변 지역 모두에서 허용치 이하의 비발암 위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불소
오염에 의한 유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본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불소를 고농도로 함유한
암석들에 의하여 불소의 위해성이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타 지역으로의 암석(골재)의 이동 제한하거나
본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체위해성평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암석의 풍화에 의하여 불소 오염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본 지역에서 건
설 활동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조치가 철저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불소 오염, 자연적 기원, 인체위해성평가, 영종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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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경작 효율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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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경작법은 부산문현지구 정화사업부터 최근 반환미군기지 정화사업까지 타 방법에 비해 자연친화적이
며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대규모 유류오염정화사업에 주요 정화공법으로 적용되었다. 현장에서 적
용하는 토양경작은 오염토양을 굴착해서 비가림시설 내부로 이송하여 미생물과 수분, 영양분(N,P)을 주입하고
정기적으로 2∼3개월 뒤집어주어 토양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양경작의 정화품질을 확
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작장내 오염토양의 농도를 분석하여 저감효율을 확인한다. 다만 분석결과를 운영
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경작운영 종료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본 사례는 OO군에 위치한 대규모 유류오염부지에서 실시 중인 토양경작 품질관리 사례로 모니터링 자료
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각 Batch마다 다른 오염농도 저감 예측곡선(K:분해속도상수 산출) 및 정화소요일
수를 산정하여 예측가능한 공정관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화사업에 현장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통합관
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작장마다 QR코드 부여하여 경작장 오염토양의 굴착 및 되메움 예정 위치, 정화현황
등의 정보를 스마트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사례를 통해 예측가능한 공정관리가 가능하고 품질 관리를 통해 정화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y words : 토양경작, 품질관리, 공정관리, 저감효율, T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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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토는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매우 많고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한 O층(유기물층)과 A층(용탈층)을 포
함하는 지표면으로부터 수십 cm 이내의 표층에 있는 토양을 일컫는 말로서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비옥토라고 하기도 한다. 표토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근간으로서 물질 순환, 오염물질 정화, 탄소 저장 등의 기
능을 수행하며 식물의 뿌리, 미생물, 작은 동물의 생활 터전의 역할을 한다. 자연상태에서 표토의 생성에는 매
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나 개발사업 등 토목 공사로 인해 순식간에 유실될 수 있다. 개발사업 이후 새로 조성
되는 녹지 등에 기존 표토를 채취, 보관하여 재활용할 경우 표토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과 종자 등으로 인해
빠른 생태계 연속성 회복 및 자원 보전·재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표토보전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표토를 자원적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1차 토양보전기본계획(2010-2019) 및 제2차 토양보전기본계획(2020-2029)에도 표토
보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표토침식 현황 조사 및 모델 개발, 침식 방지 대책 수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개발사업 시 표토 보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성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개발사업 시 훼손되는 표토의 양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채취, 보관, 활
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후속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적정 채취, 보관, 활용 현황을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공사 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에서는 표토 보전의 원칙과 표토 재활용을 위한 품질기준,
채취·운반·보관·활용 등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개발사업 현장에서 이러한 계획에
따라 표토의 채취·보관·활용 등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거나 단순 계획 수립 및 서류상 관
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 현장에서 표토 보전이 미흡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첫 번째로 추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절성토 후 생성된 인위적인 토양층에 부식토, 비료 등을 공급하여 녹지, 조경용지 등을 조성하는 것에
비하여 현장에서 표토를 채취·보관하여 재활용할 때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토의 재활용
은 단순히 녹지, 조경용지 조성 시 필요한 표층 토양의 공급 목적이 아니라 환경자원 보전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에 대한 공사 예산반영이 필요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두 번째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차원의 문제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키기로 한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
해 조정된 사업계획 및 각종 저감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환
경영향 저감방안 중 하나로 표토의 재활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세부내용은 평가서에 수록된
계획을 따라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시행 시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환경부, 환경청
등)은 협의내용의 적정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주요 저감방안(수질, 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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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되고 있으며, 표토 재활용 등 대다수의 저감방안에 대해서
는 서류상 형식적인 확인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표토 보전에 대한 사업자와 감독기관의 필요성 인
식 미흡과 감독기관(협의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한 낮은 비중 및 업무 과부화로 인한 관리 미흡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에서의 표토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범사업 형태의 연구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은 현재 표토 보전 관련 설계기준, 시방서,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실제 개발
사업 현장에서 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표토 채취·보관·활용 작업 등을 실시해보고 실제 현장에서 최소한의
비용, 작업을 통해 표토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시범사업을 통
해 표토 재활용과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단가 등의 산정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개
발사업의 공사 예산에 표토 보전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공사의 발주처와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토 보전의 적정 이행을 담보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
는 행정적 방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제도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장에서의 표토 보전 등 저감방안의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관
련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환경부(환경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에서 표토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표토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
든 관계자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지자체와 정부기관
에서는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topsoil, conservation, development proje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저자정보
주저자, 교신저자: 양 경,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공저자: 신경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94 -

KoSSGE 추계학술대회
2021년 11월 11일-12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Portable XRF 신뢰성 제고를 통한 토양정화현장 모니터링 효율화 연구
A Study on Efficient Monitoring in Soil Remediation Sites by Reliability
Improvement of Portable XR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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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산업부지 등의 오염토양 조사, 정화, 검증과정에서 중금속의 전함량 분석은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의 전처리(채취, 준비 및 왕수추출) 후에 AA 또는 ICP-AES 등의 분석기기를 이용해 정량한
다. 법적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 명령을 받은 오염부지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2주 내외)과 비용으로 인해 현장(Field)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간이
측정(Portable) 수단에 대한 니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제2차 토양보전기본계획(2020-2029)에서
도 토양 오염도 조사 및 정화검증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료채취 지점 선정 시 현장간이측정 방법을 도입
하고, 정화검증 보조지표를 추가 개발하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토양의 중금속 정량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간이측정 방법으로는 X-선 형광분석기(XRF,
X-ray fluorescence)가 대표적이다. 선행연구(강윤주 외, 2019)에서는 토양오염물질의 중금속 별로 다양한 농
도 범위를 대상으로 기기분석과 XRF 측정 간의 상관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유미의한 상관계수를 나타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간이측정 방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내부 모니터링을
위한 선별적 측정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XRF분석기 자체의 오차율에 기인한 신뢰성 평가 보다는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
는 요인이지만 현장간이측정 시 간과되고 있는 토양시료의 전처리에 따른 분석결과의 오차를 비교평가함으로
써 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한다.
(i) 시료의 건조 뿐 아니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의 전처리 과정을 동일하게 실시함으로
써 시료의 수분 및 입경별 농도 차이로 인한 편차를 최소화
(ii) 시료가 다량이거나 불균질성이 높을 경우, 기기분석 대비 분석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의 대
표성 향상(기기분석 대비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음)
(iii) XRF 기기의 정량한계 및 오차율을 고려한 적절한 농도 범위에 한해 적용
이를 통해, 현장에서 좀더 신뢰성 있는 선별(screening) 수준의 분석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간이측
정(Portable) 장비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현장 모니터링 품질의 향상은 물론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XRF, X-선 형광분석기, 현장간이측정, 모니터링,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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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내 DDT 처리를 위한 나노-바이오 흡착제를 적용한 pilot-scale process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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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은 독성이 강하고 지중환경에서 분해되지 않아 환경 중에 오랫동안 잔류하
는 유해물질로 dioxin, DDT가 대표적이다. 이 중 DDT는 최근 농식품부에서 토양 조사한 결과, 닭 방사장 반
경 100 m 이내 농경지에서 국내 POPs 측정망에서 검출된 DDT 최고농도(0.079mg/kg)의 약 6~7배 수준까지
검출되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나노-바이오 융합소재 개발 및 현장 원위치 복원에 적용해 지중환경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오염물질을 선택 제어하여 토양건강 및 생태계를 보존을 목표로 진
행 하였으며, 지하수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착제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나노-바이오 융합
소재를 개발하고 물리화학적인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배치, 컬럼실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파일럿 규모에서 소재
의 안정성 및 현장의 빠른 안정화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 나노-바이오 융합소재는 탄소계/금속계 단일 원소성 나노물질, 그리고 환경독성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투수성이 높고 생분해가 가능한 물질과 합성하여 흡착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었고, 이를 현
장모사 지중환경 조건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안정화 실험을 통해 소재 및 복원공정을 최적화 하였다. 실
험실 규모에서 최적화된 나노-바이오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파일럿 규모의 특수 컬럼을 통해 복합 오염조건에
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검증하고 다양한 지중환경 조건에서 응집, 침전, 거동, 융해성 등 안정
성을 분석하여 융합 안정화 기술 고도화 및 지중환경 원위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파일럿 실험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유입, 4L 흡착제 통과 후, 16L 흡착제 통과후의 농도 등
을 분석하였다. 유입 농도는 100 ppb, 유속은 250L/hr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흡착제 4L인 경우 6분까지는
99.5%의 제거율을 나타냈으며 12분 운전시 약 66%의 제거율을 보였다. 또한 21분 이상 운전시 20% 미만의
제거율을 나타냈습니다. 흡착제 16L 즉, 4개의 흡착제 탱크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15분까지 약 99%, 21분 운
전시 67%의 제거율을 나타냈고 24분 운전시 20% 미만의 제거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지하수내
DDT 농도 및 유량 변동시 흡착제 탱크의 개수 조정을 통해 손쉽게 적용 가능한 공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본 실험에 사용된 흡착제와 다양한 오염물 처리를 위해 성능평가한 다른 흡착제의 혼합, 성능개선 등을 통
해 추가되는 새로운 지하수 내 유기성 오염물질 및 중금속 등의 제거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Key words : nano-bio adsorbent, pilot-scale, undergrou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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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Results of pilot scale operating by nano-bio ad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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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지중정화공정과 초소수성 소재를 활용한 지중 내 NAPL 처리 기술 고도화
Advanced NAPL treatment technology using high pressure
underground remediation process and superhydrophob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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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문

기존의 원위치 정화공법은 관정을 통해 약품을 주입하여 토양정화를 유도하는 원위치 화학적 산화
(In-situ Chemical Oxidation, ISCO)와 토양 세정법(Soil Flushing)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상기한 공법 적용
시 약품주입과정의 장시간 소요, 정화대상부지 내 채널링 발생으로 인한 주입약품 전달효율 저하, 대수층 내
약품 누출 발생 등의 단점이 존재하여 정화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약품과다소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원위치 정화공법의 정화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기관에서는 PMI-system(high Pressure
Multipurpose Injection-system)을 개발하여 다수의 원위치 정화를 수행하였다. PMI-system은 기존 원위치
정화공법의 관정주입방식 대신 오염대상지역에 고압주입로드를 근입하여 직접적으로 오염범위에 정화제재를
주입함으로써 대상 오염물질(유기성오염물질, TPH 등)의 물리적 탈착 및 화학적 산화반응을 유도하여 효과적
으로 원위치 정화를 수행하는 공법을 운영하고 있다. 공법 운영 중 상부로 배출되는 스컴 등의 부산물로 인한
부지 표면의 오염 및 화학반응에 의한 악취 발생을 억제하는 공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토양
정화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된 원위치 정화공법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는 기존 PMI-system의 주입방식 개량과 주입공 상무 유출 부산물 포집기술 적용 및 위
탁연구기관의 개발소재를 이용한 오염물질의 선택적 추출 공정을 구축하여 기존 공법의 단점을 개선하고 정화
효율성 증대를 실현하려 한다. 고압주입방식은 기존의 굴착로드에 주입구 1개를 적용한 방식에서 다중 심도별
주입구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상부지의 주요오염심도에만 선택적으로 정화제제를 고압주입 하여 약품절감 및
지반침하 최소화를 실현할 예정이다. 공정 운영 시 주입공에서 상부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상기한 고압주입로
드의 상단에 결합 가능한 패킹장치를 제작 및 적용하여 공정수와 혼합된 오일슬러지와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의 기상물질을 동시에 포집함으로써 표토의 2차 오염을 예방하고 악취확산 방지와 작
업자의 안전 확보 효과를 얻고자 한다. 위탁연구기관의 개발소재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 추출정이나 양수처리
설비에 도달한 오염물질을 선택적으로 흡착 및 회수가 가능하게 구성한 자동제어식 추출 시스템에 접목하여
수처리 부하량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중이다.
Key words : 원위치 정화, 지중 정화, 고압 분사, 토양 세정법, 소수성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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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eumatic fracturing and Vacuum suction
송재용1 , 이근춘2 , 강차원3, 장보안4*, 장현식5, 장민6
1

2

3*

4

5

Song JaeYong , Lee Geunchun , Kang Chawon , Jang Boan , Jang Hyunsic , Jang Min
123

6

(주)산하이앤씨, 4강원대학교 지질지구물리학부, 5강원대학교 지구자원연구소, 6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e-mail : bajang@kangwon.ac.kr
Abstract
Plasma blasting by high voltage arc discharge were performed in laboratory-scale soil samples to

investigate the fluid penetration efficiency. A plasma blasting device with a large-capacity capacitor and
columnar soil samples with a diameter of 80cm and a height of 60cm were prepared. Columnar soil
samples consist of seven A-samples mixed with sand and silt by ratio of 7:3 and three B-samples by
ratio of 9:1. When fluid was injected into A-sample by pressure without plasma blasting, fluid penetrated
into soil only near around the borehole, and penetration area ratio was less than 5%. Fluid was injected
by plasma blasting with three different discharge energies of 1kJ, 4kJ and 9kJ. When plasma blasting was
performed once in the A-samples, penetration area ratios of the fluid were 16-25%. Penetration area ratios
were 30-48% when blastings were executed five times consecutively. The largest penetration area by
plasma blasting was 9.6 times larger than that by fluid injection by pressure. This indicates that the
higher discharge energy of plasma blasting and the more numbers of blasting are, the larger are fluid
penetration areas. When five consecutive plasma blasting were carried out in B-sample, fluid penetration
area ratios were 33-59%. Penetration areas into B-samples were 1.1-1.4 times larger than those in
A-samples when test conditions were the same, indicating that the higher permeability of soil is, the
larger is fluid penetration area. The fluid penetration radius was calculated to figure out fluid penetration
volume. When the fluid was injected by pressure, the penetration radius was 9cm. Whereas, the
penetration radius was 27-30cm when blasting were performed 5 times with energy of 9kJ. The radius
increased up to 333% by plasma blasting. Al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leaning agent penetrates further
and remediation efficiency of contaminated soil will be improved if plasma blasting technology is applied
to in situ cleaning of contaminated soil with low permeability,
Key words : ark discharge, plasma blasting, discharge energy, fluid penetration efficiency, penetration
radius, contaminated soil, clean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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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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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유기용제 저장시설의 파괴, 화학물질 이동과정의 사고 등에 의하여 지중으로 오염물질이 누출되면, 긴
급하게 오염물질 자체 또는 오염지하수의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하수오염을 확산방지하는 방법은 양수를 통하여 지하수 오염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리적으로 포획
(hydraulic containment)하는 것이다. 그런데 양수처리를 통한 오염확산방지 또는 오염정화 조치는 장기간 운
영으로 인한 비용증가 문제를 가지므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양수처리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최적
화(optimization)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확산방지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하수
오염 인지 후 지중환경 오염부지의 조사, 설계, 정화(운영), 사후관리 전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어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양수-주입을 통한 수리학적 흐름 제어 방식의 지하수 오염 확산방지기술을 ICT 기반의 실
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기술과 결합한 통합 운영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오염운의 이동확산을 수리학적 흐름 제어 방식으로 억제 및 차단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별 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전략 수립, 지하수 유동 수치 모델에 기반한 양수-주입 설계, 최적 운영장
치, 정보시각화를 포함하는 양수-주입 통합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총 3년의 연구개발 기간 중 현
재 2차년도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수주입 통합운영 시스템 구현방법 및 구성인자 도출, 최적화
에 이용되는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거동 수치모델(MODFLOW 및 MT3D)의 시스템 내 구현 방법 및 모듈
개발, 양수-주입 최적화 방법 및 알고리즘 최적화, 수리흐름제어를 위한 양수-주입 장치 개발 및 시스템 내
제어기술 개발, 양수주입 설계ㆍ운영 및 관련 정보 시각화를 위한 GIS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핵심 요
소기술이 통합운영 시스템 내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개별 요소기술과 시스템 간 연결에 필요한 장치 및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였다. 핵심 요소기술 중 통합시스템 내 수치모델 구현과 관련해서는 USGS의 FloPy를 이용한
입출력 방법을 도입하여 GUI를 개발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수-주입 최적화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엔
시도되지 못했던 통합 운영시스템 내 수치모델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되는
양수-주입 통합운영시스템은 산업단지, 군부대 등의 지하수 오염제거 및 확산방지뿐만 아니라 화학사고로 인
한 오염지하수의 응급 확산방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주입-양수 방식에 기초한 많은 원위치 지하수 정화
조치의 시행시에 오염부지 관리시스템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환경부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2020002470001”으로 지원받은 과제임.

Key words : Groundwater contamination, plume containment, pumping and injection, optimization,
integrated 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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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mill을 활용한 지하수 지중정화 기술 고도화(+이용 장치(무동력 폭기) 개발)

Advanced in-situ groundwater treatment technology using windmill(+Use device development(Non
powered aeration))
박성민1, 손봉호1*, 전병훈2, 김도현2, 최궁원2, 정희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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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현재 국내에 적용되는 기존의 지하수의 지중 처리방식은 화학물질을 직접 지중 주입하는 방식으로 산
화제 주입 시 대상 오염물질과 반응하기 전 지중에 존재하는 다른 물질들을 산화시켜 결국 대상 오염물질과의
선택성과 반응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기술은
Windmill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주입한 공기로 Fe(II)를 Fe(III)로 산화시키고 철(수)산화물로 침전시킴으로써
비소에 대한 흡착 site를 조성하고, As(III)를 철(수)산화물에 흡착시켜서 As(V)로 산화시키거나 산화제에 의해
As(III)을 산화 후 철(수)산화물에 흡착하여 제거하는 기작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확보하여 공기 주입에 의한
철 산화대 형성으로 망간의 침전과 비소의 흡착 효율을 높여 산화물질의 선택도를 향상시키고 지중복합오염물
질 제거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최종목표는 실증부지 적용을 통한 실증화로서 Windmill과 다중심도 양수
/주입 가변 시스템 이용하여 공기와 산화제의 동시 주입을 통한 대상 오염물질의 선택도 및 반응성 향상 기술
개발과 지중환경 특성별 산화물질 주입 및 산화기작을 기반으로 한 토양 및 지하수 정화기술 고도화 및 운영
최적화 기술 개발 및 실증화 부지에서의 선택도/반응성 향상 기술 검증 및 한국형 원위치 산화공정 지침 등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기술을 적용할 실증부지는 B지역에 있는 하우스 재배지로서 Fe은 22.875 ~ 45.614 mg/L, Mn의
경우 2.607 ~ 3.544 mg/L, As 농도는 불검출 ~ 0.137 mg/L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주입
/추출정과 모니터링 관정을 설치하였으며, 단계대수성시험, 연속대수성시험, 회복대수성시험을 시행하였고, 추
적자 시험 및 주입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입/추출정의 대수성시험 결과 한계양수량은 106 m3/day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주입/추줄정의 투수량계수는 평균 216.6/257. 6 m2/day 저류계수는 평균 0.01415/0.00276이다. 실증
부지에 설치할 장치는 Windmill(3kW급)과 Solar panel(1.2kW급)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air-sparging 장치
(공기 및 산화제 주입 최적화 기술), 지하수이용장치(24m3/day이상)와 다중심도 주입/양수가 가능한 팩커를 적
용하고자 한다.
지하수 내 As(III), Mn(II)의 지중 제거를 위해 산화제 및 산화 환경에 따른 실내실험을 진행하였다.
과망간산염, 과황산염, 차아염소산염 총 세 종류의 산화제를 후보물질로 선정하여 실험하였으며, 지중 조건에
따른 산화효율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용액의 pH와 HCO3-, 산화제 농도에 변화를 주어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
의 비소와 망간의 초기 농도는 각각 3 mg/L, 30 mg/L 였으며, 산화제 투입 전 배경농도로 NaCl 0.6 mmol/L
와 NaHCO3 2.5 mmol/L를 용액에 녹여 진행하였다. 화학양론적 계산을 통해 모든 오염물질이 산화될 수 있는
양의 산화제를 투입하였으며, 25 ℃, pH 7.0을 기본조건으로 As(III)와 Mn(II)의 산화효율을 산화제별로 평가
하였다. 세 가지 산화제 중 과황산염의 경우 비소, 망간 모두 가장 느린 산화속도를 보였으며, 비소만 존재하
는 경우 60 %의 비소 산화에 약 30일이 소요되었다. HCO3-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비소의 산화속도는 증가
하여 최고 10일 내 95 %의 비소가 산화되었고 pH가 높아짐에 따라 산화속도도 증가하였다. 과망간산염과 차
아염소산염의 경우 매우 빠른 반응속도를 보여 1분 이내에 비소산화 반응이 종료되어 약 95 % 이상의 비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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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되었다. 과망간산염과 망간을 반응시킨 경우 매우 빠른 산화속도를 보인 반면 차아염소산염의 경우 비소
에 비해 확연히 느린 산화속도를 보였다. 최적 적용조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증부지 현장조건을 맞춰 column
test와 box test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실험과 실내실험을 통한 자료로 대수층의 산화-환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비소의 제
거 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속체 규모의 반응성 용질이동 모델(continuum scale reactive
transport model)을 수립하였고, 이는 지하수의 유동에 따른 용질의 거동뿐만 아니라 지하수 내 용존 비소와
철 등이 산화-환원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에 관하여 평형 열역학 (equilibrium thermodynamics) 및 동력학
(geochemical kinetics)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이며, 특히 철 산화물 침전에 따른 공
극률과 투수성의 감소 (i.e. pore clogging)간의 상관관계는 멱법칙(power law)을 통해 계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화제가 주입됨에 따라 나타나는 지화학반응과 대수층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변화 사이에서 나타나는 피
드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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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tu treatment, New renewable energy, Multi-level, Arsenic remove, Non p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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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 내 중금속 정화를 위한 안정화 장비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tabilization equipment for remediation
of heavy metals in contaminated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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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요

약

문

중금속 오염 토양은 생태계에 직접적인 위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대기로의 비산 등을 통하여 오염물
질이 확산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토양 내 중금속을 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
지만, 기존 국내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에 준하여 오염물질을 저감 및 제거하는 정화기술이 주로 사용되었
다. 그러나, 정화곤란부지 등에 한하여 위해성평가 적용이 가능해지며 효율적인 처리기술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 오염부지를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안정화제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중주입장비를 개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오염부지에 안정화제 살포시 지중내 주입보다는 혼합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안정화제 적용
을 위한 장비가 따로 개발되어 이용되기보다는 기존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등)에 혼합을 위한 부속장비를 추
가적으로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오염부지 중 굴착(Ex-situ) 정화가 어려운 부지에 대한 원위치
(In-situ) 정화공밥을 적용할 수 있는 약액주입 및 처리 장비 등의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화제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혼합장비와 주입장비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부지특성 및 안정화제를 적용하여 향후 일체형 지중 주입/혼합장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각 장비를
이용하여 중금속 오염이 일어난 오염부지의 지중 내·외 오염심도에 맞춰 안정화제를 혼합 및 주입하였으며,
안정화제의 적용 전·후의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안정화제 살포의 균일성 및 정화효율을 평가하여 영향범
위를 확인하였다.
Key words :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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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고기능성 친환경 복합소재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고효율
지중오염 정화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high functional eco-friendly composite material using
waste biomass and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ground pollution pur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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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evaluates the adsorptive behavior for heavy metal and BTEX using biochar as
carbonaceous material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iochars. Cu(Ⅱ) and benzene were chosen as
heavy metal and BTEX as contaminants in ground environment, respectively. The various feedstocks such
as Kentucky bluegrass (KB), maple leaf (M), microalgae (Spirulina sp.) (SP), rice husk (RH), coffee
residues (CF), grape pomace (GP) and lignin (Lig) were carbonized for biochar production by pyrolysis at
various temperatures (e.g., 350, 550 and 750℃) under N2 supply (Abdel-Aziz et al. 2019; Jayawardhana et
al. 2019; Nicolaou et al. 2019).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biochars were investigated through
TGA, EA, SEM, BET, FTIR, XRD and ICP-OES to determine the Cu(Ⅱ) and benzene adsorption
mechanisms. The Cu(Ⅱ) adsorption capacity of biochar was in the following order: M-BCs > KB-BCs >
SP-BCs > GP-BCs > RH-BCs > CF-BCs. The Cu(Ⅱ) adsorption capacities on these biochars revealed
ranged from 5.4 to 20.1 mg Cu(Ⅱ)/g BC. The Cu(Ⅱ) adsorption capacities (8.6 to 20.1 mg Cu(Ⅱ)/g BC)
of M-BCs was highest among these biochars. In addition, The benzene adsorption capacity of biochar was
in the following order: KB-BCs > RH-BCs > GP-BCs > Lig-BCs. The benzene (BZ) adsorption
capacities on these biochars revealed ranged from 0.5 to 68.0 mg BZ/g BC. The BZ adsorption capacities
(39.1 to 68.0 mg BZ/g BC) of KB-BCs was highest among these biochars. Based on these results, there
may be associated with different mechanisms for Cu(Ⅱ) and benzene adsorption onto biocha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M-BCs, the increase of Ca content and specific surface
area appeared with the increase pyrolytic temperature. Although these increase of properties revealed, Cu
(Ⅱ) adsorption capacity of M-BC750 were similar to it of M-BC550. These results imply that another
mechanism can be related to Cu(Ⅱ) adsorption such as functional group. Thus, various function groups
(-OH, and C=O) on the surface of M-BC550 can contribute to Cu(Ⅱ) adsorption in aqueous solution (Qin
et al. 2006). On the other hands,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KB-BC350, KB-BC550, and KB-BC750 was
2

2.62, 190.4 and 118.7 m /g,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surface area can be likely
to BZ adsorption (Peng et al. 2016).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pplication of M-BC and
KB-BC can be a potential strategy for removal heavy metal and BTEX contaminants from aqueou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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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adsorption capacity of Cu(Ⅱ) (A) and benzene (B) onto various biochars produced at
different temperature.

Key words : waste biomass, heavy metal, BTEX, bio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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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환경성 기반 지중환경 오염물질 자연저감(N.A.) 촉진기술 개발 및 실증
Field-Scale Demonstration of Enhanced Natural Attenuation based on
Environmental Risk Accessment for In-Situ Remediation
이금영1, 임현수 2, 이민주 2, 정우식2, 박준홍 2*
Keum Young Lee1, Hyunsoo Lim2, Minjoo Lee 2, Woosik Jung2, Joonhong Park2*
1 에이치플러스에코(주), 2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e-mail : parkj@yonsei.ac.kr
Abstract / 요 약 문

지하수에서의 자연저감 공법 (Monitored Natural Attenuation, 이하 MNA)은 단순히 오염물질을 방치
하는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목표치로 설정한 정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저감과정으로 지하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경제적인 방안으로 점차 여겨지고 있다(EPA, 1998).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내 유·무기오염
물질에 대한 자연저감 판단 및 모니터링 지침을 수립하였고, 더불어 각 오염물질에 대한 자연저감 촉진기술을
개발하고, 현장부지에 적용하는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연저감 판단 및 모니터링 기법 수립을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대상 부지의 자연저감
여부 진단 및 평가시 각 오염물질별로 평가인자 및 세부측정항목을 통합하여 국내 특성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
하였다. 동시에, 오염물질별(TCE, NO3-N) 자연저감 촉진기술을 현장부지에 적용하는 실증연구를 통해 적용성
및 활용성을 확보하였다. 유기오염물질의 자연저감 촉진을 위해 초미세 복합 다기능 기포수 및 복합 마이크로
고형물을 개발하였고, 무기오염물질의 자연저감 촉진을 위해서는 나노영가철 및 탄소원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자연저감 촉진기술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촉진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각 부지에 대해 기초 부지특성
조사 및 오염특성, 생물학적 저감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Visual MODFLOW MT3D모델로 지하
수흐름 및 오염운의 이동을 모델링 분석하였다. 촉진공법의 실험실 규모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분해
속도 및 분해속도상수를 규명하여 이를 대상 지역에 자연저감 촉진공법 적용시 오염운 농도 예측에 활용하여
사후 모니터링 측정 계획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자연저감을 활용한 정화공법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자연저감을 이용한 지하수 정
화사업의 촉진 및 정화시장의 창출 및 확대를 기대해 본다.

Key words : 자연저감, 적극적 자연저감, 자연저감 모니터링, 자연저감 판단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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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유류 오염 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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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이용시설인 철도부지와 인근 지역에서 토양·지하수 유류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오염확산 방지 및 정화기술지원 필요하며 유류오염 발생 시 지하수의 흐름에 의한 오염확산 가속
화가 예상되어 철도부지 이용특성과 지질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확산방지·오염정화 방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증부지를 선정하고, 실증부지 기초조사 및 토양·지하
수 오염실태조사, 유류오염 확산방지 기술 도입 및 정화방안 검토,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기술 제시
및 오염물질 확산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류오염 확산방지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시하
여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 내 유류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
설 주변부지 내 대수층이 존재하여 지하수 유동에 따라 지속적인 유출이 발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기술을 적용할 실증부지는 00지역에 있는 철도부지로서 기존 지하수 오염도 조사는 2015년도와
2020년도 2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2015년도 오염도 조사 결과 지하수 오염기준 TPH 1.5 mg/L를 초과한 관정
은 3개 조사 관정 중 2개의 관정에서 20.6 mg/L, 5.3 mg/L으로 조사되었으며, 2020년도 11개의 관정에서 오염
도 조사 결과 9개의 관정에서 2.4 ～ 96.6 mg/L의 농도로 지하수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을 조사되었고 수리전
-4

도도는 순간수위변화시험으로 해석한 결과 5.863 × 10

-2

cm/sec ～ 2.162 × 10

cm/sec의 범위로 분석되었다.

본 기관에서 2021년 건기와 우기를 구분하여 13개의 관정에서 2회 조사한 결과 건기 시 6개 관정에서 1.6 ～
3.0 mg/L, 우기 시 3개 관정에서 2.2 ～ 4.3 mg/L의 농도로 지하수 오염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모
니터링 관정 수위 측정으로 구분한 상류 관정에서 하류 관정으로 강우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하수 흐름에 따라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에 본 기관에서 개발한 VOCs 모니터링 시스템장치를 유동 방향
에 설치하여 오염물질 확산 시 경보가 발생하여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
정이다. 00지역 철도부지 내 오염개연성이 높은 구역으로 실증부지를 5 × 5 m 크기로 선정하여 토양 오염도
를 조사한 결과 3지역 우려기준인 TPH 2,000 mg/L를 초과한 농도로 조사 되었으며 오염심도는 2 ～ 4 m로
나타났고 최대 오염농도는 12,371 mg/L였다. 이 실증부지에 본 기관에서 개발한 GNS_IST(GNS In-situ Soil
Treatment System)을 적용하여 철도부지 특성을 고려한 지중처리 공법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확산방지·정화
방안·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적용할 핵심 기술 중 하나인 VOCs 모니터링 시스템은 경유에서 휘발된 가스를 이용하여 검량선 작
업 진행하여 휘발된 가스의 TPH 농도는 160,000 ppm의 고농도로 단계별로 희석하여 VOCs 센서의 측정값
확인하였고, 휘발된 가스의 TPH 농도에 따른 VOCs 농도와의 상관관계가 R2 = 0.9916으로 높은 상관관계 확
인되었다. 또 하나의 주요 핵심 기술인 GNS_IST를 활용한 지중정화 작업으로 Direct probe push & pull 공
법이다. 여기에 사용할 probe는 본 기관이 새로 개발한 장치로서 물리적 타격에 의한 변형이 없는 소재 사용,
길이의 다양화를 통한 오염 심도에 따른 주입/양수 부분 변경 가능, 4방향 스크린을 통한 주입/양수 가능, 타
격식 장치를 통한 토양 내 직접 삽입, 볼트 체결 방식으로 길이 조절 및 팩킹, 주입/추출 유닛 변경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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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별도 관정 설치가 필요 없는 Direct push-pull 방식의 프로브 사용과 주입/추출 스크린 개수 조절을 통한
오염 심도별 주입/양수 동시 진행할 수 있으며, 단독 프로브를 통한 주입/양수 동시 진행이 가능하고 프로브
간 주입/양수를 다양한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자동화 및 추출수 재이용을 할 수 있으
며 직접 probe 삽입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곳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적용기술 등 모든 과정을 본 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중앙 관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된 상태이다.
Key words : GNS_IST, TPH, In-situ, VOCs monitoring system, Direct probe push &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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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출지하수 관리 개선방안 마련
Management improvement method of groundwater discharge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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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ㆍ전력구ㆍ통신구 등의 지하시설물 설치와 건축물의 지하층 개발에 따라 지하공간이 증가하면서
○○시에서는 2020년 기준 약 3만9천 톤/일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량의 약 74%에 해당하는 2만
9천톤/일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발생ㆍ이용 현황은 지하철, 터널, 전력구 등의 지하시설물 대상으
로 파악된 현황으로 지하시설물 이외 건축물에 대해 유출지하수 인식 부족, 유량 계측 불가 등의 사유로 지하
수법에 따른 신고가 되지 않아 효과적인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고된 유출지
하수 발생시설인 터널, 철도, 지하철은 78% 이상을 하천유지용수로 이용하고 전력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는 대부분 하수도로 직접 방류되는 등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유출지하수 발생 및 이용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출지하수를 하천유지용수 외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 해당되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관리 사각지대 시설물 검토를 위해 “지하5층 이하의 건축물”을 추가 선정
하여 총 725개소의 ○○시 건축물에 대한 유출지하수 발생ㆍ이용ㆍ시설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유출지하수 발
생 건축물 대상 수질ㆍ발생량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 지역 현안에 적합한 유출지하수 활
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유출지하수 관련 문제 및 연구사례 조사, 관리 및 활용 관련 국내외 사례조
사, 관련 법ㆍ제도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유출지하수 관련 규정 공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ㆍ제도의 개
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Key words : 유출지하수, 지하시설물, 건축물, 활용방안,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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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행된 00시 일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환경부, 2019, 2020) 보고서에 따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일부에서 중금속, 유류에 의해 토양·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민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바, 해당부지 일대 오염정화방안 및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00시는
이러한 00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고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의 빈틈을 매우고자 여러
과제를 추진하는 등 관리방안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도움을 요청, 본
‘00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유류 및 중금속 오염 정화 방안 마련’(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
연구용역을 진행·추진케 되었다.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과거 환경사고 발생이력, 다수의 미군기지 보유 등 평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토양·지하수의 효율적 정화 및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도출·마련하는데 있다.
선행조사에 따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중금속(카드뮴, 아연, 니켈) 및 유류(벤젠, TPH) 등, 총 5개
항목에 의해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공역구역 일대 17개 오염구역을 대상으로 오염확산
여부 판단을 위한 금회 토양오염조사 수행 결과, 1개 구역(아연 오염)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구역에서 추가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회 차 현장방문조사 결과, 주변지역 일대 오염을 유발할 만한 시설물이나
환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시별 항공사진 분석에서도 오염개연성을 특정할 만한
시점 및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중금속오염은 뒤로 하고, 추가조사 결과, 지중 내 거동확산이 비교적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류오염의 확산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그 오염의 기원이 최소 15년 전 발생한 것으로,
현재 지속적인 오염소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토양오염범위 산정에 있어, 금회 보완조사를 반영함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 간 지목기준 변경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상 지역기준이 변경된 점을 고려, ‘지목 상 지역기준을 고려한 토양오염면적 및 토양오염량
산정 방법’(환경기술정책연구원, 2019)을 활용하였다. 오염량 산정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1개 구역을 제외,
16개 오염구역에 대한 총 토양오염량은 과거조사, 금회조사 별 각, 3,489.17 m3, 2,184.54 m3로 약 37.39% 의
토양오염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1. 토양·지하수 조사 및 오염평가, 2. 최적정화방안 및 관리방안 마련, 3. 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 관리 및 예방대책 마련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현재, 토양오염조사 단계까지 완료된
상태이다. 향후, 지하수모델링을 활용한 유류오염확산 여부, 최적 정화 기술 제시, 토양·지하수 오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수립,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수록 예정에 있다.
Key words : 주한미군 공여구역, 토양·지하수 오염평가, 최적정화 방안, 관리방안 마련, 지목상 지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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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영가마그네슘 바이메탈을 이용한 질산염 환원
Reduction of nitrate using bimetallic nickel-zero valent magne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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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ickel-zero valent magnesium bimetallic (Mg-Ni) were prepared by 2-step processes
solid-liquid phase reduction with 0.01%, 0.05%, and 0.1% percentage of nickel coating on magnesium
powder (Mg0) for denitrification in anoxic conditions. According to the batch experiment results, Mg-Ni0.05
0

was found to have a higher denitrification efficiency and larger surface area than Mg , Mg-Ni0.01 and
Mg-Ni0.1, due to its high conductive characteristics for adsorbing nitrate and enhanced catalytic activity.
The nitrate reduction was sensitive to the initial solution pH and concentration, as the nitrate removal
efficiency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solution pH and initial concentration. In addition, we obtained the
denitrification efficiency and N2 selectivity was significantly affected the presence of oxygen due to the
surface passivation, limiting the electron transfer toward contaminants. Furthermore, Mg0 and Mg-Ni were
characterized using FESEM-EDX, XRD, BET, FTIR, and XP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atalyst
properties against surface properties and investigated the nitrate reduction mechanism. Moreover, batch
and colum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actual nitrate wastewater using Mg-Ni0.05 to identify the
potential for nitrate groundwater treatment, and it was found that the N2 selectivity increased as catalyst
dosage increased. The current study provides a proof of concept denotation of nickel modified Mg0
significantly enhances the denitrification efficiency and N2 selectivity from water.

Key words : Denitrification, magnesium, nickel, bimetalic,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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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Effect of dosage for nitrate reduction using actual wastewater (left) and remaining concentration
for nitrogen species after 3 days denitrific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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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구조 CeO2를 사용한 가시광 광촉매-오존결합공정을 이용한 옥살산 제거
Visible light photocatalytic ozonation using nanostructured CeO2 for oxalic acid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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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xalic acid is one of the recalcitrant organic by-products from ozonation and limits the complete
demineration. In this study, oxalic acid was removed through photocatalytic ozoniz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a slurry semi-batch system using cerium oxide (CeO2) prepared via one-step calcination method.
The CeO2 was prepared under 400, 500, 600 and 700°C, namely CeO2-x(400), CeO2-X(500), CeO2-X(600) and
CeO2-X(700), respectively. Removal of oxalic acid using the photocatalytic ozonation process achieved a
removal rate of 90% or more in 1 h. Compared to the commercial CeO2 (0.01547 min-1), CeO2-X(400),
-1

-1

CeO2-X(500), CeO2-X(600) and CeO2-X(700) had the TOC removal rate of 0.01667 min , 0.01085 min ,
0.01725 min-1, 0.02282 min-1, respectively. Among all the prepared catalysts, CeO2 prepared at 700°C
showed the highest TOC removal rate under visible light (>425 nm). In addition, the result of changing
the input ozone concentration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cause the dissolved ozone amount
was the same at the same temperature. Moreover, the increase of CeO2-X(700) dosage reduced the TOC
removal efficiency due to the light scattering effect. To investigate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catalyst,

Fourier-transform

infrared

photocurrent,
spectroscopy,

electrochemical

impedance

ultraviolet-visible

spectrophotometry,

Diffract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Key words : Oxalic acid, photocatalytic ozonization, cerium oxide (C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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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hanges of remaining Oxalic acid with time for different experiments (a), Changes of remaining
TOC with time for different experiments (b).
Conditions: Oxalic acid concentration = 5 mg L−1, catalyst dosage: 0.5 g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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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방부목 바이오차의 활용성 평가
Utilization of biochar derived from waste preserved wood
김수연, 김혜빈, 백기태*
*

Suyeon Kim, Hye-Bin Kim, Kitae Baek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토양환경연구센터
*e-mail : kbaek@jbnu.ac.kr
요

약

문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목재는 그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해 방부처리하여 사용된다. 크레오소트로 처
리된 방부목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방부처리된 목재라도 그 수명은 25-30년 정도이며, 이 후에는 목재 폐기
물로 배출된다. 폐방부목 내 함유된 크레오소트 방부제의 유해성으로 인해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다[1]. 소각
과 달리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열분해를 하게 되면 크로오소트를 회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성가스
(syngas), 바이오오일(biooil), 바이오차(biochar)와 같은 부가가치를 가진 부산물을 생성할 수 있다. 부산물인
합성가스와 바이오일은 부가적인 에너지원이나 크레오소트 회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
생하는 바이오차를 활용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바이오차는 표면에 형성된 풍부한 작용기, 넓은 표면적, 다량의 미세공극 등의 특성에 의하여 유기 및 무기
물질을 효과적으로 흡착할 수 있다[2].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바이오차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흡착제로 사
용될 수 있으며,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오염물 흡착 효과가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방부목
열분해 부산물인 바이오차를 산업 폐수내 염료 및 중금속 오염물질을 흡착하기 위한 흡착제로 활용하고자 하
였다. 흡착제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열분해 후 바이오차 내 잔존하는 크레오소트 성분(PAHs)
와 중금속 함량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성을 평가하였으며, 흡착제 기준규격 시험(환경부 고시제2017-190호)을
통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흡착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염료 및 중금속을 대상으로 흡착동역학 및
흡착등온 실험을 수행하였다.
Key words : Preserved wood, Pyrolysis, Biochar, Adsorbent, Dye, Heavy metals,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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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2 기반 전기화학적 유사 Fenton 산화를 통한 지하수 내 1,2-dichloroethane의 분해
Degradation of 1,2-dichloroethane in groundwater using Electro-Fenton-like
oxidation with Ca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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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지하수를 정화시키는 방법 중 펜톤(Fenton) 반응은 과산화수소(H2O2)와 2가 철(Fe(II))을 반응시켜 강
력한 산화제인 수산화라디칼(Hydroxyl radical, OH∙)을 생성하여 오염물질을 산화시키는 공법이다 [1]. 하지
만, 주입되는 과산화수소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하여 오염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자가분해를 포함한 다양한 반
응으로 소모되어, 과도한 양의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과산화수소는 지하 환경에 주입 중에 폭발
가능성도 있으며, 높은 pH에서의 불안정성 때문에 처리 전후로 pH 조절도 필요하다 [2]. 이러한 펜톤 반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물과 반응을 통해 과산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는 과산화 칼슘(CaO2)을 이용하는 유사
펜톤반응(Fenton-like reaction)이 사용되고 있다 [3]. 과산화칼슘은 높은 pH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산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으며, 펜톤반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종결 pH로 인하여 지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하지
만, 이와 같은 지중 화학산화법(In-situ chemical oxidation)은 오염지역에 산화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산화제
가 오염물질과 반응하기 이전에 소모되는 등 산화반응속도를 제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중에서 Fe(II) 공급 조절을 통해 반응속도를 조절하는 전기화학적 산화법
(Electrochemical oxidation)과 과산화칼슘을 이용한 유사펜톤반응을 결합한 전기화학적 유사펜톤반응을 제안
하였다. 전기화학적 산화법의 주요 인자인 전극간의 거리, 전류의 세기 등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사펜
톤반응과 전기화학적 산화방법의 결합에 따른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오염물질로는 염화비닐 (VCM)을 제조하
는 데 사용되며, 잔류성이 높아 2020년 1월부터 규제하고 있는 1,2-dichloroethane(1,2-DCA)을 사용하였다 [4].
제안된 반응으로 1,2-DCA가 산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반응기작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하수 흐름 조건과
대수층을 모사하기 위해 컬럼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반응으로
1,2-DCA를 중성 pH에서도 효과적으로 산화처리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상의 과산화칼슘을 사용하
여 지중에서 과산화수소가 전달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자가분해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Fenton, Electro-Fenton-like, CaO2, 1,2-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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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농도의 Cd와 Zn 중금속 오염수 내 중금속 제거를 위한 다황화칼슘 (Calcium
Polysulfide; CPS) 최적 주입 비율 도출 및 pH를 통한 CPS의 중금속 침전 기작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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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황화칼슘 (Calcium Polysulfide; CPS)은 Cd, Zn 등과 같은 중금속 이온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금속 황화물
형태로 침전 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가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장마다 오염된 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가
다르고 중금속 침전물에 따라 용해도곱 상수 (Solubility product; Ksp)값이 다르기때문에 오염 상황에 따른 최
적 CPS 주입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Cd, Zn, SO42-으로 오염된 산성 조건의 지하수에 대한 최
2-

적의 CPS 주입량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pH 3, SO4

40,000 mg/L으로 맞춘 단일 중금속 (Zn,

Cd) 오염수 (1,000, 5,000, 10,000 mg/L)와 복합 중금속 (Zn 5,000 mg/L, Cd 5,000 mg/L) 오염수에 대해 질소
가스 퍼징 후 혐기성 챔버 내에서 CPS solution (29% wt.) 주입 실험을 진행하였다. 단일 중금속 오염수에 대
해, CPS의 주입비율은 Cd, Zn의 분자량을 고려하여, 몰수비로 산정을 하였고 동일 농도의 오염수에 대해
CPS 주입량은 Cd보다 Zn에서 1.72배 많다. CPS 주입 18 시간 후 반응 상층액에 대해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
분석법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ICP-MS)과 pH 측정을 실시하였다.
CPS를 주입한 단일 중금속 오염수 상층액에 대한 ICP-MS 분석 결과, Zn의 경우, Zn 초기농도에 대한 CPS
의 주입량이 2:1 (CPS/Zn0 = 2)일 때 수용액 내 Zn2+ (Znaq)는 90% 이상, CPS/Zn0 = 2.5~10 에 대해선 Znaq는
~

99% 이상 저감되었다. Cd의 경우, Cdaq는 CPS/Cd0 = 1 일 때 83%, CPS/Cd0 = 1.74 5 일 때 99% 이상 저감
되었다. CPS를 주입한 복합 중금속 오염수 상층액에 대한 ICP-MS 분석 결과, Cd 저감률이 Zn 저감률보다
높았고 99% 이상 저감에 필요한 CPS 주입량도 적었다. 그리고 CPS 주입량이 1.5~2.0% 일 때 두 중금속이
99% 이상 저감되었다. pH 측정 결과, 단일 및 복합 중금속 오염수 샘플 모두 99% 이상 중금속 저감이 되기
전까지 pH가 3 부근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99% 이상 중금속이 저감된 시점 이후부터 pH가 9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 단일 중금속에 대해, CPS/Zn0 = 2.5~3, CPS/Cd0 = 1~1.74 일 때, 복합 중금속 오염
~

수의 경우 CPS 주입량이 1.5 2.0% 일 때, 수용액 내 중금속이 99% 이상 침전됨을 확인하였다. 복합 중금속
오염수에 대해, Cd의 저감이 Zn보다 우세한 이유는 Ksp 값 차이로 (CdS: 10-28, ZnS: 10-23.8)인한 것으로 유추
하였다. 그리고 pH 결과를 통해, CPS 주입 시 S2-가 중금속과 황화물 형태로 침전을 하고 (S2- + Zn2+ ->
ZnS, S
+

2-

2+

+ Cd

2-

2-

-> CdS) 중금속 침전 반응이 완료되면 잉여 S 에 의한 pH 증가 (S

-

+

+ 2H -> H2S, S
-

2-

+

H -> HS )가 일어난다고 추론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향후 CPS 주입에 따른 중금속 침전물, HS , H2S
정량을 진행할 예정이며 화학양론비 도출을 위해 CPS 성분 분석을 계획하였다.

