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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발표

2022.04.27.(수)

13:40~14:05 | 에메랄드

Management�of�natural�and�anthropogenic�contaminations�in�soil�and�groundwater�environments ······························ 002

김순오(경상국립대학교)

특별발표

특별발표 2022.04.27.(수)

14:05~14:30 | 에메랄드

APEX�Advancements�for�Quantifying�Environmental�Changes ······························································································· 005

Dr.�Colleen�Green(USA)

2022.04.27.(수)

14:30~15:00 | 사파이어B

중국토양오염정화시장�발전과정,�시공정화기술�및�시사점 ················································································································· 006

안홍일(경기환경과학연구원)

2022.04.27.(수)

15:00~15:30 | 에메랄드B

오카방고�유역의�수자원의�시공간적�분포도�평가 ······························································································································· 008

정재학(Texas�A&M�AgriLife�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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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발표

A�일반세션 2022.04.27.(수)

15:00~17:30 | 에메랄드A, 좌장: 진성욱(전북대학교)

A-1 지중환경특성을�고려한�인공�지하수�내�아연과�카드뮴�제거를�위한�다황화칼슘�최적�주입량�도출 ································ 011
윤성희,�김병철,�남경필*�(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

A-2 고농도�오염수의�TOC�제거를�위한�UV/Persulfate�공정�연구 ······················································································ 012
강주민1,2,�전보경1,2,�손영규1,2*�(1금오공과대학교�환경공학과,�2금오공과대학교�에너지공학융합전공)

A-3 반응�용기�크기,�프루브�위치,�파워�등에�따른�20kHz�프루브�초음파�장비의�성능�평가 ················································· 013
나이슬1,2,�이성은1,2,�손영규1,2*�(1금오공과대학교�환경공학과,�2금오공과대학교�에너지공학융합전공)

A-4 Silica�Encapsulation을�통한�논토양에서�중금속�이동성�저감�평가 ············································································· 014
박��진,�백기태*�(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학과)

A-5 비타민으로�개질�된�마그네타이트을�이용한�6가�크롬�제거 ··························································································· 015
윤선호,�배성준*�(건국대학교�사회환경공학부�고도청정환경공학�연구실)

A-6 물과�퇴적물에서�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및�프탈레이트(PAEs)�제거�시�바이오차�공극�구조의�영향 ··················· 017
레�티�응옥�꾸인,�이현호,�황인성*�(부산대학교�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A-7 증기침입에�의한�지중생활공간의�오염�시나리오 ··········································································································· 018
김재현,�김주희,�배민서,�이순재*�(고려대학교)

A-8 Variable�effects�of�soil�organic�matter�on�the�arsenic�behavior�in�the�vadose�zone�with�different�bulk�
densities ······································································································································································ 020
휴�트란1,�김상현2,�정재식1,2*,�이승학1,2,3*�(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2한국과학기술연구원,�
3고려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

A-9 천연�일라이트의�다중-수착�사이트�용량�및�친화도�최적화�평가 ···················································································· 021
황정환1,�한원식1*,�정성욱2,�윤원우1�(1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과학과,�2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환경분석연구부)



- iii -

B�특별세션 한국의�좋은물�발굴‧확보�및�가치고도화�기술�개발(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2.04.27.(수)

15:30~17:30 | 에메랄드B, 좌장: 고경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B-1 한국의�자연기원�좋은물�수원�발굴·확보�및�정보시스템�구축 ························································································ 023
이재민,�고동찬,�고경석*�(한국지질자원연구원)

B-2 좋은물�수원별�분자규모�특성�및�자연유기물질�평가기술�개발 ······················································································ 025
정윤영1,�류종식2,�조��건1,�이영호1,�신우진1,�허��진3,�고경석4,�고동찬4,�이재민4,�이광식1*�(1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부경대학교,�3세종대학교,�4한국지질자원연구원)

B-3 데이터�과학�기법을�이용한�전국의�좋은물�및�목적�맞춤형�지하수�후보지�매핑 ····························································· 026
이상훈1,�권덕인1,�고은희2,�이혜림1,�고경석3,�이강근1*�(1서울대학교,�2제주연구원,�3한국지질자원연구원)

B-4 질량균형법을�이용한�14C�연대측정:�초정탄산수�사례 ··································································································· 027
풍탄휘1,�이진원1,�김강주1*,�고경석2,�고동찬2,�이병선3,�신현정3�(1군산대학교,�2한국지질자원연구원,�3한국농어촌공사)

B-5 생물활성을�이용한�좋은물�평가�연구 ···························································································································· 028
공인철1,�이소현1,�최정음1,�고경석2*�(1영남대학교,�2한국지질자원연구원)

B-6 강원도�발왕산�지역�눈에�의한�토양�및�지하수의�변화에�대한�연구 ··············································································· 029
이정훈1*,�정혜정1,�니암게렐�얄랄트1,�고경석2,�고동찬2�(1이화여자대학교�과학교육과,�2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하수연구센터)

B-7 미세플라스틱�오염�지하수환경에서의�플라스틱�유래�유기물질�추적 ············································································· 030
이윤경1,�유하영1,2,�허��진1*�(1세종대학교�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2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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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특별세션 제주�지하수�이슈에�대한�학술적�접근�및�해법�모색(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2022.04.27.(수)

14:30~17:10 | 사파이어A, 좌장: 박원배(제주지하수연구센터)

C-1 지하수�관측망�운영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연구 ·········································································································· 033
현범석1,�박원배1*,�강봉래1,�고창성1,�신우식1,�최윤호1,�김지명1,�강남혁1,�이준호2�(1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2제주특별자치도�물정책과)

C-2 베이지안�혼합모델과�수치모델을�이용한�제주도�산간지대�지하수의�함양지역�추정 ······················································ 034
고은희1,�이은희2*,�이강근3,�문덕철4�(1제주지하수연구센터,�2한국지질자원연구원,�3서울대학교,�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C-3 제주지역�농업용수�이용�특성과�빗물�이용�활성화�방안 ································································································· 035
김민철,�김용석,�박원배*�(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C-4 축산폐수�유출지역�지하수�수질�개선:�제주�한림지역�시범�연구�성과와�과제 ································································ 036
이강근1*,�권덕인1,�이서호1,�김현구2,�박선화2,�김정우3,�권형표3�(1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2국립환경과학원�토양지하수연구과,�3(주)지오그린21)

C-5 제주상수원�지하수의�수질�진단�및�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방안 ·················································································· 038
유순영1,�윤성택2*,�문수현2,�오준섭2,�오순미3,�곽창암3�(1고려대학교�SEM�연구단,�2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3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C-6 분포형�수문모형을�이용한�제주도�지하수�함양량의�추정 ······························································································ 040
정일문1,�이정은1*,�김철겸1,�김대호2,�손영철2,�김지욱2�(1한국건설기술연구원,�2한국수자원공사)

C-7 데이터�집약적�기술을�이용한�제주지역�지하수위�하강�원인�분석�및�효율적�관리�방안 ················································· 041
정진아1*,�정지호1,�박재성1,�고은희2,�박원배2�(1경북대학교,�2제주연구원)

C-8 제주�지하수의�질산염�취약성�평가 ································································································································ 042
권은혜1,�박종훈2,�박원배3,�강봉래3,�현범석3,�우남칠2*�(1한국원자력연구원,�2연세대학교,�3제주연구원)

�

D�특별세션 토양�정화�현안�토론(한국환경공단�토양지하수처) 2022.04.27.(수)

15:00~18:00 | 사파이어B, 좌장: 김성태(한국환경공단), 이재영(서울시립대학교)

D-1 위해성에�근거한�오염부지�정화�및�관리�전략 ················································································································ 045
남경필�(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

D-2 암반오염�조사�및�정화/관리�현황과�개선�방향 ·············································································································· 047
이강근*,�이성순,�하승욱,�전원탁�(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D-3 부지�및�정화공법�특이적�토양정화검증�방법�고도화�전략 ····························································································· 049
이군택*,�권지철,�조성현,�신건환�(서울대학교�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D-4 토양정화사업�최적수행방안�검토�연구 ·························································································································· 051
백승천1,�김석환1,�주완호2*,�김청미2�(1(주)엘프스,�2(주)엔바이로파트너스)

D-5 종합토론(패널�토론)
윤성택�교수(고려대학교),�박재우�교수(한양대학교),�서창일�박사(한국환경공단)



- v -

E�특별세션 가뭄�대응�지하수�활용�기술(인공함양,�Sand�dam,�WNS)�(대전대학교�GW-SMART연구단) 2022.04.27.(수)

14:30~18:00 | 보드룸1, 좌장: 하규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일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규범(대전대학교)

E-1 물수지�분석�모형을�이용한�지하수�함양량�평가 ············································································································ 054
하규철1,�박창희2,�김성현2,�신에스더2,�이은희1�(1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환경연구본부,�2(주)지오그린21)

E-2 관정연계이용�기술�적용을�위한�지하수�수요-공급량�평가�연구 ····················································································· 055
이병선*,�서상진,�명우호,�정찬덕,�이규상,�송성호�(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E-3 국내�농촌�지역의�관정�운영�시나리오�적용에�따른�지하수위�분포�분석 ········································································ 056
이재범,�아거쑤아모스,�양정석*�(국민대학교)

E-4 지하수자원의�효율적�배분을�위한�관정�간�연계�시스템�설계�및�운영기술�개발 ····························································· 057
이종화,�안준영,�전성천,�이명재*�((주)지오그린21)

E-5 농업�용수�수요에�따른�적정�지하수�공급�설계�평가 ······································································································· 059
박인우,�이서호,�이성순,�이강근*�(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E-6 다중�취수원�유입에�따른�다단�샌드댐�모의:�Lab�scale�실험을�통한�접근 ····································································· 060
김일환,�김민규,�장선우,�정일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E-7 샌드댐�설치에�따른�동절기�공급가능량�평가 ················································································································· 062
이치형,�오동환*�((주)인텔리지오)

E-8 Sand댐�적지�선정을�위한�계곡수�수질특성�조사 ·········································································································· 064
안경환*,�김병군,�유정아,�장정규,�김양아,�박현제�(한국수자원공사�K-water연구원)

E-9 미급수지역의�샌드댐�건설�효과�분석을�위한�상류부�하천-취수원�연계�모니터링 ·························································· 065
김지태*,�신지은,�백태효�(에스디엠이앤씨)�

E-10 유역�상류�소분지의�Hybrid형�인공함양�순환시스템�적용을�통한�농업�용수�공급�방안 ················································· 066
김규범�(대전대학교�건설안전공학과)

E-11 상시가뭄지역의�Hybrid형�인공함양�시스템�시공�및�운영사례 ······················································································ 067
이영동*,�원경식,�신동민,�김병준�(지오텍컨설탄트(주))

E-12 인공함양�원수공급을�위한�자연형�하천수�수질정화�및�취수시스템 ··············································································· 068
한일영1*,�김규범2�(1(주)비룡,�2대전대학교)

E-13 로라�방식�무선센서네트워크�소개�및�인공함양�시스템�통합제어�현장�적용 ·································································· 070
임우석*,�김찬유,�오세범,�김용환�((주)아이자랩)

E-14 3D�정밀�수치�모델링을�통한�가뭄지역의�취수가능량�평가 ···························································································· 071
우태영,�이재영*�(신우엔지니어링�융합기술연구소)



- vi -

F�일반세션 2022.04.28.(목)

10:00~12:30 | 에메랄드A, 좌장: 조은혜(전남대학교)

F-1 산화·환원�조건과�pH가�퇴적토�내�카드뮴의�유기탄소�및�철산화물�분배에�미치는�영향 ··············································· 074
정부윤1,�안진성2,�남경필1*�(1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2세명대학교�바이오환경공학과)

F-2 토양세척�정화토�및�회복토의�건강성�평가:�지렁이를�이용한�검증 ················································································ 075
이우춘1,�이상우1,�김순오2*�(1HS환경기술연구소,�2경상국립대학교�자연과학대학�지질과학과�및�기초과학연구소)

F-3 유류�오염부지의�풍화환경을�고려한�오염누출시기�예측기법�개발 ················································································ 077
김기범1,�우희수1,�정재식1,2*,�이승학1,2,3*�(1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물자원순환연구단,�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에너지환경융합전공,�3고려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

F-4 고농도�중금속�오염�지하수�정화를�위한�불균질한�매질�내�CPS(Calcium�Polysulfide)의�적용성�평가�:�
Lab�scale�column ······················································································································································· 078
고현우1,�주진철1*,�남경필2,�문희선3,�강은별1,�김동준1,�최지원1�(1한밭대학교,�2서울대학교,�3한국지질자원연구원)

F-5 화학사고�긴급방제를�위한�철�산화물�기반�흡착제�개발 ································································································· 080
박상현1,2,�안용태1,�이선재1,2,�조정만1,2,�윤현식3,�서승원3,�윤성택2,�최재영1,2*�(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3동명엔터프라이즈)

F-6 칼럼실험과�수치모델링을�통한�남극�바톤반도�활동층의�수리적�및�열적�특성�평가 ······················································· 082
김정아1,�진성욱1,2*,�황현태3,4,�이정훈5�(1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학과,�2전북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
3Aquanty,�Inc.,�Canada,�4University�of�Waterloo,�Canada,�5이화여자대학교�과학교육과)

F-7 제주서부지역�농업용�지하수�수요량�및�공급�가능량�예측�연구 ····················································································· 084
추연우1*,�송성호2,�함세영3,�김은진1,�서상기1�(1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2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3부산대학교�지질환경과학과)

F-8 국내�최초�섬지역�지하수저류지�운영�효과:�옹진군�대이작도를�중심으로 ······································································ 086
김하영,�김지욱,�박현진*�(한국수자원공사)

F-9 4차�산업혁명기술�적용�스마트�지하수�관리-�지하수�정보�플랫폼�및�디지털트윈�구축�사례 ·········································· 088
정지혜,�유형선,�김대호,�손영철*,�김지욱�(한국수자원공사)



- vii -

G�일반세션 2022.04.28.(목)

10:00~12:30 | 에메랄드B, 좌장: 이은희(한국지질자원연구원)

G-1 농업�지역�지하수의�질산염�오염에�대한�수문지질학적�조건�및�지하수�체류시간의�영향�평가 ······································· 091
이경진1,�유순영1,�오준섭1,�김현구2,�김문수2,�윤성택1*�(1고려대학교,�2국립환경과학원)

G-2 PCE�대리�모델�기반�민감도�분석을�활용한�LNAPL�지중�오염�복원�솔루션 ··································································· 092
김태훈1,�한원식1*,�강경철2,3,�신제현4,�박길택1�(1연세대학교,�2University�of�Minnesota,�3St.�Anthony�Falls�Laboratory,�
4한국지질자원연구원)

G-3 해면�경계에서의�다양한�경계조건을�고려한�조석�변동환경의�육지�유래�오염물�거동에�관한�2차원�준해석해�기법 ······ 094
석희준1*,�한원식2,�손승효1,2�(1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지하수환경연구센터,�
2연세대학교�지구시스템과학과)

G-4 제올라이트�13X에�의한�세슘,�스트론튬�및�코발트의�흡착기작�연구 ············································································· 096
박민지1,�정훈영2*�(1부산대학교�BK21�지구환경시스템�교육연구단,�2부산대학교�BK21�지구환경시스템학부�지질환경과학과)

G-5 Ca/Fe�층상이중수화물을�이용한�안티몬�및�셀레늄�제거�연구 ······················································································ 097
김용찬,�한인섭*�(서울시립대학교)

G-6 펜타클로로페놀로�오염된�지하수의�분해를�위한�다양한�양극의�초음파�보조�전기화학:�동역학�및�메커니즘 ················· 098
주영월,�곽봉시,�최명찬,�김지형*�(고려대학교�건축사회환경공학과)