Key words : Calcium Polysulfide (CPS), Zinc, Cadmium,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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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타슘 용액을 활용한 원자력발전소 주변 세슘 오염토양 세척 기술
Potassium-based solution as washing agents for removal of
cesium in a soil near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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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wing to its physicochemical similarity to cesium (Cs), potassium (K) was tested as a key
component of a soil washing solution for Cs-contaminated soil collected near a nuclear power plant. A
four-factor, three-level Box–Behnken experimental design combined with response surface modeling was
employed to determine the optimal Cs washing condition for K-based solution. The K concentration (0.1–
1 M), liquid-to-soil ratio (5–20), washing time (0.5–2 h), and pH (2.0–7.0) were test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From the Box–Behnken design, 27 sets of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selected,
and a second-order polynomial regression equation was derived. The significance of the independent
parameters and interactions was tested by analysis of variance. K concentra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determine whether the four variables are independent, three-dimensional (3D)
response surface plots were established and the optimal washing condition was determined. Under this
condition the highest Cs removal efficiency (81.3%) was achieved on a soil contaminated with 1.47 mg/kg
of Cs. Results from five-step sequential extraction before and after washing showed that 96.7% and 81.9%
of exchangeable and carbonate-bound Cs were released, respectively. In addition, more tightly bound Cs,
such as Fe/Mn oxides-bound and organic matter-bound Cs, were also removed (93.8% and 86.1%
removal, respectively). The residual form of Cs is very stable and is unlikely to be extracted under usual
weathering conditions.
Key words : Soil washing; Physicochemical similarity; Cesium; Potas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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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고 비표면적 폴리아닐린 복합재 개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성능 평가
Development of three dimensional high surface area polyaniline composit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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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xic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can cause serious problems for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such as the greenhouse effect, photochemical pollution, and ozone layer depletion [1]. In this
study, polyaniline-based powdered graphitic carbon with a large specific surface area was obtained
through carbonization and activation for VOCs removal [2]. Furthermore, a batch test and a continuous
column test were performed by granulating polyaniline prepared for field application through cross-linking
with chitosan. In addition, the VOCs adsorption performance was compared with activated carbon, which
is widely used as an organic adsorbent. Characterization of the produced polyaniline was performed by
Brunauer-Emmett-Teller

surface

area,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nd X-ray diffraction analysis.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produced polyaniline was
2

2890.4 m /g. The maximum adsorption capacity was determined to be 2962.1 mg/g for benzene, 2160.0
mg/g for toluene and 1640.2 mg/g for ethylbenzene.
Key words : Volatile organic compounds, Polyaniline, adsorption, batch studies, colum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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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산화반응 증진을 위한 용존가스 및 수위 조건 최적화 연구
Effect of dissolved gases and liquid heights on sonochemical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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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Hz는 라디칼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보다 적합하여 오염물질의 분해, 물집 합성 등에 사용될
수 있지만 저주파수 영역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300kHz
초음파를 이용하여 수위 및           가스 혼합조건을 적용하여 산화력 증진 여부를 확인하였다. 반응
기는 300kHz 원통형 초음파 반응기, 산기관, 유량조절기기(Mass Flow Controller), 냉각기로 구성되어있다. 적
용된 수위는 주파수 및 파장을 기반으로 계산되었으며, 수위 범위는 5λ(475ml)-30λ(2650ml)이다. 가스 조건은
단일가스 및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초음파 화학적 산화력 정량
화는 KI dosimetry(10g/L)를 사용하였으며, 캐비테이션 활성화 영역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화학
발광기법(Sonochemiluminescence, SCL)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체의 포화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DO 미터
(ProODO; YSI lnc.)를 측정하였다. 초음파화학발광기법을 통해 주입 가스 유량이 높아질수록 정상파 영역이
사라지며 캐비테이션 영역이 중심으로 밀집되고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KI dosimetry에서도 유량
이 높아질수록 초음파 산화력이 증진되었고, 수위가 높아질수록 가스 주입 유무의 활성화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 : Gas sparging, DO concentration, Cavitation, Sonochemical oxidation, Sonochemiluminescence
(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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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Resilien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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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및 통합물관리를 위해 지하수 환경 보전이 관심을 받고 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하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재난재해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리질리언스(resilience) 개념을 지하수 환경 관리에 도입할 필요
가 있다. 리질리언스란 외부력(external force)의 변화압력에 대해 시스템(예, 지하수 환경)이 저항하는 능력으
로, 이 개념을 지하수 환경에 적용할 경우, 지하수 리질리언스란 어떠한 외부력(예, 지하수 오염, 유출 지하수,
기후변화 등)에도 수질적, 수량적 변화가 적은 지하수 환경(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리질리언
스 확보는 기존의 취약성 관리 이외에도 시스템의 적응력(adaptive capacity)과 복구력(restorative capacity)을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피해 규모(system impact) 뿐만 아니라 피해 기간을 단축시키고 피해 복구 과정에서 소
요되는 복구 자원(recovery effort)의 양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리질리언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최적 제어 기술 및 국가지하수관리측정망과 같은 기존 자원을 사용하여 리질리언스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리질리언스를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리질리언
스는 시스템의 ‘능력’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으며,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부력별로 좁은 의미로 다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도시 지하수를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과 유출 지하수라는 2가지 외부력에 대하
여 지하수 리질리언스를 각각 정의하고 측정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동일한 외부력에 대하여 지하수 환경별로
지하수 리질리언스는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외부력에 대한 지하수 환경의 흡수력(absorptive capacity), 적응력,
복구력으로 세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양의 질소 오염원(외부력)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지하
수위가 깊은 대수층의 경우, 오염원 유입이 지연되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는데, 이는 흡수력이
크다고 평가될 수 있다. 즉, DRASTIC과 같은 취약성 평가 인자가 흡수력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자연
저감능력이 큰 지하수 환경의 경우,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적응력이 큰 경우이고, 지하수 정화 시
스템이 잘 갖추어진 사회의 경우, 외부자원의 동원력에 해당하는 복구력이 큰 경우로 평가될 수 있다. 흡수력,
적응력, 복구력이 클수록 지하수 리질리언스는 높아진다. 도시 지하수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하수 환경의 리질
리언스를 확보하는데 있어 주요한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상기 요인들이 규명되면, 이들
요인들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지하수 리질리언스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리질리
언스가 낮은 지역에 대해 리질리언스 확보 노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하수 리질리언스의 정량
적 평가 및 관리 기술은 다른 지질환경(예, 토양)의 리질리언스 또는 지질재해(지진, 산사태 등의 외부력)에 대
한 국가 리질리언스를 평가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의 주요사업(GP2021-007)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Key words : groundwater, resilience, external force, system impact, recovery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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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주입 및 양수 관정 운용 전략의 오염 정화 효율성에 대한 수치모의평가
Numerical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injection/extraction well pair
operation strategies with temporally variable injection/pumping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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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numerically evaluated the remedial and economic efficiency of a recirculation well
system with sinusoidal temporally varying pumping and injection rates for enhancing remediation;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 traditional recirculation well system with constant injection/ extraction rates.
We performed sensitivity analyses to determine the optimal values of four operational parameters associated
with the effects of temporally variable pumping or injection rates on the cumulative swept area of injected
chemical amendment for a given operation time or cumulative injected volume, which are good measures of
remedi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Key words : Sinusoidal temporally varying pumping and injection rates, Recirculation well system,
Injection/extraction well pair, Economic efficiency of remediation

In general, in situ remediation techniques require that treatment agents come into contact with
contaminants to facilitate the treatment process. Greater contact causes more in situ mixing of the two
compounds and greater contaminant reduction. In a recirculation well system featuring an injection/extraction
well pair, delivery controls the remedial and economic efficiency of decontamination, and is therefore a key
consideration for successful in situ remediation.
Consider a confined homogeneous and isotropic aquifer with a uniform thickness of 19 m. The flow
field is assumed to be induced by an extraction and injection system with uniform regional flow, and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the extraction and injection wells is assumed to be 10 m. The extraction and
injection wells are also assumed to be fully penetrated. The two-dimensional X–Y Cartesian coordinate
system is defined such that the origin of the Cartesian coordinate system is located in the lower left corner,
the injection well is located at (44 m, 50 m), and a pumping well is located at (54 m, 50 m). The uniform
regional flow is oriented at angle α from the positive x-axis.
Four scenarios for an injection/extraction well pair within an isotropic homogeneous confined aqui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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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designed as shown in Table. Each scenario consisted of several cases with varying operational
parameters such as the sinusoidal period, phase difference, and maximum magnitude of injection/pumping
rates, as well as the angle of regional flow direction to the alignment between pumping and injection wells.

Table. Four examples designed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operational parameters associated with the
operational schedules of injection and pumping wells on remedial and economic efficiency(Source: Suk et
al.(2021))


Cases

Constant inject/pump
Ex.Ⅰ
Period

Phase

100
Ⅰ-1
Ⅰ-2
Ⅰ-3

100

Ⅰ-4
Ⅰ-5

Ex.Ⅱ
Phase difference



Injection rate(   )
Maximum
Period
magnitude
(day)

(   )

32
64
128
256
512

Phase

-

100

-

45

0

100

64

45

45

45

shift(day)

32
64
128
256
512

Ⅱ-3

100

128

Ⅲ-1
Ⅲ-2
Ⅲ-3
Ⅲ-4

Ex. Ⅳ
Angle between regional
flow and inject/pump well

50
100
150
200

128

regional flow
and inject/pump
well pair(° )

0

100

128

0

50
100
150
200

128

64

Ⅱ-4

Ex.Ⅲ
Maximum magnitude

shift(day)

0
32
64
96

Ⅱ-1
Ⅱ-2

Angle between

Pumping rate(   )
Maximum
Period
magnitude
(day)

(   )

Ⅳ-1

0

Ⅳ-2

30

Ⅳ-3

100

128

0

Ⅳ-4
Ⅳ-5

100

128

64

45
60
90

The optimal values in terms of remedi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were found to be 128 days, 180°, 200

  , and 0°, respectively. The cycle period that was closest to the simulation time produced the largest
cumulative swept area. The sinusoidal temporally varying injection/ pumping strategies exhibited much better
economic and remediation efficiency than the traditional strategy with constant injection/pumping rates.
Acknowledgements: This study was performed through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s and Mineral
resources(KIGAM). We also appreciate support by the project titled “Research on rock properties in deep
environment for HLW geological disposal (GP2020-002; 21-3115)”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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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용질 거동에 입자 크기가 미치는 영향
Impacts of Particle Sizes on Solute and Heat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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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quifer characterization has great importance to systematically use groundwater as valuable water or
energy resources. Tracer experiments have provided insights for determining aquifer characteristics and
the comparison between multi-tracers could lead deep understanding of transport processes. Recently, heat
and solute transport have been compared by several studies based on the similarity of governing equation.
The impacts of particle size on the transport process, however, have yet to be clarified both in solute and
heat transport. In this study, the impacts of mean grain size (d50) difference on solute and heat transports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Laboratory heat and solute tracer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two
grain sizes of sand (d50 = 0.50, and 0.76 mm) and those experimental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mathematical models. Analyzed transport parameters were compared at 7 different flow conditions for two
different mean grain sizes.
Acknowled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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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상 CO2 거동 시각화 실험에 대한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
Application of 3D printing technology to visualization experiments of multi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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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sualization experiments of flow in an aquifer help intuitive understanding because the behavior of
materials can be directly observed with the naked eye. Usually, a two-dimensional experiment is
performed in a narrow-width tank because the medium needs to be filled, so it is assumed that the
medium has 2.5D or 2D but in reality, it is 3D. The behavior in the invisible region causes uncertainty in
interpretation and has been regarded as an experimental limitation. To overcome this, in this study, a full
2D porous medium was fabricated with 3D printing technology to visualize the multiphase CO2 behavior.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media were prepared, respectively, and the particles were designed as a
cylinder. It was made transparent for visualization, and a transparent acrylic plate was covered to build a
flow cell for fluid flow. Gas phase CO2 was injected under various hydraulic gradients, and the behavior
of gaseous CO2 and dissolved CO2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medium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through image analysis.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quantify multiphase CO2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to precisely reconstruct the multiphase CO2 field. Experimental results in a relatively simple porous
medium show the possibility of experiments in more complex medium conditions in the future.
Key words : multiphase CO2, visualization, 3D print, lab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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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전극을 이용한 Sulfanilamide 의 전기화학적 산화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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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 산화 (electrochemical oxidation, EO)는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한 산화기술로서, 유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처
리하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음극(anode)과 양극(cathode)에 산화/환원반응을 유도하여 오염물질을 직/간접적으로 처리
[1]
한다 . 전기화학적 산화방법은 효과적인 기술이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도 있다. 첫 번째로, 전기화학적산화
방법은 음극의 재료에 따라 산화력이 크게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백금, BDD, PbO2 등 중금속을 기반한 음극재료가 주로
[2]
사용되었다 . 중금속 기반 음극재료에서는 중금속이 용출 될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매우 비싸다. 따라서, 중금속에 기반
한 음극재료가 아닌 다른 음극재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하수,
폐수 등 현장적용성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기화학적 산화방법은 회분식 실험을 통해 산화효율
및 기작 등이 평가되어왔지만, 흐름이 있는 조건 혹은 다양한 이온 등이 존재하는 현장모사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하다. 따라서, 회분식 실험이 아닌 더 큰 규모 혹은 흐름이 있는 현장에 대한 모사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탄소기반의 음극재료인 탄소섬유를 선택하여 산화효율과 기작에 대해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는, 현장적용성 평가를 위해, 아크릴컬럼을 이용하여 flow-through system에서 오염원의 산화효율을 평가하였다.
또한, 지하수 현장을 모사하고자 carbonate, chloride, potassium, sodium, sulfate 등과 같은 다양한 이온 및 중성의 pH 조
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산화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오염원으로는 항생제인 sulfanilamide를 선정하였다.
Flow-through system에 탄소섬유를 설치하고, 전류의 세기 및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 산화효율을 평가하였다. 전류가 커
짐에 따라 sulfanilamide의 산화효율과 속도가 증가되었지만, 고전류의 경우 탄소섬유를 부식시켜 전류가 유지되지 못하였
다. 결과적으로, 중간전류인 15mA가 지속시간 및 산화효율에서 가장 적합한 전류임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현장적용성
평가를 위해 다양한 전해질(chloride, sulfate, bicarbonate, 지하수조성)을 대상으로 산화력을 평가하였다. Chloride와 sulfate
전해질일 때 오염원이 거의 산화되었다. 반면, bicarbonate와 지하수조성에서는 약 60%만이 산화되었다. 이는 chloride와
sulfate 전해질은 전기화학적으로 활성화되어 추가적인 라디칼을 생성하였지만, bicarbonate와 지하수조성의 경우에는 라디
칼 scavenger로써 작용하여 산화효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유추된다. 결과적으로, 비록 지하수조건에서는 산화효율이 낮더라
도, 탄소섬유는 오염원을 산화시킬 수 있는 음극재료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산화기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scavenger 실험과 XPS분석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산화제인 OH라디칼을 대상으로 scavenger 실험을 하였고, 저전류의
경우 OH라디칼이 생성되지 않았지만, 고전류에서는 OH라디칼이 생성되었다. XPS분석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됨에 따
라 산소관련작용기(Oxygenated-functional group)가 많이 생성되었다. 산소관련작용기는 전자이동을 수월하게 해주는 사이
트로서 오염원의 산화에 기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탄소섬유의 산화기작은 전류의 세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OH라디칼과 산소관련작용기를 통해 오염원을 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적용성 평가를 위해
flow-through system보다 더 큰 규모인 샌드박스(Sandbox)를 제작하고 다양한 배열로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Key words : Electrochemical oxidation, carbon fiber, groundwater, sulfanilamide, flow-throug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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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주물사로부터 메조포러스실리카 합성 및 이를 이용한 안티몬(Sb) 흡착성능 평가
Synthesis of mesoporous silica from waste foundry sand and evaluation
of antimony adsorption performance
김수향, 오민아, 조우리, 이재영*
Kim Suhyang, Oh Minah, Cho Woori, Lee Jai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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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몬공장에서 산업폐기물로 발생된 안티몬 폐기물이 지하수를 통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직
결되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안티몬에 대한 연구사례가 부족하여 지하수에 오염된 안티몬을 효과적
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안티몬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흡착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메조기공을 가진
메조포러스물질 SBA-15는 높은 표면적과 크고 균등한 pore size로 배열된 물질로서, 환경유해물질의 흡착제
로 사용된다. 메조포러스 실리카를 합성하였을 때, 사용되는 전구체 시약인 tetraethyl orthosilicate(TEOS)는
순도가 높아 짧은 시간에도 안정적인 형태의 기공을 형성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독성이 높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주물사를 전구체 시약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폐주물사는
주물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주로 매립이 된다.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벽돌, 블록, 콘크리
트 등 2차 제품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폐주물사의 재활용을 위해, 폐주물사가 함유한 SiO2를 추출하여 TEOS의 대체제로 사용하여, 순수 전구
체 시약과 폐주물사의 SiO2를 추출하여 합성된 두 종류의 메조포러스 실리카의 안티몬 흡착 비교를 하고자 한
다.
사사 : 본 연구는 환경부“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2019002470003)”에서 지원받았으며 이에 감사합
니다.
Key words : 안티몬(Sb), 폐주물사(Waste Foundry Snad), SiO2, Mesoporous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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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규모 수치모델을 이용한 바이오필름 성장에 따른 공극률-투수성의 진화 특성 평가
The effect of biofilm growth on porosity and permeability evolution under various
flow and reac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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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환경에서 유체 및 용질의 이동 특성은 시간에 따라 생지구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변화한다. 이
때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며 성장하는 미생물들에 의해 매개되는 생지구화학적 반응은 지하수의 유동 특성을 바
꾸고 오염물질들의 저감 효율을 결정하는 등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공극 규모
의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동 및 지화학적 조건에서 바이오필림의 성장에 의해 나타나는 다공성 매체
의 투수성 및 공극률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한다. 모델 결과는 대수층의 유동 및 지화학 환경이 바이오필
름 성장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임을 나타낸다. 특히 공극 규모에서 나타나는 기질의 불균질한
분포로 인해 바이오필름은 투수성을 결정짓는 공극(i.e. pore throat)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 다공성매체의
투수성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바이오필름의 국지적 성장은 공극률-투수성의 상관관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경험식인 Kozeny-Carman 방정식으로는 재현되지 않는 특징적인 공극률과 투수성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게 된다.
Key words : Bioclogging, Permeability evolution, Biofilm perm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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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hionite의 Clay mineral 층상구조 내 철 환원 능력과
이를 이용한 지하수에서의 Redox sensitive 오염물질 처리
Reduction of structural iron in clay minerals by dithionite
and its application to redox-sensitive contaminants in groundwater
문찬규, 김병철, 남경필*
Changyu Moon, Byung-Chul Kim, Kyoungphile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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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ipulation of redox status in aquifer is one of the effective remediation technique for
redox-sensitive groundwater contaminants such as chromium, uranium, trichloroethylene(TCE), and
tetrachloroethylene(PCE). In general, structural iron in the inner octahedral sheet of the clay is not
dissolved by reductive dissolution, and contributes to redox reaction mediating electron transfer through
the Fe(Ⅲ)-Fe(Ⅱ) coupling reaction.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iron-bearing clay can serve as a
barrier that remediates contaminant plume continuously, when reducing condition in aquifer is maintained.
Dithionite, widely used as a reducing agent, has strong reducing power and produces non-toxic
by-products, but in low pH

environment, it causes disproportionation, which results in rapidly

decomposition and loss of reducing power. In this regard, the reducing ability of dithionite to structural
iron in clay mineral according to pH, concentration, and time was investigated. The speciation of dithionite
(2mM, 50mM) with time was measured at pH 3, 5, 7, 9 and 11, also redox potential was calculated based
on the Nernst equation. In homogeneous solution, dithionite lost its reducing power with time, but it was
relatively stable as it became alkaline. 90% of dithionite was decomposed into sulfite and thiosulfate
within 1 hour at pH 3 and within 24 hours at pH 5, and the redox potential increases to more than –200
mV. In neutral or alkali, the redox potential is thermodynamically possible to reduce the structural iron in
montmorillonite (-210 mV). However, in case of pH 7, it is decomposed to 20% within 6 hours, so it is
likely to reduce only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iron. Based on these results, reduction of structural iron
in montmorillonite and nontronite will be evaluated by applying the preceding conditions. Finally,
degradation of U(Ⅵ), TCE, and PCE by reduced clay mineral will be evaluated.
Key words : Dithionite, Structural iron, Clay mi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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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지역 지하수 질산성질소 목표수질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Nitrates Water Framework Directive for
a rural groundwater quality manage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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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도는 배출농도관리(사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사전에 할당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
하는 개선된 환경관리제도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4대강 유역의 지표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제(BOD,
TP)가 시행되고 있으나(2004∼) 아직 지하수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적용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하수계
오염물질 중 질산성질소(NO3-N)는 인위적 오염활동의 지시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주로 비료 및 축분 등 농
축산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깊다. 이에 EU와 미국 등에서는 지난 90년대부터 총량관점의 수계 질산염
(nitrate) 오염관리방안을 도입하여(예: EU Nitrates Directive, California Irrigation and Nitrogen Management
Plan) 지표수와 함께 지하수에 대한 효과적인 오염(원)관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서남해
안 농축산지역의 지하수는 장기간 지속된 농축산 활동으로 인해 질산성질소 오염이 누적되어 지하수 관정의
20∼40%가 먹는물 기준(10mg/L NO3-N)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정 지하수자원 보존과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충청남도와 업무협약(‘17.8)을
맺고 도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질산성질소 저감 및 수질관리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5년간(’17∼‘21) 추진해
왔다. 고농도 점오염(원) 지역의 경우 탄소원(푸마르산) 주입, 고농도지하수재이용(PAF, Pumping and
Fertilize), 토양치환 등 적극적 저감기법을 통하여 지하수 수질개선을 유도하였고, 비점오염(원) 지역의 경우에
는 농업 시비량조절 등 질소 배출량 관리를 통하여 지하수가 수질기준(10mg/L)을 초과하는 농경지 면적을 감
소(32%(’18)→26%(‘20))시켜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하였다(환경부, 2021).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시범연구사
업의 성과를 종합하여 지자체와 농민들이 활용 가능한 지역맞춤형 질소관리 지침서(오염원·수질조사지침, 목표
수질 설정 및 이행평가 지침, 지하수 오염저감 매뉴얼)를 마련하고, 농축산지역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의 체계
적 관리를 위한 목표수질관리제도(안)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지하수 질소 수질관리 개선 방안을 도
입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농축산지역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수질관리 개선사업(V)”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습니다)
Key words : 농축산지역 지하수, 질산성질소, 목표수질관리제도, 시비량 조절, 고농도지하수 재이용(P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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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지역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주요 성과 및 전망
Major achievements and perspectives of the project for groundwater nitrate
management in agricultural and livestock farm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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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으로 인한 지하수의 질소 오염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환경생태적, 기후적 이슈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계 질소 관리를 제도화하여 통합물관리를 시행하고 있
다. 지하수 질소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 기원하는 질소계 오염물질이
불포화대를

거쳐

포화대

지하수에

이르는

경로(pathways)에서의

다양한

생지구화학적

변환과정

(transformation)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여러나라에서는 수십년에 걸친 현장 실험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수계 질소오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제도
가 미비하여 천부지하수의 질소오염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환경 특성을 반영하
는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목표수질관리제도(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충청남도와 MOU를 맺고 5개
집중관리지역(예산 내 3개 지역, 부여 1개 지역, 보령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수 수질 개선을 위한 현장연
구를 다년간 추진하여 왔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산성질소 집중관리지역 선정, 2) 단위유역 내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및 지하수 질산염 오염실태 조사, 3) 질소이용효율 지표(NUE, nitrogen use
efficiency)를 활용한 적정시비량(작물생산량을 유지하면서도 지하수로 침출되는 질산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비량) 설정의 과학적 근거와 방법 제시(이를 위하여, 시범지역 내 토성별로 3개 실험구를 설치하고, 불포화
대 토양에서의 질산염 침출, 탈질, 작물 생장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불포화대 질소수지 모
델을 활용하기 위한 질소 변환 파라미터를 산출), 4) 고농도 오염지역의 오염저감기술 확립(특히, 원위치 탄소
원 주입을 통한 자연저감 유도 및 지하수 재이용기술(PAF, pump and fertilize), 5) 단위유역 질소 거동과 적
정 오염저감 방안(action plans) 마련을 위한 질소수지 평가 모델 구축(즉, 사용자(지자체 지하수 담당자 등)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의 엑셀기반 질소수지 모델과 불포화대(HYDRUS)-포화대(FEFLOW) 연계 질소수지 모델
을 활용하여 적정 오염저감 방안(시나리오)을 제시하고, 향후 질산염 농도 추이 예측에 활용). 한편, 오염원-오
염경로-수용체를 포괄한 지침을 연계하여 국내 천부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질산성질소 목표수질관리제도 지
침(안)’을 제안할 것이다. 해외에서와 같이, 수계 질소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부(여러 관련 부서), 농림축산부, 지
역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부서들이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수환
경, 수리수문, 토양 및 농화학, 농축산, 환경공학 등)의 전문가 협업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사> 본 연
구는 환경과학원 지원 “농축산지역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수질관리 개선사업”에 의해 수행되었다.
Key words: 목표수질관리제, 지하수 오염, 질산염, 적정질소시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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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원 및 오염현황 조사 지침(안)
Guidelines for Groundwater Quality Monitoring and Pollution Sources
Investigation
박기훈1*, 김용삼2 , 윤성택3, 김정우1 , 차용훈1
1*

2

3

1

1

Gihun Park , YongSam Kim , Seong-Taek Yun , Jeongwoo Kim , Yong Hoon Cha
1

(주)지오그린21, 2 (주)KE컨설팅, 3고려대학교
*e-mail : evanpark1@geogreen21.com
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농축산지역의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관리를 위한 목표수질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목표
수질 설정, 지하수 오염원인 파악, 수질평가 및 예측, 오염저감 계획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지
하수 오염원 및 오염현황 조사지침(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오염원 조사지침(안)은 농축산지역의 지하수 오염
원 분류, 조사, 오염평가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표(농경지 등)에 투입되고 있는 오염원에 대한
실제조사 내용을 포함하였다. 지하수 오염원 분류는 축산업에 의한 오염원, 농경지이용에 따른 오염원, 기타
오염원 등 농축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하였으며, 오염원 조사는 “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상 오염원 조
사 방법을 준용하여 적용하였으나, 지하수 오염원의 영향을 고려한 비료사용량, 농경지이용, 작물재배 방법 등
에 대해 조사내용을 포함하였다. 오염부하량 평가는 실제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산정 방법과 기존 “오염총량
관리기술지침”의 산정 방법에서 지하수 영향을 고려한 지표투입부하량 산정방법을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지하
수 중 질산성질소 등에 대한 오염현황 조사지침(안)은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평가 조사지침과 지
하수 중 질산성질소 저감 정책 및 기술 적용에 따른 효과분석 및 변화경향 파악을 위한 이해평가 조사지침으
로 구성하였다. 2017～2020년 연구결과 및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현황평가 조사지침에는 조사대상(구역, 수량
등), 분석항목, 조사주기, 시료채취 방법, 수리지질조사, 기타사항(조사결과 공간화, 오염원인 추정 등)을 제안
하였다. 이행평가 조사지침에는 중점 조사대상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수질조사가 가능하도록 제시하였으며, 조
사주기도 오염원 조사 등 기존 결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제안 하였다. 조사결과에 대한 추
세분석 방법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된 저감 정책 및 기술에 대해 유지, 강화 등의 결정에 기조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향후 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조사범위 등에 대한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제안된
오염원 및 오염현황 조사지침은 농축산지역의 목표수질관리를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오염원, 오염부하량, 지하수, 질산성질소,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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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이용효율 지표를 적용한 농경지 질소비료 사용량 관리 방안
Management guidance for nitrogen fertilization rate in arable land
using nitrogen use efficiency (NU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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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N)는 생명체 구성의 필수 무기원소이며, 물과 함께 농축산 생산량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농업 생산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농업은 집약적이고 고투입 농업 형태로서 질소는 무기질 화학비료, 퇴비를
포함한 유기질 비료 및 가축 분뇨의 형태로 적정 이상의 초과량이 농경지에 투여되는 실정이다. 농업 생산량
향상을 위한 질소 고투입은 지하수, 지표수 및 대기로 잉여질소 (잔류질소)를 증가시켜, 지하수, 수계의 질산성
질소 오염 및 대기 온실효과의 지구 온난화 등 가시적 오염원으로 문제화되는 실정이다. 농업 생태계에서 질
소 관리는 농업 목표 (농가 소득 및 작물, 축산물의 생산성 증대)와 환경 목표 (질소 유실의 최소화)의 상충된
측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난제에 당면하고 있다. 최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경지 및 지역 단위의 질소
관리에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질소이용효율 (Nitrogen Use Efficiency: NUE) 지표가 제시되었으며 (EU 질
소 전문가 패널, 2015), OECD 및 EU 국가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NUE 지
표의 도입과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내용은 NUE 평가, 등급 및 관리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NUE 평가) NUE 지표는 질소 질량수지 원리를 적용하여 질소 투입량 (N Input)에 대한 경제적 이용 대
상 (농산물)의 질소 산출량 (N output)의 비율 값으로 질소이용 효율성을 평가한다. 더불어 질소 산출량 (= 농
업 생산성) 및 잉여질소 (N surplus) (= 질소수지 = 잔류질소; N 투입량과 N 산출량의 산술적 차이)의 두 요
인을 동시에 평가하여 농업 생산성과 질소 부하량을 제시함으로써 농업과 환경 목표을 동시에 충족하는 질소
비료 사용량의 범위을 결정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농민, 연구자, 산업체 및 공기관에서는 이 방법
을 적용하여 목적 대상의 NUE, 질소 산출량 및 잉여질소 (= 질소수지)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특정 경작지, 농가 또는 지역 단위의 효율적인 질소 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을 기
대한다.
(NUE 등급) NUE 및 질소수지를 근거한 등급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질소수지와 NUE 현황을 파악하고
질소 투입량 및 산출량의 양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2009년 이전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가 커짐에 따라 농업
부문의 질소 투입량과 생산성은 증대되었지만, 생산량 증대 대비 질소 투입량 증가 비율이 높아 질소수지는
직선적으로 증가하였으며, NUE는 감소하였다. 2010년 이후 질소 투입량은 약 300kg/ha, 질소 산출량은 약
100kg/ha, 질소수지는 약 200kg/ha, NUE는 약 35%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 OCED 통계자료의 대한민국
국가 질소수지는 212.2 kg/ha로 OECD 2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질소 투입량과
질소수지은 매우 높으며 질소이용효율은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28개국의 평균 국가 질소수지
는 60.6 kg/ha를 보고되었다. 질소 투입량 중 무기질비료와 가축분뇨의 투입량이 304.7 kg/ha로서 전체 투입량
323.4 kg/ha의 94.2%를 차지하여 ‘무기질비료와 가축분뇨’가 주요 질소 투입원 임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9개
도 별 비교에서 질소 투입량은 325∼214 kg/ha, 질소수지는 247∼114 kg/ha로 지역 간 큰 편차를 제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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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질소 투입량이 높은 지역이 질소수지가 높으며, NUE는 낮았다. 대한민국 질소 투입량 대비 질소수지, 질
소 산출량 및 NUE의 예측 곡선과 작물별 표준시비량의 질소 투입량을 적용하여, 『질소 관리 등급 (안)』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관리 등급에 따른 질소 비료 사용량의 관리 이행을 위한 『질소 관리 등급별 질소 비료
사용량 (안)』을 제안하였다.
(NUE 관리) 지하수 질산성 질소의 비점오염원인 농경지에서 작물의 생산량 손실이 없는 범위에서 경작지
필지 단위의 질소 비료의 절감량에 대한 산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경작지 필지 단위의 질소 절감 시비량은 대
상 필지의 목표값과 실제 산정값의 차감량으로 한다 : 필지 단위의 질소비료 저감량 (kg/ha) = [필지 NUE –
필지 목표 NUE], 또는 [필지 질소수지 – 필지 목표 질소수지]. 질소 저감 시비량에 대한 비료 사용량 관리는
『관리 등급별 비료 사용량 (안)』에 따라 이행한다.
Key words: 질소비료 사용량, 질소이용효율, 질소수지, 잉여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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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지역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적극적 저감 매뉴얼(안)
: 탄소원 주입 저감기술 및 지하수 재이용기술
Active nitrate remediation manual in groundwater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area
: in situ biological remediation and pump and fertiliz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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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질 관리제도(안)의 오염원 및 수질실태 조사결과로부터 설정된 목표수질의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는 오염원 부하량 조절을 통한 질소 침투량 저감방법과 질산성질소의 적극적 저감방법이 있다. 그중 질산성질
소 적극적 저감방법은 축산지역 주변에서 점오염원의 형태로 유입되는 고농도 질산성질소와 경작지에서 비점
오염원 형태로 침투하는 질산성질소의 저감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오염
원 성격을 지닌 축산지역 인근 지하수에서는 탄소원 주입 저감기술을, 비점오염원 성격을 지닌 농업지역 경작
지에서는 질소 침출 부하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수 재이용기술을 각각 적용, 평가 및 적용방법을 매뉴얼화 하
였다.
탄소원 주입 저감기술은 축산지역 인근 부지 6개소에 적용하였으며, 탄소원의 주입하지 않는 조건에서
자연저감(SWPPNAT), 탄소원 주입에 따른 토착 미생물 활성(SWDT), 토착 미생물 활성 후 적극적 자연저감
(SWPPAT)을 평가하는 일련의 원위치 주입-추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지하수 재이용기술은 농업지역의 옥수
수 경작지 3개소에 적용하였다. 경작 시 질산성질소 오염 지하수를 양수하여 관개하였으며, 이때 불포화층의
토양 공극수, 포화층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모니터링을 통해 질산성질소 저감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원 주입 원위치 자연저감을 적용하는 부지에서 SWPPNAT 적용 결과, 배경 지하수 내 탄소원의 부
재로 질산성질소 저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SWDT 후 SWPPAT를 적용한 결과, 질산성질소 1차 분해속도는
3.48～44.08 1/d로 도출되었다. 탄소원 주입 원위치 자연저감을 연간 운영 시, 질산성질소 제거량은 평균
2.2±1.0 kg N/yr/관정 으로 산출되었다. 2018년부터 경작지에서 5~6회 연속적으로 지하수 재이용기술을 적
용 및 모니터링한 결과, 원토양 조건의 경작지에서는 질소 침투량이 투입량의 39%까지 감소하고, 토양개량
조건의 경작지에서는 질소 침투량이 질소 투입량의 5~15%까지 감소하였다. 두 기술의 다년간 연구경험 및
결과를 토대로, 탄소원 주입 저감기술과 지하수 재이용기술의 운전인자 도출, 타당성 평가, 적용 및 효과평가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질산성질소 적극적 저감 매뉴얼(안)을 작성 완료하였다. 본 매뉴얼을 활용한다면, 적극
적 저감 기법의 적용이 필요한 유역에서 지하수 중 질산성질소 목표수질의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질산성질소, 저감매뉴얼, 탄소원 주입 저감기술, 관개시비, 지하수 재이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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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질산성질소는 인위적인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농축산활동 지역은
대표적인 질산성질소 유입경로이며, 이들 지역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 퇴비, 생활하수가 불포화대를 거쳐
포화대에 도달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대규모의 경작 또는 축사 운영 등에 의한 질산성질소의 유입량이
증가하고, 토양에 축적되면서 관측망에서의 질산성질소 초과율을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농촌관측망의 초과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지하수 수질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하수모델링
기반의 오염물질이동모델링을 통해 지하수에 유입된 질산성질소가 유역 말단까지 이동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 개선 실행방안 수립의 하나로 질산성질소 부하량을 역산할 수 있다.
Key words :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축산, 불포화대, 지하수모델링, 목표 수질, 부하량, 수질 개선 실행방안
1. 서

론

지하수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한 주요 천연자원이다. 축산분뇨, 퇴비, 생활하수 등에 포함된 질산성
질소는 불포화대를 거쳐 포화대로 지하수가 함양되는 과정에서 함께 유입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인위적인
지하수 오염의 대표적 지시자 중 하나이다. 체내에 유입되어 암이나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음용수에 포함된 질산성질소의 허용 기준치를 10 mg/L로 규제하고 있다. 토양
지하수정보시스템 지하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의 전국 평균농도는 3.3 mg/L 정도이나 ’13년
부터 ’17년까지 농촌관측망의 질산성질소 초과율은 12.6% ~ 17.8%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축
산업 활동으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 수질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모델링을 기반으로 연구지역 유역 말단에서 관측되는 질산성질소의 근원을 파악하고,
오염원 기여도를 평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수질 개선 실행방안(action item)을 도출하고, 기대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한 목표수질 설정과 실행 및 이행평가 지침(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지하수를 통한 질산성질소 거동 모델링
지하수에 용해된 질산성질소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지하 대수층에 유입된 질산성질소의 근원을 확인하고,
유역 말단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 개선 실행방안(action item)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모델링 기반의
오염원 평가를 수행해야 하였다. 단, 질산성질소가 포화대에 유입되기 전 식물흡수, 흡착 등 불포화대에서의
거동을 반영해야만 농경지, 축사 등 수질 개선 실행방안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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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역 말단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질산성질소 부하량 역산
수질 개선 실행방안(action item) 도출을 위하여 유역 말단에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질산성질소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에서의 허용 가능한 질산성질소 부하량을 역산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2.3. 수질 개선 실행방안(action item) 시나리오 분석
역추적된 질산성질소 부하량을 바탕으로 농경지의 비료 시비량 제한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수질 개선 실행방안 이행 시 시간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지하수를 통한 질산성질소 거동 모델링 결과, 질산성질소의 농도는 평가대상 지역의 지하수위 분포, 유속,
이동속도, 거리 등 유역 말단까지의 지하수유동 특성, 해당 지역의 강우 사상, 등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수리
전도도, 분배계수(Kd), 함양량 등에 민감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지역 A의 수리지질학적 특성과 경작지 내 필지 구획을 바탕으로 월간 시비량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표에 잔류하는 질산염의 농도를 추정한 결과, 20년 경과 후 논에서 잔류 농도는 2.48 mg/L로 초기농도(10
mg/L) 대비 24.8 %, 밭에서 잔류 농도는 0.80 mg/L로 초기농도(16 mg/L) 대비 5.0 % 정도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른 연구지역 3개에서의 초기 대비 20년 후 잔류 농도도 논에서 16.8 % ~ 30.7 %, 밭에서 3.9 % ~ 6.0 %의
분포로 주변 지역의 수리지질학적 특성과 비료 시비량, 강우 사상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논보다는
밭에서의 경작 활동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더 많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역 말단에서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질산성질소 유입 지점에서의 부하량 역산 결과, 지하수 유속이 느리고, 지점으로부터 유역
까지의 지하수 유동경로가 길수록 허용 가능한 부하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 결

론

지하수를 통한 질산성질소 거동 모델링 결과, 오염원의 농도는 수리전도도, 함양량 등 지하수유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민감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분배계수(Kd)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흡착반응과 식물흡수 등이 일어나는 불포화대로부터 포화대까지의 거동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수질 개선 효과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표의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유입되어 유역 말단까지 도달
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며, 토양에 잔류하는 질산성질소 또한 지하수오염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 단기적
관점에서 수질 개선 실행방안을 도출해야만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작지에서의 비료 시비 20년 경과 이후 지표면에 잔류하는 질산염의 평균농도는 논의 경우 23.75 %,
밭은 4.9 % 정도로 밭 토양에서 기원한 질산성질소 오염 부하량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논
보다는 밭에서의 수질 개선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수계
영역과 오염원이 멀리 위치할수록 질산성질소 유입에 의한 지하수오염이 저감되며, 강수량이 많아 지하수
함양이 높은 계절에서 수질 개선 실행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지하수를 통한 질산성질소 거동 모델링 수행 절차와
주요 입력변수를 정의하는 등 목표수질 설정과 실행 및 이행평가 지침(안)을 제시하여 농축산활동 지역의 지하수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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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The current study aims to suggest the background levels (NBLs) and threshold values (TVs) of major
ions in shallow groundwater of agro-livestock farming areas in four major river basins of South Korea,
as a crucial step for groundwater quality management. For this study, we collected 19,000 samples of
shallow groundwater from 100 agro-livestock farming areas between 2012 and 2016. Based on the
pre-selection method to set reliable NBLs, samples affected by seawater mixing and natural degradation
(i.e. denitrification) were excluded as outliers. In order to eliminate the effect of seasonal variability, the
median concentration values of major ions were used if repeated measurements are available for a
groundwater well. Orthogonal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applied to remove samples affected by
denitrification. To set the NBLs, Gaussian Mixture Model (GMM) and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were used; the 90th percentile value 
for Ca and the 10th percentile value 
for Mg, Na, K, Cl, NO3,
SO4, and HCO3 were suggested as the NBLs. Then, the TVs were calculated by the method used for the
EU’s BRIDGE project (i.e. TV = (Criteria value + NBL)/2). Finally, we proposed an integrated threshold
index that can be effectively used for overall evaluating the groundwater quality in agro-livestock farming
area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policymakers more intuitively evaluate groundwater quality data
and formulate correct national groundwater quality policies.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by Korea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through the research project
“Management of groundwater nitrate contamination in agro-livestock farming areas, South Korea.”

Key words: Groundwater quality management, nitrate, agro-livestock farming area, natural background
levels, thresholds, integrated threshol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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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건강성 평가 동향 및 방향 : 과거, 현재, 미래
박용하
한국환경연구원
*e-mail : yhpark@kei.re.kr
Abstract
건강한 토양은 토양에 정착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물과 영양분을 저장 및 순환하며, 유기물을 분해하
고, 독성 화합물을 비활성화하며, 병원체를 억제하고, 수질을 보호한다. 토양의 건강성은 토양을 살아있으며
균형 있는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는 생태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토양의 생물, 물리, 화학적인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작용이 생태계의 지속성을 포괄하며,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가능케 한다. 토양의 침식, 유기물질
의 손실, 답압, 차폐, 오염 등에 의한 토양의 황폐화는 토양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증상이다. 토양의 생물학
적 활성, 표토의 피복, 유기물 함량 제고, pH 및 물 가용성 유지 등은 상호 연계되어 작용하고 있으며, 중
요한 토양 건강성의 특성이다. 지난 20여년간 토양의 건강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했으며, 여러 정부, 비정부 및 민간 연구는 토양의 건강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프로토콜의 개발,
토양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건강성 지표의 개발, 현장에서 빠른 토양의 건강성 평가를 위한 센서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양의 건강성에 관한 과거와 현재에서 토양의 건강성 개
념 및 평가가 어떻게 토양의 특성과 관리 관행에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인류의 지속가능
한 발전의 보편적 목표인 토양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해 향후 발전되어야 할 연구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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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토양의 건강성 평가 모델 개발: 지표 선발 및 모델 구축
Model Development for Assessment of Remediated Soil Health:
Indicator Selection and Model Cons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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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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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후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토양의 오염도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용도에 적절한 토양의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후 정화된 토
양의 기능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양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토양 건강
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i) 토양의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발하고, ii) 토양 지표에 따른 모
델을 구축하였다. 토양 지표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별 (농경지, 산림, 주거지, 정화지) 총 400점의 토
양에 대해 물리(토성, 토양수분함량, 용적밀도, 입단안정도, 공극률), 화학 (pH, 전기전도도, 치환성 양이온, 치
환성 양이온 용량,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총질소), 생물학적 특성(미생물 군집, 미생물량, 토양호흡, 5종 토양효
소(β-glucosidase, dehydrogenase, phosphatase, urease, arylsulfatase))을 분석하였다. 4개 토지 이용에 대한
상기 인자들의 군집분리 (K means clustering) 결과에 기반하여, 4개 토지 이용에 대해 동일한 인자를 토양건
강성 평가 인자로 선택하였다. 주요인분석 (PCA)과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주요 인자와
독립 인자를 선별한 후 선별된 인자에 대한 평가 모델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축하였다 (Andrews et al.,
2004). 총 21개의 토양 인자 중 PCA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8개의 토양 인자 (용적밀도, pH, 전기전도
도, 유기물함량, 치환성 양이온 용량, 유효인산, 토양호흡, β-glucosidase)를 토양 건강성 평가 인자로 선별하였
으며 각 인자에 대한 평가 모델을 구축하였다. 개발된 토양 건강성 모델을 통해 오염된 토양의 정화 후 재활
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토양 건강성이 부족한 재활용 토양의 경우 토양 건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Key words : soil pollution, remediation, recycle, indicator, soil health model.

Fig 1. 선별된 토양 특성에 대한 토양 건강성 평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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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문

국내 오염토양 발생량은 2007～2011년까지 연평균 약 570만톤이 발생되었으며, 2016～2017년에도 연평
균 약 522만톤이 발생되어 매년 약 500만톤 이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

. 이러한 오염토는 오염특성

및 부지 특성에 따라 토양세척, 토양경작 및 열탈착 등 다양한 정화공법이 적용되어 정화사업이 수행되며, 부
지 내(On-site) 정화에서 발생되는 정화토는 부지 내에서 되메움재로 재이용 되지만, 부지 외 정화(Off-site)의
경우 주로 성토재 및 복토재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2019)에 의하면, 2016년 57개
정화실적 중 37건(65%)이 반출정화인 것으로 보고되어 반출정화 비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제2차
토양보전기본계획(2020-2029)”이 수립됨에 따라 정화토양을 자원으로서 재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양건강성 저하수준
을 정화공법별 및 단위공정별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토양세척 및 열탈착 등의 정화공정별 토양건강성 저하
수준 평가 및 단위공정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토양세척의 경우, 중금속 오염토양 2개(Soil A, Soil
B)와 열탈착 유류오염토양 1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분석항목은 토양건강성 평가지표 8가지 항목(pH,
EC, 밀도,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CEC, 토양호흡, β-glucosidase)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단위공정별 토
양건강성 저하수준 평가를 위하여 토양세척은 분급공정과 산 세척(HCl) 공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열탈착공법은
온도(200～600℃)와 가열 시간(10분, 20분 및 30분) 공정을 세분하여 수행하였다.
토양세척 실험결과, 전반적으로 원토양에서 입도분리, 0.1M, 0.5M 및 1.0M HCl 순으로 중금속 농도가
감소하였고, pH는 입도분리에 따른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기전도도(EC)는 산 세척으로 인해 높
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기물함량의 경우, 산 세척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소폭 상승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효인산, CEC, β-glucosidase 및 토양호흡은 모두 입도분리 및 산 체
적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밀도는 일부 증가하지만 변화폭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열탈착 실험결과, 초기 TPH 농도가 1,500 mg/kg이었으며, 2지역 기준으로 200℃ 10분(1,047 mg/kg)
및 300℃ 10분(1,036 mg/kg)에서 환경기준(800 mg/kg)을 초과하였으나 400℃ 및 20분 이상 가열에서는 모두
환경기준 이내로 검출되었다. pH, 유기물 함량, CEC 및 토양호흡은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EC는 주로 감소하였으나 300℃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유효인산은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β-glucosidase는 온도와 시간에 따른 상관성이 낮았다. 밀도는 일부 감소하지만 변화폭이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토양세척은 pH, 유효인산, 유기물함량, CEC, 토양호흡 및 β-glucosidase
를 감소시키며, 열탈착은 유효인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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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valuation on soil health degradation by remediation methods and their unit processes
Remediation

Experimental

methods

conditions
Particle separation
Soil
0.1M HCl
0.5M HCl
A
Soil
1.0M HCl
Particle separation
washing
Soil
0.1M HCl
0.5M HCl
B
1.0M HCl
10 min
200℃
20 min
30 min
10 min
300℃
20 min
Thermal
30 min
10 min
desorption
400℃
20 min
30 min
10 min
600℃
20 min
30 min

pH

E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vailable Organic
phosphorus matte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EC
∇
∇
∇
∇
∇
∇
∇
∇
∇
∇
∇
∇
∇
∇
∇
∇
∇
∇
∇
∇

Soil
Density β-glucosidase
respir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ncrease, ∇ : Decrease)
Key words : Soil health, Remediated soil, Soil washing, Thermal de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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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known that the amount of purified soil generated from the clean-up of contaminated soil in
Korea is about 5 million tons or more every year. Purified soil is reus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backfill soil in the case of on-site remediation, and reclaimed soil and other recycled aggregates in the
case of carry-out remediation.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domestic clean-up site and the current status
of purified soil, and to review the efficient recycling methods for purified soil.
국내의 오염토의 정화에서 발생하는 정화토량은 매년 약 500만톤 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정화토는 부지내 정
화의 경우는 부지내에서 전량 되메움토, 반출 정화의 경우에는 매립토 및 기타 순환골재 등의 여러 가지 용도
로 재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정화 부지 및 정화토 현황을 파악하고 정화토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Key words : soil remediation, contamination soil, purified soil, clean-up land, recycling use
Ⅰ. 연구 방법
국내 정화토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지내 정화 및 부지외 정화(반출정화)로 구분하여 정화규모, 오염
물질, 적용공법을 분석하였으며, 정화부지 및 정화토의 활용 현황 및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연구 결과
(가) 토양오염부지 현황
국내 오염토양부지는 주로 환경부의 국가 토양오염조사, 국방부의 반환미군기지 및 군부대 토양오염조사, 국
유지 및 민간의 개발사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토지매매에 의한 토양환경평가 등으로
확인된다.
(나) 정화토 발생 현황
부지내 정화 현황은 최근 2년(2016년∼2017년)의 정화사업실적을 근거로 검토하였다. 총 1,061건의 정화사례
에서 오염토량은 약 6,320,140㎥으로 서울 및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약 76.5%, 부산이 약 13.4%로 전체적으
로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반출정화의 추세 및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정화토 활용 현황
부지내 정화의 경우에는 전량 되메움토로 사용되고 있으며, 반출정화의 경우에는 성토재, 복토재로 가장 많
이 활용되고 일부는 도로공사용 및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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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토양정화실적 추이[1][2]
구분

2007년

사업수(건)

516

2008년

2009년

564

2010년

514

584

2011년

-

495

2016년
-

2017년

557

485

오염토량(천톤)

4,142

6,507

7,542

6,394

3,898

-

5,737

4,703

사업비(억원)

4,604

3,383

2,752

3,753

5,370

-

4,079

14,772

Fig.1

토양실태조사 우려기준 초과율

Fig.2

1지역

폐금속광산 실태조사 오염현황

2지역

3지역

Fig.3 지역별 및 토지용도별 정화사업 수행비율(반출정화)
Ⅲ. 결론
정화토의 재활용을 위한 성능평가 결과 성토재, 복토재 및 노체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농경지에는 pH와 입도 특성에 의하여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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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지하수기술・산업・인력통계 동향분석 및 DB구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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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평가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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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질(quality)과 건강성(health)의 정의 또는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최근 두 용어에 대한 유사성들이 많이 논의되면서 두 개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다. 본 발표에서는
두 용어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전제하고, “토양의 동적인 특성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
양의 능력”으로 정의한다[1,2]. 이러한 토양의 건강성은 오염과정뿐만 아니라 정화과정을 거치면서도 열화될
수 있다. 비록 정화토의 오염도가 토양오염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악화된 건강성으로 인하여 정화 후 바로 재이
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어 많은 양의 정화토가 적치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
는 제2차 토양보전기본계획에도 이러한 정화토의 재이용/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품질인증제 및 목표관리
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3].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화토의 건강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토양세척공정으로 처리한 정화토의 건강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요소 회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동두천 소재 00부대 사격장 내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토양세척공정으로 정
화된 토양을 대상으로 하였다. 토양세척 적용 전 오염 물질의 농도는 납이 1,658 mg/kg, 구리가 232 mg/kg으
로 납 농도가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700 mg/kg)을 초과하였지만, 구리는 우려기준을 넘지는 않았다. 정화공
정은 탄알 잔류물을 걸러내기 위한 물리적 선별공정과 산을 이용한 토양세척공정이 연계되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최종 정화토에서의 납의 농도는 260 mg/kg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화토의 건강성
지표로서 다양한 토양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항목은 물리화학적 지표 7항목(수분보유력(WHC), 토성, 입
단안정도, pH, 전기전도도(EC), 교환성양이온(Na, K, Mg, Ca), 양이온교환능(CEC) 등), 비옥도 지표 4항목(토
양유기물(SOM), 총질소, 유효질소(질산태질소), 유효인 등), 토양효소지표 7항목(β-glucosidase, N-acetyl-β
-glucosaminidase, urease, acid phosphatase, alkaline phosphatase, arylsulfatase, dehydrogenase 등) 등과 같
이 총 18개 항목이었다. 분석 결과, 토양세척 정화토의 건강성을 지시하는 물리화학적 지표 중에서는 수분보유
력, 토성, pH, 치환성 K 및 Ca 함량 등이 악화되었고, 비옥도 지표 4항목 모두가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7개 토양효소 지표에서는 arylsulfatase만을 제외한 6개 항목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 및 정화공정을 거치면서 열화된 토양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요소 회복 기술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요소 회복 기술이란 단순히 개량제를 이용하여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 아
니라, 열화된 인자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맞게 최적의 제제를 선별하고 적절한 제제의 투여량과 회복 기
간에 따른 회복 수준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요소 회복 기술 개발을 위하여 평가된 제
제로는 무기질 제제 3종(제올라이트, 석고, 석회고토 등), 유기질 제제 3종(피트모스, 퇴비, 바이오차 등), 생물
학적 제제 3종(분변토, 클로렐라, EM제제 등) 등 총 9종이었으며, 복합비료 1종을 추가하여 각 제제의 상대적
인 회복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들 11종의 제제를 정화토와 혼합하였고, 각 제제의 투여량은 0, 1.0%, 2.5%,

- 168 -

5.0%, 7.5%, 10.0% 등이었으며, 총 10주간 회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회복 기간 중, 총 3차례(2주 후, 6주 후,
10주 후) 시료를 채취하여 앞에서 언급한 총 18개 항목에 대한 회복 수준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복 수준의 유의성을 검토하고 회복 효과가 우수한 제제를 선별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한 통계분석
을 수행하였다.
각 제제별 회복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분보유력은 피트모스 > 바이오차 > 퇴비, pH는 석회고토 > 퇴
비 > 클로렐라, SOM은 피트모스 > 클로렐라 > 퇴비, 토양효소는 클로렐라 > 퇴비 > 분변토 등의 순으로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제별 회복 효과를 각 건강성 지표별로 살펴보면, 물리화학적 지표에 대한 회
복 효과는 석회고토 > 퇴비 > 석고, 토양비옥도 지표에 대한 효과는 분변토 > 퇴비 > 피트모스, 토양효소에
대한 증진 효과는 퇴비 > 분변토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최
적 조합 회복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Key words : 토양세척, 정화토, 재이용/재활용, 토양 건강성, 회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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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비식물 혼합재배에 의한 토양 생물학적 건강성 지표 향상
Enhanced Biological Soil Health indicators after Mixed Planting of Green
Manure Crops Supplemented with Humic Substance
배범한*, 박혜선, 강수아
Bumhan Bae*, Hyesun Park, and Sua Kang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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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두 종류의 정화 처리토, 토양경작토(DDC) 및 저온열처리토양(YJ),에 입상휴믹물질을 첨가한 녹비식물인
헤어리베치와 세스바니아를 혼합식재한 다음 생물학적 토양건강성지표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각 토양
을 담은 화분은 대조구(C), 식물식재구(P) 및 식물+휴믹처리구(PH)로 운영하였다. 생물학적 지표로는 토양
미생물

군집분석

외에

7종

토양효소인

dehydrogenase,

-glucosidase,

N-acetyl-  -D-

glucosaminidase(NAG), acid/alkaline phosphatase, arylsulfatase 및 urease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대조구에 비해 식물을 식재한 처리구에서 토양효소활성이 증가하였고, 식물+휴믹물질 처리구에
서는, 증가폭이 더욱 컸다. 토양경작토 식물식재구(DDC_P)와 식물+휴믹물질 처리구(DDC_PH)에서의 효소
활성은 대조구 대비 각각 1.6 및 3.9배 증가하였다. 저온열처리토양에서도 식물식재구(YH_P) 및 식물+휴믹
물질 처리구(YJ_PH)에서의 토양효소활성이 대조구 대비 각각 1.8 및 3.8배 증가하였다.

미생물 군집분석

결과, 질소고정미생물의 우점이 DDC 및 YJ 토양에서 각각 1.5%에서 7% 및 0%에서 5%로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녹비식물인 헤어리베치와 세스바니아를 혼합식재하고 휴믹물질을 첨가하면, 정화처리토의
생물학적 건강성 지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Key words: green manure crop, humic substance, reclaimed soil, soil nzyme, soi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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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과 해양 환경에서 자연 추적자를 이용한 연구
Applications of natural tracers (Rn isotopes and CDOM)
in terrestrial and marine environments
오용화
Yong Hwa Oh
한국해양대학교
*e-mail : yhoh@kmou.ac.kr
Abstract
Natural tracers, radon (Rn) isotopes and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were used to determine
natural or anthropogenic processes, including groundwater discharge, earthquake prediction, and fish farm
wastewater discharge in terrestrial and marine environments.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s of Rn
isotopes (Rn-220 and Rn-222) activities in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were determined to identify and
quantify groundwater inflow to stream/river systems. Groundwater-river water exchange fluxes in a
stream and groundwater discharge during the weir opening were estimated on the basis of Rn-222 mass
balance approaches. Groundwater inflow type was identified using a spatial survey of Rn-220 in stream
water. Additionally,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in a coastal zone was estimated from the results of
Rn-222 activities in groundwater and seawater. Furthermore, a Rn isotopes pair, which was measured in
cave air during approximately a year, suggest that the anomalous peaks of Rn-220 and Rn-222 activities
observed in February were precursory signals related to the Tohoku-Oki Earthquake. The results of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s in coastal seawater indicated that dissolved organic matters (dissolved
organic carbon and nitrogen) likely originate from the fish farm wastewater rather than groundwater or
seawater.
Key words : natural tracer, groundwater discharge, earthquake prediction, fish farm wastewater, Rn
isotopes, colored dissolved organic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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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성 샘플링 기술을 이용한 현장 토양에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위해성 평가
Passive Sampling VOCs in Field Soil for Risk Assessment
김필곤1 , 문재경2 , 권정환1 , 홍용석2*
1

2

1

2*

Pil-Gon Kim , JaeKyuoung Moon , Jung-Hwan Kwon and Yonseok Hong
1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2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e-mail : yongseokhong@korea.ac.kr
Abstract

The underground leakage of storage tanks and fuel spill are the reas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contamination

in

soil

and

groundwater.

Trichloroethylene

(TCE)

and

tetrachloroethylene (PCE) are frequently found VOCs in contaminated soil and groundwater. Because of
their higher density than that of water, and hydrophobicity, they descend through the water column and
act as continuous source of pollution. From this source, vapor phase TCE and PCE can migrate
continuously via diffusion and advection to other environments including vapor intrusion. Because they can
pose severe human health risks, risk assessment for soil vapor VOCs should be progressed. In this case,
the concentration of soil vapor VOCs is needed. Although it can be calculated using the total
concentration of soil VOCs, appropriate measurment of soil vapor VOCs is needed for accurate risk
assessment. In this study, passive sampling technique was used to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soil
vapor VOCs in test soil. Meausered concentration of soil vapor VOCs was used for risk assessment. In
addition, concentration of VOCs in groundwater was measrued to understand the fate of VOCs in soil.

Key words : VOCs, passive sampling active sampling, risk assessment, vapor intru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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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석호지역의 지하수 심도별 전기전도도 및 온도 변화를 이용한
담염수 경계 구간 평가
Evaluation of Freshwater-Seawater Interface Using Changes of Vertical Electrical
Conductivity and Temperature Profiles in the East Coast Lago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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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해안 석호지역 중 하나인 송지호 일대의 담염수 경계 구간 분포 및 변동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수행하였다. 특히, 계절적 강우특성 및 조석 등의 일시적 수문조건 변화가 담염수 전이대(transition
zone)의 심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송지호는 담수와 염수가 혼합된 기수호로써 바다와 약 350 m
내외로 이격되어 직접적인 해수유입이 어려우며, 기수호 환경이 유지되는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 연구 수행을
위해 모니터링 관정은 송지호 상류부에 1개소(SJ-P1), 하류부에 1개소(SJ-P2), 바닷가 인근 사주에 1개소
(SJ-P3)를 설치하였다. 설치 심도는 10 m 이내이며, SJ-P1은 7.4 m 전구간 스크린, SJ-P2와 SJ-P3는 상부 1
m를 제외한 8 m 전구간 스크린이다. 담염수 경계 구간으로 추정되는 심도(SJ-P1: 4.80 m, SJ-P2: 3.90 m,
SJ-P3: 6.85 m)에 각각 데이터 로거(CTD-Diver)를 설치하였으며, 전기전도도, 수위, 온도 항목에 대해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통계, 자기 및 교차상관 분석, 스펙트럼 밀도 분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각 모니터링 관정에서 전기전도도 및 온도를 이용한 수직 프로파일을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3
차례 수행하였다. 특히, 전기전도도의 수직 분포는 담염수 경계 또는 전이대가 뚜렷이 나타났다. 3지점 모두
심도가 깊어질수록 전기전도도 값도 증가하였으며, 가장 깊은 심도에서 SJ-P1은 16 mS/cm, SJ-P2는 30
mS/cm, SJ-P3는 36 mS/cm의 값을 보여 바다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전기전도도 값도 증가하였다. 또한, 시
간에 따라 SJ-P1과 SJ-P2의 담염수 경계 구간의 심도는 깊어졌지만 반대로 SJ-P3는 얕아져 계절적 강우특성
또는 수문조건 변화로 담염수 경계 구간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지하수-호소수-해수의 수리·
수문학적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각 경계지역에서 일어나는 물·물질 교환 및 기작의 평가 방법이 확립되면 기후
변화에 민감한 영향인자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한 주요사업(기후변화 대응 대용량 지하수 확보 및
최적활용 기술 개발, 과제 번호: GP2020-012)의 도움으로 수행되었습니다.
Key words : groundwater, freshwater-seawater interface, electrical conductivity, temperature, lag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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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자료 기반 GALDIT 평가를 이용한 해수침투 취약성 연구
Seawater intrusion vulnerability research
using monthly data-based GALDI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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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산업의 발달로 수문순환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연안지역에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여 대수층으로의 해수침투가 증가하고 있다. 연안지역의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의 이용을 위
해서는 대수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수침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해수침투에 대한 진단 및 평
가를 위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한 GALDIT 방법 등이 있다. GALDIT은 groundwater
occurrence(G), aquifer hydraulic conductivity(A), depth to groundwater level above sea level(L), distance
from the shore(D), impact of existing status of seawater intrusion(I) and thickness of the aquifer(T)로 이
루어진 주제도를 중첩하여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Chachadi and Lobo-Ferreira, 2001). GALDIT 지수의 산
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   ×


최근의 기후변화로 변동하는 관측 값을 표현하기에는 기존의 GALDIT 방법은 점수를 나타내는 기준
의 범위가 넓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GALDIT을 정적 지표와 동적 지표로 분류하고, 기존의 점수 기준
을 세분화하여 해수침투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정적 지표에는 G, A, D를 선정하였고, 동적 지표에는
L, I, T를 포함시켰다. 동적 지표는 변동하는 관측치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월 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동
적 지표 중 depth to groundwater level above sea level은 해수면의 변동 특성과 지하수위의 변동 특성을 모
두 반영하기 위해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지하수위를 나타내지 않고, 지하수위 측정 위치에 인접한 조위 관
측소에서 관측한 해수면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impact of existing status of seawater intrusion은 기존의 사
용하던 Cl-의 몰비가 전기전도도를 사용하였다. Cl-의 몰비의 관측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연속된 자료의
길이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관측에 용이한 전기전도도를 사용하였다(Chang et al., 2019). 월별로 변화하는
수치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점수 기준을 바탕으로 10단계로 나누어 사용하였다(Kim et al., 2021).
GALDIT 지수를 산정한 결과 가장 취약한 월은 9월로 3.03이 산정되었다. 최근 해수 침투의 피해를 완화하고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취약한 위치에 집중적인 대응방안
을 적용하고, 취약시기를 고려한 운영 계획을 세운다면 효과적으로 해수침투 피해를 줄이고, 연안지역 지하수
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 GALDIT, Monthly vulnerability, Seawater intrusion, De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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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각화 실험을 활용한 CO2 plume 거동의 이해와
CO2 누출 감지의 불확실성 제시
Understanding CO2 plume behavior using a large Hele-Shaw cell and associated
uncertainty of monitoring data of CO2 leakage
전원탁, 하승욱, 이강근*
*

Won-Tak Joun, Seung-Wook Ha, Kang-Kun Lee
서울대학교
*e-mail : kklee@snu.ac.kr
Abstract

Understanding the plume migration of dissolved CO2 through the porous media is important in the
monitoring network to detect the CO2 leakage. However, it is not easy to obtain the clarified data for
supporting a rule of dissolved CO2 plume transport mechanism from the field test such as artificial
injection test. Thus, to compensate these limitations, several researchers tried to conduct the visualization
experiment by using the pH indicator solution such as Bromocresol purple (BCP) and because the
visualized data directly presents the plume flow by snap-images, it is clear that this visualization
experiments can provide the clues to estimate main factors that can change the shape, area, and flow
direction of plume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this study, to simulate the dissolved CO2 plume migration
under the shallow aquifer condition (1 atm, 295 K), the visualization experiments was performed using a
large Hale-Shaw cell made by two plates with small gaps. Instead of the small Hale-Shaw cell, by using
this large experimental set it could provide the appropriate image data which more close to the migration
of dissolved CO2 plume at the real field. The results of laboratory experiment clearly demonstrated the
flow of complex effects by the gravitational convective and the hydraulic gradient on the dissolved CO2
plume simultaneously. The numerical simulation also conducted for verifying those complex influences.
The results of the numerical model also represented the similar phenomena as shown in the visualization
experiments. Consequently, these results suggests that those factors may increase uncertainty in analysis
of collected field data and in construction of the monitoring network to detect the CO2 leakage.
Key words: visualization experiments, direct monitoring, dissolved CO2 plume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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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the primary concerns in geologic carbon sequestration (GCS) is that injected CO2 leaks to
[1]

the atmosphere through unexpected pathways such as wells and fractures, causing projects failure . The
instantaneous emission of CO2 not only reduces the storage capacity but also causes noticeable damage to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A CO2-driven cold-water geyser, defined as periodically ejecting cold
water (< 20 °C) by ascending CO2 bubbles, is brought into focus in GCS as a natural analog of CO2
leakage from geological storage facilities[2]. The single eruption mechanism can be explained by a
self-enhancing and –limiting process with the two-phase (gaseous CO2 and aqueous phase) flow[3,4,6].
However, the trigger point of eruption and its periodicity remain unclear. To clarify them, this study
analyzed four time-series observation datasets (measurements in 2011, 2013, 2014, and 2015) of Tenmile
geyser located in the Green River area, Utah, which is famous as a naturally leaking CO2 site[5]. In
time-series datasets, the eruption duration (ED) and the interval between two consecutive eruptions (IBE)
were identified by pressure and temperature changes. The mean values of ED and IBE were 9.76 ± 0.10
min and 8.42 ± 0.21 hr, respectively. For finding the trigger point for each eruption, hydrostatic pressures
were forcibly decreased by pumping to induce geyser eruptions. Four artificial explosive eruptions were
initiated when the pressure dropped to 7.27 kPa, 11.08 kPa, 11.33 kPa, and 14.41 kPa. For the naturally
driven eruptions, such slight decreases in hydrostatic pressure occurred during IBEs. The lengths of IB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variations in atmospheric conditions because atmospheric pressure (Pair)
and temperature (Tair) play decisive roles in reaching the triggering conditions. For example, at low Pair
and high Tair, the triggering conditions have been quickly reached, and IBE was shortened. Significantly,
the considerable fluctuations in Pair and Tair associated with desert weather enlarged the variations in
geyser periodicity. Therefore, we suggest that atmospheric condi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geologic and wellbore conditions to quantify CO2-driven cold-water geysers accurately.
Key words : CO2-driven cold-water geyser, eruption duration, interval between eruptions, atmospher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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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climate change is getting worse, increase of drought stress on the surface terrestrial system
makes the ecosystem functions conducted in the groundwater more important. Over the decades, due to
the efforts of the scientific community, legislative perceptions have been changed from groundwater
environments being a commodity, towards as unique ecosystems that merit protection. However, the
current lack of suitable, universally applicable ecological assessment tools is frequently mentioned to
prevent the implementation of these legislations in routine groundwater monitoring. In this study, we
developed ecological assessment approach which is based on the phenotypic characteristics of microbiome.
Ecological sustainability of the groundwater is evaluated from the cell density (D), ATPase activity, and
bio-available organic carbon (AOC) with using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Factors of D and AOC
were investigated from two types of phenotypic cells, live and active, which observed using the flow
cytometry.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our technique, 28 undisturbed and 21 disturbed (one contaminated,
five recovery, nine fringed, and six local background) groundwater samples were collected. Disturbed
groundwater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tetra- and trichloroethylene (PCE/TCE) contaminated sites.
Microbial factors except for the ATPase activ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disturbed samples from
the undisturbed samples. Among the biological items, active cell density as well as AOC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ix contaminated samples than other disturbed samples. This implied that the
intermediate molecules produced in this samples can be a carbon source for the broader range of Bacteria,
indicating that the microbiological items used in this study also can describe the difference in the
contamination status of each sample. With ordination methods, multi-variative distance was calculated and
the distances of each disturbed sample from the centroid of the ellipse formed by undisturbed sample was
used as a score for evaluating the disturbance level of the groundwater microbiome. It is suggested that
the assessment technique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monitoring the disturbance level of
groundwater more precisely. It requires additional physiological approach related to other elements like
nitrogen, sulfur, as well as heavy metals to elevate the accuracy and expand the range of application. Not
only as a resource for human but also as a foundation for the ecosystem, the old-paradigm focused on
humanity about the groundwater quality management must be shifted. The schematic concepts for
ecological assessment suggested in this study will provide a base for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s
environmental management.
Key words : groundwater, microbiome, ecological assessment, phenotype, flow cy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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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Hz 초음파를 액상에 조사하면 액상 혼합 현상 및 충격파 등의 물리적 효과와 초음파 캐비테이션
현상에 의한 라디칼 생성 등의 화학적 효과가 발생하며, 초음파에 의해서 발생한 효과들은 토양세척 및 수처리
분야에서의 오염물질의 제거, 재료 개발 분야에서의 물질 합성 및 분산, 에멀션 등에 적용되고 있다[1]. 효율적인
초음파의 적용을 위해서 운전 조건 및 액상 조건을 최적화하여 물리적 효과 및 화학적 효과를 증진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3]

.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화학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혼 형태의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시스템에서의 운전 조건(초음파 프루브의 위치) 및 액상 조건(용존 가스의 종류)이
초음파 화학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초음파 화학적 효과를 정량화 및 시각화하기 위하여 KI
검량법 및 SCL 이미지를 적용하였으며, 오염 물질 분해 실험을 통하여 화학적 효과가 증진된 실험 조건들을
평가하였다.

Key words : Cavitation, Sonochemical effects, Sonochemiluminescence (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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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상이중수산화물 결합 유기흡착제를 이용한 중금속의 경쟁적 흡착 거동 및 메커니즘
Competitive adsorption behaviors and mechanisms of heavy metals by layered
double hydroxide assembled on biochars derived from walnut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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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에는 유해 중금속(납, 카드뮴, 크롬 등)이 있으며,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
표수 및 지하수에 살고 있는 수생 생물과 농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며, 이를 섭취하는 사람에게 체내 농축되
어 신장 및 신경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1]. 그러나 상당수의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광산배수는 적절한 수질
정화시설 없이 방치되어 있거나 자연분해나 자정작용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중금속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화시
설에 의한 저감효과가 미미하여 주변 하천, 농경지로의 2차 오염이 확산되고 있어 효과적인 수처리 기술의 개
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수처리 공정은 효과적인 중금속 제거를 위하여 활성탄 흡착 공정을 추가하고 있지만
높은 유지관리비용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부산물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유기흡착제(바이오
차)는 다른 상업용 흡착제(활성탄)에 비하여 낮은 생산단가로 인하여 중금속 제거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2]. 또한 다양한 표면개질법을 통해 유기흡착제의 중금속 흡착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3]. 하지만, 구조적 특이성과 다양한 금속의 조성변화가 가능하여 흡착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층상이
중수산화물을 유기흡착제와 결합하여 중금속을 흡착제거하는 거동 및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산물인 호두껍질을 열분해하여 제조한 유기흡착제와 층상이중수산화물을 결합한
유기흡착제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수계 존재하는 중금속의 흡착 거동 및 메커니즘
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유기흡착제 주입량, 중금속 농도, 온도 등)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층상
이중수산화물 결합 유기흡착제의 중금속 흡착능을 다양한 물 조건(호소수, 광산배수)에서 평가하였다.
Key words : Adsorption, Biochars, Heavy metals, Layered double hydroxide, Water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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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생지화학적 토양특성을 활용한 불포화대 유류오염물의 자연저감능 예측기법 개발
Development of a Linear Regression Model for Natural Attenuation of
Petroleum Hydrocarbons in Vadose Zone Using Physical and Biogeochem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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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불포화대 내 오염물질의 거동 평가 및 예측은 지하수 수자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오염정화기법을 설
계하는 데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토양오염물질인 유류계 탄화수소의 주요 저감 메커니즘인 휘발과 생분해는
불포화대의 물리적 공극 구조 및 생지화학적 특성과 수분 포화도 변화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2]. 예를 들
어, 물리적 공극 구조와 수분 포화도에 따라 불포화대 내 기체 투과도가 변화하는데 이는 유류오염물질의 휘
발뿐만 아니라 호기성 유류분해 미생물의 산소 전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불포화대를 구성하는 토양의 유
기물, 질소, 인 등 영양분 함량 역시 미생물 활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불포화대 내 유류오
염물질의 거동 평가 및 예측을 위해서는 불포화대 토양의 토성 및 수분 포화도를 포함한 물리적, 생지구화학
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9종의 토양 시료에 대해
다양한 수분 포화도 조건을 모사한 회분식 실험을 수행해 대표적인 유류오염물질인 경유의 자연 저감을 평가
하였다(Fig. 1a).

다양한 조건에서 도출된 경유 자연 저감능과 토양의 물리적 특성, 생지화학적 특성, 포화도

의 상관관계 도출 및 경유 저감 예측식 도출을 위해 균등계수(Cu), 입자 크기(D30, D60), 유기물 함량, 영양분
함량, 총균수 등 17가지의 토양 특성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1], [3]) 그 결과, 불포화대의 경
유 저감은 초기 유기물 함량, 영양분(인 함량), D30, Cu, n(van Genuchten 파라미터), 수분 포화도가 조합된 선
형 회귀식과 높은 상관관계(R2 = 0.84)를 보임을 확인하였다(Fig. 1b). 또한, Cu, D30로 대표되는 물리적 특성
보다는 유기물, 영양분 함량 등으로 대표되는 생지화학적 특성이 더욱 불포화대 경유 저감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수분 포화도의 증가는 경유 저감율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Key words : 불포화대, 포화도, 토양 특성, 경유 저감,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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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각 토양에 대한 수분 포화도에 따른 경유 저감상수 (0.5 % 경유 농도, 반응 시간 60일), (b)
토양의 물리·생지화학적 특성과 경유 저감상수와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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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초미세기포수 기반 자연저감 촉진제의 지하수 내 BTEX 호기성 분해 제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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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BTEX)오염 부지의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
사 주변에 위치하여 대규모 지하수 정화공정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저감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촉진제의 주입없이 소극적인 자연저감으로는 약 44%의 오염부지에서 20년 이상의 긴 정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Guire et al., 2004). 한편, 오염이 오래 지속된 지역에서는 대수층 내
존재하는 전자수용체의 고갈로 자연저감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촉진을 위해서는 전
자수용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초미세기포의 경우 물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용
해되어 사라지는 마이크로(Micro) 기포와 달리, 수 개월 후에도 형태를 유지하며 물속에서 존재하므로 효과적
인 장기 산소공급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Takahashi et al., 2007). BTEX의 경우 주로 생물학적 분해
기작으로 인해 자연저감이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었다.(Natoinal Research Council. 2000). 그러므로, 대수층 내
토착미생물이 오염물질을 생분해 하는데 필요한 산소가 초미세기포를 통해 토양 공극내에 정체되어 지하수로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한 번의 주입으로 수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자연저감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토양 충진 컬럼에서의 초미세 기포수의 거동 및 용출특성,
BTEX 제거효율을 평가하고 scale-up된 3차원 모형 반응조(3D PAM)에서 산소 초미세 기포수를 기반으로 한
촉진제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3D PAM은 15 mm 두께의 PVC 판재를 이용하여 총 부피가 약 1 m3가 되도록 제
작하였다. 3D PAM은 오염토양과 규사 6호를 1:31 비율로 혼합하여 충진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지하수는 오염
지하수 현장 조건을 모사하기 위해 대표적인 유류 오염 지역 관측정에서 BTEX가 검출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약 2,000 L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지하수의 오염물질을 분석한 결과 벤젠은 약 2.2 mg/L로 촉진제 주입에 따
른 자연저감 촉진 효과를 평가 가능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BTEX로 오염된 현장 지하수를 3D PAM 내에
주입하여 오염물질과 전자수용체인 용존산소, 오염물질의 호기성 분해 부산물인 이산화탄소의 모니터링을 통
해 오염물질의 거동과 분해특성(Transport and Passive Natural Attenuation Test; TPNAT)을 평가하였다. 또
한 IW1, IW2 두 개의 관정에 산소 초미세 기포수 기반 촉진제를 주입 후 오염 지하수를 연속 주입하면서
BTEX 제거율(Activator Activity Test; AAT)을 평가하였다.
현장지하수를 IW1 관정에 주입한 TPNAT 결과, 주입정의 상류(UIW1), 주입정(IW1) 및 주입정의 하
류(DIW1) 관정에서 벤젠은 각각 공극 부피의 약 0.7, 0.9, 1.5배 주입 시점에서 1의 표준농도(채취한 시료에서
의 농도/주입농도)를 보였다. 용존산소는 지속적으로 1 mg/L의 낮은 농도를 보여 벤젠의 생분해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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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나 이산화탄소 농도의 큰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수용체의 부족으로 생물학적 기작에
의한 벤젠의 분해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AAT를 수행한 결과, 산소 초미세 기포수의 주입이 완료되
고 현장지하수를 공극부피의 2배 주입한 시점에서 벤젠은 0.72의 표준농도를 보여 촉진제 주입에 따른 생분해
기작으로 인해 PAM 내에서 지속적으로 분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용존산소의 경우 25 mg/L
의 고농도에서 실험 종료시점까지 1 mg/L의 농도로 빠르게 소비되었고, 이산화탄소는 벤젠이 분해되는 시점
에 급격하게 상승하여 최대 약 29 mg/L의 농도를 보였다. 지속적인 벤젠의 저감, 용존산소의 소비, 고농도 이
산화탄소의 검출 등의 현상은 하류에 위치한 관측정 (UIW2, IW2, DIW2)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으며, 이는
주입한 산소 초미세 기포수가 3D PAM 내부 공극에 정체 기포를 효과적으로 생성하여 벤젠의 호기성 생분해
기작을 촉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 초미세 기포(Nano bubble), 자연저감(Natural Attenuation), 유류오염물질,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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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층에 따른 박테리아 군집 분포와 생태학적 구성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acterial community distribution and ecological assembly
processes along the subsurface soil zonation
Han-Suk Kim1 , Jeonggil Lee1 , Soo-Chan Park1 , Sunhui Lee1 , Kanghyun Park1 , Ho Young Jo 1 ,
2

Soon-Oh Kim , Man Jae 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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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chemical variables are key driving forces shaping the distribution of soil microbial communities,
but previous studies are mainly have focused on surface soil or shallow unsaturated zone (1–3 m below
the surface). Here we investigated microbial community compositions and geochemical properties along a
soil vertical proﬁle spanning 0 to ∼40 m depths including surface soil, unsaturated, fluctuated and
saturated zones in a testbed site formerly used as a farmland for several decades. We hypothesize that
zone-specific geochemical properties and assembly process have distinct contributions shaping the vertical
distributions of bacterial communities. Elemental distribution in each soil zone is strongly affected by the
extent of chemical weathering as indicated by chemical index of alteration (CIA). Bacterial richness (alpha
diversity based on the results of 16S-rRNA gene analyses) and abundances were the highest in surface
zone and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luctuated zone than in unsaturated and saturated zones likely
due to the effects of high organic matter, nutrient and aerobic condition. At the phylum-level diversity,
Proteobacteria (i.e., Beta, Gamma, Alpha more than 10% or total, respectively) was found to be dominant
in each subsurface zonation. Other phyla (more than 1% of total), such as Actinobacteria, Acidobacteria,
Bacteroidetes,

Cyanobacteria,

Firmicutes,

Chloroflexi,

Verrucomcroia,

Planctomycetes,

and

Germmatimonadetes were also found in different patterns along the soil vertical profile, whereas Beta and
Gamma Proteobacteria showed relatively high abundance in the saturated zone. Redundancy correlation
analyses (RDA) showed that the community in the soil sample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ransitional
metals (Ni, Zn, Cu, V), bioavilable iron, and soil pH in the saturated zone; bacterial richness and SO4 in
the surface and fluctuated zone (P<0.05, respectively). Due to the geochemical variations along the soil
vertical profile, the assembly process of phylogenetically clustered communities was analyzed. The result
suggests that stochastic processes was higher in surface zone (e.g., 40% dispersal limitation), while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luctuated zone than in unsaturated and saturated zones. In contrast,
deterministic process was lower in surface (e.g., 25% homogenous selection), while significantly lower in
the fluctuated zone than in unsaturated and saturated zones. These findings together suggested that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soil bacterial community assembly was zone-specific and shaped by the degree of
deterministic vs. stochastic processes. Our results provide a novel insight into the bacterial community
assembly across different niches in the Earth's critical zone and shed a light on subsurface
biogeochemic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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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Hz 초음파 반응기에서 체류 시간 분포 및 초음파 화학적 효과 연구
Residence time distribution and sonochemical activity in 20kHz Sonoreactor
나이슬1,2 , 이성은1,2 , 손영규1,2*
1,2

1,2

1,2*

Na Iseul , Lee Seongeun , Son You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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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초음파 캐비테이션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 화학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회분식으로 진행되어 연속식 흐름 공정에서의 적용 및 최적화 연구가 부족하
다. 기존 연구에서 원통형 200kHz 초음파 반응기에서 연속식 흐름 조건에서의 체류 시간 분포를 측정하였을
때 완전혼합 반응조(CSTR)의 거동이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상대적
으로 물리적 효과가 큰 20kHz 초음파 장비를 이용하여 내부 혼합 정도, 초음파 화학적 효과 및 내부 캐비테
이션 활성화 영역을 확인하였다. 500 mL 원통형 파이렉스 반응기 측면에 정량펌프를 연결하여 액상 유량/유
속 등의 흐름을 제어하였다. 내부 혼합 정도 및 체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NaCl을 이용하여 추적자 확산 실
험을 수행하였다. KI 법을 적용하여 초음파 화학적 효과에 의한 산화력을 정량화하였으며, 초음파화학발광기
법(Sonochemiluminescence, SCL)을 이용하여 반응기 내부에 형성되는 초음파 캐비테이션에 의한 화학적 반응
활성화 영역을 시각화하였다.
Key words : Residence time distribution(RTD), Cavitation, Sonochemical effects, Sonochemiluminescence
(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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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배관 누출에 의한 초기 오염된 토양, 지하수 복원에서
선정된 활성 제제의 효과
The effect of the selected active agencies
for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oil and ground water
by the leakage oil pipelines
이 달희1*, 우 남칠1 , 한 장희2
Dal-Heui Lee1*, Nam-Chil Woo 1 , Jang-Hi Han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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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산학 협력단, ㈜동명엔터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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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중오염유발시설에서 누출에 의한 토양 · 지하수 오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오염유발시설
과 주변 환경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여 긴급 사고에 의한 누출 발생 시 초기에 감지하고 경보하
여, 관리자가 사고 초기에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을 연구하였다.
본 2차 연도의 연구 주된 목적은 유류 배관 누출에 의한 초기에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복원 공정에,
1차 연도 실험에서 선정된 활성 제제 (OSE II, SDS)의 효과를 판단함에 있다. 연구의 실험 방법으로는, 배치
실험 (Batch tests)과 Pilot 실험 (Box tests)을 실시하였다. Pilot 실험에서는 직접 제조한 유류 배관 누출 시
뮬레이션 장치를 이용하였다. 활성제의 작동 기본원리는 그림1에, 배치 실험의 결과는 표1에, Pilot 실험의 결
과는 표2에 요약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택된 활성 제제가 사용 조건을 조절하면, 친환경적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3차 연도 연구에서는 본 제품을 직접 오염 현장 부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Key words / 주요어 : 유류 배관, 유류 유출, 초기 긴급대응, 활성 제제, 토양 및 지하수 복원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의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2020002460001”으로 지원받은 과제임)
Table 1. 배치시험에 의한 오염 제거 효과 비교(제거율(%))
시험대상
제품명

OSE II
SDS
OSE II + SDS
(1 : 1 %(V/V))
● 배치 실험 조건

원액

1 : 1

1 : 10

1 : 40

(NO

(원액: 현장 지하수)

(원액: 현장 지하수)

(원액: 현장 지하수)

WATER)

%(V/V)

%(V/V)

%(V/V)

95

90

90

80

100

90

85

80

100

95

85

75

1) 배치 실험은 72시간 후 샘플링
2) 초기 오염농도는 500ppm(mg/L)으로 동일
3) 혼합 시 교반기 이용 (24시간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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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활성제제의 작동 원리