G-7 지하수�정화에서�철계�환원제의�새로운�평가�방법 ········································································································· 100
인양민,�주영월,�최명찬,�김지형*�(고려대학교�건축사회환경공학부)

G-8 고농도의�유기물질�존재�하에서�목탄으로의�항생제�흡착 ······························································································ 102
이수민1,�김종국1,�백기태1,2*,�박준규3�(1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학과,�2전북대학교�토양�환경연구센터,�3(주)다산컨설턴트)

G-9 MgAl�layered�double�hydroxides�개질법을�이용한�소나무�톱밥�기반�바이오차의�아조염료�흡착능�향상 ················ 104
김종구1,�박근혁2,�유다영2,�이영인2,�이용구3,�전강민1,2*�(1강원대학교�에너지�인프라융합학과,�2강원대학교�환경공학과,�
3강원대학교�환경연구소)



- viii -

H�일반세션 2022.04.28.(목)

10:00~12:30 | 사파이어A, 좌장: 김정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H-1 Dithionite에�의한�nontronite�내�structural�iron의�산화환원�상태�변화 ··································································· 107
문찬규1,�김병철2,�남경필1*�(1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2�University�of�Toronto)

H-2 제강슬래그가�담지된�비균질�커피�바이오차�촉매의�과황산염�활성화를�통한�COVID-19�방지�손소독제의�분해:�
일중항�산소의�역활 ······················································································································································· 108
신재관1,�곽진우1,�손창길1,�김상원1,�이용구2,�김종구1,�백송희1,�전강민1,3*�(1강원대학교�에너지·인프라융합학과,�
2강원대학교�환경연구소,�3강원대학교�환경공학과)

H-3 다양한�알칼리�전처리�천연�제올라트에�지지된�나노�영가철�정화소재를�이용한�6가�크롬�제거�연구 ···························· 110
최민희,�배성준*�(건국대학교�사회환경공학부)

H-4 염소계�화합물�분해를�위한�전기화학적으로�개질된�바이오차를�활용한�Horseradish�Peroxidase�고정화 ··················· 111
Jingjing�Liu1,3,�백기태1,2*�(1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과,�2토양환경연구센터,�3School�of�Chemistry�and�Chemical�

Engineering,�University�of�South�China)

H-5 Fe(II)에�의해�활성화된�이중산화제(CP/PMS)�시스템에�의한�페난스렌의�분해 ···························································· 112
압둘라알�마수드,�이상훈,�김동현,�신원식*�(경북대학교�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H-6 커피찌꺼기�activated�bio-char를�활용한�Cr6+�제거에�관한�연구 ················································································ 114
전태영,�한인섭*�(서울시립대학교)

H-7 친환경�바이오차에�의해�활성화된�peroxymonosulfate에�의한�테트라싸이클린의�분해 ············································· 116
시바산카르�안나말라,�이상훈,�이예빈,�신원식*�(경북대학교�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

H-8 300kHz�조건에서의�초음파�산화�반응의�반응속도론�분석�연구 ··················································································· 118
이성은1,2,�나이슬1,2,�손영규1,2*�(1금오공과대학교�환경공학과,�2금오공과대학교�에너지공학융합전공)

H-9 과황산염�활성화�방법으로서의�20kHz�초음파�적용성�연구 ·························································································· 119
전보경1,2,�강주민1,2,�손영규1,2*�(1금오공과대학교�환경공학과,�2금오공과대학교�에너지공학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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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신진연구자세션 2022.04.28.(목)

10:30~14:10 | 사파이어B, 좌장: 한원식(연세대학교), 박새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진성(세명대학교)

I-1 벌목�경사지에서�낙진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한�토양침식�조사 ····················································································· 121
윤정환1,�김혁수1,�양재의1,�김계훈2*�(1강원대학교,�2서울시립대학교)

I-2 다양한�유기용매�내�토양�입자�침전�및�자외선�강도의�상관관계 ···················································································· 123
최종복1,�이덕영1,2,�손영규1,2*�(1금오공과대학교�환경공학과,�2금오공과대학교�에너지공학융합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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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자게인�리쉬캐쉬1,�서동균1,�조현수1,�김필곤2,�권정환2,�홍용석1*�(1고려대학교�과학기술대학�환경시스템공학과,�
2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부)

I-4 토지이용과�지질특성,�현장수질�항목을�이용한�기계학습�기반의�지하수�질산염�농도�예측 ··········································· 126
이재민1,�고경석1,�유근제2*�(1한국지질자원연구원,�2한국해양대학교)

I-5 2단계�시나리오에�복합�머신러닝�모델들을�이용한�지하수�오염�취약성�지수�산출 ························································ 127
후삼�엘딘�엘자인,�정상용*�(부경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지질환경연구소)

I-6 다중�추적자를�활용한�수변지역�질산염�순환의�이해 ····································································································· 128
주여진1,�고동찬2*,�권홍일2,3,�김동훈2�(1한국원자력연구원,�2한국지질자원연구원,�3한국원자력환경공단)

I-7 동해안�석호지역에서�단기양수를�통한�수리상수�및�담염수�경계면�분포�특성�평가 ······················································· 129
전우현1,�이수형1,�정찬영1,2,�문희선1*,�김용철1,�황세호1�(1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지하수환경연구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한국지질자원연구원캠퍼스�지질과학전공)

I-8 환경�요인이�미세플라스틱의�거동에�미치는�영향�평가를�위한�민감도�분석의�활용 ······················································· 130
임승지1,�황명원1,�정유진1,2,�홍석원1,3,�이승학1,3,4,�정재식1,3*�(1한국과학기술연구원,�2서울과학기술대학교,�
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4고려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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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특별세션
석포�제련소�오염지하수�정화를�위한�현장�실증연구�및�향후�정화�전략
(지오그린21,�이피에스엔지니어링) 2022.04.28.(목)

10:30~12:30 | 보드룸1, 좌장: 김영훈(안동대학교)

J-1 석포제련소�중금속�오염�지하수�정화를�위한�현장실증연구 ··························································································· 132
남경필�(서울대학교)�

J-2 고농도�중금속�오염�지하수의�원위치(in�situ)�정화를�위한�CPS(Calcium�Polysulfide)�주입�타당성�평가 ·················· 133
주진철1*,�남경필2,�문희선3,�고현우1,�윤성희2�(1한밭대학교,�2서울대학교,�3한국지질자원연구원)

J-3 준호기조건�자유면�대수층�내�오염지하수�정화를�위한�SRB�기반�반응벽체�설계방안 ···················································· 134
우희수1,�김상현1,�이미연1,2,�추연경1,3,�정재식1,2*,�이승학1,2,4*�(1한국과학기술연구원,�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3고려대학교�건축사회환경공학과,�4고려대학교�에너지환경대학원)

J-4 방해석(Calcite)과�아라고나이트(Aragonite)를�이용한�고농도�중금속�오염�산성배수�처리�연구 ································ 136
김재민1,�송혜원1,�김영훈2,�김정진1*�(1안동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2안동대학교�환경공학과)

J-5 현장�적용을�위한�기본설계�및�운영계획과�중장기�모니터링�계획 ·················································································· 137
김정우*,�차용훈,�천정용,�이명재,�윤병용,�신선호�((주)지오그린21)

J-6 석포제련소�오염지하수의�이화학적�특성�및�지상처리�적용성 ······················································································· 139
김강주1*,�이진원1,�풍탄휘1,�황마이느1,�차장환2�(1국립군산대학교,�2(주)이피에스엔지니어링)

J-7 종합토론
윤성택(고려대학교),�신원식(경북대학교),�손영규(금오공과대학교),�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김정수(환경안전건강연구소)

K�YOUNG연구자�워크샵 환경자료�통계�분석과�활용 2022.04.28.(목)

14:30~18:00 | 사파이어B, 강사: 이태권(연세대학교), 정진아(경북대학교)

K-1 R을�활용한�기초통계�및�가시화
이태권(연세대학교)

K-2 다변량�통계�분석�및�가시화
정진아(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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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특별세션 원자력관련시설�부지�및�지하수평가�현황(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2.04.28.(목)

13:30~15:50 | 보드룸1, 좌장: 정재열(한국원자력환경공단)

L-1 경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지하수�평가�사례 ······························································································· 142
김수진,�조현진,�윤정현�정재열*�(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폐물기술실)

L-2 원전�해체부지�지하수평가�방법 ···································································································································· 143
황종선1*,�조광호1,�정혜진1,�한재문2�(1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2현대건설(주)�기술연구소�신사업기술팀)

L-3 원자력관계�시설�부지에�대한�지하수�유동�평가를�위한�규제지침(안)�개발 ··································································· 145
현승규1*,�최호선1,�진소범1,�함세영2,�우남칠3,�이충모4�(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부산대학교,�3연세대학교,�4한국지질자원연구원)

L-4 고준위�처분부지�지하수평가�방법 ································································································································· 148
이정환�(한국원자력환경공단)

L-5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부지�수리화학�평가기술�개발�현황 ························································································ 149
현성필*,�김은경,�천대성,�채병곤�(한국지질자원연구원)

L-6 고준위폐기물�처분장�내�핵종이동�평가기술�개발�현황 ·································································································· 150
김정우*,�이재원,�김용민,�장홍,�조현호,�이동혁�(한국원자력연구원)

L-7 경주시�방사성폐기물�동굴처분시설�부지의�지하수�유동�개념모델�연구 ········································································ 152
류상민1*,�함세영2,�정재열3,�김지연3,�이창재1�(1현대엔지니어링,�2부산대학교,�3한국원자력환경공단)

M�일반세션 2022.04.29.(금)

10:00~11:15 | 사파이어A, 좌장: 정진아(경북대학교)

M-1 Design�and�Development�of�Microelectrode�for�Electrochemical�Measurement�of�Nitrous�Oxide�
and�Nitrite�Ion:�Key�Species�for�Sediment�Nitrogen�Cycle ·················································································· 154
헴�프로가스�카르끼1,�권순길1,�네탄�존슨2,�홍용석1*�(1고려대학교�과학기술대학�환경시스템공학과,�2텍사스�공과대학교)

M-2 비소로�오염된�토양에�대한�Mg-Fe�이중층수산화물(LDH)의�비소�안정화�연구 ···························································· 156
김선희*,�탁현지,�Ilham�Abdul�Latief,�이민희�(부경대학교�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환경지질과학전공)

M-3 산불지역�지중�환경�내�세슘의�거동�특성 ······················································································································· 158
배효진1,2,�정성욱1*,�정진아2�(1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2경북대학교)

M-4 What�determines�the�efficacy�of�landfarming�for�petroleum-contaminated�soils:�Importance�
of�contaminant�characteristics ································································································································ 160
김상현1,�우희수1,�안성남1,�정재식1,2*,�이승학1,2,3*�(1한국과학기술연구원,�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3고려대학교)

M-5 토양�중�카드뮴�기기분석법�개선에�관한�연구 ················································································································ 162
김장현*,�김영란,�강윤주,�이수미,�홍성준,�권오일,�이용직�(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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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특별세션 탄소중립을�위한�표토환경�관리�전략(강원대학교) 2022.04.29.(금)

10:00~11:30 | 에메랄드B, 좌장: 양재의(강원대학교)

N-1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현황 ········································································································································· 165
문상기(한국환경산업기술원)

N-2 탄소중립시대�토양과학의�역할:�토양탄소저장기술을�중심으로 ····················································································· 166
윤성택1*,�양재의2�(1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2강원대학교�환경융합학부)

N-3 토양�탄소�격리:�Overview ··········································································································································· 168
윤정환,�김혁수,�양재의*�(강원대학교)�

N-4 농업부문�탄소중립�기술개발�추진계획 ·························································································································· 169
정구복,�최은정,�이선일,�강성수�(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기후변화평가과)

N-5 토양�탄소격리�평가�방법론 ··········································································································································· 171
윤정환1,�박병준1,�이찬규1,�김성철2,�양재의1,�김혁수1*�(1강원대학교,�2충남대학교)

N-6 토양�침식과�탄소�Dynamics ········································································································································ 172
윤정환1,�오승민2,�이상필1,�정석순1,�김혁수1,�양재의1*�(1강원대학교,�2원주지방환경청)

O�일반세션 2022.04.29.(금)

10:00~12:00 | 사파이어A, 좌장: 김용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O-1 다중�환경추적자를�이용한�화산암�대수층�내�심부�지하수�체류시간�추정 ······································································ 174
강현지1,�유순영1,�문수형2,�강경구2,�윤성택1*,�(1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2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O-2 제주도에서�관개용수�필요수량과�지하수�이용량의�시공간적�분포�특성 ········································································ 175
송성호1*,�김진성2,�신동연3,�서상기3,�강봉래4�(1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2한국농어촌공사�경북지역본부,�
3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4제주지하수연구센터)

O-3 지방자치단체의�지하수�관리�이행력�강화를�위한�선결과제 ··························································································· 177
현윤정1*,�정우현2�(1한국환경연구원�물국토연구본부,�2한국환경연구원�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O-4 비소�오염�부지�내�지구물리기법을�적용한�안정화제의�유지능�모니터링�및�평가 ·························································· 179
이선재1,2,�박상현1,2,�조정만1,3,�안용태4,�이해석2,�최재영1,2*�(1한국과학기술연구원,�2고려대학교,�3서울대학교,�4한양대학교)

O-5 유역규모�통합모델을�이용한�지하수-지표수�상호작용�모사�및�지하수의존물환경의�기후변화�취약성�예측 ·················· 180
이은희1*,�이현주1,�박동규1,�황현태2�(1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하수연구센터,�2Aquanty�Inc.)