Table 2. Pilot 실험 (Box tests)에 의한 기간별 효과 비교 (제거율 %)
시험대상
제품명

24시간 후

72시간 후

9일 후

21일 후

88

90

95

100

90

85

85

95

90

85

90

100

OSE II
SDS
OSE II + SDS
(1 : 1 %(V/V))

모링가

55

60

65

65

비고
현장 적용 실험
선택 가능
현장 적용 실험
선택 가능
현장 적용실험
선택 가능
현장 적용실험
제외

● 조건
1) 원액: 현장 지하수 = 1 : 10 (%(V/V))
2) 모링가 제품은 ㈜동명엔터프라이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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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상 BTEX의 토양층 투과시 흡착 및 지연 현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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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 잔존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실외 및 실내공기로 확산되어 인체로 흡입되는 것이 주요 노
출경로로 알려져 있다. 이에, 토양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거동 및 예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
동안 토양층 내 포화대에서의 오염물질 거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불포화대에서의 유기오염물질
거동 연구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지중에서 휘발하여 인체로까지 확산·침투
가 가능한 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지중 불포화대 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포화대 토양 내
가스상 BTEX의 거동 특성 및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BTEX 가스 제조 장치를 이용하여 10 ppb와 100 ppb의 BTEX 가스를 사용하였
으며, 직경 50 mm, 높이 200 mm 규격의 원통형 아크릴 컬럼에 균질한 주문진 표준사(또는 카올리나이트, 피
트 첨가)를 충진하여 점토 및 유기토 함량 및 토양층 높이에 따른 BTEX의 토양 내 거동 영향을 살펴보았다.
BTEX 가스의 토양층 통과는 펌프를 이용한 이송에 기반하였으며, 토양층 통과 전후의 BTEX 농도는
Thermal desorption(TD)과 GC-FID를 연결한 시스템으로 분석하였는데, 정밀도 및 정확도의 신뢰도 평가를
통해 환경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정도관리(정밀도 30%, 정확도 70-130%)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도 평가 결과, 샘플링 유량 150 mL/min, 흡착 시간 10분이 최적화된 분석 조건으로 나타나, 동일한 조건
을 불포화대 거동 실험에도 적용하였다.
토양 조성(100% 표준사, 90% 표준사와 10% 점토(카올리나이트), 90% 표준사와 5% 점토 및 5% 유
기토(피트))에 따른 불포화대 거동 실험 결과, 유기토가 함유되지 않은 토양에서는 가스상의 BTEX가 토양 표
면에 직접적인 흡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의 유기토가 포함된 경우, 50% 가량의
BTEX가 흡착되었으며,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의 순서로 흡착평형에 도달하였다. 국제 순수·응용 화학
연합(IUPAC)의 흡착 분류에 따르면 벤젠과 톨루엔 흡착 양상은 전형적인 Langmuir isotherm에 유사한 Type
I 흡착으로 제한된 토양 표면적에서의 전형적인 고체/가스상 흡착 모형이나, 에틸벤젠과 자일렌 흡착 양상은
Type V 흡착에 가까우며 이는 유기토와의 친화력이 다소 감소하여 상호 간의 반응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또한 유기토 첨가 없이 10%의 점토가 함유된 경우, 평형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특히 에틸벤젠과 자일렌의 경우 2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극 감소에 따른 전형적인 BTEX 가스
의 이동지연현상으로 판단된다. 다만 토양층이 100% 표준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토양층이 2배 증가하여도
뚜렷한 이동지연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이송 유량(150 mL/min)와 표준사 입자
크기(410-710 μm) 조건이 BTEX 가스 이동 거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순한 토양 조성의 변화만으로도 불포화대에서 가스상의 유기오염물
질 이동시 흡착 및 지연 현상을 조절할 수 있으며, 유류오염부지 현장에서의 유기토 및 점토류와 같은 세립자
함량이 높은 경우, 실제 지중 오염농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표층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Key words : 불포화대, BTEX, 신뢰도, 흡착, 지연,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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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 관정 내 오염 지하수 차단 공법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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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2007년) 이전에 허가된 관정은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방지시설기준에
따라 지표면 아래 3 m 이상 또는 암반 선 1 m 이상까지 그라우팅을 실시하였다. 이는 육지의 지질특성을 반
영한 기준으로 다공질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투수성이 높은 제주도에서는 적합하지 않아 오염방지 역할이 제한
적이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이후에는 기준을 강화하여 굴착 시 지표면 아래 50 m까지 시멘트 몰탈 등 그라
우트 재료로 되메움 한 후 재굴착하는 채움그라우팅 공법을 의무화하였다. 최근 축사 등 오염원 증가에 따라,
상부구간 그라우팅 시공 부실로 인한 관정 내 오염물질 유입 방지가 필수적이다.
반면 기존 지하수 관정에는 공내에 케이싱 및 우물자재가 설치되어 있어 관정 내부 지질구조, 대수층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우물자재를 인양하는 것은 우물자재 파손, 탈락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물자재를 인양하지 않고 원위치 오염물질의 유입구간을 파악 및 해당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차단 공법을
적용한 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관정에 대해 시공성을 평가하였다.
관정 내 오염물질 유입구간 파악은 TLS(thermal line sensor) 모니터링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지하
수가 파쇄대, 절리면 등을 따라 흐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케이싱 또는 우물자
재 외부와 공벽사이의 지하수 유입구간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오염 지하수 유입 차단 방법은 우물자재를 인양
하지 않고 공 내부에서 주입공을 천공하여 우물자재와 공벽사이를 그라우팅하는 공법이다.
2020년 TLS 모니터링과 오염차단 공법을 적용하여 14개 관정에 대한 오염차단 그라우팅을 시공한 결과, 질
산성질소 농도가 시공 전 보다 10% 이상 감소한 관정은 11개소이며, 이중 50% 이상 감소한 관정은 5개소로
나타났다. 질산성질소 농도가 감소한 관정의 경우 시공 전․후 시공구간 TLS 모니터링에서 온도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염차단 공법 시공으로 인해 오염 지하수의 유입이 차단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부 오염 지하수 차단으로 제주도 청정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Key words : 제주도, 오염차단 공법, TLS 모니터링, 질산성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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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에서는 수화학, 지구물리, 미생물 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환경수사학 기법의 적용을 통하여 해당지
역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원으로부터 수용체에 도달하는 전과정을 규명한 연구사례를 소개한다. 제주시 해안동
소재 샘물(용천수)에서는 특히 강우 이후에 악취와 함께 가축분뇨로 추정되는 오수가 유출되어 지속적으로 민
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책임소재(오염원) 파악을 위한 굴착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정확한 유출 지점과 경
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우선적으로 토지이용을 포함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오염원
의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잠재 다중오염원의 끝성분 시료와 함께 샘물을 포함한 수질시료를
확보하였다. 수질시료의 수화학 데이터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지역 물 시료들을 비오염군, 배
출 직후의 축산폐수 오염군 및 질산화가 진행된 오염군 등 세 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미생물 군집분석 결과
에서도 세 수질 그룹 간에 군집 구성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특히 질산화가 진행된 오염군(샘물)에서는
Erysipelotrichia과와 같은 돈분 기원의 미생물 군집수가 높게 나타났다. 물 시료 중 질산염의 질소-산소 동위
원소 분석을 활용하여 오염원별 기여도 평가가 수행되었다. 아울러, 해당지역의 지표 전기비저항 탐사 및
GPR 탐사와 지중 추적자 시험을 수행하여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확인지점(용천수)까지의 지하 대수층의 연결
성을 조사하여 오염된 샘물과 상류부에 위치한 축산농가 사이의 수리적 연결성을 확인하였다. 지중환경 오염
원의 규명을 위한 환경수사를 위해서는 다각적 측면의 자료를 활용하는 중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본 연구사례
는 보여준다.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지원 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과제(RE202101117)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Key words: 환경수사학, 용천수, 가축분뇨 오염, 수화학, 질소-산소동위원소, 미생물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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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농어촌지하수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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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란, 코로나 19와 공존을 인정하며 방역체계가 치명률 관리(위중증 환자 관리)로 전환
되었을 때, 경제와 생활에 다가올 변화 및 시기를 일컫는다. 지난 2019년 연말 이 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경영의 전환점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상세하게는,
탈세계화(보호무역 심화), 효율성보다는 회복탄력성, 비대면 디지털 사회 구축, 소비 형태 변화, 식량안보 증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 증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AP, 2020). 물 관리 분야도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등을
통해 물이용 서비스의 격차 해소, 물순환 전과정 디지털화, 스마트워터 플랫폼 설치 가속화 등 코로나19에 대
응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였다(환경부, 2020).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관리

방안인

WASH(Water Security, Sanitation, and Hygiene)는 전 세계적인 물 관리 분야의 핵심 화두로 등장하였고, 농
어촌용수

분야에서는

수확에서

판매까지

청정용수

사용으로

전

과정

위생관리를

추구하는

agri-WASH(Agricultural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가 세부 핵심 주제로 도출되었다. 그 동안
국내 농어촌지하수자원은 농어촌정비법과 지하수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크게 수량관리, 수질관리,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한국농어촌공사, 2020). 이 연구에서는, 상기한 수량, 수
질,

관리시스템에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대

국내

농어촌지하수

관리

뉴노멀

전략의

일환으로

GW-WASH(Ground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를 제안한다. GW-WASH는 크게 디지털 수량관
리, 예방적 수질관리, 언택트 지하수 관리로 구분되며, 이 각각은 수량, 수질, 시스템에 하위 메뉴로 대응한다.
GW-WASH의 세부사항 실천을 통해 스마트지하수 관리, 안심지하수 관리, 그리고 명품 지하수 관리를 도모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위드 코로나 시대 농어촌지하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환경부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사업「상시 가뭄지역의 지하수 최적 공급관리를 위한 IoT 기반 인
공함양 및 Well Network 기술 개발」과제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Key words : 위드 코로나, 지하수, GW-WASH
한국농어촌공사, 2020, 2020년 지하수자원관리사업 시행계획서
환경부,

2020,

코로나

이후

시대,

물관리

분야

녹색․디지털

전환

추진,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372070&menuId=286
AP (Alix Partners), 2020, Seven years of change in seven months: COVID-19 through the lens of
distruption, 1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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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다수 취수원 관리를 위한 수질 영향구간 산정 사전연구
Preliminary Study on The Delineation of Groundwater Quality Impact Zone
for Quantitative Management of Samdasoo Wellfield,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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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지하수 취수원의 수질오염 취약성 관리를 위한 정량적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방법
론 개발을 위하여 지하수 유동 모델링 및 랜돔워크 입자추적 모델링이 이용되었으며, 실제 필드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들의 제한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추정의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모델을 통
해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확률론에 기초하여 취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류 구간이다. 이러한 구
간의 도출은 취수원 수질관리의 근간이 되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방법론의 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상의 대수층 구간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수층은 수리물성의
불균질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대수층의 수리전도도 분포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가용하다고 가정
하였으나 추후 이러한 정보는 역산해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파악될 예정이다. 지하수 모델링 후, 수리수두 및 유
효공극률에 기초하여 지하수 공극유속이 얻어지며, 취수정에 의한 수질 영향구간 형성을 역행방향(backward
direction)으로 얻기 위하여 이 공극유속 벡터의 방향을 역변환하여 용질거동 모델링에 적용하였다. 용질거동
모델링에서는, 오염물질이 초기 취수원 인근에 배치된다고 가정한 후 총 50∼100회에 걸친 다중재현을 실시하
고 그 결과의 앙상블 통계(ensemble statistics)를 이용한 취수원 수질영향 구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
여 대수층 수리물성의 불균질성이 매우 큰 지역에 위치하는 취수정의 경우, 기존 지하수 수질관리 방법론에서
다수 이용되는 등방-균질 가정의 Wellhead Protection Area(WHPA) 적용은 제한적이며, 관리상의 비용적 비
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개발된 방법론은 궁극적으로 제주개발공사에서 운영중에 있는 삼다수 취수원에 적
용될 계획에 있으며, 이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 방법론 개발 연구이다.
Key

words : wellfield water quality, random walk particle tracking, wellhead protection area,

heterogeneity, Samdasoo,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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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전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하수 정보의 통합관리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관
계부처 협의를 거쳐 K-water에 국가지하수정보센터(NGIC; National Groundwater Information Center)를 지정
1)

하여 2004년부터 운영중에 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는 그간 전국 지하수 정보의 수집·관리체계 구축, 지하수 정보 분석을 통한 지하수
정책 수립 지원, 지하수정보 표준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교육·홍보 및 지자체 지원 등 실질적인 실무기관
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21년 현재, 지하수 이용시설 166만공, 관측자료 1.7억건, 수질검사 자료 1,400만
건, 조사자료 160만건 등의 다량의 정보를 DB로 구축하였으며, 홈페이지(www.GIMS.go.kr)를 통해 국민들에
게 서비스함으로써 학계, 업계 등 지하수 분야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분야에도 많은 변화와 요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변화 등 물관리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지하수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지하수분야에도 IoT·빅데이터·AI 등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4차산업기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정책에는 물관리일원화 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보 통합관리 등에 대한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다행인건 이번 지하수법 개정(‘22.1월 시행)
으로 그간 절실했던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법제화(제5조의3)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의 지하수 정책지원(중앙정
부-지자체 연결) 및 지하수 관계기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2) 하
지만, 센터가 제도화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 제고가 필
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센터는 그간 축적된 지하수 수량, 수질 자료를 기반
으로 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 4차산업기술을 융합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기 구축한 지하수 정보를 자유
로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체계 구축을 추진중이다.
빅데이터 기반 정보분석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하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웹사이트를 구축중에
있으며, 국가지하수측정망 자료에 AI·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오결측 보정 및 수위예측을 통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이용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량 산정기준을 재산정하는 등 국가 통계 신뢰
도 제고도 도모중이다. 단순히 지하수 정보만의 분석에서 벗어나 기상, 지형, 지질 등 지하수와 관련한 여러
항목들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들의 니즈에 맞춰 서비스를 확대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과학적
으로 정부 정책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3)
또한, 센터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서비스 강화를 계획하
고 있다. 기존의 지하수 데이터 및 기술의 일방적인 제공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데
이터를 생성하고 받아갈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ISP(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으로 현재 센터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과거 추진실적의 피드백 분석을 통해 중장기 정보 서
비스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의 중요한 역할로 교육·홍보 기능이 있다. 국민들에게 지하수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하수 전시체험관 운영, Groundwater Korea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최신기술을 접목한
사이버교육체험관 구축, 온라인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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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현황

www.GIMS.go.kr

모바일 App 및 QR 서비스

센터 전시체험관

교육·홍보

이번 Groundwater Korea 2021은 ’건전한 물순환 회복으로 건강하게 누리는 지하수‘란 주제로 ’1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지하수 축제의 장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지하수 분야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모든 지하수 이용자들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약을 필요로 하는 바이다.
Key words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법제화, 4차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 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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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염암 및 결정질암 지역 샘물의 유량 및 주요 수화학 인자 변동특성 장기 모니터링
Long-term monitoring of variations in discharge and hydrochemical indicators in
some selected springs from carbonate and crystalline aqui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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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의 유량과 수질 특성은 일반적으로 강수, 토지이용 변화, 오염원 등 지표환경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서는 장기간 관측한 사례가 드물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전통적이고 보존
가치가 높은 수원지 중 탄산염암과 결정질암 지역에 위치한 샘물을 선정하고 1년 이상 월간으로 유량, 현장수
질 및 주요 용존항목 농도에 대해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량과 수화학 인자의 시간적 변동 특성을 파악
하고 주요 영향 요인을 평가하였다. 탄산염암 대수층 분포지역은 지질학적 특이성 뿐 아니라 지하수 유동 특
성과 탄산염암의 용해에 의한 수리화학적 반응 특성 연구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이 지역은 담수
공급, 생물다양성, 온천 또는 동굴과 같은 문화 공간 등 다양한 가치있는 자원을 제공해주고, 수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빠른 지하수 유동 및 유동경로의 복잡성 때문에 오염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도 영월, 정선, 태백 탄산염암 지역에 분포하는 용천수 6개 지점에 대해 2019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일부 지점의 조사시기가 상이함) 한달 간격으로 현장수질 측정(pH, EC, DO, 수온)과 용출량을 측정하였다.
수온은 모든 관측지점에서 계절변화에 따라 빠르게 반응하는데 이것은 대기 온도의 영향이 거의 지연되지 않
고 수온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짧은 유동경로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용천수들의 평균 유출량은 8,793
L/min 이며, 일간 유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27만 m3/d의 풍부한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전도도는 수원별로 최소 243±69, 최대 461±42 μS/cm 값을 가지며, 모든 지점들에서 주기적인 변동 특성이 보
인다. 용존산소는 주로 풍수기에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 강수의 유입 효과가 나타난다. 이번 연구는 현장 모니
터링 자료 기반의 예비결과로서 향후 용출량 변화와 각 수질항목에 대한 장기추세 분석, 다변량 통계분석을
통한 자료해석이 필요하며, 암상/단층과 각 수원의 용출량과 수질 특성에 대한 비교를 수행할 예정이다.

Fig. 1. Changes in spring discharg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measured at monthly intervals from
June 2019 to April 2021 at spring water sources in the karst region of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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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질암 대수층 지역으로는 충청 중앙지역의 천안과 세종을 선정하였는데 이 지역에는 지형과 지질학적 특
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 많은 샘물이 있다. 이 중에서 지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샘을 식수로 사용
해오고 있고,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6개의 샘물/관정에 대해 장기 관측을 수행했다. 2019년 6월
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2년간 월 1-2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각 샘물에 대하여 현장수질측정(수
온, pH, EC , DO)과 조사지점 중 자연유출 지점에서는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시기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조
사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큰샘과 승천사관정, 참샘은 주요이온 (Ca, Mg, Na, K, HCO3)의
변동계수가 10% 이상으로 참샘에서는 유량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더욱더 큰 변동성을 보였다. 큰샘은 Ca,
Mg 이온에서는 변동계수가 약 10%로 안정적임을 보였지만 그 외의 이온인 Na, K, SiO2, HCO3에 대해서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승천약수, 원약수터, 부강약수는 유량변동이 작으며 주요이온 (Ca, Mg, Na, K) 변동계
수가 10% 이내로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 컸던 샘(참샘, 큰샘, 승천사관정)에서는 빠르고 다양한
유동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강우 유입과 지표 유출수에 따른 이온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변동성이 작았던 샘물(승천사관정, 원약수터, 부강약수)에서는 체류 시간이 길어 주요 강우
에 따른 주요이온의 변동성이 적어 연중 안정적인 수질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사지역의 샘물
은 각각 다른 수문지질학적, 수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특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기
조사를 통해 각 샘물에 대한 다른 보존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Fig. 2. Variability of measured discharge and concentrations of major solutes during monitoring from
June 2019 to June 2021 in some selected springs in Chungch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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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탄산지하수의 수리화학적 특성과 지화학적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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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ochem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CO2 -rich water in Chungju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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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는 풍부한 수량과 독특한 수리화학 특성을 보이는 온천지구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연구를 수
행한 충주의 능암소유역은 탄산지하수와 알칼리 온천수가 함께 산출되고 있다. 연구지역의 지질은 고원생대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쥐라기 화강암으로 주로 구성되며, 백악기 산성 및 염기성 암맥이 도처에 관입하여
분포한다. 연구지역을 관통하여 서북서-동남동 방향으로 발달하는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이 존재한다. 이곳에
서 산출되는 탄산지하수는 22-29℃사이의 높은 수온을 가지며 좁은 지역과 고심도(500-700m)에서 채수가 이
뤄지는데, 탄산수 산출 지역과 약 4 km 떨어진 지점은 동일 심도에서 비탄산온천수가 산출된다. 연구지역의
구조적, 지질학적 특이성이 지하수화학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역의 경계 안에서 단층대를 따라 지표
수와 지하수, 탄산지하수 37개 관정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년간 채수(갈수기 2회, 풍수기 1회)하여 시공간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의 지표수 및 천부지하수는 Ca-HCO3유형, 심부지하수는 (Ca)-Na-HCO3유
형, 탄산지하수 그룹은 Ca-Na-HCO3 유형으로 분류되며 탄산지하수는 심부와 천부지하수가 혼합된 수리화학적
특성을 보였다.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조성은 연구지역 지하수가 강수로부터 기원하였음을 지시하고, 방사성
탄소동위원소 분석은 고심도(700m 깊이) 비탄산지하수의 체류시간이 3,590~3,690 yrs BP(Before present) 사이일
것으로 지시하였다. 지하수는 심도와 관계없이 높은 불소이온 농도를 가지는 관정이 관찰되었으며, 탄산지하수
와 온천수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4-17 mg/L사이의 고농도 불소성분이 관측되었다. 지하수의 스트론튬 동위원소
의 비에 따라 화강암과 편마암 기반암 영향이 구분되어 나타나며, 탄산지하수는 상당이 일정한 동위원소 비를
가지나 사용량(채수량)에 따라 다른 수체와 혼합되어 계절별로 값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구지
역은 앙성단층이 형성되며 연구지역 대수층의 수평연결성이 매우 낮아지고, 일종의 닫힌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심부기원의 이산화탄소 공급원에 의해 제한된 공간 안에 탄산지하수가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긴 체류시간을 가지는 탄산지하수 발달기작의 이해에 대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Key words : 능암소유역, 탄산지하수, 알칼리온천수, 동위원소, 불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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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내 동위원소 조성의 공간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수문학적 순환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전 세계 각지의 강수, 지표수, 지하수를 대상으로 동위원소조성의 광역적 공간분포
도를 작성하고 수문순환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내륙에 분포한 용천수와 3개 심도
로 구성된 다중심도관정 지하수 내 물 안정동위원소 조성의 공간분포를 제시하고 이를 좌우하는 주요 인자들
에 대해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산지에 분포한 127개소의 용천수와 3개 심도로 구성된 330개소의
국가지하수 관측망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였고, WS-CRDS를 이용해 산소와 수소 동위원소 조성을 분석하
였다. 용천수와 지하수 내 δ18O, δ2H, d-excess의 공간분포는 ArcGIS에 공간분석방법 중 하나인 radial basis
18

2

function method가 적용된 interpolation model을 이용해 작성되었다. 용천수와 심도별 지하수의 δ O와 δ H는
여름철 지역 강수선에 편향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d-excess의 범위는 10.1‰에서 11.7‰로 동아시아
몬순의 여름철 강수의 d-excess와 높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용천수와 심도별 지하수 유동에 있어 여름철
18

2

강우의 함양이 지배적임을 지시하였다. 우리나라 내륙의 δ O와 δ H의 공간분포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감
수록 점차 결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의 대단위 수문유역을 기준으로 평균된 용천수와 심도별 지하수의 δ
18

O는 위도 및 고도와 R2 > 0.6 이상의 음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도와는 R2 > 0.6 이상의
18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위도를 기준으로 그룹화 된 용천수와 심도별 지하수의 δ O
는 위도증가에 따라 동위원소 조성의 결핍 양상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성은 우리나라 내륙의
동위원소 조성의 공간분포가 여름철 북태평양 기단의 이동과 관련되어 위도 상승에 따른 온도감소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음을 지시한다. 용천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18

δ O와 d-excess는음의 상관성을 갖는 반면, 심도별 지

하수에서는 위도 36.5oN 이하 지역에서는 양의 상관성이, 위도 36.5oN 이상 지역에서는 음의 상관성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지하수 동위원소의 미조사 지역의 추정치를 제공하는데 활용되어질 수 있으며, 지
하수와 상호작용을 하는 수문학적 인자들 간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spring water, groundwater well, stable isotope, spati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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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한국 각 지역의 온천수 및 샘물의 자연유기물 분석연구
water

Analysis of natural organic matter in hot spring water and Cold spring
each region of Korea using a high-resolution mass spectromete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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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is critical for humans, and is an essential factor in supporting life. Natural organic matter
(NOM) is found in accessible groundwater (cold mineral springs) and hot mineral springs. However, NOM
remains largely undefined, with a complex molecular composition, presenting an analytical challenge. We
overcame this challenge using van Krevelen diagrams created using data obtained from Fourier-transform
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ry (FT-ICR-MS). The natural organic matter (NOM) properties
in water from cold and hot mineral springs in South Korea are not well documented.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NOM in water from 25 cold and hot mineral springs located across South Korea. The
NOM

of

each

sample

was

concentrated

using

solid-phase

extraction

and

analyzed

using

15T

Fourier-transform ion cyclotron resonance mass spectrometry (15T FT-ICR-MS). The origin of NOM was
identified using van Krevelen diagrams. In cold spring water, carbon, hydrogen, oxygen, and nitrogen
compounds (CHON; 43.9%) and carbon, hydrogen, oxygen, nitrogen, and sulfur compounds (CHONS;
28.11%) were found in the highest proportions. The distribution of organic compounds in van Krevelen
diagrams revealed high proportions of lignin (39.15%) and condensed aromatic structures (CAS; 30.08%).
In hot mineral spring water, CHON (40.24%) and CHONS (32.23%) were found in the highest proportions,
and van Krevelen diagrams showed high proportions of lignin (36.82%) and CAS (33.78%). The hot
mineral spring water had a similar composition to cold mineral spring water but double the concentrations,
including higher amounts of nitrogen and sulfur. In hot mineral springs, differences in temperature,
dissolved gas, water properties, and source play important roles due to the hydrogen sulfide re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n analytical metho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in each region of South
Korea can be established and used as a baseline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hot mineral springs, cold mineral springs, natural organic matter, 15T FT-ICR-MS, van
Krevelen dia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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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lecular characteristics of hot spring water samples from different sampling si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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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과학 기반의 전국단위 용도별 수질 적합지도 작성 및 앙상블 기법의 적용
Application of Ensemble Machine Learning on Groundwater Potential Mapping of
Specific Quality on a Regional Scale
이상훈1 , 권덕인 1 , 고은희2 , 이혜림1 , 고경석3, 이강근1*
1

1

2

1

3

1*

Lee Sanghoon , Kaown Dugin , Koh Eun-Hee , Lee Hye-Lim , Ko Kyung-Seok , Lee Kang-Kun
1

서울대학교, 2 제주연구원, 3한국지질자원연구원
*e-mail : kklee@snu.ac.kr
요

약

문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은 사용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수질 기준들이 존재하며 먹는 물과 같이 수질에
민감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개발단계에서부터 적합한 수질 조건을 가진 위치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
하다. 과거에서부터 여러 해에 걸쳐 지역마다 지하수 기초조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존재하는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전국 규모에서 공간적
으로 균질하지 못하게 분포하는 자료들을 단순한 보간법(interpolation)으로 전국적인 연속지도로 표현하거나
이를 이용해 복합적인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역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축적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공간적 상관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환경인자들을 예측변수로 활용하여 특정 용도
에 대한 수질 적합성을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였다. 전국적으로 수집한 약 6135개의 암반 대수층 지
하수 수질 샘플들을 음용 미네랄워터에 대한 수질 적합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지형, 토지이용, 토
양특성, 암반특성 등에 해당하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자료들을 기반으로 예
측할 수 있는 모델들을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특히 나무기반 앙상블 기계학습
(boosted regression tree), 부트스트랩 심층신경망(bootstrap deep neural network), 빈도비 모델(frequency
ratio model)로 구성된 학습 알고리즘들을 결합하는 슈퍼러너(super learner)를 도입하여 최적의 예측모델을 구
축하고 정확도와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결과로 도출된 수질 적합지도는 0과 1 사이의 포텐셜(potential) 값으로
표현되었고, 포텐셜 값들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각각 약 0.11, 0.18인 음으로 편중된 분포(negatively skewed
distribution)를 보였다. 포텐셜 값은 1에 가까울수록 타겟에 대한 수질 기준을 잘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
국적인 규모로 보았을 때 한반도 동부지역(강원도, 경상도)이 서부지역(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보다 비교적 높
은 수질 적합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의 예측모델은 환경인자들을 기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속성의 추
정 결과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어 중요한 환경요인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수의
알고리즘들을 결합하는 앙상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공간적 보간법은 물론 단일 기계학습들보다 뛰어난 성능
의 모델을 만들고 수질 기준을 변경하여 다양한 용도에 대한 수질 적합지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NST)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P) (No. CAP-17-05-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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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C를 이용한 지하수연대측정모델의 유효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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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물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좋은물에 대한 과학적 정의, 유용성분의 함량 뿐 아니라, 유용성분의 부화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해당 물에 관한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좋은물로써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 수백
년 ~ 수만년의 비교적 오래된 연대의 물에 대한 연대측정을 위해서는
정법은 물속에 용존된 용존무기탄소(DIC)중의

14

14

C이 흔하게 이용되고 있다.

14

C연대측

13

C만을 이용하거나, δ C을 같이 이용하는 ‘단시료분석법’이 흔

하게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단순화된 DIC부화과정을 가정하기 때문에 많은 오차를 포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DIC가 다양한 화학반응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들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들의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함양과정 중 불포화대에서의 탄산염용해와 토양
가스와의 동위원소 교환에 따른 영향과 함양이후 규산염의 풍화에 따른 탄산염 풍화 등의 과정에 따른

14

C연

대측정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빗물이 침투, 함양됨에 따라 변화되는 DIC조성을 PHREEQC
를 이용하여 합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임의의

14

C와 δ13C 값을 계산하였다(14C붕괴가 없는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14

C값에 대한 연대를 직접 계산하였다. 이처럼 합성된 DIC,

14

C와 δ13C 값과 수질자료들은 NETPATH

에 입력하여, 질량균형법으로 연대를 계산하고 직접 계산된 연대와 비교함으로써, 만들어진 수질자료의 연대
값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진 수질자료들에 대하여 각종 단시료측정법들을
이용하여 연대를 계산하고, 결과 값들을 가상의 ‘실제 값’과 비교함으로써, 각 방법들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지하수의 DIC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었다.
Key words : 연대측정, 동위원소, 용존무기탄소,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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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토양 시스템 침투수 내 용존 유기물 성상 및 잠재적
소독부산물 생성능 연구: UV광-풍화 영향
Effect of UV-aging on infiltration water in microplastic (MP)contaminated soil system and its chlorinated disinfection byproducts (DBPs)
formation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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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은 부적절한 처리와 더불어 대량 폐기로 인한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환경 이슈 중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수 환경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상에 비해 미세플라스틱의 토양/퇴적 환경 오염은 고농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
정이다. 자연환경으로 유입한 미세플라스틱은 햇빛과 같은 다양한 풍화작용들에 의해 주변 수층으로 관련 용
존 유기물을 방출할 수 있으며, 이를 미세플라스틱 유래 용존 유기물 (Microplastic-derived dissolved organic
matter, MP-DOM)이라 불린다. 이러한 MP-DOM은 공통적으로 플라스틱에 함유된 여러 첨가제뿐만 아니라
중합체로부터 기인된 올리고머 등 비균질적 복합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관련 연구에서 미세플라스틱
이 UV광-풍화에 의해 용존 유기물 용출 정도가 가속화되며, 그로 인해 생성된 산소 포함 작용기는 수중 환경
반응성을 증가시켜 소독부산물을 생성시키고, 중금속과의 결합하여 그 이동성을 높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기존 문헌 결과를 토대로 미세플라스틱 오염된 토양 환경 내 용출될 MP-DOM은 최종적으로 대수층에 도달
하여 지하수 수질뿐만 아니라 토양 환경 속 자연 유기물 및 다양한 오염물의 거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 침투 모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세플라스틱 오염된 토양 시스템으로부터 채취된 침투수
내 MP-DOM을 조사하고 이를 대조군(순수 토양) 침투수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 UV광-풍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처리되지 않은 미세플라스틱과 UV광-풍화된 미세플라스틱 오염 토양으로부터 용출된
용존 유기탄소 농도를 비교하고, (2) 형광 EEM 및 FT-IR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침투수 내 MP-DOM의 고유
한 특성을 조사하고, (3) 마지막으로 염소화 시 소독부산물의 전구체로서 트리할로메탄의 생성 가능성을 평가
해보고자 한다.
Key words : UV-aging, microplastic, dissolved organic matter, soil filtration system, disinfection by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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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soil filtration system used in this study.

Fig 2. Comparison of DOC concentrations and specific THM formation
potentials of the infiltration water obtained from pure or UV-aged MP
contaminated soil system (5 g-MP/kg-soil). The gray colored bar for the
control solution with no MP contamination, and the blue for EPS-DOM and
the red for PVC-DO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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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기물과 공동-열분해에 의해 제조된 적니 기반 금속 바이오차의
폐수 처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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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니(red mud)는 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보크사이트(bauxite)를 Bayer 공정(전 세계적으로 95% 이상
사용)을 통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이 적니는 생산과정에서 알루미늄 1
톤당 약 1-1.5 톤이 발생한다 [1]. International Aluminium Institute(IAI)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
연간 약 6천5백만 톤의 알루미늄을 생산되었으며 [2], 이 생산에 의해 발생된 적니는 약 6천5백만-9천7백만 톤
으로 추정된다. 이 막대한 양의 적니는 대부분 매립 부지를 조성하여 매립 후 복토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
다, 하지만, 이는 부지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독성 및 높은 알칼리성(>pH 11), 금속 함량(예, Fe 및 Ti, Al
등) 때문에 심각한 생태계 및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매립 후 복토에 대
한 대처 방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재료(시멘트 및 벽돌 등)로의 재이용 및 토
양 개량, 중금속 흡착, 중화제, 철 회수, 탄소 광물화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하지만, 매년 막
대한 양의 발생에 비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다양한 처리 연구 및 기술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적니와 유기성 폐기물(리그닌 및 오렌지 껍질 등)을 혼합하여 공동열분해(co-pyrolysis)를 금속
바이오차를 제조하고 이를 폐수처리(흡착 및 산화·환원) 분야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ey words : 적니, 유기성 폐기물, 공동열분해, 금속 바이오차, 흡착제, 산화·환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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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공동열분해를 통한 합성가스 및 바이오차 생성
Synergistic Effects of Blending Seafood Wastes as Co-pyrolysis Feedstock
on Syngas Production and Biocha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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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on seafood wastes, chitin and oyster shell, were co-pyrolyzed in different atmospheric
conditions of N2 and CO2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lending the two wastes on syngas production and
adsorption capability of the produced biochar in Cu(II) adsorption. The gas analyses indicated that
amendment of oyster shell to chitin pyrolysis substantially enhanced production of H2 and CO as
compared to using chitin as a sole feedstock. The enhanced syngas production was deemed to arise from
the catalytic effect of calcite (CaCO3) contained in oyster shell that expedited thermal decomposition of
chitin. The syngas production was more pronounced in N2 condition than in CO2 condition. The biochar
samples produced from co-pyrolysis in both atmospheric conditions had different mineralogical composition
and surface characteristics. The biochar produced under CO2 condition showed strong pH buffering
capacity to maintain the pH increase within neutral range. The maximum adsorption capacity of CO2
biochar was 2.5 times (~1,000 mg g-1) higher than N2 biochar (~400 mg g-1), which was attributed to the
abundance of calcite particles that served as major reactive sites of ion exchange reaction with Cu(II). In
overall, this study offers an effective strategic way to maximize syngas production and produce biochar
with specific functionality.
Key words : co-pyrolysis, chitin, oyster shell, synthetic gas, CO2 utilization, Cu(II)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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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댐 설치시 수질,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내 칼럼실험을 통해 채움재의 종류, 크기, 경제성, 기능 등
의 다양한 방면에서 맞는 채움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질 개선에 있어 채움재의 입자가 세립질
일수록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지만 수량을 확보하기 힘들고, 조립질일수록 수질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일
반적으로 채움재로써 많이 사용되는 모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움재를 검토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내 칼럼
실험을 통하여 적정 채움재 설계방안 검토를 실시하였다.
채움재는 0.8-1.2 mm, 2-4 mm의 입도를 기준으로 3종의 채움재(Silicate Sand, Zeolite, Filtralite)를 비교해
보았다. 각 채움재들을 정수위투수시험, 입도, 밀도, 단위중량 측정을 통해 투수계수 및 공극률, 균등계수 등
물성을 측정하였으며, 칼럼시험은 100 NTU 내외의 혼탁수를 채움재가 채워진 칼럼 상부에 주입하여 탁도
(NTU) 저감률과 수질 변화, 대장균수 감소 등을 확인하였다. 여과효과와 대장균수 감소는 Filtralite가 가장 우
세하였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Sand를 사용하여 장기적인 탁도 저감을 확인하였다.
건기와 우기의 강수량 차이는 700 mm 이상 차이가 나므로 우기에 많은 양의 유량과 빠른 유속이 있을 수
있다는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칼럼으로 들어가는 수량을 조절하며 시험을 진행하였다. 칼럼시험은 111 NTU
부터 시작하여 1000 NTU까지 탁도를 증가시키며 약 7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칼럼실험 결과,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탁도 저감률은 83.7%에서 99.8%로 점점 높아졌다. 혼탁수가 투여될수록 채움재 내에 여과물질이 쌓이면
서 탁도 여과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혼탁수 주입 후의 채움재에 0.05 NTU의 수돗물을 13시간동안 주
입하여 우기 이후의 상황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칼럼 하부로 유출되는 물의 탁도는 평균 3.0 NTU(0.5-28.9
NTU)로 유입되는 깨끗한 수돗물의 탁도 대비 높은 혼탁수가 유출되었다. 칼럼의 채움재 내에 여과된 약 1600
g 이상의 황토가 깨끗한 수돗물이 칼럼을 통과하면서 함께 씻겨져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여과효과는 여과가
진행될수록 높아지며, 혼탁수의 탁도가 높을수록 우수한 것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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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기반 오염부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화곤란부지 위해도 저감을 위한 오염확산방
지기술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 확산 방지기술 중 지하수 내 오염물질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반응벽체기법은 지하수 정화 기술 적용 비용과 환경 생태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
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 오염부지에서 반응벽체기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운영에 따른 벽체 내 반응매질의 반응성 및 투수능 변화 등 장기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반응벽체 관련 국내외 연구는 대부분 새로운 반응매질 개발 및 그 반응성 평가에 편중되어 장기
안정성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장기칼럼실험을 통해 반응벽체 내 반응매질의
반응성 및 투수능 변화양상을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오염물질 거동 모델링과 접목하여, 반응벽체 장기 안
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내 지하수 오염부지에서 반응벽체를 시범적으로 시
공·운영하며, 개발된 장기 안정성 예측 기법을 적용해봄으로써, 이를 검증·보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 오염물질은 유해성과 국내 지하수 오염 빈도 등을 고려하여 염화유기화합물
(trichloroethylene(TCE), tetrachloroethylene(PCE))로 선정하였으며, 반응매질로는 염화유기화합물 오염 지하
수 현장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영가철을 사용하였다[1]. 영가철로 구성된 칼럼에 TCE/PCE 오염 지하수를 장기
간 유입시키며 오염물질 제거율 및 투수계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Micro-CT, Microfluidics 등,
비교란 상태에서 매질 간극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분석법을 통해 반응매질 반응성 및 투수능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작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는 MODFLOW, TOUGHREACT 등 오염물질 거
동 모델링 코드와 결합하여 반응벽체의 장기 안정성 예측 모델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개발된 모델은 국내
TCE/PCE 오염부지 반응벽체 설치 현장에 실제로 적용해봄으로써 그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고,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범위 민감도 분석을 통해 유입수 조건에 따른 반응벽체 내 반응성 및 투수능 변화를 확
률범위로 추정해 정상운전 및 운전 실패의 경우로 나누어 예측하려한다. 필요할 경우 침전광물에 대한 이미지
자료, 시계열 수질인자 등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등 공정기반(process-based) 모델의 단점을 보
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종적으로 반응벽체 장기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될 반응벽체 장기 안정성 예측 기법은, 반응벽체의 수명과 그에 따른 매질의 교체 시기 또는
반응벽체 추가 시공 시기를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반응벽체 설계 및 운영·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
다.
Key words : 반응벽체; 반응성; 투수능; 장기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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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배수슬러지를 이용한 비소오염 농경지(논)의 안정화
Stabilization of As Contaminated Paddy Soils using Coal Mine Drainage Sludge (CM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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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산배수 슬러지(coal mine drainage sludge, CMDS)는 석탄광산에서 발생하는 산성광산배수를 처
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부산물이다. 광산배수의 처리방식에 따라서 알칼리제를 이용한 중화침전이나
전기분해를 통한 금속수산화물의 침전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광산배수 슬러지는 철(Fe)의 함량과 알칼리
도가 높아 중금속이나 비소로 오염된 농경지 대상 안정화제로서의 적용성이 많이 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적용성 검토의 일환으로 담수조건 토양(논)에서의 비소의 안정화 효과를 농작물의 전이 관점에서
포트(pot)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실험대상 토양은 비소 농도 30 mg/kg으로 폐금속광산 주변 논에서 채취한 것이었다. 채취직후 체질을
통해 5 mm 이하의 입자를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검토대상 CMDS는 2종이었는데, 소석회(Ca(OH)2)를 이용한
중화처리과정(CMDS-A), 전기분해/응집 처리과정(CMDS-B)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건조토양 2.8 kg과 무게비
대비 1% 수준의 CMDS를 혼합하여 1/5000a 규격의 와그너포트에 적재하였다. 각 처리조건(control, CMDS-A,
CMDS-B)별 3반복으로 하여 총 9개의 포트를 배치하였다. 포트설치 직후 바로 수돗물로 담수를 하였고, 3일
경과시점에 벼(오대) 모종을 식재하였다. 논토양 모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포트를 담수하였고, 담수기간은 모종
식재로부터 100일 전후까지였다. 담수종료 후 33일 경과시점에 쌀알과 뿌리를 채취하였고, 토양오염물질인 비
소함량을 분석하였다. 시료의 전처리는 식품공전을 준용하였고, 정량분석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를 이용하였다.
벼 뿌리의 비소함량 분석결과 CMDS-B로 안정화 처리한 토양에서 성장한 경우 75 mg/kg으로 대조구
(control)의 74 mg/kg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CMDS-A를 처리한 토양에서 벼를 재배한 경
우 벼 뿌리의 비소함량은 64 mg/kg으로 대조구에 비해 15% 가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미로 분석
한 쌀알의 비소함량 역시 CMDS-B 처리조건에서 3.2 mg/kg으로 대조구의 2.3 mg/kg보다 다소 높게 확인되
었으나, CMDS-A 처리조건에서는 1.9 mg/kg으로 17%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실험에 사용된 CMDS의 pH는
각각 8.5(CMDS-A), 8.3(CMDS-B)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비소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소로
알려진 칼슘(Ca)과 철의 함량에 차이를 보였다. 철의 함량은 CMDS-B가 CMDS-A보다 2.6배, 칼슘의 함량은
소석회의 영향이 높은 CMDS-A가 CMDS-B보다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 토양 내 비소의
거동은 As-Ca 침전의 영향을 높게 받아 알칼리 중화처리방식으로 생성된 CMDS의 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Key words : stabilization, arsenic, paddy, CMDS (coal mine drainage sludge),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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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광산 지역 주변 물 환경에서의 중금속 거동 특성
Heavy metals behavior in water environment at Gubong min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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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광산지역 지하수-지표수 내 존재하는 중금속성분들의 용존-침착-재용탈 등의 복합적인 거동을
통한 주변주역으로의 환경오염 확산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부지는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구

룡리에 위치한 구봉광산과 이에 인접한 광산폐기물 적치장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폐기물 적치장으로부
터 배출되는 침출수와, 주변 지역의 하천수, 지하수, 하상퇴적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pH, DO, ORP, EC,
온도), 물 시료의 실내 분석 (양이온, 음이온), 하상퇴적물의 연속추출시험, SEM-EDX 분석, 수리지화학모델링
(PHREEQC)을 수행하였다.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는 2021년 6월과 8월에 수행되었으며, 6월과 8월의 무강우일수는 각각 6일과 16일이다.
현장측정결과, pH는 6.96 ~ 7.43 (6월), 6.84 ~ 7.47 (8월), EC는 148.70 ~ 196.20 μS/cm (6월), 147.40 ~ 170.10

μS/cm (8월)으로 두 시점이 비슷한 값의 범위를 보였다. 하지만 ORP는 228.10 ~ 434.00 mV (6월), 139.80 ~
267.80 mV (8월)로 6월이 8월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측정되었으며, 6월에는 하류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이지
만 8월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물시료의 성분 분석결과, 연구지역의 물 유형은 Ca-HCO3 type 이며, 중금속은 일부 지하수와 하천수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으며, 농도는 8월이 더 높게 검출되었다. 또한 하상퇴적물의 SEM-EDX 분석결과, 비소가 검
출된 하천지점에서 철과 비소의 침전물이 관찰되었다.
비소가 검출된 하천수를 대상으로 한 PHREEQC를 이용하여 speciation modeling을 수행한 결과, 하천수-6,
-7, -C의 비소가 6월에 Fe와 결합된 FeAsO4가 70% 이상이였지만, 8월에는 2% 이하이며 H와 결합된
-

H2AsO4 가 60% 이상의 비율로 존재한다. 이는 하천에서의 비소 이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
하여 하상퇴적물의 연속추출시험 결과와 함께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하상퇴적물의 연속추출시험 결과는 학술
발표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Key words : 중금속 거동, 지하수, 지표수, 하상퇴적물,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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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의존생태계 (Groundwater-Dependent Ecosystem : GDE) 특히, 습지의 보
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환경 변화에 따른 유형별 수생생물 생태 정보구축, 보전 및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며, 지하수의존생태계의 질과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존의 습지 생태
평가의 경우, 서식처나 식생을 이용한 평가방법은 존재하나 지하수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수생생물
을 이용한 평가방법이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1], 습지의 수리수문학적 특성 및 이화학적 요인의 고려
없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백석제습지를 대상으로 계절에 따른 지하수의존생태
계에 서식하는 수생생물 (동·식물플랑크톤,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생식물 등)을 조사하여 수생생물
DB를 구축하고, 지하수 및 습지의 계절적 수위의 변동에 따른 생물상의 변화를 비교·평가하고자 하였다.
계절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 전국내륙습지 조사지침에 의거하여, 분류군별 4회 조사를 하였고, 수생생물
과 습지, 지하용출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수생생물의 종 조성에 미치는 지점별 주요인에 대한 추가적
인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물플랑크톤은 수온(r=-.052, p=.828) 및 지점별 실측수심(r=.232,
p=.325)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고,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지점별 실측수심(r=.650, p=.002)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오나, 지하용출수의 영향을 받는 지점3(St.3)은 지하수 수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생물학적 수환경평가(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 ESB)
결과

“강부수성(polysaprobic)” 오수생물계열로 분류된 백석제 습지 중 내성이 약한 일부 저서성대형무척

추동물의 출현빈도가 지하용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백석제 습지는 강우
와 지하용출수의 유입으로 인한 습지 수위의 증감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계절적 특성인
수온이 저하됨에 따라 나타난 생태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어류에 비해 이동성이 적고, 서식조건에 따라 군집을 형성하기 때문
에 담수생태계에 중요한 생태적지위(niche)에 위치하며, 자연환경평가의 지표로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수 의존도에 따른 수생태계 관리를 위해 수리수문학적 특성, 이화학적 수질평가, 생물학적 수환경평가
(Total 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 TESB, Average Ecological Score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 AESB)[2]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기저유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습지의 보호, 보전 및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수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생
태교육과 연결되어 생태계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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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토양환경 내 독성 유기비소 종의 흡착 경향 특성
Characteristics of sorption behavior of organic arsenic compounds in real soil
environment
조민규1 , 정슬기1 , 안진성2 , 윤혜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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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형태에 따라 독성 및 거동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
V

V

를 들어 dimethylarsinic acid (DMA ) 같은 유기비소의 경우, arsenate (iAs ) 같은 무기비소에 비해 낮은 독
성을 가지고 있으나 (LC50-DMAV: 843 / iAsV: 571 μM), 높은 농도의 황 조건에서 발생하는 thiolation으로 인
해

생성되는

dimethylthioarsinic
V

acid

(DMMTAV)은

무기비소보다

높은

독성을

함유하게

된다

[1]

(LC50-DMMTA : 10.7 μM) . 여기서 thiolation 반응이 추가로 진행되어 생성되는 dimethyldithioarsinic acid
(DMDTAV)는 DMMTAV에 비해 낮은 독성 (LC50- DMMTAV: 26 / DMDTAV: 3660 μM)[2]을 가지고 있으나,
산화조건에서 쉽게 DMMTAV로 변이된다.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에서 점토광물 존재 하에 독성 유기비소 종들
의 흡착 특성 및 변이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미량 원소와 미생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 토양에서 독성 유기비소 종들의
흡착 및 변이 특성을 비교해보기 위해 논 지역과 갯벌 지역에서 자연 토양을 채취하였다. 각 토양들은 건조하
여 체로 거른 후 보관하였고, 기존 진행된 점토광물 흡착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미생물
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유기물이 다량 함유된 논토양의 경우, 유기물에 의한 종 변이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
어날 것으로 추측되며, 갯벌 토양에서는 함유된 고운입자들로 인한 넓은 표면적 때문에 유기비소 종의 흡착이
더 활발하게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Key words : Organoarsenicals, Dimethylarsinic acid, Dimethylthioarsinic acid, Dimethyldithioarsinic acid,
real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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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bilization of lead in contaminated firing range soil using cockle shell and
mussel shell
문덕현
Deok Hyun Moon
조선대학교
*e-mail : dhmoon@chosun.ac.kr
Abstract
Firing range soil has been found to be seriously contaminated with lead (Pb) because of the
bullets used during firearms target practice. Firing ranges are usually operated for many years continually
without any remediation. Therefore, significant levels of Pb could be accumulated in firing range soils and
remedial action is neede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Pb exposure to humans. There are 1,700 small
arms firing rang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significant contamination of Pb has been reported. Lead
(Pb) is known to be very toxic to humans and can cause damage to the brain, red blood cells, blood
vessels, kidneys and the nervous system. In order to remediate Pb contaminated firing range soil, the
immobilization process could be a viable remediation technique due to its simple application and
cost-effectiveness. In the past, industrial byproducts such as cement kiln dust and fly ash have been used
as immobilizing agents. However, recently, natural waste has received increased attention. In this study,
cockle shell (-#10 mesh material) and mussel shell (-#10 mesh material) were used as immobilizing
agents. Also, calcined cockle shell and mussel shell were also used to immobilize Pb contaminated firing
o

range soil. The calcination process was conducted at 900 C for 2 hours in order to convert calcite (CaCO3)
which is main phase in cockle shell and mussel shell to quicklime (CaO). The contaminated firing range
soil was treated with cockle shell and mussel shell at a dosage of 2 ~ 10 wt%. On the other hand, the
Pb contaminated soil was treated with a dosage of 1 ~ 5wt% of calcined cockle shell and mussel shell.
Curing periods of 7 days were investigated. The 0.1N HCl extraction method was us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immobilization. The immobilization treatment results showed that Pb leachability was
reduced with increasing immobilizing agent dosage. A reduction in Pb leachability of approximately 65%
and 55% was attained upon 5 wt% calcined cockle shell and mussel shell treatments, respectively. This
study suggests that cockle shell and mussel shell could be effective immobilization agents when they are
applied to Pb contaminated firing range soil with optimum dosages.
Key words : lead, soil immobilization, cockle shell, mussel shell,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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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 생성에 따른 가축분뇨의 중금속 거동 평가
Availability of Heavy Metals in Livestock Manure-Derived Bio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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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계적으로 육류소비의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의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다.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영양
물질이 풍부한 비료로 사용되어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 시킬 수 있지만,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에 유출될
[1]
경우 부영양화, 악취를 유발하는 등 토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특히, 가축분뇨는 사료 및 성장
촉진제에 첨가된 중금속(Cu, Zn 등)이 포함되어 토양으로의 중금속 용출 및 작물로의 중금속 축적을 야기할
[2]
수 있다 . 그러므로 가축분뇨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잠재적인 생물이용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중금속의 독성은 농도보다는 화학적 성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가축 분뇨의 열분해는 바이오차
(biochar)를 생성하며, 열분해 과정동안 유기물의 분해 및 휘발이 일어나고, 중금속의 결합형태가 바뀌게 된다
[3]
. 즉, 열분해는 가축 분뇨 내 높은 중금속이 유발하는 토양 오염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바이오
차는 토양 내 중금속 오염 저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물질의 흡착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 농업 폐기물 감
소, 연료 생산 및 탄소 고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축분뇨 생산량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분와 돈분을 사용하여 열분해에 따른 가축 분뇨 내 중금속의 이용성
을 평가하였다. 우분과 돈분은 400℃에서 열분해하였으며, 열분해 전 후의 가축분뇨 내 중금속의 전함량분석
(Aqua regia), 용출가능성(TCLP), 식물이용성(Phytoavailability), 연속추출법(SM&T)을 수행하였다. 가축분뇨
를 열분해 하여 바이오차로 만들면, 중금속의 함량은 증가하였으나, 용출가능성이나 식물이용성은 크게 감소하
였다. 이는 중금속의 결합형태 분석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따라서, 중금속을 함유한 가축분뇨를 열분해하면 전
체적인 중금속의 이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바이오차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 이용성 감
소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Key words : 가축분뇨, 우분, 돈분, 바이오차, 중금속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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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GT의 수계내 소수성 유기화합물의 확산계수

1

이상훈1 , 최지연2 , 신원식1*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2 포스코
*e-mail : wshin@knu.ac.kr
요

약

문

매년 운송사고, 작업자 부주의,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등과 같은 이유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
경에 유출 또는 노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수계로 유출된 화학물질 중 소수성 유기오염물질은 하
천 퇴적토내 미세토, 점토성 입자 그리고 유기물에 의해 퇴적토와 강하게 결합하여 저서에 장기간 존재하며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페놀, 메타크레졸, 벤젠, 톨루엔 및 니트로벤젠와 같은 소수성 유기오염물질의 경우
소화기, 호흡,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영구 장애 및 사망(페놀), 내부 장기 손상(메타크레졸), 청
력 손상(벤젠), 중추신경계 손상(톨루엔) 등을 유발하여 인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독
성물질이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신속하고 정확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퇴적토내 소수성 유기오염물질(페놀, 메타크레졸, 벤젠, 톨루엔 및 니트로벤젠)의 농도 평가를 위해
XAD-18 레진셀을 이용한 o-DGT(diffusive gradient in thin films)를 개발하고 확산계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소수성 유기오염물질의 확산계수 값 비교를 통해 오염물질의 용해도가 XAD-18 레진셀의 흡착능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Key words : Sediment, o-DGT, XAD-18, Adsorption, Phenol, m-Cresol, Benzene, Toluene, Nitroben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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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 Encapsulation 작용을 통한 논토양 내 비소의 이동성 저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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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토양에 오염된 비소는 작물로 전이되어 벼에 축적되고, 이는 먹이사슬을 통하여 인체에 노출된다. 지속적
인 비소의 섭취는 피부 및 여러 신체 장기에서 암을 유발하며 호흡기, 신경, 순환기계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발
생시킨다. 논토양은 토양 입자가 미세하고 오염이 발생하면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실제 섭취를 목표로 하는
작물을 재배한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토양 내 오염 물질의 유해성이 낮은 형태로 변환시키는 안정화
공법이 실제 오염부지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화학 물질에 의한 안정화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
화와 2차 오염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안정화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Silica는 토양 내 풍부하게 존재하는 물질로 용액 상태에서 silicate ion(SiO44-)을 생성하고 silioxane
[1]

groups(Si-O)를 형성하여 gel을 형성할 수 있다 . 즉, silicate 및 silicate-derived gel은 매우 높은 물리·화학
적 안정성을 가지며 토양 내에 결합되어 있는 철 산화물과 결합된 비소를 효과적으로 응집(encapsulation)시킬
수 있다. 더불어 이전의 화학물질을 통한 안정화 방법에 비하여 농작물의 성정을 저해하거나 토양의 특성 변
화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silica를 적용한 비소 오염 토양의 encapsulation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도
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토양에 적용된 silica 안정화제는 silicate ion(SiO44-)을 공급하고 철산화물과 결합한
비소를 encapsulation하여 비소의 이동성을 감소시키고 작물로의 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작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비소로 오염된 model 토양을 제작하여 silica 안정화제
적용을 통한 비소의 이동성과 식물이용성 및 생물학적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Key words : Arsenic, Rice, Paddy Soil, Silicate, Encapsulation, Environmental friendly
[Acknowledgment]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과제번호: NRF-2019R1A4A1027795, 2021R1A2B5B0100212211), 4단계 BK21사업(전
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학과-글로컬 자원순환 환경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B.K. Coltrain, L.W. Kelts, The Chemistry of Hydrolysis and Condensation of Silica Sol—Gel
Precursors, in: The Colloid Chemistry of Silica, American Chemical Society, 1994, pp. 403-418.
.
저자정보
주저자: 박진, 전북대학교, 석사과정
교신저자: 백기태, 전북대학교, 교수

- 234 -

KoSSGE 추계학술대회
2021년 11월 11일-12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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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머드는 보크사이트(bauxite) 광물에서 알루미늄을 제련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산업부산물로 알루
[3,6]

미늄 추출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NaOH)으로 인해 강알칼리성(pH 12-13)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레드머드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레드머드로부터 금속 자원 회수 및 재활용의 필요성이 점
차 중요해지고 있다. 레드머드는 다량의 Fe2O3, Al2O3 성분의 광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 산화물은 비소를 포
함한 여러 중금속 흡착에 효과적으로 레드머드를 이용한 폐수 및 오염 토양 정화에 활용하는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1,2,5]. 하지만 레드머드의 강알칼리성 특성으로 인해 레드머드의 보관 및 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줄이고 레드머드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레드머드의 높은 pH를 낮추는 중화 과정이 필요하다.
레드머드를 중화하기 위하여 산처리, 소성처리나 철 기반 물질을 통한 개량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
며 이 중 CO2를 이용한 탄산화를 이용한 중화 방법은 레드머드를 중화할 뿐 아니라 대기 중 CO2를 고정화하
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2 가스를 이용하여 레드머드를
중화하고 중화된 레드머드를 중금속 오염토양정화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양

세척(Soil

Washing),

식물

정화(phytoremediation),

고형화

및

안정화

(solidification/stabilization)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안정화(stabilization)는 중금속 오염 토양에 안정
화제를 주입하여 중금속을 화학적으로 안정한 형태로 변화 시켜 중금속의 이동성 및 생물 유효도를 줄이는 기
술이다. 최근에는 슬래그나 레드머드와 같은 산업부산물이나 바이오차 등을 오염 토양의 안정화제로써 활용하
여 비소 및 중금속을 안정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선행연구에서 레드머드를 이용하여 토양 중 비소의
안정화를 수행하였을 때에 첨가된 레드머드의 양이 증가하면서 토양의 pH가 증가하여 비소의 용출이 증가하
였으나 산에 의해 중화된 레드머드의 경우 비소의 안정화 효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7,8]. 본 연구에서
는 비소로 오염된 오염 토양의 안정화를 위해 CO2로 중화된 레드머드를 적용하였다. CO2 가스를 이용하여 레
드머드의 pH를 낮추고 중화한 후 레드머드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를 평가하고 중화된 레드머드를 이용하여
광산 주변의 비소 오염 토양을 대상으로 안정화를 수행한 후 토양 중 비소 및 중금속의 안정화 효율을 평가해
보았다.
Key words : 폐광산 토양, 안정화, 레드머드, 이산화탄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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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온상승과 과다한 영양염류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하천 및 호소에 미세조류가 과다 증식으로 인한 녹
조현상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해조류(남세균; cyanobacteria)의 과다 증식은 마이크로시스틴
(microcystins)과 아나톡신-a (anatoxin-a) 등과 같은 독성물질을 생성하여 생태계 및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생태계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인 조류 제어가 필요하다1). 현재 조류를 제어하
기 위하여 다양한 물리·화학적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여러 기술 중 조류를 사멸하여 제어하는 기술의 경우
사멸 세포와 세포 내 독성물질의 용출로 인한 2차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조류를 사멸시키지 않
고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제어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회수된 조류의 자원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
하다. 조류는 바이오디젤이나 에탄올 등과 같은 생물연료(biofuel), 화장품, 비료, 건강식품 및 사료, 식품첨가
제,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조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차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열분해시켜 만든 바이오차가 탄소고정화 효과
와 함께 토양적용 시 토양 질을 개선하여 농업 생산성 증진의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실질
적인 탄소저감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2,3).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차는 조류의 풍부한 질소 및 무기질 함량으로
인하여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표면의 여러 작용기에 의한 오염물질의 흡착제거 등의 정화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생산된 바이오차를 중금속 오염토양복원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열탄화(hydrothermal carbonization)를 이용한
바이오차 생산과 바이오차에의한 중금속 흡착특성을 평가해 보았다. 수열탄화 공정은 물이 있는 조건에서 고
압에서 기존 탄화공정보다 낮은 온도(~200℃)에서 반응이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회수된 조류 바이오매스의 건
조과정 없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lorella Vulgaris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온도 및 반응
시간을 달리하여 수열탄화를 진행하여 바이오차를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바이오차에 대한 중금속 흡착 특성을
평가해 보았다.
Key words : 수열탄화, 미세조류, 바이오차, 중금속,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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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산강 현장 연구에서 얻은 조개(Corbicula fluminea) 및 미생물 군집의 수은
생물 축적 및 독성 영향
Mercury bioaccumulation and toxic effects in Asian clams (Corbicula flumi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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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vy metals such as mercury (Hg) impose lethal effects to benthic community (Fatima et al.
2014). Analyzing the toxic effects of Hg in the benthic organisms and microorganisms can be helpful in
monitoring and evaluating the hazardous impacts related with public health (Liu et al. 2011). This study
uses

Asian

clams

to

investigate

the

bioaccumulation

and

toxic

stress

resulted

due

to

the

Hg-contamination in the Hyeongsan River. The major aims of this study were 1) to study the
bioaccumulation potential of Hg in Asian clams, 2) to study the biomarker genes expressions induced in
Asian clams as a function of Hg-contamination, and 3) to determine the bacterial community structure
and metabolic diversity of sediment impacted with Hg pollution.
To achieve this goal, healthy clams were exposed to Hg-contaminated sediment which is filled in
the bucket and implanted in different sites (HS1 ~ HS4) of Hyeongsan River, Pohang, South Korea. After
28

days of exposure, clams, pore water, and sediments were sampled and used to

analyzed

Hg-bioaccumulation, biomarker genes, and alteration in microbial community.
From the whole sediment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site HS4 accounted highest total mercury
(THg) (16278 µg/kg) and methylmercury (MeHg) (23.5 µg/kg). Both THg and MeHg were also highest in
HS4 site pore water samples, accounting a total of 1.1 µg/L and 1.8 ng/L, respectively. The clams
collected from bucket implanted in HS4 site showed highest bioaccumulated THg (401.5 µg/kg) and MeHg
(101.5 µg/kg). The biomarker genes (hsp70, hsp90, gsts1, and cat) exp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st folds (10–14 folds) of gene expression were observed in the clams samples implanted in HS4
site. The 16S rRNA gene amplicon sequence analysis revealed variation in the bacterial community across
different sampling sites. Proteobacteria was predominant phylum in all the samples, however its relative
abundance was increased in Hg-contaminated sites, indicating members of this phylum get enriched.
Bacteroidetes phylum was highest in HS1 sites and its abundance declined as the Hg-concentration
elevated in different sites. The metabolic diversity was also decreased as the Hg-level increased in HS2,
HS3, and HS4 sites. Overall, these data indicated that Hg-contamination in sediment imposed toxic effects
on both benthic organisms and microorganisms.
Key words : Mercury-contamination, Sediment, Clams, Toxicity, Biomarker genes, Microbi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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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g and MeHg concentration in various samples.

Fig. 1. Bacterial community analysis.

Fig. 3. Biomarker gene exp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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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염을 이용한 바이오차의 개량에 따른 중금속 흡착
Heavy metal adsorption onto Fe-modified bio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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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바이오차와 금속 나노입자의 복합체는 수환경 뿐만 아니라 토양 중 중금속의 생물 유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토양개량제로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농업환경에 잔류하는 유해중금속을 대상으로 바이오차의 흡착효율이 증
대된 안정화제 개발을 목적으로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목재 (WBC), 돈분퇴비 (PMBC), 헤어리베치 (HVBC),
왕겨 바이오차 (RHBC)의 4가지 바이오차를 대상으로 As 및 Cd과 결합하는 특성이 있는 무정형 (amorphous)
철 (수)산화물을 바이오차와 결합시키기 위해 바이오차와 0.1 M FeCl3‧6H2O 용액을 24시간 가열 교반 후 pH
를 조절하여 바이오차 표면에 철 (수)산화물을 형성하였다. 개량 전‧후 바이오차의 Fe 함량은 바이오차 종류
에 따라 0.01-0.08 %에서 3.2-5.3 %로 상승하였다. 조제한 바이오차+Fe 복합체를 대상으로 As (0-50 ppm),
Cd 및 Pb (0-500 ppm) 용액으로 흡착실험을 수행한 결과, As의 흡착량은 PMBC+Fe가 50 ppm에서 6.1 mg/g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MBC에 비해 4.5배 흡착량이 증가하였다. Cd 및 Pb은 개량 전 RHBC, HVBC 및
PMBC의 경우 흡착량이 더 높아 복합체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WBC+Fe의 경우 Pb, Cd의 흡착량이
250 ppm에서 각각 39.7 mg/g 및 23.6 mg/g으로 10배 및 15배 흡착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금속 원
소 및 바이오차 종류별 철 산화물과의 표면 결합 특성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표면 개질 후 향상된 중금속 흡
착효과를 얻기 위한 바이오차의 선별 기준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Key words : heavy metal, biochar, adsorption, iro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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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quilibrium adsorption amount of heavy metals onto biochar (A, C, E) and Fe-modified
biochar (B,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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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 단기 재부유에 의한 중금속 및 영양염류 용출 연구
A study on the dissolution of heavy metals and nutrients from sediment
by short-term re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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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 재부유(resuspension)는 준설, 강우, 생물교란(bioturbation) 등과 같은 인위적/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퇴적물의 재부유는 퇴적물 내에 축적되어 있던 영양염류 및 중금속의 수계로의 용출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계의 부영양화, 수생태계 및 저서생태계에 독성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부유로 인해 퇴적물로부터 용출되는 영양염류와 중금속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재부유 시나리오(상층수의 상태가 호기성 또는 무산소 조건)에 따른 퇴적물 단기 재부유 실험을
수행하였다. 하천 및 호소수에서 채취한 퇴적물과 그 상층액을 반응조에 순차적으로 주입하고, 기계식 교반기
로 퇴적물 표층을 교반하며, 상층액에 N2 및 공기를 폭기하였다. 그 후, 시간에 따른 상층수와 퇴적물 공극수
내 중금속 및 영양염류 농도를 측정하여 재부유에 따른 용출 농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퇴적물
-물 계면(sediment-water interface)에서의 중금속 및 영양염류의 거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며, 나아가 합리적인 퇴적물 관리 대안 제시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sediment resuspension, sediment-water interface, metals, nutr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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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상승으로 적조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양식어가의 피해 또한 빈번하
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 바닷물을 직접 취수하는 방식에서 지하의 염지하수를 개발하
여 양식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염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염지하수 부존성조사를 위한 물리탐사와 시추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적정 개발위치를 선정한 후 염지하
수를 취수하기 위한 관정을 개발해왔다. 이때 치어나 종묘양식에 필요한 적정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파쇄대가 발달한 대형 암반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는데 수량이 부족할 경우 수압파쇄를 시행하여 수량을 확보하
곤 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염지하수도 수량과 수질이 적정해야만 양식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바닷물을 직
접 취수하는 방법에 비해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심도의 대용량 염지하수취수로
인한 주변 농어가의 해수침투 영향에 대한 우려와 고가의 암반관정 개발비용은 양식어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
하고 있다.
최근에 이중필터를 이용한 대용량 지하수 취수방식이 개발되는 등 관련 기술 발달에 힘입어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 암반지하수 개발이 아닌 연안변 충적대수층 발달이 예상되는 곳에 수직 및 수평, 굴절법 탄성파 등 물
리탐사와 소구경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저비용으로 연안변에서 대용량 염지하수개발이 가능한 충적대수층을 찾
아내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 words : Red Tide, Seawater Intrusion, Geophysical Exploration, Seismic Refraction Survey,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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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toxicity phenolic compounds are thought to be indicative of undesirable pollutants and have
been a focus of environmental research. Because of waste water discharged from paints, pesticides,
polymeric resin, petroleum, and other sources, phenolic pollution has been on the rise for at least the last
ten years. Several research have focused on phenol-contaminated waste water purification, and different
methods have been devised to effectively remove them. Biological degradation, photocatalytic breakdown,
chemical oxidation, hydrodynamic cavitation, and adsorption are now the most frequently utilized
techniques for phenol elimination [1-3].Graphene is a new two-dimensional surface carbon material formed
by the composition of an sp2 hybrid orbital with a single carbon atom sheet structure. Graphene promised
to be an excellent adsorbent due to its huge specific surface area and excellent adsorption performances.
Graphene is more suitable for the adsorption of aromatic compounds with a benzene ring than
nonaromatics.
The goal of the current research was to reveal the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aromatics for graphene.
Phenolic compounds with different π-electron density as adsorbents were studied. The effect of the
molecular structure of adsorbates on an adsorptive interaction was also investigated.
Key words : reduced graphene, adsorption, phenol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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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yered double hydroxides (LDHs) are two-dimensional inorganic layered compounds having the
2+

3+

2+

chemical structure [M1-x Mx (OH)2]. M

2+

2+

2+

2+

is a divalent metal cation (such as Zn , Ni , Co , and Mg ),

M3+ is a trivalent metal cation (such as Fe3+, Al3+, Cr3+), An represents active anions (such as CO32-, Cl-,
NO3-, and SO42-) in the interlayer area, and x is the molar ratio of M2+/(M2++M3+). The promise of layered
double hydroxides (anionic clays) as promising adsorbent materials is primarily recognized in water
remediation applications due to their interlayer anion exchange capacity, high specific surface area, cheap
cost, high adjustable internal structure, and low cost. When Layered double hydroxides are combined with
other organic or inorganic materials in a composite, the adsorption capacity and surface characteristics
improve, making them ideal for the removal process. Because of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high
stability and other physicochemical qualities, LDHs are considered as a useful adsorbent for heavy metal
removal and wastewater treatment.
Key words : Uranium, cadmium, LDH, Modeling, Spectroscopic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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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도 생성 반응구역을 통한 중금속 오염 지하수 정화
Remediation of heavy metal contaminated-groundwater by alkalinity producing
reactive zone
조용환1, 정원균1 , 백기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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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중금속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1] 이러한 중금속 오염 지하수는
pH를 조절하거나 수산화이온, 탄산이온, 황이온과 결합하여 침전시키거나 흡착하여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2]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반응구역을 통과하면서 충진된 매질과의 반응을 통해 중금속은 흡착 및 침
전되어 제거 된다. 반응구역에 충진되는 반응물질은 알칼리성 물질 (OH-,HCO3-,CO32-)을 공급하여 pH를 높이
고 용존 중금속을 용해도가 낮은 금속수산화침전물(Me(OH)x) 또는 금속탄산침전물(MeCO3) 형태로 침전 시킬
수 있다.[3] 중금속 종류마다 침전되는 pH구간이 다르며, 반응매질마다 알칼리도 생성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오염지하수의 특성에 따라 반응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칼슘(Ca )기반 알칼리성 물질을 반응매질로 선정하여 pH 변화와 중금속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칼슘기반 물질 대표 물질인 석회 ( CaO, CaCO3 ) 종류와 입자크기에 따른 효율을
평가하였으며, 이들을 혼합한 반응매질의 효율도 평가하였다. 실제 중금속 오염 지하수를 분석하여,
2+
2+
2+
2+
2+
Cd ,Zn ,Fe ,Mn ,Cu 의 제거 특성을 평가하였다. 침전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XRD 및 XPS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지하수 흐름을 모사하기 위해 연속흐름 조건에서 반응매질을 평가하였다.
Key words : 반응구역, 중금속, 침전, pH, 알칼리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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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groundwater nitrate contamination in western-part of Jeju island:
Statistical approaches using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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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sland of South Korea is well known for its clean natural environment. However, special concerns
have been recently raised about groundwater nitrate contamination because of the steady progressive
growth of agricultural and dairy industries since 1990s. Therefore, in order to preserve and manage the
water quality of Jeju Island, it is most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sources of
groundwater quality degra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1) identify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in Jeju Island, 2) identify various factors affecting groundwater quality, and
3) propose the hydrochemical index which can be used to distinguish contaminated groundwater from
non-contaminated groundwater. For this study, we examined hydrochemistry data of 266 groundwater
samples that were collected in 2020 from the western part of Jeju, where distinct nitrate contamination
has been observed. The collected data were interpreted by mean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identify hydrogeochemical processes controlling the groundwater chemistry. The result was combined with
dual N and O isotope data of nitrate to quantify the potential source(s)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Finally, an integrated hydrochemical index was suggested to distinguish between contaminated and
non-contaminated

groundwater

by

using

linear

discrimination

analysis.

This

study

showed

the

effectiveness of the combined use of hydrochemical and nitrate isotope data for identifying the status and
causes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as a crucial step of 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from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EITI) through the R&D project (RE202101117), fund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OE).

Key words: Jeju Isl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hydrochemistry, dual isotopes of nitrate,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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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ng the transport of a colloid in rough soil surfaces with hydrodynamics
and surface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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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il surfaces are not flat but irregular having peaks and ridges on the surface [1]. 2D simulations
of a colloid being transported by fluid flow were conducted using laminar flow and fluid structure
interaction in COMSOL 5.6. Drag, lift, gravity, and DLVO (van der Waals and electrostatic) forces acting
on the colloid surface were considered in the simulations.

Hydrodynamic forces transported the colloid

along the simulation domain, while the gravity force induced settling and the colloid approached the
surface.

The net DLVO interactions had significant values near the soil surface.

interactions were attractive at short distances.

The net DLVO

This is because the repulsive electrostatic decays

exponentially being negligible beyond a few nanometers from a surface.

However, when the forces and

properties of the colloid are modified, different transport and fate can be induced [2].
includes modeling validation using a customized micro-sized flow chamber.

Futu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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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T) (No.
NRF-2020R1A2C1013851) and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21R1I1A1A01054655).
Key words: Surface roughness, CFD, DL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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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지역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이용한 단층구조 추정
Estimation of fault structure using the results of groundwater quality
monitoring in the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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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지역의 하구지역과 관련된 단층 구조는 주향이동단층으로 시기에 따른 고응력 변화에 의해 좌․우수
향 주향이동 운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단층활동으로 인하여 파쇄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퇴적물이
많이 공급되게 된다. 이렇게 대량 공급된 퇴적물은 하천하류에서 운반능력이 급격히 감소해 퇴적되어 삼각주
(delta) 또는 사주(sand bar)를 형성하게 된다. 단층은 해안 하구 주변에 설치된 하구둑 및 기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하구둑 (시범)개방으로부터 하천 본류의 염분 유입과 차단 확인 정도를 관측하기 위해 심도별 지하수 수
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구둑 (시범)개방에 의한 해수유입인지, 단층 구조적 측면에서 삼각주 및
하부 심도로부터 해수유입에 의한 하구둑 주변의 담염수 경계면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단층 구조선 확인 조사를 위해 충적 및 암반 시추가 많이 필요하나, 시추의 비용 및 환경적 비협조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심도별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으로부터 하구지역의 단층 추정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
구지역의 단층 추정선 주변에 위치한 약 50m 이상 심도의 지하수 수질 관측공으로부터 심도별 수질 측정결과
담수와 염수의 경계면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 지하수 관측공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를 통하여 추정 단층구조에 위치한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공으로부터 담․염수의 경계면 특성을 분석하였다.
Key words : 하굿둑, 지하수 관측정, 단층, 심도별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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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지역 염지하수의 연직 분포 특성
The spatial distribution with saline groundwater depth in the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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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구지역 염지하수의 연직 프로파일 관측을 이용한 염지하수의 심도별 담·염수 경계면 특성을 관
찰하기 위해서 하구지역 해안 대수층으로부터 천부 7개 지점(심도 10~30m)과 심부 3개 지점(50~60m)의 충적
지하수 수질의 연직 프로파일링을 수행하였다. 특히 12시간 범위의 조석간만에 의한 담·염수 혼합구간은 EC
변동폭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하수관측정도 확인되었다. 지하수관측정의 심도별 염분 조사시기는 2016년에서
2019년에 걸쳐 약 41회 연직 수질검층을 수행하였으며(K-water, 2016, 2017; K-water연구원, 2019), 지하수관
측정 위치한 지질은 실트질 모래, 세립질 점토, 실트섞인 모래, 그리고 점토로 구성되어 매우 느린 침투능을
가지며, 몇몇 지하수관정의 현장투수시험의 수리전도도는 ×10-5 ~ ×10-8 m/sec 범위로, 순간충격시험은 ×10-6
-7

~ ×10

m/sec 범위로 나타났다(K-water, 2019). 하구둑 주변 지하수관정의 연직 염분분포 특성은 시간, 계절,

강우량, 조석, 하굿둑 방류량 등의 여러 조합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하수관정의 담·염수 경계
면 특성은 강우 및 조석 변화에 영향을 받거나, 강우의 경우에는 5~20일의 선행 강우량에 따라 심도별 염분
및 담·염수 경계영역(기수대)들은 여러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K-water, 2019). 특히 무강우, 선행 강우량 약
35mm 이하 및 이상 강우량의 경우에는 연직 염분분포 및 담·염수 경계면 분포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다. 공간적 염지하수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는 해안대수층의 조석, 해수유입, 하굿둑 방류량 등을 고려한 장기
모니터링 방법 및 해석 기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기수생태계, 하굿둑, 지하수 관측정,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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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철에 의한 클로깅 가능성을 고려한 인공함양 원수의 평가
Evaluation of Artificial Recharge Source Wat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Clogging by Iron Oxide
최명락1 , 홍택수2 , 황윤희3, 김규범2*
1

2

3

2*

Myoung-Rak Choi , Taek-Soo Hong , Yun-Hee Hwang , Gyoo-Bum Kim
1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방재학과, 2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3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e-mail : geowater@dju.kr
요

약

문

지하수 인공함양시 산화철에 의한 클로깅은 주입정 내 침전물에 의한 주입량 감소, 대수층 내 침전에
의한 공극 감소 및 취수량 감소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인공함양 대상 분지 내 주입정
및 관측정내의 천부 지하수 및 지표수 시료에 대한 이화학 분석을 수행하여 산화철에 의한 화학적 클로깅 가
능성을 평가하였다. 물 시료들은 대부분 Ca-HCO3 유형에 속하며, 지표수와 천부 지하수의 수리화학적 유형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유역 최상류의 지하수와 지표수의 상호 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Fe와
Mn 분석 결과 Fe는 0.00 ~ 0.73 mg/l, Mn은 0.00 ~ 1.01 mg/l로 대부분 낮은 함량을 보이지만, 광물포화지수
분석 결과 철산화 광물인 Geothite, Hematite가 과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침전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망간 광물인 Maghemite, Manganite는 불포화 상태로 존재하여 용해 가능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지역내 천부지하수 또는 지표수를 인공함양 원수로 사용하게 될 경우 철산화물에 의한 클로깅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전처리를 통하여 Fe 이온 저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 artificial recharge, clogging, mineral saturation index, iron ion, manganese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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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상류 인공함양 지역내 미고결 퇴적층의 입도 분포 분석
Analysis of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Unconsolidated Sediments in the
Artificial Recharge Area of the Upstream 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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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인공함양 대상지역 대수층의 입도 특성은 일반적으로 인공함양 주입량 및 물리적 클로깅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의 인공함양 대상 지역에 설치된 Ditch형의 함양 시스템을 따라서
8개 지점, Ditch의 직하류 1.5 m 떨어진 8개 지점에 대하여 각각 2심도(지표하 1.5 m (상부토양), 2.5 m (하부
토양))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 이들 중 Ditch내의 8개 시료에 대하여 체분석에 의한 입도분석, 전체 시료에
대해서는 침강분석을 수행하였다. 상부토양과 하부토양의 체분석 결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며 토양의 균등계수
(   )는 평균 45.54, 곡률계수(   )는 평균 2.88로 입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리적 클로깅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0.001 mm 이하의 콜로이드분 함량 분석 결과, Ditch내 토양은 평균 2.51%, 직하류 지점은 평
균 2.91%의 분포를 보이나, 최대 6.74%, 최소 1.11%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지점별 편차가 나타났다. 또한, 콜
로이드분의 함량은 전체적으로 하류보다는 상류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하수 인공함양 전후
의 미고결 퇴적층의 입도 분석 및 콜로이드 분석을 통하여 인공함양에 의한 대수층 매질의 변화 및 클로깅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Key words : groundwater artificial recharge, colloidal material, c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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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용수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지하수 오염 예측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of groundwater pollution based on big data to secure
safe food process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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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하수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 많은 부분에 활용되고 있고, 이는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업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수가 식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식품이용자에게 큰 위해를 미치거나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파급성을 지니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수질의 오염 예측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 현황과 수질 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지하수법」에 의해 공공관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개인관정에서 이용되는 식품용수의 관리로 확대하여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본 연구는 식품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자료들을 확보하여 GIS 기반의 DB로 구축하고,
1 ~ 4분기별로 수집되는 자료의 경향성과 자료의 변동성 등으로부터 기인되는 이상치들을 억제하기 위해
유역별로 분기별 대푯값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식품용수의 수질 오염 변화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식품용수 관리체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별 맞춤형 지하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전
예방적인 식품의 안전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사> 본 연구는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20162MFDS034)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Key words : groundwater quality, food processing water, segmented regression, prediction model,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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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우려 지역 실태 보고서 기반의 사전 부지개념모델 구축
Construction of a preliminary concept site model
based on a preliminary survey for groundwater contamination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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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 관리를 하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은 부지개념모델(CSM)을 의사결정
지원의 핵심 요소로써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부지 관리 측면에서 CSM 작성의 효용성을 확인하
기 위해, 지하수 오염이 보고된 기존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전CSM을 작성하고 데이터
격차(Data gap)를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은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가 수행된 전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5]

해당 지역의 시설특성, 물리적조건, 오염유출, 수용체 노출, 생태 관련 정보별로 요약 하고, 표 형식의 체크리
스트[3]를 이용하여 CSM 작성을 위한 정보 요소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해도 평가를 위한 경로해석에는
DNAPL 오염부지 용 CSM 체크리스트[2]를 이용하였으며, 요약 정보를 활용하여 Narrative CSM[4]을 구성하고,
조사된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 가능한 CSM을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보고서에 조사
항목을 기반으로 CSM을 구축할 경우, 오염원-경로-수용체 CSM, 생태 노출경로 CSM[4]과 거동 및 운송
CSM을 Diagramatic, Flowchart 형식[4]으로 작성하여 사전 CSM으로 구성하였다. 작성된 CSM을 온전한
[1]

CSM으로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Data Gap 을 분석하여 후속조사가 수행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보
되어야 할 정보와 이를 위한 조사방법을 제시하였다. 국내 오염부지를 대상으로 부지개념모델 작성사례를 통
해, 부지의 오염조사 현황과 Data Gap 판단에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시행 중인 단계적 오염조사의
결과 보고 시 CSM 작성을 도입한다면, 효율적 오염부지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의 활용이 기대
된다.
Key words : 지하수 오염, 부지 오염, 오염부지 관리, 조사, 의사결정, 부지개념모델, 데이터 격차.
사사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습니다. (ARQ201804052004, 지중환경 오염경로·오염물질 스마트 진단·평가·예측 현장적용 기술 개발)
참고문헌
[1] ITRC, Integrated DNAPL Site Charaterization and Tools Selection, 2015.
[2] ITRC, TPH Risk Evaluation at Petroleum-Contaminated Sites(TPHRisk-1), 2018.
[3] New Jerse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echnical Guidance for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a Conceptual Site Model, Version 1.1, 4∼46, 2019.
[4] NTEPA, GUIDELINES ON CONCEPTUAL SITE MODELS, Version 1.2, 2∼12, 2013.
[5] US Army Corps of Engineers, CONCEPTUAL SITE MODELS ENGINEER MANUAL, EM 200-1-12,
2-3∼2-4, 2012

- 257 -

저자정보
주저자: 김주희,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석사과정
공저자: 배민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석사과정
교신저자: 이순재,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 258 -

KoSSGE 추계학술대회
2021년 11월 11일-12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Metagenomics를 이용한 PCE/TCE 오염부지 내 생물학적 분해능 조사
Metagenomics analysis of trichloroethene-degrading microbi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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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inated ethenes은 산업단지나 도심지역에서 토양지하수를 주로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PCE/TCE는 DNAPL(Dense noemittedn-aqueous phase liquid)에 속하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대수층에서 쉽게 제거되지 않으며, 오염 위치 파악과 정화에 어려움이 존재한다.[1] 현재, 주요 연구들은 상위
오염물질인 PCE와 TCE와, CEs 분해 전 과정을 매개하는 Dehlaococcoides 미생물 종에만 집중하여 분해능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연구에서는 하위 오염물질인 VC 이하의 생분해과정에 타 미생물들이 기여하고 있
으며 관련된 분해기작이 보고되고 있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Chlorinated compound로 오염된 산업 부지의
13개의 모니터링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chlorinated ethene의 분해경로와 주요 미생물의 생분해 특
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Dechlorination 분해 기작에 특화된 D. mccartyi, G. lovleyi, S.
multivorans 등의 species들이 relative abundance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0.01∼0.12% 까지 존재하였고,
reductive dechlorination과 co-metabolism 관계에 있는 Acidovorax, Rhodoferax 미생물 등이 지중환경 내 우
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 PCE에서 cis-DCE 까지 생분해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VC 단계까지도 분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해과정에 Dehlaococcoides 미생물 외 지중환경 내 토착 미생물군집이 활성화 되어
분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샘플링 된 지하수 내 dechlorination을 GC-MS를 통해
분석한 결과 생분해 과정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였다. KEGG(Kyoto Encyclopedia of Genes and Genomes)를
활용하여 Dechlorination 과정의 pceA 등의 유전자와 electron donor를 제공하는 amoA, nifH, nirS(K)등의 유
전자가 co-metabolism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해 유전자와 분해경로에 따른 메커니즘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생분해 과정과 생분해능을 평가할 수 있으나, metagenomics를 통해 분해 미생물
군집을 초기에 스크리닝하고 관련 바이오마커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Chlorinated
ethenes 오염부지 내 생물학적 정화전략을 마련하고 검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Metagenomics, Chlorinated Ethene, PCE/TCE, Bio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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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접촉산화수로에서 수리평균반경과 종분산지수의 상관성 연구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hydraulic mean radius and longitudinal
dispersivity at gravel contact oxidation wate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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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매질에서 용질 이동에 지배적인 기작인 역학적 분산정도을 표현하는 수리분산 매개변수는 실험
을 통하여 얻어야만 한다. 수리평균반경은 공극 내 물의 흐름 양의 크기와 강도를 표현할 수 있으며, 매질의
물리적 특성인자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순간주입 추적자실험을 통하여 자갈로 구성된 수로에
서 자갈의 물리적 특성인자를 이용하여 수리평균반경과 종분산지수를 구할 수 있는 경험식을 도출하였다.
Key words : 역학적분산, 수리평균반경, 추적자실험, 종분산지수, 경험식
1. 실험
1.1 실험재료
시료 입자 입경크기에 따른 등급은 RGXL (3.51 cm), RGL(2.79 cm), RGM (1.43 cm), RGS (0.75 cm)의 4등
급으로 분류되었다. 입경크기에 따른 등급별로 약 100개 정도의 샘플을 선정하여 Zingg 그래프에 작도하고 형
상을 분류하고, 형상별 빈도수와 비율을 계산하였다. 분류된 형상에는 형상계수 값 (Sabin and Hansen, 1994)
을 적용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수리평균반경을 계산하였다. 수리평균반경 계산에 사용된 입자의 크기, 간극비,
형상계수와 수리평균반경 산정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Input parameters and the results of hydraulic mean radius calculation
Particle
Materials

Mean size (cm)

Rockfill
Shape frequency

a

b

c

Disk

Rod

Blade

Sphere

S

e

m
(cm)

RGS

0.93

0.75

0.40

41%

24%

10%

25%

1.87

0.45

0.003

River

RGM

2.07

1.43

0.88

35%

12%

27%

26%

1.96

0.39

0.048

gravel

RGL

3.99

2.79

1.73

44%

21%

15%

20%

1.91

0.41

0.101

RGXL

5.07

3.51

2.47

26%

26%

9%

36%

1.82

0.64

0.206

a=major axis, b=intermediate axis, c=minor axis

1.2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1,000 리터용량의 물 저장탱크, 펌프, V-notch가 구비된 유입수 탱크와 아크릴수조이다. 수조 제
원은 길이  =1.25 m, 폭  =0.5 m, 깊이  =0.2 m이다. 수조에 강자갈을 0.1 m 높이로 채우고, 4개의 전기전
도도계를 추적자 (Cl-)주입지점으로 부터 0.2 m, 0.4 m, 0.6 m, 0.8 m에 설치하였다. 수리분산 매개변수는 1차
원 이송확산 모형(Fetter, 1993)과 무차원 표준곡선 (Sauty, 1980)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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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험결과
종분산지수와 수리평균반경은 (Eq. 1)과 같이 거듭제곱형의 함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여기서,  는 이동거리 규모를 나타내는 스케일상수이며, 스케일상수  는 이동거리  에 따라 결정되며, Fig.
1(a)와 같이      을 적용하여 구할 수 있다. 거듭제곱지수  는 경험적 회귀상수로서, Fig. 1(b)와
같이 이동거리에 무관하게 0.38을 적용할 수 있다.