O-6 원자력관계시설�부지특성�조사를�위한�시추공에�대한�규제지침(안)�개발 ····································································· 181
현승규1*,�황세호2,�진소범1�(1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2한국지질자원연구원)

O-7 지하수�정화�관련�다목적�최적화�문제를�풀기�위한�NSGA-2의�수행�능력�평가 ···························································· 183
이서호,�박인우,�이성순,�이강근*�(서울대학교�지구환경과학부)

O-8 미래�지하수�함양�시나리오를�고려한�해수�침투에�대한�지하수�취약성�평가 ································································· 184
장선우,�정일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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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반세션 2022.04.29.(금)

10:00~12:00 | 사파이어B, 좌장: 이군택(서울대학교NICEM)

Q-1 칼슘에�의한�토양�내�철산화물에�흡착된�스트론튬�제거�기작�결정:XRD,�XPS,�XANES,�및�EXAFS�분석결과 ·············· 186
송호재,�남경필*�(서울대학교)

Q-2 원위치�철산화물�합성법을�이용한�중금속�오염�토양�안정화�공법�개발 ········································································· 188
이호섭1,�안진성2,�정슬기3,�남경필1*�(1건설환경공학부�서울대학교,�2바이오환경공학과�세명대학교,�3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Q-3 굴�패각이�도핑된�CuBi2O4�촉매의�peroxymonosulfate�활성화에�의한�의약품의�제거 ·············································· 189
손창길1,�신재관1,�곽진우1,�김상원1,�김종구1,�백송희1,�이용구2,�전강민1,2*�(1강원대학교�에너지·인프라�융합학과,�
2강원대학교�환경공학과)

Q-4 지중환경�내�미세플라스틱�잠재�오염현황�및�이동성�평가 ····························································································· 191
박새롬1,�강희준1,2,�문희선3*,�전우현3,�김동훈3,�김일호1,2,�김석구1,2�(1한국건설기술연구원�환경연구본부,�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3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지하수환경연구센터)

Q-5 갱내수�내�비소제거를�위한�제올라이트�철�이온�합성�개질에�대한�연구 ········································································ 193
김경환,�한인섭*�(서울시립대학교)

Q-6 토양경작�정화토의�건강성�회복기술�최적화�및�적용성�평가 ·························································································· 194
이종환1,�이우춘2,�이상우2,�김순오1*�(1경상국립대학교�자연과학대학�지질과학과�및�기초과학연구소,�2HS환경기술연구소)

Q-7 Ca2+�기반�알칼리도�생성물질에�의한�지하수�내�중금속�정화 ························································································ 196
조용환1,�박��진1,�백기태1,2*�(1전북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과,�2토양환경연구센터)

Q-8 철광산�광미를�활용해�철을�함침한�호두껍질�바이오차의�합성염료�제거효율�평가 ························································ 197
백송희1,�이도연2,�기서현2,�변우범2,�이용구2*,�전강민1,2*�(1강원대학교�에너지인프라융합학과,�2강원대학교�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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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일반세션 2022.04.29.(금)

10:00~11:30 | 보드룸1, 좌장: 김강주(군산대학교)

R-1 오믹스�기반�불화수소�노출�토양�내�농작물(식물)�피해�진단 ························································································· 200
조정만1,2,�이정애1,�이선재1,3,�박상현1,3,�황유식4,�정��현4,�박준범2*,�최재영1,3*�(1한국과학기술연구원,�2서울대학교,�3고려대학교,�
4안전성평가연구소)

R-2 질산성질소�오염�지하수�재이용기술(Pump�and�Fertilize)을�통한�질산성질소�오염저감�평가:�
4년간�옥수수�경작지�3개소�대상�파일럿�규모�연구 ······································································································· 202
염여훈1,�한경진2,�윤금희1,�김희윤1,�전지원1,�권수열3,�김��영1*�(1고려대학교,�2국립한국교통대학교,�3한국방송통신대학교)

R-3 수은�생물축적의�계절적�경향�및�하구�퇴적물�현장조사를�통한�조개�및�미생물�군집의�독성영향�평가 ·························· 204
차우다리디라즈꾸마르1,�김환석1,�라이블�대니2,�이미경3,�김선영3,�김란희1,�김성표1,�홍용석1*�(1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환경시스템공학과,�2Texas�Tech�University,�토목,�환경�및�건설�공학과,�3국립환경과학원�물환경공학연구과)

R-4 토양�지층별�인위적�영향에�따른�미생물�군집구조와�기능�변화 ····················································································· 206
김한석1,�박강현1,�윤태현2,�주용성2,�조호영1,�권만재1*�(1고려대학교�지구환경과학과,�2동국대학교�통계학과)

R-5 소나무칩,�벚나뭇잎,�볏짚�분해에�따른�EEMs�분석결과와�수질변화의�상관성 ······························································· 208
이진원1,�Phung�Thanh�Huy1,�고경석2,�이병선3,�이규상3,�김강주1*�(1군산대학교,�2한국지질자원연구원,�3한국농어촌공사)�

R-6 현장�실증�연구를�통한�자연저감�생분해�가능성�진단 ···································································································· 210
임현수,�정우식,�이민주,�김자연,�김다정,�김수빈,�박준홍*�(연세대학교�건설환경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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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2022.04.27.(수) 17:30~18:30 | 우정홀

P-1 질소제거율�증대를�위한�하수�유입수�분할주입에�관한�연구 ·························································································· 213
최병욱1,�박배성1,�임문교2,�연승준2,�김정민3,�최진영2,�고병준3,�양효동3,�허희승3,�이성종1*�(1한국외국어대학교,�
2광주도시관리공사,�3오포맑은물복원센터)

P-2 제트벤츄리믹서를�이용한�생물학적처리�공정에서의�질산화�효율�증대에�관한�연구 ······················································ 215
최병욱1,�박배성1,�임문교2,�연승준2,�김정민3,�최진영2,�고병준3,�양효동3,�허희승3,�이성종1*�(1한국외국어대학교,�
2광주도시관리공사,�3오포맑은물복원센터)

P-3 생물학적처리공정에서의�총질소�거동�변화에�대한�연구 ······························································································· 217
강태윤,�권희연,�우한비,�홍혜민,�김효진,�이재민,�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4 하수처리시설�유입수의�유기물�농도와�생태독성(발광박테리아)과의�관계성�비교 ························································ 219
우한비,�이재민,�강태윤,�권희연,�홍혜민,�김효진,�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5 하수처리시설�유입수에�대한�총유기탄소와�화학적산소요구량(Mn,�Cr)�관계성�비교�연구 ··········································· 221
홍혜민,�이재민,�강태윤,�김효진,�권희연,�우한비,�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6 구리,�납을�대상으로�한�발광박테리아�급성�독성�평가�및�혼합�독성에�관한�연구 ··························································· 223
김효진,�이재민,�강태윤,�권희연,�우한비,�홍혜민,�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7 Montmorillonite-Alginate�흡착제의�구성비에�다른�중금속�흡착�효율에�관한�연구 ··················································· 225
권희연,�강태윤,�김효진,�우한비,�이재민,�홍혜민,�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8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대한�수생생물의�영양단계별�독성변화에�관한�연구 ·································································· 227
이재민,�최병욱,�강태윤,�김효진,�우한비,�권희연,�홍혜민,�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9 경도�변화에�따른�물벼룩�neonate�생산성�비교�연구 ···································································································· 229
최민경,�이채영,�최병욱,�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10 소나무�잎을�이용한�대기�중�나프탈렌�흡착의�동력학�연구 ···························································································· 231
이선경,�현승훈*�(고려대학교�환경생태공학과)

P-11 먹이에�따른�물벼룩의�개체생산�특성에�관한�연구 ········································································································· 232
이채영,�최민경,�최병욱,�이성종*�(한국외국어대학교)

P-12 광산�퇴적토에서�분리한�Martelella�soudanensis�NC18과�NC20의�다상분류학적�특성 ············································ 234
이정윤1,2,�김동훈1*�(1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하수환경연구센터,�2충북대학교�생명시스템학과)

P-13 키틴,�굴패각�공동열분해를�통한�합성가스와�바이오차�생산 ··························································································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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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에서의 법적인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

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4호). 즉 우리나라에서는 인위적 요

인에 의하여 초래되는 오염만이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한 법적

환경오염의 정의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정 등에도 유효하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 기원 토양오염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5, 2항 4호에서 언급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 1항에서 입증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으로써, 자연 기원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위해

성평가 등의 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 항목의 경우에도 광산환경이나 지질학적 요인에 의하여

부화된 비소, 또는 해수침입에 의한 염소이온 등이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물질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음

용용의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먹는 물 수질 기준 항목들 중 우라늄 등은 대표적인

자연적 기원의 오염물질로 생각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인위적 기원의 오염물질에 국한하여 토양이나 지하수 환

경을 관리하고 보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최근에는 자연 기원 오염물질의 출현 빈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의한 피해가 빈번히 보고됨에 따라서 자연 기원 오염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

울이고 있다.

본 연구자는 20여 년간 토양 및 지하수 환경 오염에 대하여 연구해 오고 있다. 초창기에는 주로 인위

적 기원으로 오염된 토양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토양

세척 등과 같이 기존 기술로는 정화하기 힘든 투수성이 낮은 점토질 미세토양을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동전기 기술개발에 매진하였다[1, 2]. 또한, 인위적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흡착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흡착의 원리와 기작을 미시구조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3, 4]. 그리고, 시안으로 오

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한 광산화 기술에 대하여 연구하였고[5], 이러한 기존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철이나

망간, 비소 등과 같이 복합오염물질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광산화와 흡착기술을 접목하여 외부

로부터 어떠한 물질의 첨가도 없는 친환경적인 정화기술 개발에 몰입하였다[6].

최근에는 자연(지질) 기원 오염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질 기원 불소에 의한

토양오염[7, 8]과 자연 방사능물질(우라늄, 라돈, 전알파)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9],

적절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자연 부화 지역을 개

발하고자 할 때는 개발 행위 이전에 위해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 오염에 의한 위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

인 사전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Key words: 자연적 기원, 인위적 기원, 오염, 토양,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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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EX1905 (Agricultural Policy/Environmental eXtender) rangeland and cropland model has been

used and tested worldwide with much success. Recent developments include the landscape wind erosion

tool, accounting for wildfire and fire-related erosion events, inclusion of MODFLOW for linking of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flow, the addition of salt chemical species (Ca, Na, Se) and other contaminants, an

update of rangeland plant species database including halophytes, an improved method for missing climate

and soils data and more. Each advancement is thoroughly tested using physical data from spatial and

temporal scales. These APEX environmental enhancements are used for past, current, and forecasting

decision making by land managers and policy makers. Increased water conservation measures, carbon

emission reductions, and “buy clean” incentives among others are integrated into presidential initiatives to

be achieved by companies, agencies, and individuals.

Key words : APEX, MODFLOW, water conservation,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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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중국은 장기간의 산업화 과정 중 토양오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북경 송가장 지하철역 건설현장 중독

사고(2004년), 무한 삼강항천 아파트 건설현장 중독사고(2006년), 상주외국어학교 지하수오염 학생집단발병사고

(2014년) 및 농경지 오염에 의한 카드뮴쌀 사건(2013년)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토양오염 환경사고

가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중국토양정화시장은 상해세계엑스포(2010년) 오염부지 정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

로 전세계 토양정화기업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는 부지 오염에 따른 환경피해가 급증하면서

2005년~2013년까지 전국오염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4월 토양 오염율이 16.1%에 달한다는 실태조

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중앙정부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농산물 및 거주환경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6년 5월

토양환경관리 국가마스터플렌인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이하 토십조)”를 제정 공표하여 향후 시행하게 될 토

양환경 보호 조치계획과 일정을 제시하였고, 토십조에서 제시된 계획에 따라 2019년 토양오염방지법 최초 시

행, 2019년까지 오염부지 및 농경지 관리방법, 농경지 및 건설용지 정화기준, 오염조사규정, 검측기술규범, 위

해성평가기술규범, 정화기술규범, 정화효과평가기술규범, 지하수정화기술규범 등 각종 기술 규정 제정, 2020년

전국 오염우려부지 오염조사 실시 및 국가데이터베이스화 완료 등 빠르게 부지환경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있

다.

Ning Sun(생태환경부 환경기획원)의 2017년~2020년 토양환경 발주사업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이후 토양

환경 발주사업은 100억위안 이상 발주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최고 사업비인 142억위안(환율환산계수

170적용시, 한화 2.4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정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할 때 총액 150억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였다(표1).

표 1. 2017~2020년 토양환경발주사업 현황 (2021, Ning Sun, 금액단위 : 억위안)

※ 신장,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30개 성(시)의 통계

년도
자문프로젝트 시공프로젝트 합계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총금액 프로젝트총수량

2017년 7.5 479 79.4 321 86.9 800

2018년 18.2 1,010 123.4 458 141.6 1,468

2019년 23.3 1,344 95.1 354 118.4 1,698

2020년 39.8 2,853 103.0 668 142.7 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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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화시장은 도시지역 화학/철강산업 공장 이전부지, 광산활동 오염부지, 오염농경지, 유전 및 석유산

업 오염부지, 하천/해안 오염퇴적토 등 매우 다양하며, 특히 공업발전지역의 도시화 건설이 가속화되면서 도심

지역 공단 이전부지의 정화 요구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정화사업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상해, 심양, 중

경, 절강, 강소, 호남, 호북 등 서부 연안 공업화지역과 중부 광산 발달지역에서 집중 추진되고 있다. 과거에는

북경건공, 고능시대 등 소수의 정화업체가 전국 정화시장을 독점하였으나, 최근에는 영청환보, 대지환보 등 기

존 지역기반 정화업체의 사업영역 전국 확대와 신규 환경업체의 정화시공 프로젝트 수주 사례 증가에 따라 중

국 정화업체의 사업수주 경쟁이 점차 첨예화 되고 있다. 반면 외자기업은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중

국 현지 환경회사와의 합자회사 설립 등으로 중국 정화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성숙하지 않

은 정화시장 등의 영향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법규가 정비되고 선진기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외국 선진기술에 대한 중국시장 내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토양환경시장은 토십조 공표 및 토양오염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준비 및 초기단계를 지나 정화시장 규

모가 확대되는 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은 관련 법률법규 및 관리체계 불완

전, 현지 정화기업의 정화경험 부족, 정화기술 및 정화비용 부족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 및 리스크가 있으며,

10여년간의 중국 현지 경험(한중합자 토양정화회사 및 2개 중국 현지 토양정화회사의 기술총책임자 근무)을

바탕으로 중국 정화사업 수행절차, 시공사례, 시공정화기술, 외국 선진정화기술 적용사례 등을 소개하고자 한

다.

Key words : 중국정화시장,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토양오염방지법, 오염정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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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방고 유역의 수자원의 시공간적 분포도 평가

Assessment of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Water resource and 
Fluxes in the Okavango Basin

정재학*,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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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part of its development planning process, Angola is pursuing opportunities to intensify

agricultural production and maximize efficient use of the water resources of the Upper Okavango

Basin while sustaining flows to the Okavango Delta. The Okavango Delta provides critical

ecosystem services for sustaining wildlife populations and a tourism dependent local economy

and the largely prevalent wetlands and floodplains along the Cubango-Okavango River and its

primary tributary, the Cuito River, buffer peak flow and recharge aquifers. This process results

in a reliable flood pulse that begins traveling from the Angolan highlands in February, arriving

in the Delta in May. Land use changes in the Angolan highlands coupled with proposed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through commercial agriculture and water infrastructure development

stand to disrupt the critical historical flow pattern from the headwaters to the Delta. We use an

innovative and holistic modeling approach with enhanced surface-subsurface modeling tools to

better understand the dynamic processes in the local hydrologic system and identify key

elements sensitive to streamflow management. A SWAT-MODFLOW model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simulate major hydrologic processes: surface runoff, ET, percolation, lateral flow,

stream water seepage, groundwater return flow, groundwater level, and water balance in the

Cubango-Okavango River Basin. Because of the limited rainfall data availability, we generated a

rainfall dataset using a gridded station-based GPCC and satellite-based CHIRPS dataset to force

the model. The model was tested against monthly average stream discharge at two stream

gauging stations at Dirico and at Mohembo (inflow to the Delta) during the 2003–2010 and

2003-2019 period. Due to the lack of groundwater level monitoring data, we used a baseflow

separation technique to calibrate the geological parameters of the study area. Using expert

knowledge, field observation, and available streamflow measurements from the 1960s to 70s at

Longa, Quiriri, and Cuito, we assumed that baseflow rates in these areas would be similar to

the present because the landscape, while changing, has remained largely intact around these

areas since that time. The monthly Nash-Sutcliffe coefficient (NSE) values of streamflow

discharge for calibration and validation were calculated to be 0.50 and 0.51 for Dirico, and 0.76

and 0.70 for Mohembo, respectively. Results from sensitivity analysis show that land surface

- 8 -



parameters strongly controlled streamflow and groundwater return flow rates, followed by

riverbed conductance, hydraulic conductivity, and specific yield. Results also show that the model

captures the dominant baseflow patterns throughout the watershed (Longa, Quiriri, Cuito > 0.9)

and the critical patterns of groundwater/surface water interactions. In addition, we observed

substantial spatio-temporal variability of groundwater head, recharge to the water table, and

water balance components. Findings gained during this study can support stakeholders and

researchers in better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different land management practices on water

resources, identify critical variables in protecting freshwater ecosystems and biodiversity, and

provide a baseline for future conservation strategies.