(a) Scale constant

(b) Exponent

Fig. 1 Constants with transport distance
2. 결론
순간주입 추적자 실험으로부터 수리평균반경과 종분산지수의 거듭제곱형의 상관관계식이 도출되었다. 본 경
험식은 자갈접촉산화수로와 같이 일정구간에 자갈을 채움재로 하는 수로에 약품이나 오염물질이 유입되었을
때, 수리분산 매개변수에 관한 정보가 없는 사용자가 채움재의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정보만 가지고 시간과 거
리에 따른 농도변화를 예비적으로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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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진단을 위한 생물 정보 기반 머신러닝 모델링 연구
Machine-learning modeling using environmental microbiome data for predicting
groundwater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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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생물 군집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하수 오염원, 오염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오염 지하수 시료에서 16S rRNA 유전자를 추출하고 염기서열을 분석하였으며,
각 시료의 물리화학적 환경 인자를 측정하였다. 환경인자 분석 결과, 지하수 시료는 오염 (석유계 총 탄화수소
와 혹은 유기물) 시료와 비오염 (건강) 시료로 구분되었다. 16S rRNA 유전체 생물 정보를 분석하여, 미생물
군집 다양성, 구조, 종 분포 등에 대한 유전체 정량 지표를 결정하였다.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과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하수 시료의 건강 상태와 오염원을 84-98%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 파라미터가 최적화된
비선형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이 가장 높은 정확도 (98%)를 나타내었으며, 머신러닝 중요도 분석 결과 유류
(Zoogloea 등) 및 유기물 (Acidovorax 등) 오염의 지표 생물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물리화학적 지표 뿐 아니라 유전체 생물 정보는 지중환경의 오염·건강상태의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하수·토양 오염 정화공정 성능 평가에도 유전체 생물 지표가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ey words : 16s rRNA gene, microbial community, machine learning, groundwater,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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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환경 유류오염 토양에서의 Fe(III) 환원 미생물에 의한 TPH 분해 가능성 연구
Potential Microbial TPH Degradation Coupled with Fe(III) Reduction in
Fuel-Contaminated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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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tal petroleum hydrocarbon (TPH) is leaked into the environments due to anthropogenic
activities including transportation, crude oil production, and oil storage. TPH consists of organic and
inorganic compounds such as alkanes, aromatic hydrocarbons, methyl t-butyl ether, ethanol, butanol,
sulfur, and nitrogen. TPH is toxic to organisms and hence is considered as persistent contaminant in soil
and groundwater. The regulatory guidelines of TPH in soil and groundwater near residential areas in
South Korea are 500 mg kg⁻¹ and 1.5 mg L⁻¹, respectively. Soil and groundwater with elevated TPH
concentration are subject to remediation in order for future usage. Aerobic TPH biodegradation (e.g.,
landfarming)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previously as a remediation strategy. In-situ aerobic
biodegradation of TPH is the most common approach for TPH-contaminated aquifers, where oxygen is
added to stimulate the TPH degradation.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such approach is limited by the
low solubility and high volatility of oxygen. Alternatively, the microbial TPH degradation in anaerobic
environment may become a promising remediation strategy as contaminated subsurface environments are
often anaerobic. In this study, microbial TPH degradation in soils collected from a closed military base
was investigated to further understand this process as a potential remediation method. TPH has been
released from underground storage tanks at the military base since 1980s and has resulted in an elevated
concentration in soils. Twenty-three soil cores each with 6 to 10 m lengths were taken. TPH, Fe(II), loss
on ignition (LOI), and total bacterial and diesel degrading bacterial populations were determined at every
0.5-meter interval of the cores. TPH concentrations in soil samples varied with depth and were observed
up to 39,118 mg kg⁻¹. We obtained positive correlation (Rs=0.505, p<0.001) between TPH and Fe(II). In
addition,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PH and total bacterial population (Rs=0.408, p<0.001), and TPH
and diesel degrading bacterial population (Rs=0.382, p<0.001) were observed and became clearer in soils
with TPH lower than 2000 mg kg⁻¹ (Rs=0.509, p<0.001 and 0.516, p<0.001., respectively). We also
observed similar population count between total bacteria and diesel degrading bacteria. The results suggest
that TPH biodegradation is occurred and likely coupled with microbial Fe(III) reduction. Microbial
community and quantitative PCR (qPCR) analysis will confirm the degradation of TPH by Fe(III)-reducing
bacteria in subsurface environments. A batch experiment that incorporates the indigenous microbial
community, TPH, and Fe(III) will be conducted to further explore how microbes respond to TPH
contamination when Fe(III) is provided as a terminal electron acceptor.
Key words : TPH biodegradation, iron reduction, anaerobic condition, biogeochemistry, indigenous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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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에 따른 작물생장 및 지하수 질산염 침출 정도 비교 평가
Comparative evaluation of crop growth and groundwater nitrate leaching
according to the soil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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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농업 활동(비점오염원)에 의한 수계의 질산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질소
시비량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십 년간 많은 실험을 진행해왔다. 기
후, 작물 종류, 토성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을 반
영하는 적정시비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년간의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같은 양의 질소 시비가 이루어져도 토성에 따라서 지하수면에 도달하는 질산염의 양이 달라지는
데, 이는 토성에 따라 질산염 변환 과정(예. 질산화, 탈질 등)에 영향을 주는 함수율, 유기물 함량, pH 등이 달
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탈질의 경우 매우 안정된 형태인 질산염이 자연적으로 저감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성에 따른 지하수(토양수)로의 질산
염 침출 정도, 탈질 정도 및 작물 생장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양토), 예산
군 둔1리(사양토), 충청남도 예산군 둔2리(사질토)의 3 지역에 소규모 실험부지를 설치하였다. 2019년 7월 16일
부터 2020년 10월 22일까지 3개 실험 지역에 총 3번 옥수수를 파종 및 수확하였으며 같은 종류, 양의 질소 비
료(농촌진흥청 표준시비량 기준)를 시비하였다. 그리고 질산염의 탈질 정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심도 60 cm와 150 cm에서 토양수 시료를 채수하여 질소·산소 동위원소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침출된 질산
염의 농도는 소양리>둔2리>둔1리, 탈질 효율은 둔1리>둔2리>소양리, 옥수수 초장은 둔2리>둔1리>소양리, 그
리고 옥수수 건물중량은 소양리>둔1리>둔2리로 나타났다. 질산염의 농도가 소양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양토가 수분과 영양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작물 재배 전 기존 토양에 잔류하는 질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탈질 효율은 소양리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높은 함수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토양 pH로 인해
탈질이 저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양리와 같이 양토인 지역은 토양 내 잔류질소량을 고려하여 시비량을
저감하여야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둔2리와 같이 사질토인 곳에서는 배수가 잘되기 때문에
토양 수분과 함께 질산염이 빠르게 지하수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수계 오염을 막고 작물생산량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시비 시기와 빈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작물생장량을 유지하면서도 토성에 따른 질
산염 침출 정도, 탈질 정도를 반영한 적정시비량을 도출하는 정량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Key words: 적정시비량, 질산염, 지하수, 질소·산소 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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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와 아세테이트가 도심 지중환경 내
생지구화학과 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컬럼 연구
Effects of Cement Debris and AcetaTe on Urban Subsurface Biogeochemistry and
Microbial Community: A Column Study
민하은1 , 장이단2 , 권만재2*
Haeun Min1 , Yidan Zhang2 , Man Jae Kwon2*
1
고려대학교
*e-mail : manjaekwon@korea.ac.kr
Abstract
Urban subsurface environments(USE) contain numerous anthropogenic contaminants such as heavy
metal, sewage, and cement debris from underground structure, sewage pipelines, and construction sites.
Therefore, the biogeochemical properties of USE are largely altered compared to pristine environments.
Cement debris, sulfate and organic acids are common contaminants of USE which increase pH and
microbial activities in natural soils. Our previous study adopted microcosms with artificial groundwater
and soils from three different layers below a building construction site to investigate how microbial
activities and biogeochemical compositions were changed by alkaline pH due to cement debris
contamination, organic acids, and sulfate. It was found that the initial pH significantly impacted
microorganism activities. Nonetheless, the microcosms set up could not mimic realistic environment
effectively since top layer soils in USE contaminated with cement materials from constructions can affect
underlying soil layers through water infiltration. In this study, column set up was chosen to reflect a
more realistic USE system in which different soil layers were connected so that one layer would impact
another. The top layer was concrete debris mixed surface-soil, the middle layer was black-colored
reclaimed soil, and the bottom layer was weathered rock soil. Artificial groundwater was used as the
feeding solution to simulate water constituent and movement in soils. Flow rate of column was set to 0.01
ml min-1 (0.8 cm d-1) for recreating natural groundwater flow. Acetate(20 mM) as the proxy of organic
contaminants was injected as a potential source of energy for iron- and sulfate- reducing bacteria.
Sulfate-(10 mM) was added as terminal electron acceptor while iron was maintained at the natural
concentration in background soils. In the absence of acetate, alkaline pore water (pH > 11) in top layer
soils containing cement materials increased the initial pH (5.8-7.2) of lower soil layers to pH 10-11 when
flow through starts. Iron and sulfate reduction did not occur when acetate is absent. With acetate, ironreduction occurred in all three soil layers while pH decreased to 9-10 slowly over 160 days. In the
presence of both acetate and sulfate, iron- and sulfate reduction occurred simultaneously, and pH remained
at 8-9. The results highlight that iron- and/or sulfate-reduction can be active even in high alkaline pH
when cement debris, organic acids, and/or sulfate are present as contaminants in USE.
Key words : urban subsurface environment, column, alkaliphiles, iron reduction, sulfate reduction,
indigenous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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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 기반 나노 망간 산화물을 이용한 항생제의 환원처리
Reductive Treatment of Antibiotics using Biochar-based Nano Manganese Oxide
김도겸, 오석영*
*

Dogyeom Kim, Seokyoung Oh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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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차 기반 나노 망간 산화물을 이용하여 항생제인 triclosan과 sulfamethoxazole (SMX)의
환원처리를 고찰하였다. 기존 바이오차에 나노 망간 산화물을 코팅하여 바이오차의 흡착 능력과 나노 망간
산화물의 환원제 역할을 통해 항생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바이오차 기반 나노 망간 산화물의 제조 과정은 커피 찌꺼기를 전기로 (furnace)에 일정량을 투입 후 550 ℃
조건에서 2시간 동안 1000 cc/min의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열분해를 진행하였다. 이후 생성된 커피 바이오차를
상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 200 mesh로 체질하였다. 체질 후 각각 2wt%와 3wt% nano MnO2로 코팅하여
2wt% nano MnO2-biochar와 3wt% nano MnO2-biochar를 제조하였다.
실험 방법은 바이오차 기반 나노 망간 산화물들의 일정량을 각각 250 mL amber vial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triclosan과 SMX를 초순수수에 용해하여 40 - 80 mg/L농도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바이오차 기반 나노 망간
산화물들이 들어 있는 vial과 항생제 용액을 글로브 박스 (glove box)에 넣은 후 산소 (O2)를 제거하고 질소
(N2)를 주입 후 30분간 퍼징 (purging)하였다. 퍼징 후 글로브 박스 안에서 각각의 vial에 항생제 용액을 200
mL씩 넣은 후 산소 차단을 위해 mininert valve로 봉하였다. 그 후 글로브 박스에서 vial들을 꺼내어
shaker에서 180 rpm으로 shaking을 하였다. 실험 시간은 1, 3, 6, 12, 그리고 24시간으로 샘플링 하였고,
샘플은 syringe를 이용하여 2 mL씩 채취하였다. 채취한 샘플은 0.45 ㎛ membrane filter로 filtration 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하여 농도를 분석하였다. 그 후 ion choromatography
(IC)를 이용하여 염소 (Cl-) 분석도 진행하였다.
기초물성 분석 결과로 우선 pH를 측정하였다. Coffee biochar는 9.1, 2wt% nano MnO2-biochar는 9.3, 3wt%
nano MnO2-biochar는 9.32로 모든 시료는 염기성을 띄었다. 비표면적 분석 결과는 coffee biochar가 3.4 m2/g,
2wt% nano MnO2-biochar가 3.61 m2/g, 3wt% nano MnO2-biochar가 3.97 m2/g로 바이오차 기반 나노 망간
2

산화물이 기존 바이오차보다 비표면적이 각각 0.21, 0.57 m /g 증가하였다. 원소 분석 결과는 탄소의 경우
Coffee biochar는 62.5 wt.%, 2wt% nano MnO2-biochar는 78.68 wt.%, 3wt% nano MnO2-biochar는 78.59
wt.%으로 모든 시료의 탄소 함량이 60% 이상 존재하였다. Coffee biochar를 1 g과 10 g 환원 실험해 본
결과는 초기 농도보다 1 g은 20%, 10 g은 60% 제거되었다. Coffee biochar의 양이 항생제의 제거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IC 분석 결과로 Cl-이 분석되지 않은 것을 보아 triclosan은 coffee biochar에
흡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MnO2 1 g과 10 g 실험해 본 결과로는 MnO2는 양은
항생제의 제거율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원실험의 HPLC 분석 결과, 항생제 중 triclosan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40% 제거되며 2wt% nano MnO2-biochar와 3wt% nano MnO2-biochar의 제거율이 coffee
biochar보다 5% 높았다. IC 분석 결과를 통해, 바이오차 기반 나노 망간 산화물들이 Cl-가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항생제가 흡착이 아닌 환원처리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wt% nano MnO2-biochar의
경우에 triclosan의 제거율의 60%는 흡착이 되고 나머지 40%는 환원되며 3wt% nano MnO2-biochar의
경우에는 triclosan의 제거율의 50%는 흡착이 되고 나머지 50%는 환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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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바이오차만 사용하는 것보다 바이오차 기반 나노 망간 산화물을 사용하는 것이 triclosan의 제거율이
5% 높았다. 3wt% nano MnO2-biochar의 경우에는 triclosan의 제거율 중 환원처리 되는 것이 2wt% nano
MnO2-biochar를 이용한 실험보다 10% 정도 높았다. 바이오차 기반 나노 망간 산화물을 사용했을 시
항생제인 triclosan이 흡착 및 환원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차 기반 나노
망간 산화물을 이용한 환원처리가 수용액 속의 항생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Key words : 항생제, 커피 찌꺼기, 바이오차, 환원, 나노 망간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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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및 철 함유 물질과 perborate를 이용한 페놀의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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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perborate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페놀과 반응시킬 때, 탄소 및 철 함유 물질을 촉매제로 첨가하
는 고도산화처리 공정을 연구하였다. 페놀과 반응한 perborate는 탄소 및 철 함유 물질의 첨가로 활성화 되어
radical을 형성하고 페놀의 제거율을 촉진시킨다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회분식 산화실험을 진
행하였다.
탄소 함유 물질인 biochar, ACM (anode carbonaceous material), GAC (granular activated carbon),
graphite를 사용하였다. biochar는 볏짚을 550 °C 온도에서 4 시간 열분해로 제조하였고, ACM은 자동차 폐
리튬이온 배터리를 회수하여 준비하였다. Perborate와 반응시킬 철 함유 물질로는 Fe(0)와 FeSO4를
사용하였다. 회분식 실험을 통하여 시간에 따른 페놀 제거율 데이터를 얻었으며, HPLC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hemical reagents 분석에는 TBA (tert-butyl alcohol),
para-BQ (1-4 benzoquinone), FFA (furfuryl alcohol), NaN3를 사용한 quenching test를 진행하여 radical을
확인하였다. EPR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분석에는 DMPO (5,5-dimethyl-1-pyrroline n-oxide)와
TEMPO (2,2,6,6-tetramethylpiperidine 1-oxyl)를 사용하였다. 촉매반응으로 유리된 radical은 spin-trap제인
DMPO와 TEMPO에 반응해서 adduct를 생성하는데 이 물질을 EPR로 측정하였다.
Perborate만 첨가한 때의 페놀 농도는 10시간 이후 약 7.3%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탄소 함유 물질만
첨가하였을 때 페놀 농도는 교반 10시간 이후 biochar 28.3%, ACM 13.4%, GAC 53.8%, graphite 46.2%
감소하였고, 철 함유 물질만 첨가하였을 때는 Fe(0) 0%, FeSO4 1%가 감소하였다. 반면 perborate를 첨가해
반응시켰을 때의 페놀 농도는 biochar 36.0%, ACM 69.2%, GAC 52.9%, graphite 52.3%, Fe(0) 98.6%, FeSO4
98.8%씩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GAC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perborate를 첨가한 이후의 산화력이
첨가하기 전보다 biochar 7.8%, ACM 55.8%, graphite 6.1%, Fe(0) 98.6%, FeSO4 97.8%가 증가하였다.
Quenching test 결과 hydroxyl radical, superoxide radical, singlet oxygen, electron transfer를 확인하였다.
EPR 분석에서 perborate를 첨가하였을 때 ACM과 FeSO4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의 spectrum이
증폭하였다. 이것은 페놀과 반응한 perborate에 탄소 및 철 함유 물질이 첨가되고 더 활성화 되면서 radical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 결과 perborate가 탄소 및 철 함유 물질들과 반응할 때 많은 부분에서 산화력이 증가하였다.
perborate가 기존 고도산화처리 공정에 쓰던 산화제를 대체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기대 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제품 개발의 기초자료로도 연구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Key words : 탄소 함유 물질, 철 함유 물질, 퍼보레이트, 페놀, 라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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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오존/persulfate/nano MnO2-biochar를 이용한 고도산화공정을 통해 phenol과 항생제 물질인
triclosan 및 sulfamethoxazole(SMX) 산화 처리 공정을 고찰하였다.
바이오차기반 나노 망간 산화물이 촉매로 사용될 때 오존/persulfate 산화 공정에서 라디칼이 발생되어
산화처리 속도가 향상 될 것을 가정하였다. 라디칼 발생 규명을 위해 회분식 실험을 하였다. HPLC를
사용하여 phenol과 항생제 물질인 triclosan 및 SMX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오존은 발생장치를 이용해
반응용액 20 L 기준 반응시간 0 – 10 h 동안 1.85 – 4.42 mg/L 발생시켰다. persulfate 농도는 250 mg/L로
고정하였다. 촉매제로 쓰인 nano MnO2-biochar는 coffee 찌꺼기를 햇빛에 건조 후 500℃에서 1000 cc/min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열분해시켜 coffee biochar를 제조한 뒤 2wt%, 3wt% MnO2를 coffee 바이오차에 각각
코팅시켜 제조하였다. 이후 실험 중 발생하는 라디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chemical reagents를 사용한
quenching 테스트를 진행 라디칼의 발생을 간접적으로 관찰한 뒤 EPR 분석 중 스핀 트랩 기법을 통해
라디칼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관찰하였다.
촉매제로 쓰인 coffee biochar, RS biochar, 2wt% nano MnO2-biochar, 3wt% nano MnO2-biochar의
기초물성 분석 결과로는 pH는 각각 9.1, 10.9, 9.3, 9.32로 모두 염기성을 띄었다. 비표면적은 각각 3.4 m2/g,
2

2

2

16.7 m /g, 3.61 m /g, 3.97 m /g으로 바이오차 나노 망간 산화물의 비표면 적이 합성되기 전 coffee biochar
보다 0.21 – 0.57 m2/g 큰 것을 확인하였다. 원소 분석 결과 각 물질들의 탄소 함량은 62.5 wt%, 59.4 wt%
78.68 wt%, 78.59 wt%로 합성되기 전 coffee biochar 보다 바이오차 기반 망간 산화물의 탄소 함량이 16.09
– 16.18 wt%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산화 실험 결과는 RS biochar만 사용했을 때 SMX의 농도가 감소 되지
않았지만 RS biochar/오존을 함께 사용했을 때는 SMX의 농도가 68% 감소 되었으며 RS
biochar/persulfate/오존을 혼합하여 진행한 실험에서는 87%의 SMX 농도가 감소되었다. RS
biochar/persulfate/MnO2/오존을 함께 사용한 실험에서는 SMX의 농도가 80% 감소하였다. triclosan 실험
결과는 perulsfate만 사용했을 때 triclosan의 농도 감소가 되지 않았지만 MnO2와 함께 사용했을 때 46%
감소하였다. phenol의 산화 실험 결과는 persulfate 및 RS biochar의 경우 농도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nano
MnO2-biochar의 경우 RS biochar/pesulfate 각 컨트롤 실험에서는 phenol의 농도가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가지를 혼합하여 실험한 경우 페놀의 농도가 25% 감소하였다. RS biochar/pesulfate/오존을 함께 사용한
실험에서는 phenol의 농도가 67% 감소하였다. nano MnO2-biochar의 컨트롤 실험 결과는 18% 페놀의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nano MnO2-biochar/persulfate/오존을 혼합하여 진행한 실험에서는 페놀의 농도를 99%
감소시켰다. 실험 중 발생하는 라디칼의 발생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EPR 분석을 한 결과 오존을
이용한 SMX 산화 실험 시 OH· 라디칼의 발생을 관찰하였다. 오존/pesulfate/nano MnO2-biochar를 함께
사용한 결과 스핀 트랩 물질인 DMPO가 분해되어 DMPOX 스펙트럼이 관찰되었다. triclosan은
오존/persulfate/MnO2를 함께 사용했을 때 DMPOX가 관찰되었다.
Phenol 및 항생제 오염물질의 제거에는 오존 기반의 고도 산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라디칼의 형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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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바이오차 기반 금속산화물인 nano MnO2-biochar는
고도산화 공정에서 촉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오존, 항생제, 페놀, 과황산염, 바이오차 기반 망간 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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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지지역의 지하수 수질특성 및 함양에 관한 연구
Hydrochemical properties and recharge process on the mountainous region of
Gyeongna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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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낙동강은 영남지방 전역을 유역권으로 하여 남해로 흘러드는 하천으로, 경사가 매우 완만하며 여러 시
군의 상수도 및 농·공업용수로 활용되고 있다. 낙동강은 본류 길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남한에서 가장 길어
매우 넓은 유역면적을 가지며, 대단위 산업복합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어 수량 및 수질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
낙동강 권역에 대한 지하수 기초조사 역시 여러 연구기관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방대한 유역면적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질정보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낙동강권역 수질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조밀한 샘플링을 통해 지하수 수질특성 및 해당지역의 수문순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지역으로는 람사르 습지보호지역과 온천지구가 위치하여 지하수 수질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창녕
군, 의령군, 합천군을 대상으로 117개 지하수 관정을 조사하였다. 연구지역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지하수
관정이 위치한 지역은 주로 퇴적암층으로 구성되고 일부 화성암 및 화산암층이 혼재하여 나타난다. 수질 유형
을 분류하면 창녕과 의령은 Ca-HCO3 유형부터 Ca-Na-Cl유형이 고루 나타나며, 합천은 Ca-HCO3 유형부터
Na-HCO3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세 지역 모두 매우 높은 전기전도도 값이 관측된 지하수공이
존재하며, 이는 하천 및 거주지 특성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지하수 기초조사연구와 연
계하여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산지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낙동강권역, 지하수 수질특성, 창녕의령합천, 산지지역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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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수 수질자료를 이용한 소규모 유역 지하수질 변화 추정 및 식품안전에의 시사점
Estimation of Transient Groundwater Quality in Small-Scale Watershed Based on
Food Processing Water Quality Data, And Implications for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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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전국에 분포하는 많은 수의 사업장에서는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소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가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식품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는 6개월 내지 1년 주기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의 규정 및 절차
는 식품위생법과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다. 식품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 수질자료는 용수의 적합성 판정만을 위
해 이용된 이후 폐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추산할 경우 이러한 수질검사에는 막대한 비용
이 소요됨에 따라, 일회성 자료로만 이용되는 식품용수 수질자료의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요
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품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

수질자료를

시-공간적으로

병합

(spatiotemporal aggregation)하여 소유역 지하수 수질의 추이를 가늠하고 장기적 변화를 추정하는 기술이 개
발되었다. 개발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산재하여 분포하는 지하수 이용 영업장들의 위치
에 근거한 수질측정 위치들의 공간적 유역 대표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두 번째 기술은 서로 다른 시-공
간에 측정된 수질을 대표하는 순차적 값들을 추출하고, 이들의 변화를 추정·예측하는 기술이다. 특히, 이러한 수
질자료가 포함할 수 있는 추세의 변화 및 이상치를 고려하여 비모수적인 이산화 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기술들은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장이 다수
분포하는 수 개의 시범 유역에 적용되었으며, 추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얻어진 추세에 근
거하여 최종 측정 이후 수년간의 수질을 예측하고 그 예측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예측
방법론은 수질 변화가 불안정한 소규모 유역에서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유용한 위해성 평가 및
정책결정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groundwater quality, water for food processing, segmented regression, small-scale
watershed, foo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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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PDMS 수동 샘플러를 활용한 토양 공극내 기체상 VOCs 샘플링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gas phase VOCs sampling technology in soil pores using ultra-small PDMS manual sam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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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Cs는 지하수 및 불포화토양 공극을 통해 이동하므로 그에 대한 sampling을 통하여 water & gas를 통해
흡착되는 VOCs의 mass 비율은 1에 수렴하였다. 또한 각각의 VOCs 종류, 토양의 특성,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및 확산성에 대해 실험하였고, 다양한 인자들을 통해 토양증기침투 메커니즘 연구를 계획한다.
Key words : soil vapor intrusion, PDMS, passive sampling, Tenax TA

1. Introduction
토양 및 지하수에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가 유출된 경우, 토양 공극에서 기체상태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건물내부로 침투할 수 있다. 이러한 VOCs의 기체상 거동으로 인해 실내공기질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을
토양증기침투(soil vapor instrusion)라 하며, 오염토양 및 지하수 위해성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공간의 활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토양 내 오염물질의 이동 및 인체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불포화토양에서의 공극은 VOCs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른 이동 속도를 보이면서 주요 통로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 예규 제 383호 ‘토양오염위해성평가지침’에서 ‘토양공기휘발농도 결정(μg/m3 air)’ 및 ‘토양공기 실내유입
노출농도 결정(μg/m3 air)’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행 토양오염위해성평가지침에서 토양 공극내 휘발된 증기상태의
VOCs 농도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산출하며, 그 결과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에 보다 정확한 오염물질의 이동을
예측하기 위해 불포화토양 내 공극에서 이동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공기휘발농도 결정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토양공극상에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VOCs를
샘플링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다양한 환경매체에서 VOCs를 샘플링하기 위해 현장
적용형 수동형샘플러(in-situ passive sampler)를 활용하고자 한다[1]. 현장 기반형 수동형샘플링 기술의 대표적 장점은
우선 토양 및 지하수의 농도측정을 간편하게 하고 화학종을 선택적으로 농축하여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그랩
샘플링이 불가능한 현장(오지)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2].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농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생물체에 노출되는 농도를 측정하며[3], 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장기간 관찰이
가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동형샘플러는 사용하는 흡착상태에 따라 직선구간을 적용하는 키네틱샘플러(비평형
샘플러), 평형구간을 적용하는 평형샘플러 두 가지로 나뉘며, 평형샘플러의 경우 토양공극상의 VOCs 농도와 샘플러
사이의 분배계수를 미리 알고 있으면 분석된 샘플러 내의 농도로부터 환경매체에서의 농도를 얻을 수 있는 간편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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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arial & Method

Sampling의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40 mL vial에 물을 채운 뒤, 철사를 구부려
PDMS를 끼우고 vial에 넣는다. 이후, VOCs를 주입하였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PDMS에 VOCs가 흡착되고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water & gas
PDMS의 농도는 같아지게 된다. 헨리상수를 이용하면, H = Cgas / Cwater 의
식이 성립하고, gas 상에서의 관계식을 Kgas 라 할 때, Kgas = CPDMS,gas /
Cgas

이며,

water

상에서의

관계식을

Kwater

라

할

때,

Kwater

CPDMS,water / Cwater 이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Fig.1 Vial 내 2 types
PDMS의 VOCs 흡수율 실험
개략도

PDMS Sampler experiment
본 연구에서는 토양 공극상에서 기체상의 VOCs가 토양수와
평형상태로 존재함을 가정하고,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Kgas와
Kwater 를 계산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 2과 같이, 철사를 구부려 PDMS를 끼워 넣었으며, 40 mL
vial에 25 ppm 부터 300 ppm까지 25 ppm씩 차이가 나게 30 mL를
맞춰 만든다. DCM에 24시간 추출한 뒤, GC를 이용하여

Kg / Kw

average를 계산하였다.
‘

Fig.2 PDMS를 끼워 넣은 철사를 vial에
주입한 개략도 및 사진

Table.1 Kg/Kw(H) calculation

PDMS efficiency comparison experiment

- 277 -

Fig.3 GC/MS & TD

Fig.4 DCM & Tenax TA extraction experiment

위 실험에서는 DCM을 이용하여 추출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흡착관(Tenax TA)을
통한 sampling이 보다 명확하고 간편하기에, DCM과 흡착관 두 가지 방법을 통한 추출 효율이 같을 경우,
흡착관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효율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40 mL vial에 30 mL의
water를 채우고 0.1 ppm으로 적정하였으며, 총 10개의 철사에 PDMS를 연결하고 vial에 주입하였다. Shaking
plate에 24시간동안 평형 상태 유지 및 PDMS를 통한 VOCs를 흡착하였고, PDMS를 꺼내어 DCM &
흡착관에 각각 5개씩 추출하였다. 다시 24시간 후, 추출이 끝난 GC MS autosampler & T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두 가지 방법의 추출 효율을 비교하였다.
Table.2 DCM & Tenax TA extraction experiment results

위는 DCM & Tenax TA의 VOCs mass 추출 효율을 표로 정리한 결과이다. DCM 대비 Tenax TA에서의
추출 비율을 보면 약 0.8~1.2의 값을 보였다. 이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 sampling에서의 차이가 적었으며,
따라서 PDMS를 이용한 VOCs 흡착 및 분석할 때 Tenax TA를 이용한 sampling 역시 가능하므로 실제
현장(오염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명확하게 실험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실험에서 DCM
대신 Tenax TA로 추출하는 실험이 필요하며, 현장의 기후 환경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온도에 따른
흡착 비율 비교 실험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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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지역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관측정 설치
Site survey and installation of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to restore brackish ecosystems in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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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굿둑 개방 시범운영은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생태복원 방안도출을 목적으로 추
진되고 있다. 하굿둑 시험개방을 통해 해수유입 등의 예측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러나 하굿둑의 개방으로 하굿둑 주변 지역 지하수로의 염분유입 등 개방에
따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하여 지하수 관측정 설치 및
모니터링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굿둑 개방 시범운영 시 주변 지역의 지하수 영향성을 장기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최적의 지하수 관측공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하굿둑 인근 해수침투 관측공은
많이 부족하므로, 하굿둑 개방 시 최상의 기수생태계 복원 구간의 경우에는 하굿둑으로부터 약 10 Km 까지를
적정 기수유역으로 판단되어, 그곳을 중심으로 지하수 관측정 설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하굿둑 개방에 따
른 지하수 영향분석을 위해 지하수 장기 모니터링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하수 관측정 설치 지점은 하
굿둑 우안의 경우에는 대규모 농경지가 분포하고 다수의 기설관정이 있는 맥도지역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좌
안의 경우 제외지 고수부지로의 침투를 확인하고 생활용 관정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염분침투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
측정 내에 여러 깊이에 센서를 설치하여 염분침투 여부와 주요 변화 현상을 측정할 예정이다.

Key words : 기수생태계, 하굿둑, 지하수 관측정, 모니터링

낙동강 하굿둑 전경 및 하천 흐름방향
Fig.1 낙동강 하굿둑 전경 및 하천 흐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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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굿둑 관측정 현황
Fig.2 낙동강 하굿둑 관측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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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지역 지하수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관측정 설치
The site investigation and well construction for analysis of groundwater
in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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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설립된 낙동강하굿둑 건설은 당초 생활/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기수생태 복원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낙동강하굿둑 개방 시범운영으로부터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중장기 생태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하굿둑 주변의 농민들은 하굿둑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염해발생 및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하
굿둑 개방 전후로 수행되어 하굿둑 시범에서 상시 개방에 따른 지하수 염분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낙동강하굿둑 개방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현장 조사/분석을 통한 신규 관측정과
기설 관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장기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당시, 하구 인근지역에는 총 35개의 국
가 및 보조관측망이 있으며, 지역 주민과 농민들이 사용중인 관정들과 7개 지점의 기설 연구용 관정 등이 확보
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낙동강하굿둑 개방 시범운영 시 지하수 내 염분침투 영향 및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조
사 및 분석하고 있다.
Key words : 기수생태계, 하굿둑, 지하수 관측정, 모니터링

관측정 수위 측정

관측정 시공 현황
Fig.1 관측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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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자외선/과황산염 공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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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염수는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생물학적 처리인 미생물을 이용한 공정으로는 분해되기 어
려워 화학적 처리공정을 필요로 한다. 최근 화학적 처리 공정 중 높은 산화력을 가진 OH라디칼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산화 및 분해할 수 있는 고도산화공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고도산화처리에서 주로 오존, 과산
화수소, 과황산염 등과 같은 산화제를 사용한다. 과황산염은 높은 산화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산화
제로 판단되고 있다. 과황산염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열, 자외선, 전이금속 주입, 초음파 등의 기술이 있다.
연구에 사용된 오염수는 접착제 혹은 절삭유, 음식물 폐수로 응집공정을 적용하였지만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
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을 조사하여 과황산염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
하였다. 오염물질 처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COD, TOC 농도를 시간별로 측정하였다. 황산이온 농도와 과
황산 이온 농도를 IC와 분광강도계로 측정하여 자외선에 의한 과황산염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응집공
정 후 자외선/과황산염 공정을 적용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부합하고자 한다.
Key words : 고도산화처리, 과황산염, 자외선,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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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groundwater shortage in the Tancheon-myeon area of Gongju by the
opening of Baekje w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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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백제보 개방의 영향으로 보 상류 일부 농경지에서 지하수 이용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지하수 모델 개
발을 통해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과 이용 장애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대 충적층 지역으로 372개 관정이 개발되어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지하수 모델 예측에 따르
면 백제보 최저수위 개방 시 금강과 인접한 과업지역 농경지에서 약 2 m의 지하수위 강하가 발생하며 배후지
로 갈수록 수위 강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지상펌프 이용 장애 및 대수
층산출성 감소 지역을 분석한 결과, 금강 인접 지역에 위치하는 13개 관정에서 지하수 이용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이용 장애 발생 시 현장의 수리수문학적 상황에 적합한 용수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Key words : 백제보 개방, 지하수 이용 장애, 지하수 모델링
1. 서론
환경부는 2017년 6월부터 4대강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목적으로 4대강의 보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농경지의 지하수 취수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 개
방은 인근 농경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지하수 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 백제보 상류지역 일부 농경지에
서 보 개방 후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공주시 탄천면 일대를 대상으로 백제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및 이용 장애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고, 연구지역 내 지하수 이용 장애 우려지역과 우려 관정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2. 지하수 흐름 모델을 이용한 보 개방의 영향 분석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대이며, 백제보 상류 금강 좌안에 위치하는 충적층 지역이다. 과
업지역에는 총 372개의 농업용 및 생활용 관정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정에 지상펌프가 설치되어 있
다. 과업지역 충적층에 대한 시추조사, 입도분석, 양수시험 등의 현장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일부 관정에 대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업지역 전체의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하였다. 연구지역의 대수층은 지표로
부터 실트질점토층, 모래자갈층, 암반층으로 구성되며, 모래자갈층의 수리전도도는 66.6 m/d로 나타났다. 백제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과업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흐름 모델을 개발하였다. 과업지역
9개 관측정에서 측정된 지하수위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착오법을 통해 모델 보정을 수행하였다. 보정된 모델에
의한 분석 결과, 백제보 관리수위 4.2 m에서 최저수위 1.0 m로 개방 시 금강과 인접한 과업지역 농경지에서
약 2 m의 지하수위 강하가 발생하며 배후지로 갈수록 수위 강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 물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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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보 개방 후 금강으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7% 증가하며, 과업지역 내 지류하천으로 유출되는 지하
수량은 20% 감소하고, 지류하천으로부터 대수층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량은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이용 장애 평가
지하수 흐름 모델의 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수 이용 장애가 우려되는 지역과 관정을 분석하였다.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내려가면 관정에 설치된 펌프의 종류 또는 대수층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관
정의 양수량이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보 개방에 따른 관정의 지하수 장애 발생 여부를
평가하였다.
첫째, 지상펌프를 사용하는 관정에서는 지하수위가 지상펌프의 최대흡상고(8 m) 아래로 떨어지면 관정
의 양수가 중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수정에서 발생하는 우물수두손실과 우물의 수위강하가 과소평가되는 모
델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위가 지표면 기준 7 m 이상 내려갈 때 지상펌프 관정에서 지하수 이용 장애
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보 개방에 의해 지하수위가 내려가면 대수층의 투수량계수가 감소하면
서 대수층의 산출능력이 떨어진다. 대수층의 지하수 공급능력 변화, 즉 보 개방 전후의 투수량계수 비율을 대
수층산출성지수(aquifer productivity index: API)라 정의되며(환경부, 2019),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이용 장애
가 발생하는 API의 기준값을 0.8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 기준에 의하여 과업지역에 대한 지하수 이용 장애를 분석하였다. 먼저, 지상펌프 이용 장
애를 살펴보면, 과업지역의 지상펌프 설치 관정은 총 364개이며, 이 중 11개 관정은 보 개방 전에도 이용 장애
가 발생하며, 보 개방 시 우려관정이 6개 추가되면서 총 17개 관정에서 이용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한편, 보 개방 시 금강과 인접한 농경지 약 11 ha에서 API가 0.8 이하로 떨어지며, 이 지역에 위치하는
우려 관정은 총 8공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지하수 모델링 분석 결과, 백제보의 최저수위 개방 시 공주시 탄천면 일대 농경지에서 약 2 m의 지하
수위 강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지상펌프 제약 수위에 의해 6개 관정에서, API 저하에 의해 8개 관정에서
지하수 이용 장애가 발생하며, 두 우려 관정군의 중복성을 고려하면 총 13개 관정에서 이용 장애가 발생할 것
으로 예측되었다.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이용 장애 발생 시 현장의 상황에 적합한 용수공급 대책이 필요하며
본 연구지역의 경우 대체 관정 개발을 통하여 부족해진 기존 관정의 지하수 이용량을 보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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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백제보 개방 전후 지하수위 변화: (a) 보 개방 전, (b) 보 개방 후, (c)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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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 퇴비단의 교반과 공기공급이 퇴비 부숙과정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Agitation and Aeration on Curing of Cow Manure 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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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의 가축분뇨처리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은 발생된 가축분뇨를 최대한 퇴비나 액비 등의 유기성 비료
자원으로 전환하여 농경지에 환원하는 것이다. 우분의 경우는 축사에서 배출될 때 톱밥과 분뇨가 혼합된 상태
이며, 배출분뇨의 수분함량은 약 50~70% 내외의 수준으로서 퇴비화처리를 하는데 적합한 형태이다. 지난
2020년 말을 기준하여 볼 때 국내의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5,194만 톤이며, 이중 한육우에 배출된 분뇨가
1,672만 톤으로서 전체량의 32.2%에 해당하였으며, 젖소분뇨가 10.8%에 달해서 소가 배출하는 분뇨가 전체
축종에서 배출된 분뇨의 43%를 차지하였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해가 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에
가축분뇨 퇴비의 수용처인 논과 밭의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2010년 1,715,301 ha → 2020년 1,564,797
ha)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경작지에 시용되는 퇴비의 품질향상이 토양과 수계의 양분관리에 중요한 사안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분을 대상으로 하여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공기공급 여부와
교반방식 적용여부가 우분퇴비의 부숙과 퇴비화 진행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공급은 톱밥과 혼
합한 우분 1m3 당 1분에 100 리터 수준으로 공급하는 처리구와 공기를 공급하지 않는 대조구로 구분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교반여부에 따른 퇴비화실험은 에스컬레이터방식을 적용하여 퇴비를 교반하는 처리구와 단
순 퇴적방식으로 퇴비화를 실시하는 대조구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교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퇴비화과정에
서 침출수 발생이 없었다. 반면에 퇴적방식에서는 송풍과 무송풍 시험구 모두에서 침출수가 발생하였는데, 침
출수의 발생량은 퇴비원료의 수분함량과 비례하는 결과를 보였다. 침출수의 pH는 퇴비화 초기에 발생하는 침
출수의 경우에는 7.5~8.8 수준이었으며, 퇴비화 개시 후 15일이 경과된 뒤에 발생한 침출수의 pH는
7.92~8.81수준이었다. 침출수의 수분함량은 약 96.5% 내외의 수준을 보였으며, 총질소 함량은 0.23~0.35%
수준으로서 퇴비에서 측정된 0.4~0.7% 수준에 비해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총인의 함량도 침출수의 경우 퇴
비화 초기에는 0.013~0.018% 수준이었으나 퇴비화 15일 후의 침출수에서는 0.037~0.051% 수준으로 높아
지는 결과를 보였다. 교반여부에 따른 퇴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반처리구의 경우에는 생분에서 1.50% 수
준이었던 TKN 농도가 교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교반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1.0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생분에서 266 mg/L의 수준이었던 질산성질소는 교반 초기에는 높
아지다가 교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단순 퇴적방식을 적용한 우분퇴비의 경우
에는 생분의 TKN 함량은 0.70% 내외였으나 퇴비화가 진행된 우분의 경우에는 0.67% 내외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생분에서는 질산성질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퇴비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759 mg/L의 수준을 보임
으로써 퇴비화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질소의 무기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 교반, 부숙, 송풍, 우분, 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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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분뇨 발효액 제조 시 폭기와 미폭기 여부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변화
Influence of Aeration System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wine Manure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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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oeman., Jeong Kwaonghwa, Kim Jung kon, Lee Dongjun
국립축산과학원
*e-mail : phemn@korea.kr
Abstract

지난 2009년의 런던협약, 2012년 해양배출 금지 및 가축분뇨 처리관련 규정 강화 등에 따라 가축분뇨 자
원화 정책이 강화됨으로써, 발생된 가축분뇨는 가급적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화 등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적용되어오고 있다. 가축분뇨 퇴, 액비는 유기물이 풍부하여 농경지에 시용하
면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작물의 성장을 돕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작물별 시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시용할 경우에는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요인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가축분뇨 퇴, 액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비료관리법에 가축분 퇴비, 가축분뇨 발효액의 품질을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발효액(액비)은 비료성
분(총인산, 총질소, 총칼리의 합 0.3% 이상)과 중금속(비소 5 mg/kg, 카드뮴 0.5, 수은 0.2, 납 15, 크롬 30,
니켈 5, 구리 50, 아연 130 mg/kg 이하, 염분 0.3 % 이하, 수분 95% 이상)의 농도가 규정되어 있다. 가축분
뇨 발효액비는 돈분뇨슬러리를 고액분리 한 후 액상물에 공기를 공급하는 호기적 부숙과정을 거처 생산된다.
액비는 부숙상태에 따라 미부숙, 부숙중기, 부숙완료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부숙이 되어야만 토양과 지하수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액비로써 경작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시험은 고액분리한 돈분뇨슬
러리 액상물을 대상으로 하여 저장기간과 폭기 여부에 따른 액비성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시험시료는 액비
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등 10개소에서 확보하였다. 시험처리는 저장기간 동안 돈분뇨슬러리에 공기를 30
L/㎥/min 수준으로 공급하는 처리구와 공기를 공급하지 않는 대조구로 구분하였다. 조사내용은 비료성분(질
소, 인산, 칼리), 구리, 아연, 염분, 수분 등을 분석하였다. 돈분뇨슬러리의 비료성분(질소+인산+칼리) 함량은
0.26∼0.78㎎/kg 이었으며 염분함량은 0.075∼0.25 % 범위였다. 수분함량은 97.26∼98.86 % 이었으며 구리
함유량은 원료가 1.45∼24.75 ㎎/kg 이었다. 아연 함량은 13.55∼150.02 ㎎/kg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험초기
에는 폭기에 따른 거품이 넘치는 시험구가 있었으나 20일이 지나면서 안정화되었다.

Key words : 가축분뇨, 돈분뇨 슬러리, 액상비료, 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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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지하수 관정정비 기술을 이용한 우물효율 증대 사례
Case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well efficiency using rehabilitation techniques
on groundwater wells in Jeju Island
양동철1*, 김진호 1 , 제서희1 , 진정선1 , 송성호 1 , 서상기1 , 양원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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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지하수자원의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소요기간과 함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형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후관정을 대상으로 관정정비 기술을 이용하
여 우물효율 증대 및 추가 수량을 확보하는 사업(사업비 25백만원/공)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
도 내 전체관정의 약 57%에 해당하는 노후된 관정 2,643공의 재생을 위하여, 내부진단, 공내세척(고압압축 평
면분사 및 흡입공법) 및 개선효과 평가 사례를 제시하였다. 먼저 공내세척 전 단계양수시험, 내부 이용시설물
인양 및 상태점검, 공내TV검층 공정을 통해 내부진단 및 우물효율을 분석하였으며, 공내세척을 실시하고 이
후 공내세척 전 실시한 공정을 재 실시하여 전·후 지하수 관정의 우물효율 변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육지 지하수 관정은 주로 공극률이 낮은 결정질 화강암반 파쇄절리대를 주대수층으로 개발하여 에어써징(고압
압축 불기공법)으로 공내세척이 가능하나, 공극률이 높고 수리적 연결성이 뛰어난 다공질 화산암반을 주대수
층으로 개발되어진 제주도 지하수 암반관정은 고압압축 공기가 다공질 대수층으로 새어나가게 되어 공내 이물
질(부식물질 및 오염퇴적물 등)을 지표 밖으로 제거가 불가능하여 고압압축 평면분사 및 흡입공법을 활용하였
다. 제주도 공공관정 5공에서 공내세척 후 공내TV검층을 통해 우물자재(유·무공관) 내부에 적층된 이물질(토
3

사)과 공저에 쌓인 퇴적물 제거 효과를 확인하였다. 단계 양수시험에서 평균 최대양수량(Q, 1,479 m /day/공)
으로 양수 시 공내세척 전 대비 평균 수위강하량은 1.34 m/공 감소하였다. 평균 최대양수량으로 양수 시 공내
세척 전 대비 후의 평균 우물효율은 16%/공 정도의 개선효과를 보였으며, 평균 추가 지하수 확보량은 509
3

m /day/공로 이는 평균 최대양수량 대비 28%/공이다.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관정정비 기술은 노후된 관정을
재생시킴으로써, 우물효율 증대와 추가지하수자원 확보 효과를 유발하여 제주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 지하수
추가 확보방안으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제주도, 관정정비, 추가 지하수 확보량, 우물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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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의 모양과 이온강도에 따른 수계-퇴적물 환경에서의 흡착 특성 조사
Influence of Particle Shape and Ionic Strength on the Attachment Behavior of
Microplastics at Sediment-Water Interfaces in Freshwater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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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의 환경 중으로 노출은 식물 및 생물체의 먹이사슬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의 축적을 통해
인체까지 유입될 수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의 축적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
다. 인체에 대한 악영향의 효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방법에 따
라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주로 1차 미세플라스틱인 균일한 구형 입자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2차 미세플라스틱에 의해 발생 될 것으로 예측되는 비구형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모양에 따른 퇴적물과의 반응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세 가지 모양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은 구형(Sphere), 배형(Pear),
땅콩형(Peanut) 3가지 모양의 폴리스타이렌(Polystyrene) 종으로 선정하였고, 용액의 이온 종과 이온강도는 수
계 환경을 반영하여 NaCl 1 mM에서 300 mM, CaCl2 0.1 mM에서 50 mM 범위로 설정하였다. 퇴적물의 경
우, 환경 중 분포 및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 입경이 400 ㎛인 석영 입자(U.S. silica)를 사용하였다. 입자의 물리
화학적 특성 조사 결과, 1차 입자크기는 세 가지 입자 모두 평균 3 ㎛로 확인되었고, dynamic light scattering
방법을 이용해 측정된 2차 입자크기(유체 역학적 직경)는 이온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경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타전위 측정 결과, 모든 입자에 대해 NaCl 조건과 CaCl2 조건에서 모두 이온강도가 증가함에 따
라 제타전위는 0에 가까워졌는데 이는 양이온 농도 증가에 따른 charge screening 혹은 charge neutralization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온 종의 효과 조사 결과, 2가 양이온인 Ca2+의 존재하에서 1가 양이온인
Na+ 보다 입자들의 제타전위 절대값이 작게 관찰되었다. 한편, 같은 이온 종과 이온강도에서 배형과 땅콩형
입자들에 비해 구형 입자의 제타전위 절대값이 작게 확인되었다. 회분식 흡착실험 결과, 현탁액의 이온강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흡착량은 입자 모양에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구형 입자의 경우 최대 흡착량
은 약 80%, 배형과 땅콩형 입자들의 경우 약 50% 및 30%의 흡착능을 보였다. 조사된 이온강도 범위에서 구
형 입자가 비구형 입자들보다 높은 흡착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제타전위 변화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입
자와 퇴적물 사이의 정전기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사: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20R1A2C1013851)
Key words : 미세플라스틱, 입자 모양, 이온강도, 이온 종, 흡착량,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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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크기의 타이어 마모입자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Preparation of Microsized Tire-tread Particles for an Ecotoxicologic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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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량의 증가로 타이어 마모입자의 발생량 또한 증가함을 피할 수 없다. 발생한 타이어 마모입
자의 환경 중 이동으로 저서 생태계부터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에 관심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타이어 마모입자는 제조 방법 및 수집 방법에 따라 입자의 유형(Tire and Road Wear
Particle(TRWP), Tread particle(TP), Tire Wear Particle(TWP))과 크기가 달라지며, 입자의 독성, 거동 및 안
정성 등의 연구를 위해서는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타이어 마모입자에
관한 연구들은 입자의 유형 및 크기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지 않아 결과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
입자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준 입자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마이크로 크기의 타
이어 마모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타이어 마모입자의 3가지 유형 중 환경의 영향이 적은
TP를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제조를 위해 연마기의 회전속도 및 다이아몬드 디스크의
grain size를 조절하여 입자 제조 장치의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빠른 회전속도는 700 rpm, 느린 회전속도로는
500 rpm을 비교하였고, 디스크의 거칠기가 거친 것은 75 ㎛(200 mesh), 부드러운 것은 8 ㎛(1500 mesh)를 비
교하였다. 이때, 같은 시간 및 grain size 조건에서 회전속도가 빠른 조건은 0.09 g, 느린 조건은 0.04 g으로 빠
른 조건이 2배 이상의 입자 제조량을 보였으며, 같은 시간 및 회전속도 조건에서 디스크의 거친 정도가 거친
조건은 0.56 g, 부드러운 조건에서는 검출된 양이 없었다. 따라서 디스크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디스크 회전속
도가 빠를수록 입자의 제조량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습식체질을
진행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농축 및 60℃에서의 건조 과정을 통해 고체 상태의 TP를 획득하였다. 전계
방사형 주사 전자현미경을 활용하여 제조된 TP는 일정한 형태가 아닌 비정형인 형태를 가지며 기존문헌과 비
교하였을 때, 이는 실제 환경에서 수집된 입자의 형태와도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입자의 대부
분이 0.2 ㎛에서 5 ㎛로 존재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조된 타이어 마모입자는 마이크로 범위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연마기를 이용한 TP 제조 방식은 마이크로 크기의 타이어 마모입자 제조를 위한 재현
가능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사: 본 논문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NIER-2021-01-01-007))
Key words : 타이어 마모입자, 마이크로 크기, 회전속도, 디스크 거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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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은 5 mm 이하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으로 인해 대기, 물,
토양 등 모든 환경 매체에서 검출될 수 있다. 환경으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환경 내 다른 오염물질(예: 중금속, 농약 등)의 거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계
내 미세플라스틱에 의해 중금속의 거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과 중금속 용액을
이용한 흡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상 미세플라스틱으로는 폴리에틸렌(polyethylene, PE) 입자를 사용하였고,
대상 중금속 용액으로는 납(Pb) 용액을 사용하였다. 농도별 Pb 용액을 PE 입자와 함께 50 mL 튜브에 넣고,
48 시간 동안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48시간 후 상등액을 분석하여 잔류 Pb 농도를 구하였고, 분석 결과를
등온흡착모델인 Langmuir 모델과 Freundlich 모델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두 모델 모두 PE
미세 입자에 의한 Pb 흡착을 잘 설명하였으나, Freundlich 모델의 R2이 0.75로 Langmuir 모델의 0.2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PE와 같은 플라스틱이 환경 중에서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의 거동에 영
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충분한 기작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Fig. 1. 폴리에틸렌에 대한 납의 흡착. Langmuir 등온 흡착 모델(왼쪽) 및 Freundlich 등온 흡착
모델(오른쪽)
Key words : microplastics, sorption, Langmuir, Freund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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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유기물 형광분석과 PARAFAC 모델링을 이용한 농경지역 지하수 환경의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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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Using Dissolved Organic Matter Fluorescence Analysis and PARAFA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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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유기물질은 지표수․지하수 환경의 미생물 활동, 금속 및 오염물질 반응과 거동 등 다양한 생지화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표수와 지하수 환경의 수질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이용되고 있다(Coble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농경활동이 활발한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와 지표수
의 용존유기물 형광분광분석과 PARAFAC 모델링기법을 이용하여 지표수와 지하수 특성, 지하수 깊이와 시간
적 변화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수환경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하수와 지표수는 2020년 5
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지표수(SW) 1회와 지하수 3회를 채취하였으며, 이때 지하수는 관정 깊이를 기준으로
천부(SGW)와 심부(DGW) 지하수로 구분하였다. 용존유기물(DOM)은 형광분광분석을 이용하여 3D-EEM
(Excitaion Emission Matrix)과 개별 성분 특성에 대한 육상기원의 휴믹/펄픽지수(HFI, fulvic/ humic-like
index), 생물학적 활동과 이용률을 나타내는 트립토판지수(TRI, tryptophan-like index)을 구하였다. 이 외에도
유기물성분 강도(Peak A, fulvic-like; C, humic-like; T, tryptophan-like; 단위 QSU), 비율(Peak A:T, C:T),
휴믹화지수(HIX), 생물학적지수(BIX), 형광지수(FI)를 구하였다(Fellman et al., 2010).
용존유기물 분석 결과, 지하수와 지표수의 DOC는 각각 평균 0.90(중앙 0.57, 0.28~3.86 mg/L), 2.28(중앙
2.037, 1.360~3.68 mg/L), HFI는 각각 평균 0.04(중앙 0.01, ND~0.34 QSU)와 평균 0.12(중앙 0.12, 0.08~0.16
QSU), TRI는 각각 평균 0.03(중앙 0.02, 0.01~0.13 QSU), 평균 0.08(중앙 0.08, 0.05~0.11 QSU)로 모두 지표수
가 지하수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Fig. 1a). HFI는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모두 TRI보다 높았으며, 이는 연
구지역 수환경에서 육성기원의 휴믹/펄빅 유사물질이 단백질 유사물질보다 지배적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지하
수 심도별로는 천부 지하수가 심부 지하수보다 높으며 변동폭이 컸으나, 일부 천부 지하수는 지표수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육성기원 고분자 유기물 성분을 나타내는 Peak A, C와 생물학적 활동을 나타내는
Peak T의 비율을 용존유기탄소와 비교결과, DOC가 높은 지하수는 미생물에 의한 내부 활동보다 토양 및 지
상의 외부 유입 한 기원 유기물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천부 지하수에 대한 지표수와 지표 오염
원의 침투, 토양 오염물 용출 등에 의한 영향이 심부지하수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a) 박스도 (DOC, HFI 및 TRI)

(b) DOC와 Peak C/T, A/T 상관관계

Fig. 1. 용존유기탄소와 형광지표의 박스도 및 상관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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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EEM 형광분석 결과, 천부 지하수가 심부 지하수보다 모든 유기성분(휴믹, 단백질 등) 강도에서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심부지하수에서는 형광 강도가 낮은 경향을 보여주지만 일부 시료에서는 천부와
비슷한 형광 강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용존유기물 성분을 많이 포함하는 천부 지하수의 빠른 유입에
따른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천부 지하수에 대한 시기별(3회) PARAFAC 분석을 수행한 결과,
봄철(20년 5월)에는 휴믹산/펄빅산과 단백질(tyrosine) 성분이 각각 74.48%과 25.25%, 겨울철(20년 12월)에는
모두 휴믹산/펄빅산 성분으로 분석되었으나, 초봄(21년 3월)에는 다시 트립토판 성분 8.63%가 확인되어 20년
5월보다 다소 낮지만 단백질 계통(트립토판, 티로신)의 용존유기물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b). 이러한 시기별 변화 양상은 심부 지하수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며, 다만 단백질 계통 비율이 봄철
(20년 5월)에 77%, 초봄(21년 3월)에 23%로 천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은 다소 다른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봄철(20년 5월, 21년 3월) 지하수에서 단백질 물질이 관찰되는 것은 봄철 발생한 강우나
농경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유입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초봄(3월)보다는 늦봄(5월)에서
이러한 영향이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겨울철(20년 12월)에는 강우의 감소와 농경활동의
감소 또한 이전에 유입된 단백질 물질이 모두 생분해되어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생물학적
지표(BIX)와 형광지표(FI)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봄철 지하수 환경에 유입된 단백질계통의 오
염물질 분해 과정에 미생물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용존유기성분 지표, 3D-EEM 및 다변량 분석(PARAFAC) 기법을 이용한 지하수 환경 평가기술은 농경지역
지표수와 지하수 용존유기물의 기원과 특성, 시기별 및 깊이별 변화 특징 등을 규명하고 향후 수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 지표수, 천부 및 심부 지하수 3D-EEM

(b) 시기별 지하수 PARAFAC 분석 결과

Fig. 2. 3D-EEM과 PARAFAC 분석 결과
Key words : 지하수, 용존유기물, 형광분석, 3D-EEM, PARA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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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수문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한 지하수 유역 구분에 대한 정량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형적 분수령에 기초한 지표수 유역 구분 기법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져 온 제주도의 유역
구분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최신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형분석을 통한 분수령을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기
존에 알려진 제주도 유역 구분 자료와 비교 검토하였다. 향후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얻어진 지하수위 분포를
기초로 분수령을 나눈 유역 구분 결과와도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고해상도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작성을 위하여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으며, 8
방향으로 음영기복도(hillshade map)를 작성하여 지형정보 오류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해당 표고정보를 수정하
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5m 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을 완성하였다. 수치표고모델을 기반으로 이상 싱
크(sink)를 제거한 후 유향(flow direction) 및 유적(flow accumulation) 분석, 하천 추출(stream link) 및 차수
(stream order) 분석을 통해 600여 개의 분수령(catchment area)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유역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하천을 따라 분수령을 묶어 최종적인 유역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구분한 유역과 기존의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을 따라 육안으로
구분한 유역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지하수위를 기초로 지하수 유
역을 구분함으로써 현재 지형특성에 기반한 유역과 비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통상 지표에서 150m 이상 깊
은 곳에 지하수면이 위치하는 제주도의 특성이 반영된 지하수 유역 구분 기법을 정립할 예정이다.
Key words : watershed delineation, hydrologic analysis, Samdasoo,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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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공급 소외지역의 가뭄 대응방안을 위한 상류부 하천-취수원 연계 모니터링
Upper stream and water intake link monitoring for drought response measures in
water supply margin areas
신지은, 김지태*, 백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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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으로 강수량, 유출량이 변화하여 극한 가뭄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가뭄 대응을 위한 최적 용수 운영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샌드댐을 설치 및 운영하는
프로젝트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상류부 유역의 계곡수를 생활용수의 주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갈
수기에 상시적인 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갈수기 가뭄 대응을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가뭄 피해를 예
측하여 사전에 물 자원을 확보하고 취수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단식 샌드댐을 설치하였다. 본 연구의 대
상지역에서 물로천의 일부분은 취수조로 유입되고, 취수조에 유입된 물이 중력에 의해 물탱크로 들어가며 이
물은 생활용수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 대상지역의 물탱크, 취수조, 하천 3개 지점에서 유량의 상관관계를 파악
하기 위해서 압력식 상시 자동 수위 관측기를 설치하였으며, 1시간 간격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
다. 물로천 유역의 공급 가능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동 수위 계측기를 통한 수위 자료 데이터와 한 달에 한
번 유속 측정을 통해 유량 및 수위 자료를 활용하여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을 도출하였다. 약 1년 동안 3개
지점의 수위 자료를 살펴본 결과 물탱크 수위가 대부분 낮 동안에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의존하는 취수원 상류지역의 정량적 물 공급량과 수요량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취수원 하
부에 샌드댐을 설치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천-취수원 연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샌드댐 건설 전과 후의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습니다(146522).
Key words : 샌드댐, 공급량, 가뭄, 모니터링, 수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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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미세플라스틱이 지렁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olyethylene Microplastics on Earthw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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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토양 환경 중에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멀칭비
닐 등을 사용하는 농경지에서는 멀칭비닐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polyethyene; PE) 계열의 미세플라스틱
이 토양에 존재할 수 있다. 토양 환경 중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토양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지렁이(Eisenia fetida)를 대상 생물종으로 하여 토양 중 PE 미세플라스틱(125 μm 이
하)에 노출시켜 급성 독성 영향을 평가하였다.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지렁이는 죽지는 않았지만, 노출되지 않
은 지렁이(대조군)에 비해 14일 후 무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렁이 무게가 감소하는 정도는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큰 경향을 보였다 (Fig. 1). 이와 같은 결과는 토양 중 미세플라스틱이 토양
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Key words : microplastics, Eisenia fetida, earthworm, growth.

Fig. 1. Effect of microplastics on earthworm weight after 14 d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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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비저항 탐사는 직류 전류 송신원을 이용해 지하 매질의 전기적 특성을 파악하는 지구물리탐사 방
법으로 지질 구조 및 안전성 평가 등 지하 구조 규명에 많이 사용되는 탐사법이다. 전기비저항 탐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영역을 탐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하 전기비저항 구조를 영상화하여 지질
구조에 대한 직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염 유체의 유동 경로를 결정하는 지질 구조 규명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덕소에서 지질 구조 파악을 위해 전기비저항 지표탐사와 지
표-시추공/시추공-시추공 탐사를 수행하였다. 전기비저항 지표 탐사는 전극 간격 5 m 와 10 m를 사용했으며,
길이 약 150 m 수평 측선 3개와 길이 약 90 m 수직 측선 6개로 총 9개의 측선을 사용해 탐사를 수행하였다.
해당 부지는 지하수위가 약 20 m, 기반암이 30-40 m로 깊은 심도에 위치하고 있어 보다 깊은 심도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추공 5 개에서 지표-시추공/시추공-시추공 탐사도 수행하였다. 자료 해석 시에는 탐사 영역
주변의 지형이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장 지형을 모사한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수치실험
을 수행하여 주변 지형으로 인한 전기비저항 자료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장 자료 역산은 지형을 고려하여 보
다 신뢰성 있게 자료를 해석하였고, 시추공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테스트베드의 3차원 지하 구조를 효과적
으로 규명하였다(Fig. 1).

Figure 1. (a) 사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현장 자료 역산과 (b) 사면의 영향을 고려한 현장 자료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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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플라즈마 블라스팅을 통한 점토성 디젤 오염구역의 in-situ Fenton 복원
: 시너지 효과 및 비용 추정
In-situ Fenton remediation for diesel contaminated clayey zone assisted by
thermal plasma blasting: Synergism and cost estimation
황건덕1,2 , 장석범1,2 , 송재용3, 강차원3, 이근춘3, 장 민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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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s) such as diesel-polluted soil constitute a large por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al issues due to their persistent nature in the environment (1). Especially

delivering

remediation agents into diesel contaminated zones with low hydraulic conductivity is exceptionally
challenging. Herein, we studied pilot-scale thermal plasma blasting for fracturing and concurrently
dispersing the Fenton reagent into the diesel contaminated silty soils. Six times plasma blasting with sole
H2O2 at 20 kV had the highest degradation of diesel (>97%) with an equilibrium time of 3 h, and the
final diesel concentration was below the South Korean regulated health standard (500 mg kg-1). This
effective diesel degradation can deduce that the Fenton reaction could occur between dispersed H2O2 the
surface Fe (≡Fe) minerals. Plasma blasting plays the swift delivery role of H2O2 and has high synergism
(fsyn: 2.04) on the Fenton reaction. The remediation cost was estimated to be USD 33 per metric ton,
which is much lower than most reported in-situ technologies.
Key words : thermal plasma blasting; TPH; Fenton reaction; silty clay; diesel; in-situ

Figure: Synergism between plasma and Fento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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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복원을 위한 진공 추출과 결합된 공압 파쇄를 사용한 토양 투과성 향상: 인공
신경망 모델을 사용한 파일럿 규모 테스트
Soil permeability enhancement using pneumatic fracturing coupled by
vacuum extraction for in-situ remediation: Pilot-scale tests with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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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ort for enhancing the soil permeability is of huge practical significance for the in-situ chemical
oxidation in soil and groundwater remediation. Moreover, the correlation interpretation for soil permeability
enhancement suffers from limited databases and complexities (i.e., geological properties) due to many
factors that affect the fluid injection performance toward low permeability soil. In this study, we
conducted pilot-scale (2 m3 of soil) pneumatic fracturing (PF), and pneumatic fracturing-vacuum
extraction (PFV) experiments for improving the fluid infiltration rate. Further, this study also introduced a
novel approach using a soft computational model, a feedforward backpropaga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FFBP-ANN), for predicting the infiltration coefficient for PF or PFV treated soils. As a result, the
infiltration coefficients were significantly enhanced by the PV and PFV methods. Notably, the established
FFBP-ANN model with the configuration of eight neurons associated with one hidden layer connected by
tangent sigmoid transfer function and trained by Levenberg-Marquart backpropagation algorithm achieved
the 0.999 of regression with 0.001 of mean square error accuracy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PFV can significantly enhance the infiltration coefficient, and the computational FFBP-ANN
models can help extend the infiltration coefficient estimation for low permeable soil.

Key words : Artificial neural network, pneumatic fracturing, multilayer perceptron, vacuum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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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The photograph of installation of the pneumatic fracturing experiment systems (top). The
filtration rate of distilled water by using pneumatic fracturing and pneumatic fracturing with vacuum
extraction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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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PVA에 의해 과립화된 UIO-66/GO 복합재를 이용한 불소 흡착
Enhanced fluoride adsorption using UIO-66/GO granular composite by PAM/P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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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luoride (F ) is considered one of the essential trace elements; however, excessive intake of F- (> 1.5
-1

mg L ) for a long time can cause fluorosis, liver damage, and interference with DNA synthesis in the
human body [1]. Due to its toxic effect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F- removal technology in water
resources is a crucial issue. Among the several F- removal treatments, the adsorption is promising
technology due to its simplicity, easy operation,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Graphene oxide (GO) is
one of the hydrophilic adsorbents, with active functional groups present in the layered structure. However,
GO has low sorption selectivity, stacking, and difficulty to separate and reuse after adsorption. The
UIO-66/GO granular composite (UIO-66/gGO) was obtained by physical mixing GO and UIO-66, with the
addition of polyacrylamide (PAM) and polyvinyl alcohol (PVA) as stabilizer and binder,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that PAM and PVA enhanced the F- removal of UIO-66 and GO.
UIO-66/gGO with 50% of UIO-66 had significant F

-

sorption efficiency, achieving a maximum sorption

-1

capacity of 101 mg g . The ionic strength had an insignificant impact on F- adsorption efficiency via the
Cl- < NO3- < SO42- sequence. FESEM and FT-IR analys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urface
morphology and functional groups of UIO-66/gGO. The addition of PAM and PVA provided amine groups
on composite and enhanced F- sorption capacity, and effectively inhibited GO stacking.
Key words : Fluoride, UIO-66, MOF, Graphene oxide, PAM, PVA, Gran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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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 F- adsorption isotherms for UIO-66 and UIO-66/gGO (UIO-66 ratio: 10-70%, initial
concentration: 5-100 mg L-1, dosage: 10 mg, RT) and (b-d) anion effect on F- adsorption onto gGO and
UIO-66/gGO (Initial F- concentration: 10 mg L-1, NaCl, NaNO3, Na2SO4 concentration: 0, 0.01, 0.1 M,
dosage: 10 mg,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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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메탈 복합재를 사용한 전기촉매 오존화에 의한 아트라진 분해
Atrazine degradation by electro-catalytic ozonation with bi-metallic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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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razine (ATZ) is a selective herbicide used to control weeds, especially in crops of maize, sugar cane,
and sorghum. Several authors have studied different methods for removing organic pollutants, including
adsorption, biological treatment, ozonation, electrocatalysis, photocatalysis, etc. Among all the technologies,
the ozonation and electrocatalysis process is widely used for organic pollutants removal;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achieve demineralization for ATZ due to its ozone-resistant herbicide properties. Meanwhile,
the electrocatalysis for ATZ removal requires high energy consumption to achieve demineralization.
Inspired by the benefit of both treatment methods, the hybidization of both technologies may have
overcome the limitation mentioned above. Hence, the synergistic degradation of ATZ by ozonation,
electrocatalysis, and electro-catalytic ozonation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electrode was prepared
by conventional carbon felt coated by nickel cerium (NiCeOx) with various Ni to Ce ratios (nickel: cerium,
3:1, 1:1, and 1:3) through the co-precipitation method followed by calcination. Our experiment results show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1 mg/L atrazine removal by increasing the ozone dose from 3-5 g/h. In the
electrocatalysis process, the NiCeOx ratio of 3:1 has shown the best performance of 1 mg/L ATZ removal
with a constant kinetic value (k1) 4.4 x10-3 min-1. In contrast, the NiCeOx ratio of 1:3 shows the best
performance in electro-catalytic ozonation with the k1 value of 29.0x10-3min-1 with an ozone dose of 5 g/h
the highest H2O2 production (0.64 mM) was obtained in this system. Compared to electrocatalysis (0.16
mM) or ozonation system (0.30 mM), electro-catalytic ozonation system (0.64 mM) showed a higher H2O2
production for NiCeOx ratio of 1:3. A strong correlations between the Ni and Ce ratio on ATZ removal
using electrolysis and the electro-ozone system was obtained. Hence, the combination of electrolysis with
the ozonation system significantly enhanced the ATZ removal performance using a NiCeOx ratio of 1:3.
Key words : ozone, electrocatalysis, electrocatalytic ozonation, Atr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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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Kinetic experiment of Atrazine removal with 5g/h dose ozone bubbling with 30 minutes
(right) and H2O2production with the ATZ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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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ton/과황산염 시스템에 의한 아트라진 및 비소 동시 제거를 위한 철 기반 전기응고
Iron-based electrocoagulation for simultaneous removal of atrazine and
arsenic assisted by Fenton/persulf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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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re than 2.5 billion people on the globe rely on groundwater for drinking, and providing
high-quality drinking water has become one of the major challenges of human society. Atrazine (ATZ) is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contaminant that can enter waterways in agricultural runoff from row
crops. ATZ may cause human health problems if present in public or private water supplies in amounts
greater than the drinking water standard set by EPA. Arsenic (As)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is
estimated to be affecting 500 million people around the globe (1). Continuous exposure to high arsenic
water causes pigmentation, hyperkeratoses, ulceration, skin cancer, and affects the liver, kidney, heart, and
lungs. This study focuses on the simultaneous removal of ATZ and As utilizing Fenton/persulfate
degradation and electrocoagulation. In brief, Fe2+ was produced through Fe anode leaching by oxidation,
2+

while H2O2 was produced on the cathode. The Fenton reaction occurs in Fe

and H2O2 and

simultaneously actives persulfate to form sulfate radicals for effective ATZ degradation. At the same time,
the increase of pH and Fe sludge could effectively adsorb and agglomerate As.

Key words : Fenton, persulfate, arsenic, atrazine,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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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Removal of (a) As and (b) ATZ under 2V electrolysis with the addition of 1 mM per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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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밀 제조된 황화영가철을 이용한 과황산 산화공정의 페놀 오염 토양 처리 특성
Treatment of phenol-contaminated soil using ball-milled sulfur/microscale zero
valent iron as a persulfate activator for ox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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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과황산의 산화 처리는 활성화제를 통해 강한 산화력을 가진 황산 라디칼을 이용하여 지하수 및 토양
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대표적인 과황산의 활성화제로는 다른 전이 금속보다 효과적이며,
독성이 적고, 비용이 낮은 영가철이 있다. 과황산과 영가철의 반응성을 높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데, 대표적으로 마이크로크기 영가철과(microscale zerovalent iron), 나노크기 영가철(nanoscale zerovalent
iron)이 있다. 영가철이 2가 철(Fe(Ⅱ)을 방출하여 전자를 과황산에 전달해 라디칼을 효율적으로 발생을 시킨
다. 하지만 기존 농도 이상의 2가 철이 주입되는 경우 오히려 라디칼을 소모해, 전체적인 산화 효율을 감소시
키고, 영가철 표면의 부동태화로 인해 효율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볼밀을 이용하여 마이크로크기 영가철
과 황을 물리 화학적 합성 후, 과황산과 함께 활성화해 토양 내 존재하는 페놀을 제거 연구를 수행하였다.
볼밀로 제조된 황화 마이크로크기 영가철(S-mZVIbm)의 합성 방법은 Jar안에 일정량의 영가철, 황, 구
슬을 넣어 10시간 동안 450rpm으로 볼밀링을 진행했다. 액상제조방법과 같이 [S]/[Fe] 몰비를 0.03~0.24의 제
조하여 비율을 최적화시켰다. 토양 조건에서 페놀 분해 실험은 과황산, 영가철, 페놀 각각 4:4:1~16:8:1 몰비 조
건에서 진행하여 실험했다. 토양은 페놀 3g/kg 농도로 인공오염토양을 사용했다. 고액비 1:10, 1:5, 1:2 조건에
서 48~240mM의 과황산과 24~240mM의 영가철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볼밀 합성을 통한 [S]/[Fe] 몰비는 0.36이 페놀 제거율이 가장 높았으나, 공기 노출 시 발화 위험이 존
재하여, 0.12를 최적 몰비로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고액비 1:10, 1:5, 1:2 조건을 이용하여 과황산, 영가철,
페놀 각각 4:4:1~16:8:1 몰비로 실험을 진행했다. 고액비 1:10의 조건에서 과황산, 영가철, 페놀을 각각 16mM,
8mM, 1mM로 4시간 주입하였을 때 페놀 제거율이 99.5%로 가장 높으며, 과황산은 초기 농도와 비교하여
80%이상이 소모되었다. 고액비 중 토양의 비율이 높을수록 페놀 제거율은 1:10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전체
적으로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ey words : 황화 영가철, 과황산, 고도산화, 볼밀, 고액비, 토양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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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담지 TiO2 나노튜브 배열 음극에 대한 질산염 저감의 광전자촉매 변환 및 선택성 향상
Enhanced photo-electrocatalytic conversion and selectivity of nitrate reduction to
nitrogen over Sn-modified TiO2 nanotube array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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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itrate-contaminated water can lead to eutrophication of surface water, damage to the aquatic
ecosystem, and increased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nitrate/nitrite, such as gastric cancer and
methemoglobin. The electrocatalytic nitrate reduction method has high catalytic efficiencies and selectively
reduces nitrate to ammonium, nitrite, nitrogen. Meanwhile, various studies have been attempted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producing a large amount of ammonium and nitrite in the electrocatalytic
nitrate reduction method. Among them, nitrate reduction velocity increased when electricity and light
sources were applied for the photo-electro catalyst. And the amount of ammonia and nitrite production
dramatically reduced due to the modification of Sn, which had the highest N2 selectivity. The electrodes
used in this study were manufactured using a hydrothermal followed by calcination, and the optimized
electrodes showed the high efficiency of removing above 80% of nitrate during 2-hour experiment. The
TiO2 electrode modified with Sn showed nitrate removal efficiency of 4 times higher than the normal TiO2
electrode, and it was proved that the N2 selectivity was extremely high as the amount of ammonia and
nitrite produced dramatically reduced.
Key words : denitrification, high selectivity, TiO2 nanotube array, Sn modify, photo-electrocatalyst

Figure: Nitrate reduction with nitrite and ammonia production data using TiO2 nanotube array electrode
(left) and Sn(2%) modified TiO2 nanotube array electrod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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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 정밀조사 단계에서의 부지개념모델 구축 및 진화 사례연구
Conceptual site model development and evolution according to the contaminated
site management
배민서, 김주희, 이순재*
*

Min Seo Bae, Juhee Kim, Soonj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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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기반 오염부지 관리 체계 내 부지개념모델은 대응 전략 구축, 결정, 시행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부지의 오염원, 이동 경로, 수용체에 대한 현재 및 잠재적인 모든 환경적인 조건을 포
함하며, 오염부지 관리 단계에 따라 개선되고 진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지개념모델 작성 및 개선 방법을 연
구하기 위해 오염부지 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가상적 부지개념모델을 구축하였다. 토양정밀조사 이후 추가
오염주사를 진행한 00부지에 대해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토양정밀조사 내에서 기초조사-개황조사-정밀조사
의 조사 단계별로 부지개념모델을 구축하였다. 추가오염조사를 통해 개선된 부지개념모델을 작성하고 부지개
념모델 개선을 통해 오염부지 관리 단계별 부지개념모델 진화를 확인하였다. 부지개념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1) 단계별 조사 항목 분류, 2) 조사 정보 요약: Profiles, 3) 체크리스트 4) 부지개념모델 작성 과정을 수행하였
다. 부지개념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1) 기존 부지개념모델 데이터갭 파악, 2) 데이터갭을 보완 Profiles 추가 3)
개선된 부지개념모델 작성 과정을 수행을 하였다. 단계별 부지개념모델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의 오염원-거
동경로-수용체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술, 표, 그림, 사진, 흐름도 등으로 표현하였다. 오염부지 관리 단계에
따라 취득하는 데이터의 변화를 유기적,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부지개념모델의 구축 및 진화를 통해 더 효과적
인 오염부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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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를 통한 토양오염 우선관리지역 평가체계 개선방안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oil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via focusing on oversea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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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선 ‘2016년 토양환경 이력관리제 제도화 방안 마련’ 사업을 토대로 토양오염 우선관리지역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 토양오염과 관련된 이력정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존에
구축된 토양오염 우선관리지역 평가체계는 새로운 토양오염 이력정보 DB 적용과 토양오염 평가인자를 적절하
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토양오염 우선관리지역 평가체계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해외 토양오염 우선관리지역 평가 관련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 결과 미국은 ‘NPL(National Priorities List)’를 정하여 오염부지를 관리하였다. 위치정보, 등재 일
자, 마지막 토지 소요자, 정화활동 이력, 정화 우선순위등의 정보를 상세히 DB화하였고, 미국농무부의
‘SVI(Soil vulnerability Index)’를 활용하여 토양유실도(K-factor)와 유기토양, 토양 경사도 등을 이용하여 토양
유출과 침출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Federal Contaminated Sites Inventory(FCSI)’를 통해 캐나
다 전역의 22,000개 이상의 잠재오염부지와 오염부지를 파악하였다. 오염부지의 위치정보, 특성, 면적, 과거의
토지사용 이력등을 관리하였고, 토지이용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토양오염 취약성 평가의 주요 인자로 고려
하였다. 영국에서는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시 오염원-경로-수용체의 접근방식과 ‘CLEA(Contaminated land
exposure assessment tool)’ 방법을 통해 인구수, 인구밀도, 어린이부터 노약자수를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의 수
용체 인자로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오염특성, 지역특성, 수용체 특성인자의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 수용체 특성에서 어린이수를 어린이, 노약자수로 변경하였다. 또한 오염특성에서 오염
발생지역, 지역특성에서 배경농도, 토지이용, 경사도와 수용체 특성에서 인구밀도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향후 전국 토양오염 우선관리지역 평가의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토양오염 우선관리지역을 평가하기
위해 도출한 인자들이 검증된다면

국내 토양환경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Key words : 토양오염, 우선관리지역, 오염취약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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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량 통계 분석과 지화학 분석을 활용한 시간에 따른 대전 유성지역 심부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 파악
Application of the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with hydrogeochemical
parameters for the deep groundwater characterization affected by time variation:
the case study of the Yuseong are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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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undwater, one of the most important water resources, undergoes chemical composition changes by the
time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o protect and manage groundwater resource more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chemical evolution of the groundwater according to the change of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o characterize the feature of groundwater quality by the time. This study conducted
statistical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with geochemical analysis to recognize the hydrogeochemical
processes and to detect factors that affect quality of groundwater with change of the time in the study
site. Based on the emergency water supply facilities located throughout Yuseong area in Daejeon,
groundwater

samples

were

collected

in

three

characteristics like water temperature, pH, and

periods

between

June

and

July.

Physicochemical

major ion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HCA) using Ward method was conducted to analyze both physical and chemical variables
by euclidean distanc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was used to verify the result of HCA. As a
result, the groundwater quality can be classified into 2 groups; one with high EC and the other with low
EC. PCA showed that the first three principal components(PC1, PC2 and PC3) explained about 81% of the
total dataset. Last, the geochemical modeling, PHREEQC, was also conducted to calculate the saturation
indices of the representative mineral phases found in general aquifer such as carbonate, sulfate, silicate
and Fe-Mn containing minerals. Especially the case of silicate minerals like quartz and chalcedony showed
increased possibility of precipitation as the time passed. For 30 days, there is little change in chemical
properties for each group meaning that groundwater system of study area maintains stability, but
long-term monitoring is essential for more details.
This study suggests way to integrate multivariate statistical and hydrogeochemical analyses with the
spatio-temporal variations and can be usefully apply to understanding entire groundwater regime and
identifying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quality of groundwater of the study area by the time.
Key words :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hydrogeochemical modeling, groundwater quality, water
resourc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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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분석을 통한 제주도 지하수 수질의 장기간 변동 특성 파악
Application of trend analysis to Identify long-term changes in groundwater
quality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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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의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 농도의 장기간 변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1993년부터 2020년까
지 수질 자료를 이용하여 Mann-Kendall 및 Sen’s slope 추세분석을 수행하였다. 추세분석 결과, 질산성질소는
총 770개 관정에서 상승 60개소(8%), 하강 88개소(11%), 변동 없음 622개소(81%)로 조사되었으며, 염소이온은
총 794개 관정에서 상승 104개소(13%), 하강 52개소(7%), 변동 없음 638개소(80%)로 조사되었다. 고도에 따른
질산성질소 변화 추세를 살펴본 결과,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승 추세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데 이는, 최근 중
산간 지역에서 증가하는 농업 및 축산활동 오염원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염소이온은 고도 200m 이하 지역에
서 상승 추세가 주로 나타나며, 하강 추세는 모든 고도 구간에서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지역별 추세분포 비율
을 산정한 결과, 질산성질소는 농업활동이 활발한 서부지역에서는 상승 추세(13%, n=46)가, 도심 증가로 인한
농경지 면적 감소 및 감귤류 시비량 감소가 나타나는 남부지역에서는 질산성질소의 하강 추세(25%, n=33)가
우세하였다. 염소이온 또한 지역별 질산성질소의 추세분포와 유사하게 서부지역(15%, n=15)에서 상승 추세 비
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안지역에서 건기동안 농업용 지하수의 집충취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해수침투의 영향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향후 제주도 중산간 일대 및 서부지역에서 질산성질소와 염소이온
로 인한 지하수 수질 악화가 우려되며, 해당 지역의 지하수 수질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
로 나타났다.
Key words : 제주도,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추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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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d from buildings in Seoul,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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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ization greatly modifies the groundwater cycle with pronounced impacts on the changes of
water-level and quality, which may cause both land subsidence or groundwater flooding and ecological
and health problems. As urban groundwater is closely linked with various facets of urban infrastructures
such as subway tunnels and buildings, it is important to better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 between
infrastructures and shallow groundwater. In particular, variable amounts of man-made groundwater
discharge occurs mainly through underground infrastructures such as subways, tunnels and large
buildings. Recently in Seoul metropolitan city, the rapid increase of the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s produced the increasing quantity of artificial groundwater discharge (from 16.6 tons/day in 2011 to
18.6 tons/day in 2020). Outflowing groundwater from public infrastructures such as transportation tunnels
(esp. subways) and cable tunnels is mostly used for river maintenance, while groundwater from buildings
is generally discharged to the sewer. To improve the reuse of discharging groundwater for diverse
purposes, it is very important to carefully examine the quality and chemistry of groundwater in relation to
potential pipe corrosion/scaling and ecological/health effect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hydr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hallow groundwater discharging from buildings across Seoul. Water
quality data of a total of 69 groundwater samples from building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mountainous springs for drinking. The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showed that NO3,
Fe, Mn and ORP are good indicators of the redox state of urban groundwater, while Ca, Mg, Na, Cl and
SO4 are good indicators of anthropogenic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in urban environment. By
combining the results of PCA and K-means cluster analysis (KCA), shallow groundwater discharging
from buildings were classified into three main groups: groundwater in an anoxic state, groundwater in an
oxic state, and less-contaminated groundwater. The general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three
groups (and each discharging point) were also identified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with land use,
distance to adjacent rivers, population density and groundwater level. This study indicates that detailed
hydrochemical evaluation is needed to suggest the appropriate reuse of urban groundwater discharging
from buildings in urban area. <Acknowledgement> This study was supported from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EITI) through the R&D project (RE202101117), funded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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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 변동이 건물 하부의 VOCs 거동과 토양증기침투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atmospheric pressure fluctuations on subsurface VOCs transport
and its implication on soil vapor intrusion
김환석, 박중호, Hem Karki, 홍용석*
Kim Hwansuk, Park jungho, Hem Karki, Hong Young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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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의 토양증기침투(Soil Vapor Intrusion; VI)는
건물 지하공간내 오염물질이 침투하는 주요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건물로 침투되어 실내 공기질을 악화되
면 급성건강영향(acute toxicity) 및 만성건강영향(chronic toxicity)을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토양내
VOCs의 측정 및 거동을 예측하기위한 여러연구가 수행되어 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하공간의 활용이 확대
됨에 따라 토양 내 오염물질의 이동과 인체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체의 이동은 압력차가 많은
기여를 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OCs의 거동에 있어 대기압과 건물내 압력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
여 보고자 하였다. VOCs 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기체상의 공기흐름은 Darcy의 법칙, 오염물질의 이동은 기
체상에서의 대류와 분산에 의한 이동, 토양수상에서 일어나는 물질전달, 그리고 토양 흡착상에서 일어나는 물
질 전달에 대한 식을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풀이하여 C++ 언어로 코딩하여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기존의 해석
적 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개발된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후 VI 시나리오에 있어 건물 지하의 균열을 가정하
고 대기압과 건물내부의 압력을 변화를 주어 VOCs의 거동을 예측하여 보았다. 적용된 VI 시나리오에 따라
압력의 변화에 따른 VOCs의 농도 변화 및 건물내부로의 부하량을 확인할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VOCs
위해성 평가의 수립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 Volatile Organic Compounds transport, pressure fluctuation, soil vapor in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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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응 인공함양시스템 통합제어를 위한 무선센서네트워크
Wireless Sensor Network for Integrated Control of artificial recharge in response
to d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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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하천 유량이 감소하고 있고 평탄지 관정개발 등으로 지하수 고갈 문제
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류나 유역 상류 지역에서는 갈수기에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며 물 확보를 위한 갈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기와 관계없이 강우가 하천으로 흐
를 때 원수를 확보하여 평탄 분지의 지층 내로 주입하는 인공함양이 효율적인 갈수기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으
며, 본 연구에서는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인공함양지 요소별 설비에 대한, 함양 및 취수시설의 효율성 및 경
제성을 높일 목적으로 지능형 자동제어 통합제어 망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센서 단말에서 상용
플랫폼의 네트워크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버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분석 및 제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에서 하나의 망으로 시스템 전체를 통합제어하는, 독립 서버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무선센서네트워크
(Wirless Sensor Network)를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은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상시 가뭄 지역인 충청남도 홍성
군 갈산면 운곡리에 적용될 예정이며 IoT망의 주요 특징인 저전력 소모 및 저속데이터 전송과 저 트래픽에
가장 적합한 LoRa 네트워크로 독립망을 구성하여 최대 1지역당 20:1의 접속으로 센서 단말별 차별화된 성격
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단독 서버는 상용 플랫폼과 유무선으로 연결 가능하므로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
서는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망 내부적으로는 함양을 위한 주입정의 인입 유량을 제어하고 함양의
정도와 원수(Source Water) 확보의 정도에 따른 제어가 가능하다. 하류부의 취수정은 유량을 기준으로 제어하
며 기존의 상수 공급체계와 연동하여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을 제어한다.
Key words : 지하수, 인공함양, 무선센서네트워크, 통합제어, 원격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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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 분류를 적용한 지하수 라돈 농도에 미치는 기상요소 영향 평가
Application of Decision Tree classification to evaluate the meteorological
influence on radon concentration in groundwater