Key words : surface-groundwater interaction, groundwater return flow, streamflow, SWAT-MOD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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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환경특성을 고려한 인공 지하수 내 아연과 카드뮴 제거를 위한

다황화칼슘 최적 주입량 도출

Derivation of the optimal injection amount of calcium polysulfide to remove zinc
and cadmium in artificial groundwater considering ge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윤성희, 김병철, 남경필*

SungHee Yoon, Byungchul Kim, Kyoungphile Nam*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e-mail : kpnam@snu.ac.kr

요 약 문
폐광산 및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나 침출수 내 중금속은 주변 수계로 유입되어 심각한 수질 오염을 야기

하고 있다. 특히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연 (Zn), 카드뮴 (Cd), 황산염 (SO42-)으로 인해 지하수 내 중금속

오염과 산성화 정도가 심각하다. 지하수 정화 환원제 중 하나인 다황화칼슘 (Calcium Polysulfide; CPS)은 지

하수 내 Zn, Cd, 수은 (Hg), 구리 (Cu)와 같은 중금속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황화물 형태로 침전시킬 수 있

다는 선행 연구가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금속의 종류와 농도 및 철 농도, 용존 유기 탄소, 용존 산소량과

같은 현장 특이적인 지중환경특성에 따른 CPS에 의한 중금속 침전 효율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Zn, Cd, SO42-으로 오염된 지하수 내 중금속 오염 정도 및 지중환경특성을 반영하여 인공 오염수에 대

한 CPS 주입 실험을 진행하고 현장특이적인 최적의 CPS 주입량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단일 중금속 오염수에 대해, Zn 초기농도 (Zn0)에 대한 CPS solution 29 % (w/v)의 주입량이

2.00~2.50:1 (w/w) (CPS/Zn0 = 2.00~2.50)일 때, Cd 초기농도 (Cd0)에 대한 CPS solution 29 % (w/v)의 주입량

이 1.00~1.74:1 (w/w) (CPS/Cd0 = 1.00~1.74)일 때, 99 % 이상 중금속 제거를 위한 최적 주입 조건임을 도출하

였다. 또한, 과량의 CPS를 주입하지 않은 경우 CPS 주입 전후 인공 오염수 pH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CPS

주입 시, 넓은 pH (3~10) 범위에서 ZnS, CdS와 같은 중금속 황화물이 침전상으로 존재하였고 Zn(OH)2,

Cd(OH)2와 같은 수산화물 형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Fe2+와 CPS가 반응하여 FeS, FeS2가 침전하지만

pH 및 ORP에 따라, Fe2+가 CPS와 반응하지 않고 FeOOH 형태로 침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

여, CPS와 중금속 침전반응에 대한 Fe2+의 scanverger 효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주입비율은 CPS/Zn0 = 2.50

이상, CPS/Cd0 = 1.11 이상임을 도출하였다.

Key words : Calcium Polysulfide (CPS), Zinc (Zn), Cadmium (Cd), Precipitation, Scave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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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염수의 TOC 제거를 위한 UV/Persulfate 공정 연구

UV/Persulfate Processes for the Removal of TOC in Highly Contaminat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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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고도산화처리공정은 높은 산화력을 가진 OH 라디칼의 산화 및 분해 작용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과산화수소, 과황산염, 오존과 같은 산화제를 주로 이용한다. 최근 과황산염은 높은 산화력과 안정성

을 가지고 있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황산염 연구는 저 농도 단일 물질을 대상으로 과황산

염을 적용하여 Total Organic Carbon(TOC) 제거율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고 농도의 복합

물질에 과황산염/자외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3 종류의 다른 성상 오염수의 초기 TOC

농도를 약 100 ppm으로 하여 과황산염을 1,000, 2,500, 5,000, 10,000 ppm을 주입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Ultraviolet –C(UV-C)를 이용하여 과황산염을 활성화하였으며 반응기 부피는 200 ml로 진행하였다. 오염물질

처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TOC 농도를 시간별로 측정하였다. 황산이온과 과황산이온 농도를 이온 크로마토

그래피와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여 자외선에 의한 과황산염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과황산염/자외선 공정

전 후의 fluorescence excitation-emission(FEEM)을 측정하여 오염물질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과황산염 농

도에 따른 TOC 제거율은 1,000 ppm 약 27±10%, 2,500 ppm 약 56±5%, 5,000 ppm 약 86±8%, 10,000 ppm

약 89±4%으로 측정되었다.

Key words : 고도산화처리, 과황산염, 고농도 오염수, 자외선, FEEM, 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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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용기 크기, 프루브 위치, 파워 등에 따른 20kHz 프루브 초음파 장비의 성능 평가

The effects of reactor size, probe position and power on sonochemical oxidation

in 20kHz probe type sono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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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기존 대부분의 20kHz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연구는 250 – 1000ml의 비교적 적은 용량에서 진행되었

는데, 프루브 위치가 반응기 바닥과 가까운 경우에 높은 산화력을 확인하였고 캐비테이션 활성화 영역이 원형

의 모습으로 관찰되었다. 초음파 기술의 적용성 향상을 위해 상대적으로보다 큰 용량에서의 초음파 캐비테이

션 현상의 영향 범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kHz 프루브 타입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

여 일정한 수위 조건에서 여러 조건의 지름을 가진 반응기에서의 초음파 캐비테이션 활성화 영역의 변화를 비

교 분석하고자 한다. 반응기의 지름은 각각 5, 10, 20, 30cm이며 수위 조건은 프루브 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정도로 액상에 위치하는 12cm로 하였다. 프루브 장비의 액상으로의 잠김 정도를 고려하여 액상 부피는 각

지름 조건에 따라 약 0.2, 0.9, 3.6, 8.4L로 하였다. 초음파 파워 조건은 25, 50, 75%, 초음파 프루브 위치는 반

응기 바닥으로부터 1 – 11cm로 하였다. 초음파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발생되는 라디칼에 의해 I-이온이 I3-로

산화되는 것을 이용한 Potassium iodide(KI) 법을 적용하여 초음파 화학적 효과에 의한 산화력을 정량화하였

으며, 초음파화학발광기법(Sonochemiluminescence, SCL)을 이용하여 반응기 내부에 형성되는 초음파 캐비테

이션에 의한 화학적 반응 활성화 영역을 측면과 하단에서 시각화하여 3차원으로 확인하였다. 파워 50%인 조

건에서 반응기의 크기와 관계없이 초음파 프루브 위치가 반응기 바닥과 가까울수록 높은 산화력을 확인하였고

그 중 지름 20cm인 반응기에서 가장 높은 산화력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 Cavitation, Ultrasound field, Sonochemical effects, Sonochemiluminescence (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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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a Encapsulation을 통한 논토양에서 중금속 이동성 저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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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쌀은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주식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농작물이다.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환경에 유

출된 중금속(Pb, Zn, Cu, Cd, Mn, Ni)이 강우, 분진, 관개수 등에 의해 논토양으로 유입되며, 벼 뿌리의 세포

막을 통하여 벼에 축적된다. 이는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고, 지속적인 중금속의 섭취는 피부 및 여러

신체 장기에서 암을 유발하며 호흡기, 골근격, 신경계 등에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논토양은 토양 입

자가 미세한 점토의 함량이 크며 오염이 발생하면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실제 섭취를 목표로 하는 작물을

재배한다. 토양에서 중금속을 처리하는 공정은 비용도 많이 들며, 토양 생태계를 파괴하여 작물생산량을 감소

시킨다. 토양에서 오염 물질의 유해성이 낮은 형태로 변환시키는 안정화 공법은 그 비용경제성으로 인해 여러

중금속 오염부지의 정화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칼슘, 인산염, 철 기반의 안정화제

는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와 2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안

정화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리카 토양 풍부하게 존재하며 벼과 식물의 세포벽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물질

이다. 실리카는 용액 상태에서 silicate ion(SiO44-)을 생성하고 pH에 따라 silioxane groups(Si-O)를 형성하여

gel을 형성할 수 있다[1]. 실리카 및 실리카 유래 젤은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며 토양에서 철산화물과 결합하

여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응집(encapsulation)시킬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안정화제에 비하여 농작물의 성장 저

해나 토양의 특성 변화가 현저히 적다. 하지만 실리카를 적용한 중금속 오염 토양의 encapsulation은 거의 연

구 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토양에 실리카를 안정화제로 사용하여 철산화물과 결합한 중금속을

encapsulation하여 중금속의 이동성을 감소시키고 작물로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 안정화제를 적용하여 중금속(Pb, Zn, Cu, Cd, Mn, Ni)의 이동성과 생물학적 접근성

(Bioaccessibility)을 측정하였으며, 논토양 환경을 모사한 무산소 조건에서 silica encapsulation의 중금속 이동

성 저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Key words : Heavy metal, Rice, Stabilization, Silicate, Encapsulation, Environmental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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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으로 개질 된 마그네타이트을 이용한 6가 크롬 제거

Hexavalent chromium removal by vitamin modified magne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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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o Yoon, Sungjun 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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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지하수의 주요 오염 물질 중 하나인 6가 크롬은 다양한 산업 활동을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며,

6가 크롬의 독성 및 유동적 특성에 의한 지하수 오염 처리 방안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본 연구는 지하수에 존재하는 6가 크롬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나노사이즈의 자성 철 함유광물(마그네타

이트) 입자의 분산력과 환원력을 비타민 C를 이용해 강화시켰으며, 지하수 내 6가 크롬 제거 향상 실험을 수

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 된 마그네타이트는 공침 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으며 [2], 합성 과정에서 다양한 농도의 비타

민 C를 넣어주어 마그네타이트 표면을 개질시켰다. 6가 크롬 제거실험을 위한 샘플 준비는 혐기성 챔버 내에

서 진행하였으며, 세럼 바이얼을 이용하여 무 산소 조건에서 3일 동안 흡착 및 환원 반응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샘플의 특성분석을 적외선 분광법(FTIR), 열 중량분석(TGA), 투과 전자현미경(TEM), 엑스선 광전자 분

광법(XPS)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그네타이트에 코팅된 비타민 C의 양은 TGA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6가 크롬 제거 반응 실험 결과, 3.2

wt%의 비타민 C로 코팅 된 마그네타이트 입자가 6가 크롬 제거에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제타 전위

측정 결과, 표면에 존재하는 비타민 C는 마그네타이트 표면을 음 전하로 만들어 주었으며, 침전 실험을 통해

기존의 마그네타이트 입자보다 중성 pH에서 더 높은 분산도를 확인하였다. 다양한 초기 농도 및 pH 조건에

서, 기존의 마그네타이트와 비타민 C가 코팅 된 마그네타이트의 6가 크롬 제거 실험 결과를 통해 모든 조건에

서 개질 된 마그네타이트가 기존의 마그네타이트보다 더 효과적으로 6가 크롬을 제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흡착-탈착 실험과 XPS 분석 결과를 통해 6가 크롬 제거의 주요 반응이 환원 반응임을 확인하였으며, 환

원 된 3가 크롬은 마그네타이트 표면위에 강하게 고정되어 용매 상에 용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코팅 된 비타민 C는 마그네타이트 표면에서 단순히 분산력을 높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그네타이트 표면의

Fe(III)에 전자 공여체로 작용하여 6가 크롬과 반응 할 수 있는 새로운 철 표면 사이트를 만들고, 이에 따라

더 높은 효율의 Cr(VI) 환원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녹두를 이용한 식물독성 평가를 통해, 개발 된 마그네타이트가 오염 토양 내 존재하는 6가 크롬

을 잘 고정화시킴으로써 식물에 대한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 비타민 C, 6가 크롬, 마그네타이트,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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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퇴적물에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및 프탈레이트(PAEs) 제거 시

바이오차 공극 구조의 영향

Effect of Biochars Pore Structure on the Removal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and Phthalates (PAEs) in Water and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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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and phthalates (PAEs) are ubiquitous organic pollutants

in water and sediments, which pose a great threat to the ecosystem as well as human health. Therefore,

it is a challenging task to develop an efficient approach to remove PAHs and PAEs. This study

introduces three different biochars mulberry (MB), wheat straw (WS), and pine tree (PT) were

synthesized and applied to remove PAHs and PAEs in water and sediment. The adsorption performance of

MB-based biochar on PAHs and PAEs is the most effective among the three biochars, followed by that

of WT and PT. Detailed pore characteristic parameters of biochar including specific surface area micropore

area, external surface area, micropore volume, and mesopore volume of biochar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ultipore structure of biochars wa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PAHs and PAEs

adsorption performance. In addition, the adsorption capacity of biochars for PAHs and PAEs generally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specific surface area. Furthermore the adsorption of low-molecular weight

PAHs with three and four aromatic rings were higher than that of five and six aromatic rings. The

effects of solution pH, contact time and initial concentration were investigated and discussed in detail.

There is no effect of pH on PAHs and PAEs adsorption, excluding phenanthrene and fluoranthene. The

adsorption kinetics were best described and fitted by the pseudo-second-order kinetic model. The

Freundlich model were used to determine the adsorption isotherm of biochars to PAHs and PAEs from

water. The combination of 10% biochar dose and an aging time of 25 days was the most effective

condition to reduce PAHs and PAEs in the sediment. The results indicated a dependence of PAHs and

PAEs reduction on biochar particle size.

Key words : biochar, pore structure, PAHs, P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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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증기침입은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와 같은 오염원으로부터 지중시설의 벽면, 바닥의 균열, 지하수 이

용을 위해 연결된 도관 등을 통해 지중의 건물 또는 비어있는 구조물로 인체에 유해한 증기가 이동하는 것으

로서, 증기침입이 발생하는 경우 실내공기의 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미국 등 해

외에서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오염경로의 하나로서 증기침입의 조사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지

침을 마련하고 있다. 증기침입의 조사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오염 상황을 나타내는 시나리오가 조사의 도

구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가상 오염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증기침입의 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RC (2007)에

서는 6가지 오염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증기침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의사 결정 과정과 결정의 이유, 특정 도

구 및 대체 조사 전략의 선택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증기침입에 의한 라돈의 실내공기 오염

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오염물질 및 오염상황에서의 증기침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ITRC (2007)의 시나리오와 국내에서 보고된 오염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서의 오

염상황을 가정하고 증기침입에 의한 지중생활공간의 오염 시나리오 8가지를 구축하였다. 오염 시나리오에는

개요, 오염상황, conceptual site model을 나타냈으며, 국내에서 증기침입에 의한 지중생활공간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군부대 지역, 재개발지역, 산업단지, 상업시설, 일반지역에서의 오염을 가정하였다. 오염원은 유류 저

장시설, 위해물질 저장시설 및 오염된 토양, AST, 비위생 매립지, 미확인 오염원 등을 포함하였다. 군부대 지

역에서의 오염 시나리오에는 1) 군부대에서 유출된 오염물질로 인한 인근 주상복합지역의 오염, 2) 군부대 내

위해물질 저장 구역에서의 1차 오염 및 매립된 오염토양으로부터의 2차 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의 증기

침입, 3) 군부대 내 AST로부터 유출된 유류오염물질로 인한 증기침입을 제시하였다. 재개발지역의 오염 시나

리오에는 4) 과거 비위생 매립지였던 부지에 조성된 주거 지역의 증기침입, 5)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부지에 위치한 존치시설의 증기침입을 제시하였으며, 6)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의 증기침입, 7) 대규모 쇼핑

몰에 입점한 세탁소로부터 유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증기침입, 8) 미확인 오염원에 의한 주상복합지역의 증기

침입 시나리오 등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시나리오들은 국내에서 보고되었던 증기침입 오염 사례

들을 이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상황을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증기침입, 지중생활공간, 실내공기질, 오염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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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senic (As) contaminated in surface soil can transport downawrd and potentially threaten

groundwater. Vadose zone, a part of subsurface that extends from ground surface to groundwater table,

can act as a natural buffer zone to mitigate the mobilization of As. Vadose zone can be characterized by

repetitive changes in its environmental condition including water and oxygen contents by intermittent

rainfall, which affects various biogeochemical reactions regarding As. Despite its importance,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reported about the behavior of As in vadose zone. We simulated vadose zone using

specifically designed soil columns to assess the behavior of As in it under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conditions.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organic matter content and the bulk density, were elucidated.