김지윤, 김재연, 전원탁, 고혜나, 이강근*
Jiyun Kim, Jaeyeon Kim, Won-Tak Joun, Hyena Ko, Kang-Kun Lee*
서울대학교
*e-mail : kklee@snu.ac.kr
Abstract
Radon concentration in groundwater can influence human health problem through ingestion of drinking
water and inhalation of the emitted gas from groundwater. Daejeon area has formation of 70 % Mesozoic
granite rocks, with having high radon concentration in groundwater.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teorological phenomena and radon in the form of soil gas or
groundwater system, only few studies on radon in groundwater exist because of the unclear and indirect
influencing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radon in Daejeon public
groundwater reserve facility associated with meteorological factor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
which provides unrevealing specific trends and patterns in large amounts of data that are not easily
identified. In this study, radon data from 99 water supply facilities in Daejeon and average meteorological
data in August 2019, which is the sampling period, were clustered into regions by PCA. According to the
result, Yuseong-gu samples were observed to be greatly influenced by the precipitation. With the fact that
Yuseong-gu samples had the highest mean radon value, it was enabled to determine the suitable region
for on-site sampling to observe dry season and the rainy season. It was difficult to relate the radon and
meteorological variables due to the low correlation and small difference in weather between regions, but
the Decision tree model with Yuseong-gu radon data, physicochemical data obtained by sampling of 3
periods, and meteorological input variables showed major discriminating variables and characteristics in
each period. The Decision tree model demonstrates that the hidden relationship between meteorological
phenomena and radon in groundwater can be identified with an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 and the
effect of dry season and rainy season can also be revealed by using physicochemical sampling data.
Acknowledgemen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Environment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through "Activation of remediation technologies by application of multiple tracing
techniques for remediation of groundwater in fractured rocks" fund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OE) (Grant number:20210024800002/1485017890).
Key words : radon, groundwater, meteorology, machine learning, PCA,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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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함양 시스템의 주입성능 평가를 위한 3D 정밀수치 모델링
3D Detailed Numerical Modeling for Injection Performance Assessment of
Artificial Rechar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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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발생으로 국지적인 물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지하수를 활용한 물
공급 방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수 인공함양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Ditch와 수직주입정을 혼합한 인공함양 시설에 대해 3D 정밀수치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인공주입에
따른 Ditch 및 수직주입정의 주입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Ditch의 주입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대수층
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Ditch 내 여재크기별(10/30/50/70/90 mm) 주입율 및 지하수위 상승속도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최적 여재크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지역내에 구축된 혼합 인공함양시스템에
대해 수직주입정 설치간격에 따른 Ditch 및 수직정의 주입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개의 혼합형
인공함양 시설에 대해 지표하 0.1 m 이하의 목표 지하수위 상승고를 설정하여 해당 주입량에 따른 수직주입
정 설치간격(5/10/15 m)별로 Ditch 및 수직주입정을 통한 대수층 함양량을 예측하고 이로부터 최적 수직주입
정 설치간격을 도출하였다. 정밀수치 모델링을 통해 인공함양 시설의 최적 주입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요
소를 검토한 결과, Ditch 내 적정 여재크기는 50 mm로 나타났으며 Ditch와 혼합된 수직주입정의 적정 설치간
격은 10 m로 분석되어 지하수 인공함양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인공함양 시설의
주입성능 및 함양능력을 예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뭄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및 용수공급의 효율성과 안
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artificial recharge system, mixed injection, ditch, vertical well, 3D detailed numerical
modeling.

a) 여재크기별 지하수위 상승시간

b) 여재크기별 대수층 주입율

Fig. 1. 3D 정밀모델링을 활용한 Ditch의 설계요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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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수직주입정 간격(10 m)을 고려한 인공주입에 따른 Ditch(①②③④)별 지하수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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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토양의 redox oscillation에 따른 methylated thioarsenicals의 형성
Formation of methylated thioarsenicals in paddy soil according to redox
osci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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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화환원전위의 주기적인 변화(redox oscillation)가 dimethylmonothioarsinic acid 또는
dimethyldithioarsinic acid와 같은 methylated thioarsenicals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논토양을
이용하여 microcosm 실험을 수행하였다. 논토양을 100 mg/kg의 arsenate(As(V))로 인공 오염시킨 후, 20일의
환원 기간과 28일의 산화 기간을 각각 2회씩 부여하였고, 1%(w/w)의 볏짚 및 280 mg/L 황산염 추가에 따라
토양 공극수에서 methylated thioarsenicals의 검출 여부를 확인하였다. 약 –160 mV 이하의 산화환원전위에
서(볏짚 및 황산염을 추가한 실험군) 공극수 내의 methylated thioarsenicals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는 볏짚의 첨가로 인해 더 빠르고 낮게 형성된 논토양의 산화환원전위(환원기간 10일 후 –160 mV에 도달,
대조군은 환원기간 전체에 걸쳐 –160 mV 초과 상태 유지) 및 황산염 첨가로 인한 sulfate reducing bacteria
의 활성 증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원 기간 동안 공극수 내 총 철 및 비소 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철산화물의 환원성 용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적으로, 논토양의 비옥도 증
진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볏짚 및 황산염 함유 비료의 적용은 As(V)의 methylation 및 thiolation을 유발
할 수 있고, 형성된 methylated thioarsenicals는 환경 중 높은 이동성과 독성을 지니며 벼에 흡수 및 축적되어
잠재적 인체 및 생태위해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 화학종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Key words : dimethylmonothioarsinic acid, dimethyldithioarsinic acid, redox oscillation, rice paddy soil,
microco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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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오스 나노파이버를 이용한 초소수성 스펀지의 제조 및 특성평가
Preparation characteristics of superhydrophobic sponge using cellulose nano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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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il spills and other accidental pollution that can threat the groundwater and marine ecosystems
have become widespread concern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Conventional absorbent materials, such as
wood fibers, activated carbon can be limited by their low selectivity for oil and absorption capacity and
recyclability. Melamine sponge can be promising substrate due to is low price, high porosity and low
density but the pristine melamine sponge has no absorption selectivity toward oil and wa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velopment of an absorbent materials with high selectivity and absorption capacity and
stable recyclability. Cellulose nanofibers (CNF) isolated from wood or agricultural byproducts that has
high surface area, strength, flexibility was silylated using methyldiethoxysilane (MTMS) for enhancement
of hydrophobicity of melamine sponge. Polydimethylsiloxane (PDMS) that is applied in waterproof study
was as a versatile glue. Silylated CNF/PDMS/melamine sponge was prepared by dip-coating method and
selectivity and recyclability of the materials were investigated. Functionalization by silylation of CNF and
applying

PDMS

increased

the

selectivity

and

hydrophobicity

of

melamine

sponge.

Silylated

CNF/PDMS/melamine sponge could maintain its absorption performance for oils over 10 cycles by
squeezing whereas the pristine melamine sponge showed significant decrease absorption performance after
several cycles.
Key words : melamine sponge, methyltrimethoxysilane, silane, cellulose nanofibers, oil/water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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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ter contact angle of silylated CNF/PDMS/melamine sp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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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시험을 통한 비선형 곡선 피팅 및 통계적 처리 절차에 관한 연구
Analyzing pumping test using non-linear solver and statistical processes by a
PyTh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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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s 방정식은 대수층 매개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양수 테스트에서 얻은 감소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
는 중요한 수학적 모델이다. 이 모델은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양수 시험 데이터에 맞추기
위해 복잡한 그래픽 절차가 사용되어왔다. 이 그래픽 방식은 1930년대 후반에 Theis에 의해 처음 제안한 이
후로 모든 지하수 교과서에 이 피팅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90년 동안 모든 지하수 수문학자는 대수층
투과율(T) 및 저장 계수(S) 값을 추정하기 위해 이 지루한 절차를 사용하도록 훈련받았지만, 이 기계적 절차
는 이 수동 피팅 절차의 고유한 한계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직관적인 방식도 배제하고 있으며 매개변수 오류
에 대한 통계적 추정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개 도메인 코딩 플랫폼 Python을 사용하여 T 및
S 값과 이 두 매개변수와 관련된 오류를 동시에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개발하였고
실제 현장 데이터 및 실험 데이터를 담은 선행 연구 및 교과서에 수록되어 검증된 9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펌프 테스트로 대표되는 비선형 방정식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통계적으로 결
과를 표현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 방법은 향후 비선형 커브 피팅 루틴이 필요한
다른 수문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Key words : pump test, Theis equation, parameter estimation, nonlinear least-squares,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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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함양 주입성능평가에 의한 설계 및 현장적용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design and field application by evaluation of artificial
recharg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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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한국도 매년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지역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하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상시 가뭄지역 소규모 평탄지 중·상류지역
충적층에 인공 주입시설을 설치하고, 대수층 발달이 양호한 하류지역에 수평집수정을 이용한 취수시설을 설치
하여 취수-공급의 지속 순환방식의 통합적인 인공주입·취수시스템 구축이 최종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함양의 설계요소 산정과 산정결과를 반영한 시공사례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은 가뭄 및 상수도 미 보급지역으로 인해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충청남도 홍성군 운곡리 지
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지역 주 대수층인 충적층은 시추조사 결과 지표하 0.5∼12.3m에 분포하며, 실트
질 모래 및 실트질 자갈로 구성되어있다. 대수층의 수리성은 양수 및 회복시험결과 3.79×10-4∼7.71×10-3(평균
3.13×10-3)cm/sec로 인공함양을 위한 지반 특성으로 양호한 수리특성을 보인다.
인공함양의 설계요소 결정은 대수층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연구지역의 시험부지
내 구축된 주입유형별(수직정, Ditch 및 혼합형)로 주입시험을 단계별로 수행한 후 인공함양의 최적 설계요소
인자를 도출하였으며 인공함양 시설은 설계요소를 현장 시공 및 운영에 적용하여 현재 구축중에 있다. 약 1년
6개월간의 본격적인 시험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보안사항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시 상시 물부족 지역의
용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Key words : artificial recharge, design of artificial re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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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역 지하수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표수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주변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결-융해가 반복되며, 포화대 및 불포화대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갖는 극지역 활
동층에서의 지하수 유동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질매체의 수리지질학적 및 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극 바톤반도 지
역의 활동층에 대한 수리지질학적 및 열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종과학기지 주변 두 군데 호수에서 채취된
퇴적물 시료를 이용하여 실내 칼럼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두 호수 퇴적물을 2 mm으로 체질하여 지름
14 cm, 길이 52 cm인 원통형 아크릴칼럼에 패킹하였으며, 층위 별 토양온도 및 수분함량을 측정하고자 온도·
수분 센서를 10 c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포화-배수 실험에서는 건조 토양으로 채워진 칼럼의 하단에서 상단
으로 증류수로 포화시키면서, 이후 포화된 칼럼에 대해 중력 배수하면서 층위 별 수분함량 변화를 각각 확인
하였다. 동결-융해 실험에서는 –5 ℃으로 설정된 냉동실험실에서 칼럼 상단을 노출한 채로 동결한 후에, –1
℃에서 칼럼 상단을 20 ℃으로 설정된 열원에 노출한 채로 융해하여 상단에서 하단으로 열을 전달하면서 각
층위에서의 온도 및 수분함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포화-배수 및 동결-융해 실험을 통해 얻은 토양온도 및 수
분함량 데이터에 대해 HydroGeoSphere(HGS)와 Parameter ESTimation(PEST)를 이용한 역산 모델링을 수행
하여 수리지질학적 및 열적 매개변수들(K, Ss, θs, Swr, α, β, D)을 도출하였다. 또한, 칼럼실험에 이용된 두 토
양의 입도분석 결과를 다양한 경험식에 적용하여 구한 수리전도도와 칼럼 투수실험을 통해 얻은 수두 차를
Darcy의 법칙에 적용하여 계산된 수리전도도를 역산 모델링으로부터 도출된 수리전도도와 비교하였다. 동결융해 실험으로부터 토양온도와 수분함량 사이에 대한 동결곡선과 융해곡선은 각 층위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열적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토양 수분함량 분포가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극 토양의 수리지질학적 및 열적 매개변수는 향후 동결-융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지
역 지하수-지표수 교류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기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극지역 수문순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 변화를 예측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Key words : 남극, 활동층, 포화-배수, 동결-융해, 수리지질학적 특성, 열적 특성, HydroGe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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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I를 활용한 인공함양정의 클로깅 가능성 예비평가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Clogging Possibility at the Artificial Recharge
Wells Using MFI
황찬익1 , 김사윤1 , 최명락2 , 김규범3*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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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Ik Hwang , Sa-Yoon Kim , Myoung-Rak Choi , Gyoo-Bu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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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geowater@dju.kr
요

약

문

인공함양 기술은 강우, 하천수 등 외부의 수원을 이용하여 지하 대수층 또는 충적층에 인공적으로 지
하수를 주입하는 기술이다. 주입으로 인하여 대수층 내 공극에 물을 채워 저장하여 필요시 이 물을 관정, 집수
정 등으로 양수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주입으로 인하여 외부 수자원 내의 함유된 철, 망간과 같은 용
존 이온들의 대수층 입자에의 흡착, 물의 흐름으로 인한 입자의 이동 등에 의하여 Clogging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저장량 감소와 취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Clogging은 인공함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
에 하나로 인공함양 지역에서의 Clogging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지역은 충청남도 홍성군 운곡리 일원의
인공함양 대상지이며 현장의 인공함양 수직정(4 개소), 관측정(7 개소), 하천수(3 개소) 등의 물 시료에 대한
2

2

MFI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측정내 지하수의 MFI는 25.6 ~ 1519.1 s/L , 하천수는 175.5 ~ 13,024 s/L , 수직정
은 굴착 후 안정화 기간이 짧아 측정불가 ~ 860 s/L2의 범위로 나타났다. 하천수의 13,024 s/L2를 제외하면 대
부분 200~300 s/L2의 범위를 보이며 지표수와 지하수가 유사한 범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하천수 시료가 높게
나타나므로 인공함양 주입수로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클로깅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침전 등을
통한 전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Key words : artificial recharge, clogging, injection well, M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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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측정망 지점의 지형, 토양, 지표피복의 통계적 특성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opography, Soil, and Land Use at the Na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Well Sites
황찬익1 , 김규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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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Ik Hwang , Gyoo-Bu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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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측정망은 1995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후 우리나라 지질과 유역, 함양과 배출을 고려하
여 전국에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을 목표로 설치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661개(2020년 01월 기준)의 국가지하수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 지점마다 지형, 토양,
지표피복 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측정
망 지점의 지형(고도, 평균경사), 토양(표토토성, 심토토성), 지표피복(토지피복) 등의 특성을 GIS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지하수측정망의 고도 분포를 보면 EL 1.2 ~ 981.7 m에 분포하고 있으
며, 전체 661개소 측정망 중 91.4%인 606 개소가 EL 300 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곡부 및
구릉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설치 지점의 평균경사 분포를 보면 0.001 ~ 0.341(고도 m/거리
250 m)의 경사를 보이며 91.1%인 602 개소가 0.175보다 작은 완만한 경사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지하수측정망 설치 지점의 표토토성은 양토가 41.3%로 가장 많으며, 심토토성은 사양질이 38.0%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국가지하수측정망 설치지점의 지표피복(토지피복)을 보면 주거 및 상업지역에 34%가 설
치되어 가장 많은 측정망이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밭 및 재배지역에 17.1%, 나지에 12.9%, 논에 11.3%가 설치
되어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산지지역에 분포된 측정망이 5.6%에 불과하여 고지대와 산악 지역의 특성을 대
변할 수 있는 측정망이 부족한 상태이다. 향후 추가적인 지하수 측정망이 설치된다면, 이와 같이 측정 지점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Key words : groundwater monitoring well, topography, land us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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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조건에 따른 증기침입 모델링 매개변수 민감도
Sensitivity of vapor intrusion modeling parameters
according to contaminated site conditions
김주희, 김재현, 배민서, 이순재*
*

Kim Juhee, Jae-Hyun Kim, Min Seo Bae, Soonj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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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생활공간의 건전성이 강조됨에 따라 부지오염에 따른 실내공기질 위해성 평가를 위한 증기침입 모
델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증기침입 예측을 위한 모델링시 부지 및 지중생활공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서 항복별로 조사 및 측정상의 어려움과 관측값의 변동성으로 인한 모델 결과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모델 파라미터의 민감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오염부지 환경 내 지중생활공간
의 실내공기질을 예측하고, 주요 매개변수에 의한 증기침입 예측 민감도 분석 및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했다.
증기칩입 모델링에는 2차원 유류 증기침입 해석 모델로서, 호기성 분해 메커니즘을 고려하고 매개변수의 민감
도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는 PVI2D toolkit (Yao et al, ver. 1.4)를 활용하였다. 오염원 심도(고심도,
저심도)와 오염원 농도(고농도, 저농도)를 달리하여 4개의 가상적 오염부지의 개념모델을 구성하였다. 증기침
입 평가 알고리즘에서 생분해 상수, 시설의 깊이 등 7개의 주요 매개변수들은 증기오염 물질의 거동 과정에
따라 오염원에서 지중으로의 거동, 건물로의 침투, 실내공기와의 혼합 및 환기에 해당하는 단계별로 그룹화 하
였다. 주어진 가상 오염부지 조건에서 오염원-실내공기 농도 감쇄계수와 탄화수소 토양가스와 산소 농도의 2
차원 프로파일을 구득하고 이를 통해 오염부지 내 증기침입을 예측하였다. 주요 매개변수에 ±  의 범위에
따른 감쇄계수 평가를 통해 매개변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참고문헌 상의 매개변수 값의 범위에 따라
Monte Carlo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4개의 가상적 오염부지, 매개변수 그룹, 7개
의 주요 매개변수에 따라 감쇠계수 값의 변동성을 확인하고 민감도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였다.
Key words : 토양 증기침입 예측, PVI2D, 주요 매개변수, 감쇠계수, 민감도 분석, 불확실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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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중생활공간의 지중시설 특성에 따른 증기 침입과 실내 공기 오염 예측
Prediction of vapor intrusion and indoor air pollu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underground facilities

배민서, 김재현, 김주희, 이순재*
*

Min Seo Bae, Jae-Hyun Kim, Juhee Kim, Soonjae Lee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e-mail : mstt1@korea.ac.kr
요

약

문

국내 도심 지중오염에 의한 증기침입과 그에 따른 실내 공기 오염을 예측할 때, 깊은 심도의 건물, 지
하철역 등의 지중시설 특성은 국내 도심 지중환경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
중시설 특성이 증기침입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중시설 특성으로서 심도,
기초 특성, 실내 공기 순환 특성을 변수로 고려하여, 지중시설을 포함하는 유류 오염 지중환경에 대한 개념모
델을 구축하였다. 지중생활공간의 실내 공기 오염 예측 모델링에는 증기침입 모델링 프로그램인 JEM 과
PVI2D를 이용하였다. 각 부지개념모델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에서 기초 하부 증기상 오염 농도와 실내 오염
농도를 계산하고, 감쇄계수를 구득하였다.
지중시설 심도는 JEM에서 얕은 조건일 때만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데에 비해 PVI2D를 이용하
면 깊은 심도 범위까지 반영 가능하였다. PVI2D의 경우 지중시설이 깊은 심도까지 도달하여 지중 오염원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기초 두께 및 크랙 비율 변화에 따른 감쇄계수 및 실내 오염 농도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
났다. 기초의 두께 증가 및 크랙 비율 감소에 따라 PVI2D에서 감쇄계수와 실내 오염 농도는 감소하며, 각각
일정 값에 도달한 이후에는 농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증기침입 저감 전략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바
와 같이, 실내공기 순환 특성으로 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실내 공간 부피가 크게 설정될수록 실내 오염
농도가 더 많이 저감되었다.
오염부지 개념모델에 따른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확인한 결과, JEM은 변수의 입력값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설정해주어야 하는 반면에 PVI2D를 통해서는 넓은 범위의 값을 대입하여 계산이 가능했다. PVI2D를
이용하여 보다 다양한 오염 상황의 중기침입과 실내공기 오염 예측 및 비교가 용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위
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JEM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수용체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지만, PVI2D의
경우 모델링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위해도 계산 식에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국내의 다양한 지중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증기침입을 계산하고 위해도 평가를 프로그램 내
에서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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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적 오염부지에서 BTEX 복합오염물질의 증기침입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 예측 및 위해도 산정
Prediction of Indoor Air Pollution by Vapor Intrusion of BTEX Complex
Pollutants and Risk Calculation in Simulated-polluted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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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EX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다른 탄화수소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아 유출 시 지하수의 주요 오염물질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염지역으로부터 수천 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 (김원석 외, 2005). BTEX 화합물의 일반적인 인체 노출경로에는 하
부토양층에서 휘발에 의해 오염된 실내공기로부터의 흡입이 포함되며 (김상준 외, 2001), 따라서 BTEX 오염
부지의 관리를 위해서는 토양 오염 및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증기침입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예측과
위해성 평가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EX 화합물로 복합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가정한 부지에
서 증기침입에 의한 지중생활공간의 실내공기 오염을 예측하고, 위해도를 산정하였다. 또한 건물 기초의 형태
및 오염원 깊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
증기침입 예측 도구로는 Johnson and Ettinger model spreadsheet tool (US EPA, ver. 6.0)를 이용하
였고 부지의 지질매체는 sand, 오염원은 지하수를 가정하였다. 지하수 내 오염물질의 농도는 2017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결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2018) 낙동강권역의 의령봉수 충적 관측정에서 검출된
BTEX 농도 (benzene 0.011 mg/L, toluene 0.023 mg/L, ethylbenzene 0.014 mg/L, xylene 0.028 mg/L)를 참고
하고, 지하수 평균온도는 의령봉수 충적 관측정의 연평균 수온인 16.4 ℃로 설정하였다. 수용체는 주거용 건물
의 거주자로 가정하였고, 지중생활공간의 건물 기초는 깊이 2 m, 두께 0.1 m, 균열의 비중은 0.001로 가정하였
으며 실내 공기 환기율은 0.45/hr로 가정하였다. 건물 기초의 형태에 따른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 및 위해
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Basement with slab 및 Slab-on-grade 구조의 건물에 대하여 각각 모의하였으
며, 오염원 깊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깊이를 의령봉수 충적 관측정의 심도인 9.5m를 포
함하여 5, 15, 20 m인 경우롤 모의하였다. Toluene과 xylene은 발암위해도 산정에 필요한 incremental unit
risk 값이 부재하여 benzene과 ethylbenzene은 비발암위해도만 산정했으며 발암위해도는 4가지 화합물 모두
산정하였다.
모의 결과, 오염원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toluene과 xylene의 실내공기 중 농도가 benzene과
etylbenzene에 비해 높게 예측됐으며, basement with slab 건물에 비해 slab-on-grade 건물의 실내공기 중 오
염물질 농도와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6

basement with slab 건물 (1.05×10

예측되었다. 모든 오염원 깊이에서 Benzene의 발암위해도는
-6

~ 2.82×10 )과 slab-on-grade 건물 (1.50×10-6 ~ 3.85×10-6)에서 모두 국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허용가능한 발암위해도 수준 (10-6 ~ 10-4)을 초과한 반면, ethylbenzene의 발암
위해도는 basement with slab 건물에서는 5 m, slab-on-grade 건물에서는 9.5 m 이상의 오염원 깊이에서 허
용수준을 초과하였다. 모델링에 사용된 BTEX 농도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이하의 값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기침입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을 통해 허용수준을 초과하는 위해도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증
기침입을 고려한 지중생활공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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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증기침입 모의 결과: (a) basement with slab 건물의 실내공기 중 농도; (b) basement with slab
건물에서의 위해도; (c) slab-on-grade 건물의 실내공기 중 농도; (d) slab-on-grade 건물에서의 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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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하천복원에 따른 한강 이포보 주변유역의 지하수계 변화 예측
Prediction of Changes in the Underground Water System in the Basin around Ipo
Weir of the Han River due to the Restoration of Natural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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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weir)는 하천의 수위 유지 및 취수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는 하천의 횡단 인
공구조물로서 이수 및 치수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하천생물이동의 차단, 보 상류부의 수질악화, 수변 생물
서식처의 변화 등 환경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안홍규 외, 2012). 환경적 기능이 악화된 하천을 자연 상태
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독일 및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하천복원 사업들을 1970년대 이
후부터 진행해 왔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독일의 근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하천복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강민구와 이영근, 2015).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증가하고 하천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하천의 친환경적인 복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의 수문을 개
방하면 하천 자연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하천의 유속 및 흐름 특성 변화, 수위 하강을 유발하고 지하수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 개방을 전후하여 그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
수계에 설치된 이포보를 대상으로 보 개방을 통한 자연하천 복원시 주변 지하수계의 지하수 유동 변화를 예측
하고자 하였다. 대상 유역은 한강 수계의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이포보 주변의 이포보 표준유역과 흑천합류
점 표준유역을 합친 영역 (26 km × 16.5 km)으로 설정하고 수자원단위지도(국토공간정보포털)와 1:5000의 수
치지형도(국토지리정보원)를 활용하여 지형 및 하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한강홍수통제소와 국가지하수정
보센터에서 하천 및 지하수 관측정보를 수집하고 Aquaveo사의 지하수 모델링 프로그램인 GMS(Groundwater
Modeling System)를 이용하여 개념 모델을 구축하였다. 대상 유역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지점인 양평지
점으로부터 강수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주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2015)에 제시된 유역별 함양율을 곱
하여 함양율을 산정하였다. 이포보의 관리수위는 28.0 EL. m로, 2018년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취수제약
수위 (26.4 EL. m)까지 수문을 개방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제 보 개방기간과 비슷하게 약 한달 간 보
를 개방하는 경우와 자연하천 복원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보를 개방하는 경우에 대한 지하수계 변화 예측 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계절적 강우 특성을 반영한 부정류모델링을 수행하고 매질의 수리전도도
를 보정인자로 사용하여 대상 유역 내에 있는 지하수관측정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PEST 보정을 수행하였다.
모델링 결과와 지하수위 관측값을 비교하여 지하수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자연하천 복원 시나리오에
따른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Key words : 자연하천복원, 보개방, 지하수계, 이포보, 부정류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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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저급목탄 함유반응성 매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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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 매트는 오염된 매체에서 누출되는 오염물질을 내부의 반응성 물질로 흡착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

. 매트는 대상 오염물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며 매트 안에 흡착제를 충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염된 퇴

적물, 매립지 및 매몰지 등에 적용될 수 있다[2]. 그러나 일반적으로 흡착은 비 선택적인 과정이며, 대상 오염물
질이 흡착되는 과정에서 다른 오염물질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 오염물질의 흡착은 다른 경쟁 물
질이 있는 곳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부산물 중 하나인 저급목탄을 사용해 기존의 활성탄을 대체할 수 있는 반응성 물질로
제안하였다[3]. 특히 반응성 매트를 가축 매몰지 침출수에 적용하였을 때 저급목탄의 오염물질 저감효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축 매몰지 침출수에는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고 항생제는 전체 유기물에 비해 극미
량으로 존재한다[4]. 이 중에서 사용률이 높고 생분해도가 낮은 Sulfonamide 항생제를 대상 오염물질로 선정하
였다[5]. 또한, 침출수 내 고농도의 유기물과 항생제가 공존할 때의 흡착 성능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는 고농도의 유기물이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유기물질에 대
한 저급목탄의 흡착평형과 흡착용량을 회분식 실험으로 파악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컬럼실험을 통해 현장 적
용성도 평가해 주었다.
Key words : 반응성 매트, 저급목탄, 흡착, 유기물질,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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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ility in soil moisture by natural and artificial snow: A case study in Mt.
Balwang area,Gangwon-d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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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il moisture is an important variable for understanding various hydrological processes, particularly
for water movement, solute transport, infiltration, and groundwater recharge. We have monitored the soil
moisture and soil temperature in high (two sites) and low (two sites) elevation sites near to Mt. Balwang
area in Gangwon-do, South Korea from Sep 2020 to May 202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in soil moisture and soil temperature under influences due to spring
snowmelt caused by natural and artificial snow. A ski resort has been operated in this area which have
been creating an artificial snow during winter periods, thus the springsnowmelt consists of both natural
and artificial snow. The results represent the presence of insulating snowlayers (both natural and
artificial), soil freezing, and wind conditions in themonitoring sites. We identified that thetiming and
intensity of snow cover and its spring snowmelt were distinct ineach site. The high elevation sites show
the increasing soil moisture by both precipitation (rain) and snowmelt, while the snowmelt signal was
insignificant in the low elevation sites. The surface water, snowpit (artificial and natural),groundwater
samples show a distinct stable water isotopic composition. Moreover, the ion concentration increased in
the order of surface water >artificial snow >groundwater >natural snow. With the decreasing amount of
natural snowin this region, the results support the assumption that the potential influence of artificial
snowmelt on groundwater quality. This study will further help to understand the snow dynamic and its
influence on the hydrological processes by combining the hydro-chemical and isotopic analysis.
Key words : soil moisture, soil temperature, snowmelt, snow, artificial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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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hemical remediation of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in aqueous systems using per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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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 are among the common environmental contaminants. They
belong to the family of hydrocarbon compounds from crude oil which is the source of petroleum products.
The extensive usage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for transportation, electric power generation,
chemical and petrochemical industry resulted in their widespread prevalence in the environment. They end
up in soil and groundwater bodies either accidently (10%) or via chronic releases (90%) through activities
like drilling, storing, manufacturing, and inappropriate waste management. Their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ecosystem are well documented, therefore, their remediation from the environmental systems
should be warrant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gradation of TPH in aqueous systems using sodium persulfate as a
preliminary test for the application in soil and groundwater. The degradation of TPH with respect to four
important factors i.e. A; initial TPH concentration (2000 to 6000 mg/L), B: Sodium persulfate dosage (0 to
5000 mg/L), C: Temperature (40 to 100 °C), and D: Time (0 to 72 h) was observed. The systematic
investig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combination of statistical and experimental design techniques. We
opted rotatable central composite design and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o empirically model the TPH
degradation as effected by the experimental factors. The results were helpful in predicting optimum
conditions to degrade TPH in water using minimal amount of sodium persulfate in limited time at
comparatively lower temperatures. Thereby, leading to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in addition to the
effective degradation of TPH in water.
Acknowledgment : This subject is support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s “The SEM projects;
RE202101610”
Key words : Total petroleum hydrocarbons(TPH), sodium persulfate, in-situ, Injection-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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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촌 소유역 지역에서의 현장 수질 특성 분석
Analysis of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in rural subwatersh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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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9%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아직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며,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Lee
et al., 2017). 이러한 농촌 지역에서의 농업 활동으로 인한 천부지하수의 오염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하수 오염에 관하여 정부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먹는 물 수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농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오염원으로 지하수를 안전하게 보전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
서는 국내 농촌 지역의 소유역을 대상으로 천부지하수의 현장 수질 자료를 이용한 수질 특성 변화를 확인하고
자 한다.
연구지역의 충청남도의 농촌 지역 중 2개 소유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각 지역에서 2020년 7월, 9월, 10월,
11월 4회, 2021년 6월, 7월, 8월 3회 실시하였다. 현장 수질 분석 항목으로는 수온, 수리전도도(EC), pH, 용존
산소(DO), 염분농도(Alkalinity)를 측정하였다.
조사 공은 총 28공이며, 지하수와의 비교를 위한 지표수는 7개 지점으로 총 35개의 현장 수질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수온은 지하수가 13.01 ∼ 23.70 ℃의 범위와 평균 17.75 ℃로, 지표수는 11.30 ∼ 33.50 ℃의 범위와
평균 20.33 ℃로 나타나 지표수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H는 지하수가 5.10 ∼ 8.12
의 범위와 평균 6.32로, 지표수는 6.36 ∼ 7.98의 범위와 평균 7.07로 나타나 지하수가 지표수보다 약 1정도 낮
게 나타났다. EC의 경우 지하수는 99.0 ∼ 2,652.0의 범위와 평균 345.4로, 지표수는 70.8

∼ 496.6의 범위와

평균 197.1로 나타났다. EC의 경우 4개 공에서 일반적인 지하수보다 높게 나타나 지하수 오염이 진행되는 것
으로 예상되며, 4개 공을 제외한 지점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DO는 지하수가 0.09

∼ 9.72

mg/L의 범위와 평균 5.28 mg/L로, 지표수의 경우 2.68 ∼ 11.11 mg/L의 범위와 평균 8.04 mg/L로 나타났다.
염분농도는 지하수는 0.10 ∼ 1.41 psu의 범위와 평균 0.23 psu로, 지표수는 0.09 ∼ 0.29 psu의 범위와 평균
0.15 psu로 나타났다. 염분농도 역시 EC와 동일한 4개공에서 높은 염분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수온의 경우 여름일 때 높아지다 가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며, 20년보다 21년의 수
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EC의 경우 지하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표수는 일정
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H의 경우 지하수와 지표수 모두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계절적인 변화 역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분농도의 경우 지하수에서 20년부터 21년까지 미약한 증
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표수의 경우 경향성이 보이지 않는다. DO는 지하수는 증가하는 경향성
을 보이며, 지표수의 경우 이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성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 소유역에서 지하수와 지표수의 현장 수질을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수온은
계절적인 경향성을 보이나 시간에 따른 증가 혹은 감소의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pH를 제외한 EC, DO, 염분
농도는 계절적인 경향성이 아닌 시간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 rural area, time series analysis, water quality, subwater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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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초정약수는 세종대왕과 세조가 행차하여 초정약수로 피부병, 눈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는
곳이어서 초정리지역의 탄산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정리지역의 탄산약수 산출현황 및 수질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우산리, 저곡리 일대의 기존관정과 신규관정에서 총 10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pH, Eh,
EC, DO, Alkalinity, 수온, 주요 양이온(Ca2+, Mg2+, Na+, K+, Sr2+, Ba2+, Li+)과 음이온(F-, Cl-, Br-, NO3-,
SO42-), 금속원소(Fe, Mn, Al, Si, Cd, Pb, Cu, Zn, As) 등 총 27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PHREEQC를
이용하여 DIC, CO2(aq), pCO2, 광물포화지수를 산출하였다. 신규관정은 행궁터 주차장에서 동측 약 100 m지점
에 설치하였다.
연구결과, 주로 초정 행궁터 주차장을 기준으로 반경 150m 이내에서 집중적으로 고탄산지하수가 관
찰되었다. 분석결과를 Stiff Diagram에 도시한 결과, 고탄산지하수는 광화작용을 미약하게 받은 탄산수(I 유형)
와 광화작용을 많이 받아 광물질의 함량이 많은 탄산수(II유형)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행궁터 내부의
탄산지하수는 주로 I유형에 해당되었으며, 이는 CO2가 가스의 형태로 유입된 것으로 사료된다. 행궁터 동측의
고미네랄 탄산수는 CO2가 가스의 형태로 유입된 이후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광화작용을 받았거나, 광화작용을
오랜 기간 받은 탄산수가 천층부를 순환하는 지하수와 혼합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고탄산지하수는 특징적으로
Li+, pCO2가 높으며 pH, DO, Eh, NO3-, Cl-, SO42-가 낮은 특성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Ca-HCO3 유형을 띄었
+

+

-

으며, 그 외 지하수에서는 Na +K , Cl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신규관정에서 심도별 수질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심도가 깊어질수록 증가되다가 다시 CO2(aq)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탄산수
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CO2(aq) 농도를 지속적으로 자세하게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필
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Key words : 탄산약수, 초정리, 이산화탄소, 알칼리도, 광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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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es increasing arsenic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of Mekong Delta,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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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senic (As) contamination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ajor groundwater issues in
Mekong Delta, Vietna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main processes increasing As
concentration in this area by investigating 40 groundwater samples collected from An Giang province,
where As contamination is extremely serious, and 763 observations of the long-term monitoring data from
178 wells of the Na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Network for the South of Vietnam (NGMNS). About
13.8% and 86% of the groundwater samples from NGMNS from 1994 to 2014 and during the sampling of
this study showed As concentrations exceeding WHO drinking water standard (10 µg/L) with the highest
value being over 1.13 mg/L. Generally, pH shows substantial correlations with As concentration within
certain pH ranges. The releases of As into groundwater are likely to be caused by several mechanisms,
which are related to both natural processes and anthropogenic activities. Acidic groundwaters (pH less
than 4) with high As concentrations (14.2 ± 3.39 µg/L on average ± standard deviation) may be
associated with aquifer disturbance by well installation. Through supplying oxidizers such as O2 and NO3-,
this process may induce pyrite oxidation and release As into groundwater. Meanwhile, groundwaters with
the As concentrations over 100 µg/L (n=38) were characterized by neutral pH (7.16 ± 0.27), high alkalinity
(5.95 ± 1.48 meq/L), FeT (134 ± 14.5 mg/L) and NH4+ concentrations (11.0 ± 8.17 mg/L), suggesting that
reductive dissolution of Fe (hydr)oxides has released As into groundwaters. However, when pH becomes
higher than 8, As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lower. It is suggested from the groundwater data that
SO42- reduction may take place and remove As in groundwaters through precipitating As as sulfides.
Since SO42- may be supplied from agricultural activities through fertilizing, those activities might play
important roles in lowering the As concentration.
Key words : Arsenic, mechanism, groundwaters, Mekong Delta,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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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저영향개발(LID) 시설 개발
Development of an agricultural LID (low imparct develop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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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상남도 OO지구에 위치한 물부족 시설원예단지를 대상으로 농어촌형 저영향개발(LID) 시
설을 개발하여, 저영향개발 시설 내부 여과층의 탈질작용으로 청정수를 생산하고, 이를 인공함양하여 상습적인
겨울철 물부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OO지구는 대표적인 딸기생산단지로서 OO하천 주변 비닐하우스에서는
하천수의 유도함양 등으로 인해 지하수 수량부족 문제가 해소되지만, 하천에서 멀어질수록 심부에 부존된 지
하수를 양수하지 않는 한 매일 약 6,000 ㎥/d의 지하수 수량 부족이 발생한다. 하천주변 천부지하수 수질은 약
알칼리성 하천수의 유도함양으로 상대적으로 pH가 높고, 충적층의 영향으로 전기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작물재배에 사용된 지하수가 얕은 심도에서 순환되어 재사용됨에 따라 지하수 수온이 높고, 먹는물 수질기준
이상의 질산성질소 오염이 발생한다. 질소동위원소 분석결과 양액제조에 사용되는 질산, 토양개량을 위한 질소
비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내륙의 암반지하수는 중성범위의 pH, 낮은 전기전도도, 낮은 수온
및 먹는물 수질기준 이하 질산성질소 농도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OO지구 천부대수층에 양액 내지 비료기원
질소의 대수층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농어촌형 저영향개발 시설을 설치하여 천부대수층의 지하수 수
질오염을 방지하고 암반대수층으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OO지구 지하수량 추가 확보 및 수질 개선을 동
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설치예정인 농어촌형 저영향개발시설은 자연형 시설로서, 지하수 인공함양
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투수성이 높은 모래자갈, 석회, 우드칩을 투수성 매질로 사용하며, 주입여재의 교환주기
는 15년 이상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지하수 인공함양 수량확보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쐐기형 말뚝(샤프
트)를 지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농어촌형 저영향개발 시설의 운영에 따른 인공함양량 산정, 질산성
질소 저감 평가로 OO지구 물부족 문제 극복과 기술 실용화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기술개발 사업「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농어촌형 저영향개발
(LID) 기술 개발」과제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Key words : 농어촌형 저영향개발(LID) 시설, 인공함양, 질산성질소, 자연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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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 미세플라스틱의 풍화에 따른 표면특성 변화
Changes in surface properties owing to weathering of microplastics i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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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은 일반적으로 5 mm 미만의 플라스틱을 일컫는데, 제조공정 중 실제 이
크기로 만들어진 1차 미세플라스틱과 환경매질 내에서 풍화작용으로 인해 파편화된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나
눌 수 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그 자체로 생물체에 독성을 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오염물질의 이송체
(vector)로 작용하여 생물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소수성(hydrophobic)이 높아 토
양에 존재하는 유기오염물질을 쉽게 흡착하여 농축시킬 수 있다. 한편, 토양 내 미세플라스틱은 태양광에 의해
서서히 풍화되어 표면특성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는 외부 오염물질에 대한 흡착특성 및 함유 첨가제의 용출
특성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변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미세플라스틱의 풍화에 따른 표면특성 변화와 광원의 종류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표면 풍화특성의 변화
를 관찰하고, 이를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펠렛 형태의 high-density polyethylene(HDPE), polypropylene(PP),
polystyrene(PS),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polyvinyl chloride(PVC) 및 poly lactic acid (PLA)을 액체
질소와 분쇄기(SHMF-3080SS, Hanil)를 사용하여 파편형태(fragment)로 분쇄 후 체거름하여 125 ㎛ 이하의
입자로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후, 미세플라스틱의 풍화(ageing)를 위해 UVC와 Xenon lamp가 각각
장착된 챔버를 제작해 0, 48, 144, 360, 600시간 동안 단계별로 풍화를 진행하였다. 단계별 풍화 종료 시료의
표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SEM, XPS, ATR-FTIR 분석을 진행하였다. SEM 이미지에서는 플라스틱의 갈라
짐이나 부서짐과 같은 물리적 형태 변형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XPS 분석 결과 binding energy의 산소 영역
(532 eV)과 탄소 영역(284.9 eV)의 검출 피크의 비율(O/C ratio)가 풍화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
다. 또한 ATR-FTIR 분석에서 carbonyl 영역 피크와 methylene 영역 피크의 비율을 나타내는 carbonyl
index(CI)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특히, Xenon lamp를 사용해 풍화시킨 시료의 CI값은 144 h까지 급격
하게 증가하다 이후 증가폭이 줄어드는 반면, UVC lamp를 사용해 풍화시킨 시료의 CI값은 계속해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Xenon lamp와 UVC lamp를 각각 광원으로 사용했을 때의 미세플라스틱
시료의 표면 풍화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실험실 가속풍화 시, 현실과 유사한 광원
을 선택해야 함을, 또한 이를 고려한 오염물질 흡착 특성평가를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Key words : microplastics, UVC, Xenon, ageing, surface properties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Environment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KEITI) through
Measurement and Risk Assessment Program for Management of Microplastics Project, fund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20003110010).

- 353 -

저자정보
주저자: 채창원,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학사과정
공저자: 최형준, 세명대학교 환경안전시스템공학과, 석사
공저자: 오유민,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학사과정
교신저자: 안진성, 세명대학교 바이오환경공학과, 조교수

- 354 -

KoSSGE 추계학술대회
2021년 11월 11일-12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

다단 혼 형태의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4-클로로페놀 분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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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hlorophenol(4-CP)은 높은 독성의 화학물질로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으며 지하수 내의
4-CP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고도산화처리 공정이 연구 및 적용되고 있다. 특히 초음파 기술의 경우 초음파
캐비테이션 현상을 이용한 다양한 물리·화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를 이용해 4-CP를 완전히 분해 및 무기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캐비테이션 현상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
로 아르곤 등의 용존가스 주입, 과산화수소 및 과황산염 등의 산화제 주입 등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단 혼 형태의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여 4-CP 분해에서 산화제 주입에 따른 초음파 산화 반응의 증진 효과를
연구하고, 이 때의 초음파 화학적 산화력 및 내부 캐비테이션 활성화 영역을 확인하는 등의 실험을 수행하였
다. 20kHz의 다단 혼 형태의 초음파 장비(VCX1500)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 이중 유리 재질의 원통형 액상 반응기(내부크기: D 12 cm×H 24 cm) 및 냉각장치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장비의 3개의 진동부가 모두 액상에 안정적으로 잠기게 하기 위해 액상의 부피는 2.0 L로 하였다. 4-CP의 분
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PLC 장비를 이용하였고, TOC 장비를 이용하여 무기화정도를 측정하였다. 4-CP 분
해 시 탈염기(Dechlorination)에 의해 발생하는 염소이온의 농도는 IC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루미놀 기
법을 이용하여 내부에 형성되는 캐비테이션 활성화 영역을 시각화하였다.

Key words : Ultrasound, Cavitation, Persulfate, 4-Chloro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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