Total four soil columns comprised of seven blocks were set up with different organic matter

contents and dry bulk densities, as shown in Table 1. The top block of each column was filled with

As-contaminated (mg/kg) soil. Each column was subjected to three succesive cycles of rainfall (i.e., three

days of wetting and five days of drying). While, water contents increased and decreased during wetting

and drying periods, respectively,. dissolved oxygen (DO) concentrations showed an opposite trend, being

depleted after wetting and recovered up after drying. The trend was distinct in the columns with higher

bulk densities (i.e., Columns 2 and 2-OM), because the compacted soil inhibited the diffusion of oxygen

from atmosphere. Among the columns with lower bulk densities, Column 1-OM exhibited lower DO

concentration especially at the top block. This was probably due to the consumption of oxygen by soil

microbes whose activities were enhanced in the presence of abundant organic matter. Slightly lower pH

was also observed in pore water of Columns 1-OM and 2-OM, especially at the upper blocks, which is

an evidence of the enhanced microbial activities, as well.

Table 1: Soil properties of three soil columns used in the experiment.

Based on the column experiments, high concentration of soil organic matter was found to have

variable effects on As behavior depending on the bulk density condition. Under the relatively lower bulk

Column Dry bulk density (g·cm-3) OM (wt. %)
1 1.27 2.97

1-OM 1.18
10.0 for the top block

2.97 for the lower six blocks
2 1.36 2.97

2-OM 1.36
10.0 for the top block

2.97 for the lower six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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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ultiple sorptive sites on illitic clays (e.g., frayed edge [FES], type II [TS], and planar sites

[PS]) are related to variable Cs-137 immobilization phenomena in aquifer environm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verse Cs sorption using 10 illitic clays under various potassium (distilled water-10-1 mol

L-1) and Cs concentrations (10-7-10-3 mol L-1). In addition, the multisite cation exchange model was

performed to simulate the best sorption model, and optimize the sorption capacities of multiple sorptive

sites on the illitic clays. The best-fit sorption model exhibited that diverse Cs sorption of 10 illitic clays

was closely linked to the individual sorption capacities at the FES (1.76 × 10-5 to 1.12 × 10-4 eq kg-1), TS

(1.59 × 10-3 to 9.76 × 10-3 eq kg-1), and PS (2.14 × 10-2 to 1.51 × 10-1 eq kg-1). The FES predominantly

sorbed Cs at low Cs concentrations, whereas the TS and PS contributed to Cs sorption at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These sorption capabilities were correlated to illite contents and crystallinity of 10 illitic

clays, implicating that such parameters could be significant factors to predict the Cs sorption for illitic

clays. Finally, the 1-D transport simulations showed the severe and diverse Cs retardation at low

dissolved Cs concentration, implying that the FES could play more important role on Cs transport in

actual radioactive contamination sites (i.e., where low Cs concentration prevails), compared to the TS

and/or PS.

Key words : Multisite cation exchange model, Illitic clay, Sorption, Radioce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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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지질 분포를 보이고, 수질성분이 특이하면서 전통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하수 수원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하수 수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지적 규모의 특성화 연구들

이 수행되었으나 광역적 수준에서의 수질특성 및 분포특성에 대한 조사·평가 및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하수 좋은물 수원의 전반적인 분포와 수질 특성을 평가하여 건강과 용도별로 활용하기 적

합한 좋은물 DB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좋은물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국의 다양한 지하수 수

원 약 1,025개소(전통 천연광천수 173개소 포함)에 대한 조사(2017.08~2021.11)를 수행하였다. 좋은물 수원에 대

해서는 각각의 제원, 현장 수질항목, 주요 양·음이온, 미량원소, 물안정동위원소, 환경추적자, 자연유기물, 미생

물 등 70여개 항목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좋은물 수원 평가를 위하여 먼저 전국의 주요 천연광천수 173개 수원을 온도, 총용존고체(TDS), 용존 CO2
농도의 세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6가지의 대표적인 수질유형으로 분류하고,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각 유형의 산

출 및 지질 특성(단층과 암상)과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유망수원에 대한 공간분석 결과, 고미네랄 수

질 특성을 보이는 수원은 주로 강원 탄산염암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질유형 중에서

CO2가 풍부하거나 수온이 높은 그룹(온천수)에 속하는 지하수 수원은 단층과 화강암 경계대로부터 거리가 멀

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암상, 지열 및 용존 CO2가 광천수

(미네랄워터) 발생의 주요 인자이며, 단층과 암상(화강암) 경계가 이들의 산출과 유동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Lee et al., 2021).

좋은물 유망 지하수 수원의 DB를 활용하여 pH, 총용존고체(TDS), 경도, 그리고 주요 양·음이온 등 총 14

개의 수질 성분에 대한 분포지도를 작성하였다(Fig.1; 이재민 외, 2021). 수질성분 분포도(14개)는 크리깅 기법

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오픈플랫폼 지질주제도의 좋은물 지도에 탑재되어 공

개적으로 서비스 중에 있다(https://data.kigam.re.kr/). 또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의 천연

광천수와 배경수질측정망(심도별) 시료로부터 물안정동위원소를 분석하여 국가 규모의 물안정동위원소 분포도

를 최초로 작성하였다. 물안정동위원소의 공간적 분포와 심도별 차이를 통해 지하수 함양은 주로 여름강우에

기인하며, 심도 차이에 관계없이 위도와 강한 음의 상관성, 그리고 지형적으로 높은 지점에 위치하는 수원에서

고도효과가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Jung et al., 2022). 이들 수원에 대한 정보 DB는 물안정동

위원소, 환경추적자, 유기물 및 미생물 정보 등을 포함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분포지도

도 오픈플랫폼의 좋은물 지도에 추가로 탑재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한국의 좋은물 유망 지하수 수원에

대한 정보와 분포지도를 오픈플랫폼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주변에 분포하는 유망 지하수에 대

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원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ey words : 좋은물 수원, 수질유형, 물안정동위원소, 공간분포, 오픈플랫폼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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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patial distribution maps of the mineral components from the Good-Wate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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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먹는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물은 우리들의 건강

과 생명유지에 필수적이며, 질 좋은 물의 확보와 활용은 경제·산업적으로 점차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다양한 종류의 물 (샘물, 온천수 및 일반지하수)에 대한 안정 동위원소와 자연유

기물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물의 유형에 따라 퇴행성 뇌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국내에 분포하는 용천수와 다중심도관정 지하수 내 물 안정동위원소 조성의 공간분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

자들을 검토하였다. 용천수와 지하수 내 δ18O, δ2H, d-excess의 공간분포는 ArcGIS에 공간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내륙의 δ18O와 δ2H의 공간분포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으며 위도효과와 고도효과를 뚜렷이 반영하고 있다. 전국 25개 온천에서 채취한 물속의 NOM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NOM은 고체상 추출법으로 농축되었고, 15T FT-ICR-M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NOM의 기원

은 van Krevelen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온천수에서는 CHON(40.2%)과 CHONS(32.2%)가 가장

높은 비율로 발견되었다. 수질 특성 자료에 따라 퇴행성 뇌질환 (예,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단백질 응집체 형

성에 대한 예비연구를 통하여 물의 특성에 따라 아밀로이드피브릴의 형성이 촉진되거나 저해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Key words : stable isotope, spatial distribution. natural organic matter (NOM), Parkins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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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하수는 심각한 오염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면서도 충분한 양을 가진 덕분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

들에게 활발하게 사용되어왔다. 최근 들어 점차 단순히 오염되지 않은 물을 넘어 기능성, 목적 맞춤형 수질,

그리고 좋은 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용도별로 좋은 수질, 또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 등에 관한 연구들

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지하수는 자연상태에서 지표면 위로 산출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관정을 설치하

여 양수하기 이전에는 해당 위치에서 지하수가 원하는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미리 알기 어렵다. 물론 국

지적 규모에서는 유역의 형태나 암반 및 수리지질 특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지하수 수질유형을 추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 규모로 수질유형 또는 목적에 따른 수질의 적합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기계학습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데이터 과학적 접근방식으로, 매우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컴퓨팅

성능이 향상된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좋은 예측 수행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계학습을 활용하

여 전국 대상으로 목적 맞춤형 지하수 후보지의 추정 및 매핑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원하는 지하수의 수질 기

준을 설정하고, 기존에 조사된 지하수 수질 자료들과 여러 환경 인자들의 GIS 기반 자료들을 활용하여 기계학

습 모델을 학습시키고 전국 전체에 걸쳐 원하는 지하수 수질 산출을 포텐셜로써 매핑하였다. 특히 여러 종류

의 학습 알고리즘들을 사용하고 이들을 하나의 예측모델로 결합하는 슈퍼러닝 기법을 도입하여 기본 모델들보

다 정확도 및 안정성 평가에서 약 10-40%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시는 물 중에 미네랄

워터, 커피 제조수를 목적으로 한 지하수 후보지를 탐색하는 예측모델을 수행하였고, 이 연구의 성과는 같은

방법을 통해 다른 음료나 농업용수, 설비의 부식 및 침전 방지가 필수적인 경우 등 다양한 목적에 맞도록 지

하수 후보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목적에 맞는 수질을 결정하는데 환경 변수들의 중

요도를 계산하여 어떤 환경조건이 원하는 지하수가 산출되는데 기여하는지 평가하였다. 해당 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접근방식으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인자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적 맞춤형 지하수 후

보 지역을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환경인자들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Key words : 기계학습, 지하수 용도별 수질, 포텐셜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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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C age dating using the mass balance method: A case study for Cho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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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try to date carbonated groundwater in the Cheongju area by applying

geochemical mass-balance approaches with radiocarbon dating of dissolved inorganic carbon.

We considered all plausible geochemical reactions that might have influenced on the changes in

carbon isotopic composition of groundwaters including CO2 gas from the unsaturated zone, dissolution &

precipitation of carbonate & silicate minerals, organic matter decomposition, cation exchange, mixing with

modern shallow groundwater, and introduction of magmatic CO2. Magmatic CO2 was suggested from

previous studies to be a major source of CO2 in the carbonated groundwaters and was assumed to come

from the deep groundwater which might flow upward through fractures and faults. The initial

groundwater and the modern shallow groundwater were assumed to have the same composition with a

low mineralized water observed during our investigation with relatively high NO3- concentration.

Meanwhile, the geochemical and isotopic composition of deep water was determined by us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13C and various other parameters.

Results showed that the geochemical model has successfully simulated the chemical and isotopic

data of carbonated waters. In our model, carbonated groundwaters originated from the mixing process

between an initial groundwater, a deep groundwater and a modern shallow groundwater, followed by

cation exchange and mineral weathering such as dissolution of albite, gypsum, fluorite and precipitation of

calcite and kaolinite. By using carbon mass-balance approach, the groundwater age was estimated to be

about 1,500 years.

Key words : groundwater, 14C age dating, carbonated ground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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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활성을 이용한 좋은물 평가 연구

Bioassessment of good water based on the biolog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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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먹는물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물의 다양한 활용(생수, 건강의학, 화장품, 주정산업 등) 여부

가능성 평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물 평가를 위해 다양한 생물활성(세균발광, 식물발아, 줄기 및 뿌리 생장, 조

류 활성, 효소 활성 등)에 근거한 생물학적 검정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생물학적 검정법 프로토콜 정립, (2) 존재 가능한 특정 미네랄 성분(Ca, Mg, Si, Se) 단일 및 혼합 영향,

(3) 지하수 존재 가능한 오염물 (나노입자 및 자연유기물) 영향, (4) 현장 지하수와 생물학적 검정법 활성의 상관

관계 조사.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생물활성을 이용한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좋은물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미네랄(단일 및 2-4 성분 혼합; Ca, Mg, Si, Se)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단일 미네랄에 대해서는 생물활성, 미네랄 종류 및 농도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활성 영향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Si는 생물활성법 및 농도 변화에 대해 매우 미미한 영향을 나타내었지만, Ca은 농도 및 생물에 따라 다양

한 영향 변화를 나타내었다. 단일 미네랄의 영향과는 달리 혼합 미네랄에 대한 생물활성 영향은 생물활성법 종

류, 조사 농도범위의 모든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대조군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임의 노출한

나노입자와 자연유기물(HA, FA)에 대해서도 생물활성별, 오염물 종류 및 농도별 매우 다양한 영향을 나타내었

다. 나노입자에 자연유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자연유기물이 수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의 독성영향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선정한 지하수(9 곳)시료의 다양한 수질 특성에 따라 특정 생물활성과의 뚜렷한 상관성과 경향성을 도출하기

는 어려웠다. 예를 들면, 씨앗발아의 경우에는 Na과 K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두 곳(필례온천, 석모도 온천) 시

료에서 0.0%의 발아율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수질 성분의 다양성 및 생물활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요인의 상이성

등으로 대표적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전체적 결과를 평가할 때 식물 줄기 및 뿌리

생장에 근거한 검정법이 시료간의 낮은 오차, 방법 용이성 등에 근거할 때 적절한 평가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한다.

결론적으로 평가를 위한 생물검정법 선정을 위해서는 개개의 생물활성 분자수준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성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더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먹는물, 미네랄, 생물활성, 오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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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겨울철에 쌓인 눈은 봄에 녹으면서 융설을 발생시킨다. 최근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로 인해 이러한 융해과정에

변화가 발생하고 특히 극지역에서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온대지역에서는 많은 지

역에서 봄에 발생하는 융설에 의존하여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눈에 의한 물순환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적인 눈과 인공적인 눈이 수계에 동시에 영향을 주

는 발왕산 지역의 리조트 지역에서 융설에 의한 토양의 수분 및 온도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눈, 지하수, 하천의

화학 및 동위원소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양의 수분변화는 바람조건, 식물의 상태 및 눈이 언제 얼마만큼 녹는가

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의 안정동위원소 및 질산염의 두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인공

눈이 지하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공적인 눈은 그 동안 자연적인 눈에 비해 수계에

대한 영향이 연구된 바가 없는데 본 연구를 통해 물리적, 화학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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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MP, Microplastic)은 부적절한 처리와 더불어 대량 폐기로 인한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환경 이슈 중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

고된 수 환경 미세플라스틱 오염 현상에 비해 미세플라스틱의 토양/지하환경 오염은 고농도 위험성에도 불구

하고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MP로 오염된 모래 투과 시스템의 얻은 침투수에서 미세

플라스틱 기원 용존 유기물 혹은 MP-DOM(Dissolved Organic Matter)의 분광학적 특징 및 염소 처리 시 트

리할로메탄(THM, Trihalomethanes)을 형성할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MP로 오염된 모래 토양 지하 시스템을

모사하기위해 상업용 MP(폴리스티렌 및 폴리염화비닐)를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준비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유

형에 관계없이 MP를 추가하면 대조군(MP가 없는 모래 시스템)보다 용존유기물 양이 더 많았습니다. 추가된

MP가 이전에 UV광에 의해 풍화되었을 때 DOM 방출양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침투에 있는 MP-DOM은 형

광 EEM(Excitation Emission Matrix)에 의해 추적되었으며, 이는 PARAFAC 모델링에 의해서 두 가지 다른

형광 성분들(휴믹, 단백질/페놀 유사 형광 성분들)로 구별되었습니다. 모래 매질이 없는 순수한 MP-DOM과

비교하여 침투수는 휴믹 유사 형광 성분에 의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모래 투과 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간섭(생분해, 광물흡착)과 관련된 별도의 테스트에서 단백질/페놀 유사 형광단은 모델 지하 시스템 내

에서 이동하는 동안 휴믹 유사 성분보다 생지구화학적 과정에 더 불안정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환경 간섭은 모래 침투에서 MP-DOM의 형광학적 특징을 제거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침투는 염

소 처리 시 THM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지하수 및 호반 여과수과 유사한

수준이였습니다. 생성된 THM과 감소된 휴믹 성분 사이의 상당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MP로 오염

된 지하 시스템에 대한 탄소질 DBP의 광학적 전구체로서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 연구는 지하 침투 DOM

수준에 대한 MP 오염의 간과된 기여와 식수원으로서 염소 처리 시 잠재적인 환경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Key words : Microplastic, Dissolved organic matter, Sand filtration system, UV-aging, Disinfection by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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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rtificial sand infiltration systems for this study: MP-contaminated sand

systems (Up) and Effects of environmental interferences (biodegradation and mineral adsorption) (Down).

Fig 2. (a) DOC concentrations of the infiltration from different sand systems. (b0 Comparison of

MP-DOM concentrations between before and after envrionmental interferences (biodegradation and/or

mineral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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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주도는 인구 증가,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부터 지하수 관측망을 구

축하여 2021년 현재 194개소의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관측정 설치를 시작한 지 20

년 이상 경과하였기에 2021년부터 공 내 TV 검층기를 이용하여 관측정 내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

다. TV 검층 결과 관측정 내에 이물질이 퇴적되는 등 관측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

어 이에 대한 세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1년에 120개소의 관측정을 검층한 결과 관측정 내에 1m 이상 퇴적물이 쌓여있는 관측정이 93개소,

조류 등이 발생한 관측정이 29개소, 기타 이물질 등이 있는 경우가 13개소로 나타났다. 퇴적물이 쌓여있는 관

측정 중 관측정 심도의 25% 이상 퇴적된 관측정은 21개소로 나타났으며 50m 이상 깊게 퇴적된 관측정도 16

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측정에 발생한 조류는 연갈색을 띠고 있으며 관측정 내부를 부유하고 있거나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측정 일부 구간을 폐색시킬 정도로 많이 발생한 관측정도 있었다. 관측정 내의 이물

질은 관측정 개발 시나 검층, 센서 설치․인양 과정에서 유입된 케이블, 비닐 등으로 확인되었다.

관측정 내에 퇴적물이 쌓이는 원인으로는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지하수 관측정의 구조가 자연수

위 하부는 전부 스크린으로 처리되어 있고, 스크린 슬롯 크기도 4㎜ 정도로 커서, 암반층 사이의 토양층이나

제주도의 암반층 하부에 분포하고 있는 퇴적층(서귀포층, U층)으로부터 토양과 퇴적물이 관측정 내부로 유입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측정 내부에 조류가 발생한 관측정은 대부분 해안에서 1～2㎞ 이내의 가까운 곳에

있으나 일부 관측정은 해안에서 5.5㎞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관측정 내의 조류를 1차 분석한 결과 철박

테리아의 일종으로 확인되었다. 조류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관측정의 경우 지하수를 양수하지 않기 때문에 관

측정 내에 물의 흐름이 없고, 해안이나 주변 지역에서 지속적인 영양염류가 유입되면서 미생물이 과다 번식한

것으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명확한 원인이 불명확하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관측정 8개소를 대상

으로 고압 수직분사기와 수평분사기를 이용하여 퇴적물과 미생물 제거를 수행한 후 수행 전후의 수질과 수위

변화를 모니터링 중이다. 써징 직후의 수질검사 결과는 일부 항목에서 미소한 차이가 있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수위도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관측정 심도가 최대 84m가 증가하였음에도 지하수위는 미미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측정 내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원인 규명

을 추진할 계획이다.

Key words : Groundwater Monitoring, Monitoring Well, Jeju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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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하수 함양지역 규명은 수리지질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용수의 지하수 의존도가 97%에 육박하는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수자원이나 지

하수 과다개발, 수질오염, 해수침투와 같은 각종 문제가 산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하수 보전을 위한 관

리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의 주요 함양지대인 산간지역은 지하수 관리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표선유역 산간지대를 대상으로 지하수 함양지역을 추정하였다. 연구지역에서 측

정된 강수 및 지하수의 안정동위원소 자료를 바탕으로 베이지안 혼합모델과 지하수 수치모델 적용함으로써 지

하수 함양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베이지안 혼합모델 분석 결과, 다양한 함양고도에 대한 계

절적인 함양 기여도 확률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건기와 우기에 대한 함양 기여도는 각각 63.4%와 34.9%로

추정되어 연구지역에서는 우기동안 지하수 함양이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지대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

에서는 높은 고도에서 지하수 함양이 주로 일어나며, 저지대 관정에서는 다양한 고도에서 지하수 함양이 유사

하게 나타났다. 지하수 수치모델로 산정된 고도별 함양 기여도는 베이지안 혼합모델 결과와 오차범위 내로 비

슷하게 계산되어, 베이지안 혼합모델이 지하수 함양지역 추정에 활용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적인 지하수 함양이 발생하는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지표 오염원

관리가 필수적임이 나타났다.

Key words : 제주도, 함양지역, 베이지안 혼합모델, 수치모델, 안정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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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주지역은 농업용수의 96% 이상을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다[1]. 최근 농가에서는 농업 경쟁력과 소득향

상을 위해 시설작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면적은 매년 6% 이상 증가하고 있다[2]. 이처럼 농업환경

이 변화됨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체계적인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 이용 특성 분석과 더불어 빗물 이용 향상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3][4].

본 연구에서는 13농가의 2017 ∼ 2020년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온주밀감(노지, 가

온), 만감(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등 5작물의 농업용수 이용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1 ∼ 2020년 강수량

자료와 작물별(한라봉, 레드향, 천혜향, 비가림월동, 카라향, 황금향) 관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하우스 집수면

적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적정 저류용량을 산정하고,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작물별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분석 결과, 온주밀감(노지)은 연간 37.5㎥/10a, 온주밀감(가온) 1,210.1㎥

/10a, 한라봉 745.7㎥/10a, 레드향 1,695.9㎥/10a, 천혜향 2,635.4㎥/10a로 시설하우스 작물은 노지 작물보다 농업

용수 이용량이 약 40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시설하우스 농가에 빗물 저류시설 약 21.8㎥(빗물 집수

면적 10a 기준)를 설치할 경우, 연간 농업용수 이용량의 60%를 빗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약

56.2㎥를 설치할 경우, 80%를 빗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평균 시설하우스 집수면적 33a ∼

49a를 고려할 경우, 약 180 ∼ 270㎥ 규모로, 기존 제주도에서 보조·설치되는 최대 저류시설 규모 150㎥보다

30∼120㎥ 증가된 규모이다.

현재 시설하우스에 설치되는 빗물이용시설은 권장 대상 시설로 시설하우스 운영 농가 대비 빗물이용시

설 설치 비율이 약 8% 수준이며, 농업용수로서 빗물 이용 비율은 약 2%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

용수 확보와 빗물 이용 향상을 위해 시설하우스 설치 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

설하우스의 집수면적에 따라 적정 규모로 보조·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가에서는 빗물 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 빗물 유출지점을 고려한 빗물이용시설 설계,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 조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하수 이용량 저감과 더불어 빗물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제주도, 농업용수, 재배작물, 이용량, 빗물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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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주시 한림읍 상부지역 축산단지로부터 축산폐수의 무단방류로 주변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축

산 분뇨 상태의 오염물질이 지하 동굴로 유출되는 등의 지하환경 오염 문제는 2017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축산 폐수가 용암 동굴로 흘러들어 발견되는 사건을 통해 그동안 ‘숨골’ 등 지하 유입 통

로를 통한 무단 방류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지하수 음용비율 99%이상인 한림읍 주민들에게는 심

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는 환경문제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원으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는 무단

으로 방류된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연구의 진행상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축산폐수가 방류되었을 경우, 또는 방류된 축산폐수가 지하에 존재하

는 것이 확실할 경우, 이런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에 존재하는

축산폐수를 제거, 회수하거나 그 영향력을 저감시키고,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

하고자 수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화산암의 형성과정에서 불규칙하게 ‘숨골’과 같은 공동형의 물과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나 용암동굴로 연결되는 절리대 등이 발달하여 방류된 축산폐수가 다량으로 쉽게 지하로 흘러수 있

다. 지하로 유입된 축산폐수의 일부는 이동 과정에서 지하수면 상부 또는 하부의 절리대에 침적되게 된다. 축

산단지가 해안변이 아닌 중산간 지역이나 거주지의 상류에 분포하여 지표면과 지하수면의 표고 차이가 클 경

우, 방류된 축산 폐수가 지하수면 상부의 불포화대 절리대나 고투수성 통로에 남아 있어서 강우 집중시기에

지하수의 질산염 농도나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지

층에 남아있는 축산폐수를 이동시켜 포획-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플러싱 기법을 도입하여 현장 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오염물질의 포획-제거와 함께 목표한 지점의 지하수 수질이 저감-희석으로 개선되는 것을 부차적인

효과로 기대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까지의 시험 결과, 축산폐수가 방류되어 침적된 경로를 주입수가 정

확히 따라가는 경로를 재현하는 주입정 설치에는 현장 제약이 있어서 축산폐수의 제거-포획 보다는 희석-저

감 효과를 주로 실증하였다. 시험 현장의 대수층은 상부대수층과 하부 대수층이 저투수성 또는 불투수성 지층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부 대수층은 질산염 오염도가 높고, 저투수성 지층으로 분리된 하부 대수층은 거의

자연적인 배경 농도에 가까운 낮은 질산염 농도를 보였다. 이에 깨끗한 하부 대수층의 지하수를 주입용수로

사용하여 상부 대수층의 목표 지점의 수질이 확연하게 희석-저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축산 폐수의 유입 경로

를 추적하여 제거-회수하는 기법의 성공 여부는 오염물질 유입과 이동이 일어나는 아주 제한적인 선택성 경

로를 찾는 것에 좌우된다. 제주도의 경우 화산암 분포지의 특성상 유동성이 아주 높은 소수의 경로를 통한 집

중적인 오염물질 유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시추와 탐사 및 수리 시험 등으로

오염물질의 지하 유입 경로와 이동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플러싱 기법의 효과도 이러한 이동 경

로를 탐지하는 것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와 같은 지역은 축산분뇨가 유출된 후 상당한 시

간이 지날 경우,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탐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플러싱 기법의 효과가 경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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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결과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오염물질의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오염물질 유출 지점

주변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플러싱 기법을 적용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향

후 이런 방향의 기술 적용을 제안한다.

Key words : 제주 지하수, 축산 폐수, 지하수 오염, 플러싱 기법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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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주도는 지하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광역상수도(상수원 23개소, 정수장 9개소)와 용천수를 원수로 이용

하는 상수도(상수원 9개소, 정수장 6개소)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인구 증

가 및 급격한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광역상수도 취수원(상수원) 인근으로 잠재오염원이 증가하면서 수량 확보

뿐만 아니라 수질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광역상수도 취수지역의 잠재오염원과

연계하여 지하수(원수)의 수질 현황 및 변동 특성을 분석·평가하고 상수원(지하수)의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제주도 광역상수원 I, II 단계 정수장(9개소)로 유입되는 27개 상수원(자굴이 상수원 제외; 예비수원 5개 포함)

내 151개 취수공에 대하여 수질 분석, 질산염(NO3)의 질소-산소 동위원소 분석 및 미생물 분석을 2회(건기와

우기)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수공 지하수의 질산성질소(NO3-N) 농도는 전반적으

로 건기(평균 1.7 mg/L; 최대 5.5 mg/L)보다 우기(평균 2.9 mg/L; 최대 9.7 mg/L)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 취수원별 질산성질소 농도의 편차가 컸는데, 도시화 및 토지이용이 현저히 증가된 북동 및 북서 중앙부 취

수원에서 뚜렷이 높다. (3) 우기 때 분원성대장균군의 검출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총대장균군수가 높

아지는 관정이 관찰되었다. (4) 미생물 검출 군집의 질산염 및 염소 이온 농도가 미생물 비검출 군집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질산성질소의 오염원이 미생물의 오염원과 동일하다는 것을 지시한다. (5) 질소동위원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중오염원(주로 화학비료와 분뇨(유기비료, 생활하수 포함))의 영향이 취수원 및 취수공별로

상이하였는데, 취수원별 주요 오염원 평가 결과는 취수원 상류에서의 토지이용(및 잠재오염원) 특성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6) 중복분석(RDA) 결과, pH와 질산성질소가 취수원 주변 토지이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

았다. 특히, 취수원 상류 약 300m 반경 내에서는 과수원, 시설재배지, 축산활동의 영향이 유의하며, 상류 900m

까지의 넓은 구역에서는 주거시설(생활하수 영향)이 지하수 수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취수원 지하수(원수)의 질산성질소 농도, 변동계수, 증감 경향(기울기) 및 총대장균군수를 활용하여 취수공

및 취수원별 수질 등급을 평가한 결과, 삼양, 신흥1, 의귀1, 회천상수원에서는 모든 취수공의 수질 등급이 ‘경

계 단계(E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지하수(원수)의 수질 현황 및 수질 등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수자

원(지하수)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 취수공이 주변 인위환경(예, 농업 및 축산활동)의 영향을 받고 있

음이 확인됨에 따라 지하수 취수원보호구역(예, 상류 300 m 범위) 지정 및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중

산간 일대 잠재오염원의 증가(특히, 주거시설 확대 및 증가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급증)은 새로운 상수원 오염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취수원 상류(본 연구결과 900m 반경)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3) 취수원별로 수질 등급(예, 양호(A등급), 경계(E등급)) 및 수질 저하의

원인(예, 토지이용, 투수성 지형, 노후 관정)에 맞는 후속 조치의 이행이 필요하다. [사사] 본 연구는 제주특별

자치도 상하수도본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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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주도의 경우에는 수자원이용량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하수이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 수자원의 관리, 개발 등의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제주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지하수 함양량의 정확한 추정이 선결과제이다. 제주도는 간헌/상시하천, 해안유출, 강수 산악효과 등 내륙지역

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 물수지 분석모형으로는 수문성분(유출량, 증발산량, 함양량)을 추정하는데 한

계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수문모형인 SWAT(Soil and Water Assessment Tool)을 기반으로 한계유

출 모의기법과 간헐하천 모의기법 등을 탑재한 SWAT-K를 적용하여 특정규모 이상의 호우에만 반응하는 제

주하천의 독특한 유출특성을 모의하여 보다 정확한 함양량 추정을 시도하였다. 모형 입력자료 중 수치주제도

는 DEM(90m급, 국토지리정보원), 토지피복지도(중분류, 환경부), 토양도(통(series)분류, 국립농업과학원)를 활

용하였으며, 기상자료는 1998-2020년의 일단위 강우, 최고/최저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사량 자료를 구축하였

다. 모형의 매개변수 검보정을 위하여 가용한 하천유량 관측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하천유량 관측지점별

관측값과 모의값의 높은 상관성(결정계수 0.7이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증발산량 검증을 위하여 제주 4

개 기상대 지점(제주, 성산, 서귀포, 고산)의 증발량과 SWAT-K 증발산량 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각 수문성분별 추정값의 검증을 통하여 지하수 함양량 추정값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주 지하

수 함양량의 시공간적인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Key words : Groundwater recharge, Distributed hydrologic model, SWA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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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 극단적 기상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및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생활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안정적 수자원확보

를 위한 문제가 큰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기상변화에 비교적 덜 취약한

자원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졌을 경우, 안정적 미래 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제주도는 90% 이상

의 수자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섬지역이나 최근 도시 확장 및 관광객증가로 수자원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지하수 자원 확보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지하수위, 기상, 및

이용량 시계열 모니터링 자료와 지하수 관련 공간자료(토지 이용, 수문지질 등)를 이용하여 제주도 지역별 지

하수위 하강 원인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지하수량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반응표면

분석법 및 민감도 분석법을 이용하여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지역별 강수 및 이용량 영향력을 정량화하였으며,

획득된 영향력 지도 및 다양한 공간통계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하수위 하강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

과, 제주 남동부 지역의 지하수위는 강수와 같은 광역적 수리학적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북서부 지역은 국지적 수리학적 스트레스인 이용량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동부 및 북서부 지역 간 특성이 두드러지게 상이함에 따라 제주 지역의 보다 효율적인 지하수 자

원 관리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대한 최적화된 관리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

율적 지하수량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및 지하수 이용량과 지하수위 간 개발된 반응표면

을 기반으로 다양한 강수 시나리오에 대하여 적정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월 단위 시계열 자료가 이용됨에 따라 월 총 강수량 대비 이용 가능한 월 총 이용량

을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해당 도구는 다양한 미래 강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제주 지역별 적정 지하수 이용 총량을 산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Groundwater quantity, Sensitivity analysis, Deep learning, Optimal groundwater usag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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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undwater is the sole source of drinking water for 700,000 residents of Jeju, a volcanic island in

Korea. Since the 1990s, nitrate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has emerged as a major environmental issue

due to active groundwater activiti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vulnerability model for nitrate

contamination as a preventive measure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water resources. Based on intrinsic

vulnerability assessed by DRASTIC model, the effects of anthropogenic parameters (NO3 source, land use,

and hydraulic gradient) on groundwater were identified usi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he

correlation between vulnerability and nitrate distribution assessed using specific vulnerability was

considerably stronger than that of the DRASTIC model, with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r) increased from

–0.069 to 0.481 and –0.048 to 0.562 in the eastern and western area, respectively. However,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area, the groundwater vulneability was negligible due to the paved land surface

resulted from urbanisation, and the nitrate concentration in the groundwater was also low (Fig. 1).

Fig.1. Development of specific vulnerability model for nitrate in Jeju coastal groundwater (from [1])

Therefore, to prevent further nitrate contamination of the Jeju coastal groundwate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management policy for land use and groundwater development and to continuously monitor

the groundwater on a regional scale.

Key words : Coastal groundwater, Specific vulnerability assessment, Nitrate contamination, Modified

DRASTIC,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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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996년 1월부터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은 우리나라에서 토양지하수의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체계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의 제거를 통한 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어 오염된 환경매질을 적극적으로 정화하는 데는 유효하나, 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지, 자연기

원물질에 의해 현행법상 오염으로 판정이 되는 부지, 물리적 제약으로 적극적인 정화가 곤란한 부지, 현재

의 기술로 완벽하게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정화기준을 만족시키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부지

등과 같이 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토양지하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복잡하고 다

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환경관리의 기본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오염물질 제거 위주의 토양지하수 정화에서 토양지하수 오염이 발생한 부지를 정화하고 오

염부지로부터 영향을 받는 수용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이 선진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으로 ‘오염부지 위해관리기술 및 의사결

정시스템 개발(2018.06-2020.12)’이라는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개발된 오염부지 정화 및 관리를 위

한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위해성에 근거한 오염부지 정화 및 관리 전략’이라 명명하였다. 여기에 따

르면, 오염부지와 주변 지역의 철저한 현장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통하여 적극적 정화, 위해저감조치, 확산

방지, 사후모니터링 등의 기술들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오염부지 정화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오염물질로 인한 위해가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염부

지의 위해도가 목표위해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곤란성이 있는 부지에서는 향후 적극적 정화를 수

행할 수 있을 때까지 부지 내부 오염물질의 외부확산을 방지하여 수용체를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효

한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면 부지의 위해도가 목표위해도를 초과한다면 적극적인 정화를 시행하며, 만

약 물리적 곤란성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적절한 위해저감조치를 통해 부지의 위해도를 목표위해

도 이하로 낮추거나 유지하는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적절한 오염부지관리 방안일 수 있다. 또한, 물리적

/기술적/경제적 곤란성 등에 의해서 위해성평가가 적용되는 부지라고 하더라도 해당부지의 오염 상황과 특

성에 따라서 적극적 정화가 가능한 일부 구역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부지 전체가 아닌 구역별로 적극적 정

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적극적 정화 혹은 위해저감기술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

와 같은 오염부지 위해관리체계는 오염부지에서 정화가 가능한 부지는 적극적인 정화를 수행하고, 즉각적

인 정화가 곤란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체를 보호할 수 있는 위해저감조치를 취하고, 오염물질

의 확산, 이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화와 위해저감기술을 현장 상황

에 맞게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토양 정화와 수용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저감기술을 적용하고, 그 기술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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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인 농도 저감이 가능한 기술만을 정화기술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위해

저감조치(또는 기술)을 오염부지에 적용하는 것이 아주 드문 일이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 기술의

활용성·적용성과 안정성·지속성을 평가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아직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

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및 현장적용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

여 확립되는 오염부지 정화 및 관리 의사결정시스템을 바탕으로, 환경매질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

니라 수용체를 보호하고 환경매질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여 환경질을 향상시키는 선진화된 방향으로 우리나

라의 토양지하수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림] 위해성에 근거한 오염부지 정화 및 관리 의사결정시스템

Key words : 오염부지, 위해성평가, 적극적정화, 위해저감조치, 확산방지, 사후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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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발표에서는 우선 지중환경을 ‘토양권역’과 ‘풍화대 및 암반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토양권역을 대상으

로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풍화대 및 암반 권역을 대상으로 ‘암반 오염 조사 및 정화’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자 한다.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의 경우, 매질(토양) 자체의 시료채취와 분석에 의한 조사로 오염 조사가 가능

하고, 오염물질의 굴착 처리나 지중 원위치 방식 등으로 정화 처리가 가능하다. 토양권역의 지하수나 기체상

물질도 암반 권역에 비해 정화 처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암반 오염 조사 및 정화의 경우 오염도 조

사를 위한 시추공이나 관정 설치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염된 매질(암반) 자체의 굴착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단열대나 기질의 공극내를 흐르는 지하수의 오염을 정화하면서 매질인 암반의 오염도 처리해야 하는 선

택만 존재한다. 따라서 암반 오염 정화는 현실적으로 지하수 오염 처리만 접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암반 지하수의 오염 조사와 정화/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염물질이 지하로 누출될

경우, 누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오염물질 자체의 밀도와 흡착 성질, 자연 저감율, 그리고 오염물질의 이동 경

로와 지하수의 흐름 등의 영향으로 오염물질의 분포 범위가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과 지하수로 인위

적인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부지 대부분은 지표에서 비교적 가까운 10~20 m 이내에 풍화대와 암반이 분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암반대는 포화대 뿐만 아니라 불포화대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유동성이 있는 오염물질은 풍

화대나 암반 심도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수용성유체(NAPLs, non-aqueous phase liquids)로 인

한 오염을 예를 들어 본다면, 오염물이 지하수보다 무거울 경우(DNAPLs) 암반까지 침투하여 분포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며, 오염물이 지하수보다 가벼울 경우(LNAPLs)에도 암반이 불포화대에 존재하거나 지하수면의 상

하 변동 범위에 암반이 포함되면 암반 권역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불균질성이 심한 우리나라 암반

권역에서는 다수의 관정 설치와 양수를 통한 포획권 조성, 그리고 시료 채취와 분석 이전에는 오염된 지하수

의 농도 범위와 분포에 관한 정밀 조사 결과를 얻는 것도 어렵다. 암반 단열대로 유입된 오염물은 많은 경우

장기간 지속적인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NAPLs의 경우 자유상이 아닌 잔류상 오염으로 암반 단열대에

고립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오염된 지하수와 암반의 분포 확인이 어렵고, 오염원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대단히 어렵다. 지하수 오염 정화작업으로 유동성 암반 단열대의 지하수 오염물 농도가 저감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저투수성 단열복합체나 다공질 기질 내에 존재하던 오염물질이 유동

성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역확산 작용이 일어나 지하수 오염 농도가 다시 증가 할 수 있다. 지하수의 오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투수성 단열복합체나 다공성 기질 내로 스며들어간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회수하여 단

기간 내에 정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오염 부지 정화와 복원은 실질적으로 풍화대나 암반 심도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토와 토양층을 중심으로 오염 정화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풍화대와 암반의 오염을 처리하지 못해

서 지하수위의 변동에 따라 토양이 다시 오염되는 상황이 발생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

지 오염이 확인될 경우 정화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체계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 오염 정화 명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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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화 기간이 제한되고 오염 조사의 범위도 제한적이라서 암반지하수의 오염 정화와 관리는 실효적으로 이

루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암반 지하수 정화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1) 지하수 오염

의 원인자 규명이 어렵거나 불확실하여 원인자 확인이 어려워 정화 명령의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2) 암반 지하수 오염 정화 자체의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원천적으로 일정 농도 수준 이하로 오

염도를 낮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3) 암반지하수의 오염 정화의 경우 정화 작업의 종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4) 이러한 난관들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암반 지하수 오염 정화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토와 토양층의 오염 정화와 그 하부의 풍화대나 암반의 지하수 오염 정화가 그 특성과 난이도가 다

르며 정화 기간도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부지 오염 정화를 수행할 수 있는

법규와 가이드라인의 정비가 필요하다. 부지 오염특성 조사는 우선 오염 조사과정에서 굴착 회수나 굴착 후

시료 채취가 가능한 토양과 그렇지 못한 암반(풍화대 포함)을 분리하여 그 특성에 맞게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염 원인자 판별은 토양 오염의 경우 부지의 소유자나 그 이전 소유자 등 토양이 있는 부지에서 오염

토양의 정화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지하수의 경우 시간에 따라

오염 위치가 달라지고 오염된 지하수가 유동하는 특성상 오염 원인자 판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서 소요되는 시간의 범위도 넓은 편이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지하수 오염 정화작업을 수

행해 나가면서 오염 원인자 판별 과정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화작업을 우선 수행할

수 있는 체계와 정화기금이 필요하고, 정화작업 수행 중, 또는 그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 암반 지하수 오염은 조사 단계에서 명확한 정화 설계가 가능한 정도의 정밀 분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단열대의 불균질하고 불규칙한 특성상 정화작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계속 오염 현상의 특성화가 더 진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염 현상과 암반층의 특성화가 더 명확해진 이후에는 효율적인 정화의 설계나 방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유연한 정화 기법과 기간의 변경이 가능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필요한 오염 부지를

대상으로 환경 당국, 해당 지자체, 오염원인자, 오염 이해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 부지정화관리를 위한 위원회

를 구성하여 정화의 방법, 정화 과정 등을 결정하고, 주기적으로 중간 결과를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수정안

을 도출하고 결정해 나가는 지하수 오염 정화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외국

의 지하수 정화 과정에도 도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암반 지하수 오염은 정화작업 실시 이전의 조사 결과만

으로 명료한 정화 공법 채택과 정화 기간 설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 의존성이 높고 오염 현상과

지중 특성이 복잡하고 변화가 심한 암반 권역의 오염물 정화를 위해서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정화 및 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화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 암반지하수, 지하수 오염, 오염 정화 복원, 부지 오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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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 정화책임자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부터 정화과정 및 완

료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정화검증 방법에 관한 세부 절차는 환경부 고시 사항으

로 정해져 있고 2006년 1월 6일에 최초 시행되었으며 주로 토양시료 분석 결과에 의존하여 정화기술의 효율과

정화사업의 완료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고시는

정화 방법에 따라 정화업체 자가 점검항목과 검증기관이 고려해야 할 정화 방법별 지표를 제시하고 토양정화

공사가 설계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불이행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부재하므로 정화 현장에 적

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제2차 토양환경보전기본계획(2020~2029) 상의 4대

추진전략(토양오염·훼손 사전방지 기반 확립, 오염토양 정화 및 관리 강화, 토양환경산업 육성 및 관리기술 개

발, 거버넌스 및 국제협력 활성화) 중에 “오염토양 정화 및 관리 강화” 관련된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검증 방법

의 고도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오염도 분석 중심의 정화검증 개념을 탈피하고 자가 점검항목과 정

화 방법별 지표를 활성화하고 개선하여 정화검증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이며 정화기술 발전과 정화 산업의 성

장이라는 선순환 체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이미 고시된

정화업체 자가 점검항목의 확인 및 정화공법 적용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토양 특성 변화 지표에 대한

실측 확인 등을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지표 개발을 통하여 정화기술 적용의 효율을 확인하고

토양의 오염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관 증거(LOE, line of evidence)들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것은

정화검증 방법 고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양한 LOE의 활용은 주로 모니터링

기반 자연저감(MNA, monitored natural attenuation) 개념을 적용하는 부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나 이

는 정화공법과 관련된 토양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적극적인 정화 방법이 적용되는 부지에서도 개발하

여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토양경작이나 지중(in-situ) 생물학적처리를 적용하는 지역의 산화

환원전위 또는 미생물의 전자수용체로서의 질산태질소 함량, 철·망간 산화물의 함량 분석 등이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오염물질의 다매체 분포 모델에 주로 사용되는 MINTEQA, PHREEQC 등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화학 지표를 통하여 단순 토양 개념이 아니라 부지 차원의 오염의 확산 및 저감 정도을 간접적으

로 판단하는 것도 일종의 LOE 개념으로 볼 수 있다. LOE의 확대 적용을 위해서 학회 등을 통한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보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계학적 분석을 통

한 기준초과 여부 판정과 경미한 오염(deminimis: “경미함”을 의미하는 라틴어) 개념 도입은 토양의 불균질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Key words : 토양정화검증, 토양정화검증 지표, 경미한 오염, 연관 증거(Line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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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토양정화사업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231건이 발주

되었다. 이중 79건(34%)은 용역으로 발주가 되었으며, 152건(66%)은 공사로 발주되었다. 낙찰자 선정 방식을

분석했을 때는 205건(89%)은 적격심사, 22건(9%)은 최저가격제, 4건(2%)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져

대부분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자가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발주 기관에 따라 발주 형태

및 낙찰자 선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발주 방식과 낙찰자 선정 방식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토양정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발주 형태와 낙찰자 선정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

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양정화사업은 하자 등 책임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특성상 분리

발주가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에 대한 발주 형태 및 낙찰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발주 형태를 규정하지 않는 한 발주기관별로 다른 형태의 발주가 이

루어질 수밖에 없다.

토양정화사업의 발주자 선정 방식으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적격심사(89%)는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는데 입찰가격의 배점이 상당히 높아, 사실상 계약이행능력보다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제외되어 있어서, 증명되지 않은 정화

기술로 사업을 참여하거나 정화 기술 개발을 장려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토양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권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토양정화사업은 공사성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계약 시 세부 계약조건에 공사 계약조건(안전관

리, 결과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보험료 명시 및 정산 규정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기업의 기술 개발 장려 및 기술 평가를 통한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토양정화공사를 공사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따라 사전 심사 기준 적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

전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사전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Key words : 토양정화사업, 발주 방식, 낙찰자 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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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수문모형중의 하나인 VELAS를 이용하여 물수지 분석 및 지하수 함양량을 분

석하였다. 연구지역은 가뭄에 매우 취약한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일대 소유역으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 곳으로, 최근에 기존 관정을 연계하여 가뭄시 활용가능한 지하수량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해 관정연계시스

템(Well network system)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관정연계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지역의 물수지와 지하수함양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VELAS의 입력자료인 수치표고모델, 식생도,

경사도 등의 공간특성자료를 구축하였고, 기후자료는 기상청의 일별 대기온도, 강수, 평균풍속, 상대습도 등의

자료를 공간적으로 보간하였다. 연구지역의 과거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연도별 물수지 분석 결과,

연간 강수량은 연간 강수량은 799.1~1750.8 mm로 평균 1210.7 mm이고, 연간 강수량 대비 차단량, 지표유출량,

증발산량은 각각 10.1~16.4%(평균 12.7%), 10.5~28.7%(평균 21.7%), 32.5~72.2%(평균 51.1%)의 분포를 나타내었

다. 연간 지하수 함양량은 28.8~492.9 mm로 평균 196.9 mm로 분석되었으며, 연 강수량 대비 지하수 함양률은

최소 3.6%에서 최대 28.2%로 변동폭이 매우 크고, 평균 함양률은 14.9%였다. 미래 기후변화 RCP 8.5시나리오

에 의한 2019년부터 2100년까지의 일단위 물수지 분석결과를 연도별로 환산하면 강수량은 572.8~1996.5 mm

(평균 1078.4 mm)이고, 차단량은 81.5~168.4 mm, 평균 123.7 mm(평균 강수량의 11.5%), 지표유출량은

78.6~877.4 mm, 평균 261.4 mm(평균 강수량의 24.4%), 증발산량은 387.0~632.6 mm, 평균 521.6 mm(평균 강수

량의 48.4%), 지하수함양량은 26.7~432.5 mm, 평균 174.6 mm(평균 강수량의 16.2%)로서 과거보다 다소 증가

하였다. 연간 지하수 함양률은 최소 2.8%, 최대 45.1%, 평균 18.2%로 분석되었다. 물수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강수량과의 상관성이 잘 나타나며, 일단위보다는 연단위로 갈수록 그러한 상관성이 뚜렷했다. 다만, 증발산량

은 강수량보다는 기온 등 다른 기후요소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연단위 보

다 상세 시간 단위에서의 지하수함양량은 가뭄 또는 홍수 등 시기별로 강수량 변동이 심한 경우 지하수개발과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 사 : 본 연구는 환경부의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사업에서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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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관정연계이용 기술은 상습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지역의 관정을 연결하여 지하수 최적 배분을 추

구하는 전략적 접근 방법으로, 소유역 기반 지속가능한 관개용수 자급체계 구축을 위한 매우 실용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이 기술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 재배작물의 관개용수 필요수량 분석이 우선적으

로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체계적인 지하수 배분 시나

리오를 구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홍성군의 상습 가뭄지역을 대상으로 과거 10년(2010-2019) 간 재배작물 변

화 통계를 이용하여 관개용수 필요수량을 산출하였다. 연구지역은 총 1,164필지(면적 약 289 ha)로 구성되며,

지하수 공공관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53%) 편이다. 농경지는 537필지(약 46 ha)이며 총면적(약 289 ha)의

약 16%이고, 논이 약 11%(약 33 ha), 밭이 약 5%(약 13 ha)에 해당한다. 논의 관개용수 수요량은 HOMWR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밭의 관개용수 수요량은 국제연합식량기구에서 제시한 밭작물별 원단위 수요량 계산방

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구지역이 매년 상습적인 관개용수 부족을 겪는 이유는, 영농기(5-9월) 관개용수

필요수량(1,121-4,004 ㎥/day)이 농업용 관정 30개소의 최대 공급가능량(1,938 ㎥/day) 및 42개소 전체 관정의

최대 공급가능량(2,365 ㎥/day)을 대부분 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에 관개용수를 대부분 의존하는 연

구지역은, 영농기 농업용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상습적인 물 부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설 관정을 활

용하여 지하수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정연계이용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 연구는 환경부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사업「상시 가뭄지역의 지하수 최적 공급관리를 위한 IoT

기반 인공함양 및 Well Network 기술 개발」과제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Key words : 관정연계이용, 지하수, 영농기 수요량,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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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촌 지역의 관정 운영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지하수위 분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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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국내외의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환경의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강수 패턴의 변화로 야기되는

유역 수자원 환경의 변화는 강수로 내린 물의 과도한 유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물이 지표면 저류 및 지하대

수층 함양에 대한 시간을 단축 시킴으로써 지표수 및 지하수를 포함한 가용 수자원의 절대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Jeong et al., 2018). 기존의 수자원 확보 및 관리에 있어 주된 패러다임은 하천, 호소 등으로 대표되는 지

표수 위주의 양적 확보에 치우쳐져 있었으나 최근 지하수자원을 통한 안정적 수량 확보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Kim et al., 2018; Lee, 2020).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농촌 지역 중 대표 연구지역으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일대를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연구 지역 내 공공 및 사설 관정의 운영에 따른 월 단

위 지하수위 분포를 분석하였다. 연구 지역 내 지하수 이용 관정의 제원 및 관측정 지하수위 관측 자료를 수

집하고, 지하수 이용 관정 별 100% 운영에 따른 관정 별 지하수 양수량을 산정한 후 MODFLOW를 이용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을 모의하였다. 지하수 이용 관정의 이용 시나리오 구성을 위하여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관정

끼리 관정 그룹을 결정하였고, 그룹 별 일 가능 최대 양수량이 150㎥/day를 초과하는 관정 그룹에 대해서 운

영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지하수위 분석 결과 지하수 양수량이 가장 많은 5월에 지하

수위의 하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연구 지역의 물 이용량이 가장 높은 5∼8월 이후 지하수위가 점차 회복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연구 대상 지역의 관정연계시스템(Well Network System,

WNS)의 최적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될 수 있고,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추후 타 지

역의 신규 개발 관정 추가 없이 기존의 관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가뭄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맞춤

형 WNS 개발의 근거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관정 운영 시나리오, 월 단위 지하수위 분포, MODFLOW, 국내 농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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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발생은 지하수의 이용 및 공급 등 관리 측면에서 농업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전산화 물관리, 양방

향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워터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뭄에 비용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자 기존 사회기반 시설인 양수정(관정)을 활용하여 양수정 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수자원 배분 기술인

Well Network system(이하 WNS)을 개발 중에 있다.

WNS란 ICT를 통한 관정 간 연결 및 최적 용수 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다수의 대

상 관정을 무선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이를 고도화된 양수제어 알고리즘을 탑재한 관리시스템으로 제어함

으로써 지하수를 스마트하게 운영 및 배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효율적 수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WNS 적용 지역에 대한 부지특성조사 및 지하수 수질 및 함양량 등의 정보

에 대한 실시간 관측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관정에서의 최적 양수량 확보 및, 용수 공급 방안 등

의 인자를 고려한 시설 설계가 이루어진다. 운영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지하수의 우선공급 지역과 우선 용수‧

공급 관정을 선별되고 연결된 공급 배관을 통해 수자원 교환이 이루어지며, 현장에 설치된 원격 통신기술을

이용한 제어장치가 수요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WNS가 구축된 Test-bed인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지역은 극심한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지역으로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인접한 두 마을(단위)에 극심한 수자원 빈부격차가 발생하여 수자원이 풍부

한 지역에서의 잉여 수자원을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배분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Test-bed 지역에 대한 부지특성조사 및 실시간 지하수위 관측시설을 구축하여 모니터링과 함께 수자원 공

급을 위한 군 소유의 이용관정에 양수제어장치를 연결하여 WNS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용수

공급배관 내 노선변경제어장치를 통해 복잡한 격자구조의 용수공급배관에서 원하는 수요지로 용수가 공급되도

록 하였다. 이러한 실시간 자료와 현장 제어장치는 WNS 플랫폼을 통해 운영이 되며, 실시간 통신을 통한 자

료는 RDBMS를 구축하여 플랫폼 내 각 모듈의 자료로 활용된다.

향후 WNS는 현장 운영을 통한 운영 알고리즘 보완과 제어장치의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 보완 중

인 Web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시나리오별 운영 자동화를 수행할 계획이다.

Key words : Well Network System, 양수량 제어장치, 설계기술, Web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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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ell Network System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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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e drought under climate change induces problems in appropriate water supply for agriculture and

living. A strategy for supplying optimal water to drought areas has been proposed to maximize the use of

exsting groundwater wells linked to water pipelines. Here, we evaluate a design of optimal groundwater

supply to agricultural water requirements during drought season. In order to design the optimal

groundwater supply, we construct a minimization of cost function, which is composed of electricity cost of

groundwater usage, and a penalty for constraining groundwater drawdown. We simulate groundwater flow

with Flopy, which is one of python package to prepare, run, and postprocess MODFLOW familiy, and

minimize the cost function with genentic algorithm. We confirm that current construction of cost function

properly searches the optimal pumping rate with current argricultural water requirements. As generation

of genetic algorithm evolves, cost function is reduced and generation properly suggests optimal

groundwater usage not violating severe groundwater depletion. We evaluate that existing groundwater

wells can appropriately supply water requirements during drought season.

Key words : 가뭄용수 공급, 유전자 알고리즘,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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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취수원 유입에 따른 다단 샌드댐 모의: Lab scale 실험을 통한 접근

Multi-stage sand dam simulation by multiple water intake sources inflow:
Lab scale experiment

김일환, 김민규, 장선우, 정일문*

Kim Il Hwan, Kim min gyu, Chang Sun Woo, Chung Il Moon*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mail : imchung@kict.re.kr

요 약 문

물 공급 소외 지역 중 산간지역의 수자원 이용은 하천의 지류 등을 이용한 소규모 용수 공급 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산간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수자원의 저류가 힘들어 가뭄 발생시 소규모 용수 공급 시설만으로

가뭄을 해소하기 어렵다. 산지 지형 특성에 따른 수자원 확보 방안 중 샌드댐은 지형의 경사를 이용하여 물막

이 벽을 설치하고, 투수성이 높은 재료를 채워 물을 저장하는 시설물이다(Borst and Haas, 2006). 본 연구에서

는 북산면 물로리 산간지역을 대상으로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샌드댐을 모의하기 위해 실험실 규모의 시설

을 구성하였다. 물로리 산간지역의 물 공급은 기존의 소규모의 저류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변의 취수원으

로는 계곡수와 배후 산지에서 함양되어 내려오는 지하수가 있다. 소규모 저류시설과 주변의 취수원을 이용하

여 산간지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을 위해 다단식의 샌드댐을 설계하였으며, 다중 취수원에 따른 샌드댐

의 유출 모의를 진행하였다. 현장의 규모에 대비하여 1/15 규모로 축소하여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다중 취수원

에 대한 모의를 위해 유입방식을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존 취수원에서 샌드댐으로 유입되는 취수원과

배후 지하수에서 유입되는 취수원으로 나누어 샌드댐 모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간지역의 지속가

능한 신규 수자원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 Blueprint of experimental model (b) Lab scale experimental model

Fig. 1. Configuration of sand dam experiment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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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물공급 소외지역인 중산간지역은 주로 계곡수를 활용하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의존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동절기 강수량 감소와 동결 문제로 제한급수, 취수중단 등 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동절기 취수중단 발생 이력이 있는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지역에 샌드댐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동절기

공급가능량 변화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공급가능량은 평균 287㎥/day으로 필요용수량 30㎥/day을 9.6배 초

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동절기 최저인 2월 공급가능량은 평균 102㎥/day으로 필요용수량 대비 3.4배 초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샌드댐 설치는 광역상수도가 미치지 못하는 중산간 물공급 소외지역에 가뭄

대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 샌드댐, 가뭄, 물공급, 중산간지역, 소규모급수시설, 제한급수

1. 개 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광역상수도로 연결, 전국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박차를 가해 왔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율은 96.5 %에 이르나, 여전히 이와 같

은 인프라가 마련되기 어려운 미보급지역과 소규모 수도시설(5,920개소) 지역은 가뭄시 취약지역으로서 안정적

수원 확보를 위한 기술 개선이 요구된다(Chung, 2020). 실제로 2016년 강원도 가뭄시 계곡수 결빙으로 1,443세

대 3,817명(22개 면, 44개 마을)이 급수차에 의한 물 공급(285회, 1,845톤)을 받는 등 극심한 불편이 발생한 바

있다(Kim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동절기 취수중단 이력이 있는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지역에 설치한 샌

드댐을 활용하여 동절기 공급가능량 평가를 진행하였다. 동절기 공급량은 물탱크에 유입되는 유량으로 정의하

였으며, 그 양을 측정하여 공급가능량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공급가능량 평가를 위해서 취수원에서 강제 배출중인 유량(sand dam test flow), 물탱크에서 마을로

공급되는 유량(village supply), 물탱크 유출수(water tank overflow)로 유출되는 유량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

료를 분석한 결과 12월 이후 공급가능량이 급격하게 줄어 2월에 최저를 찍고 일정수준의 공급량이 유지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동절기 평가를 진행한 지역은 과거 공급능력이 0까지 떨어진 지역이나 샌드댐 설치 후에는

샌드댐 구조물이 지하수 유출을 억제하여 수위상승 효과를 발생시키고 상승된 수위조건하에서 취수여건이 개

선되어 동절기에도 100㎥/day 수준에 유량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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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용수량은 공급가능량에 대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소규모급수시설의 허가수량과 같다고 가정하였

다. 조사기간 21.10∼22.2월 공급가능량은 평균 287㎥/day로 필요용수량 30㎥/day을 9.6배 초과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고, 동절기 최저인 2월 공급가능량은 평균 102㎥/day로 필요용수량 대비 3.4배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샌드댐에 성능 및 동절기 공급능력에 대한 평가를 장기간 수행하여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Table1. The result of the water supply capacity evaluation

3. 결론

동절기 공급능력이 상실되어 취수중단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샌드댐을 설치하고 동절기 공급가능

량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결과 샌드댐 설치시 공급능력이 상실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필요용수량 이상의 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절기 가뭄으로 인한 취수중단, 제한급수 등 잦은 문

제가 발생되는 중산간지역에 샌드댐 적용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샌드댐 성능 및 동절기 공급능력에 대한 평가를 장기간 수행하여 샌드댐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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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Date  
(yyyy.mm.)

village
supply

water tank
overflow

sand dam
test flow total

2021.10. 63.9 100.2 223.7 387.8
2021.11. 63.9 96.0 222.5 382.4
2021.12. 63.9 87.4 253.7 405.0
2022.01. 63.9 74.6 22.7 161.2
2022.02. 63.9 38.1 0.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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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Sand댐 방식의 소규모 급수시설은 염소 등 간단한 살균 설비 외에 복잡한 정수 시설은 운영하기 곤란하

기 때문에 원수의 수질 현황과 변동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Sand댐을 채우는 유입수는 계곡수, 복류수, 기저

유출수, 샘물 등이며, 지하수를 개발하여 Sand댐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할 수 있으나, 계곡수가 Sand댐의 중요

한 수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Test-Bed Sand댐 및 전국 계곡수의 일반적인 수질 현황과 변동 특성을 분

석하고 실내 칼럼실험을 통하여 Sand댐의 적지평가 및 수량/수질 확보 기술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하고자 한다.

Test-Bed 연구지역은 지표수(계곡수), 지하수, 기저유출수, 수돗물 등에 대한 수질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

국 계곡수 수질현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의 경우 물탱크에서 염소소독을 실시하므로 미생

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수가 많거나 여름철 등에 일부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초과하

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nd댐 수질(탁도)개선을 위한 채움재 실내 칼럼실험을 수행하였으며 1차

시험 탁도 저감률 83.7%에서 4차 시험 종료까지 최대 99.5%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주문진규사 채

움재를 모래 70cm(0.8-1.2mm), 30cm(2-4mm) 2층 구조로 하며 T/B 채움재 규격으로 선정하였다.

Sand댐 주요 수원인 계곡수는 홍수기에 탁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탁수가

Sand댐으로 유입시, 채움재 또는 취수관 막힘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류지역의 다양한 지질조건을

가지는 지역인 문경시, 금산군의 계곡수를 대상으로 홍수기 탁도조사를 실시하였다. 화강암 지역이 석회암, 천

매암 지역보다 강수 후 탁도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지류라 하더라도 인근 농작활동 등

토지이용에 따른 탁도가 더 높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수량 및 조사일수에 한계가 있어 지질

특성 및 토지이용에 따른 탁도 증가에 대한 상세 내용의 추가조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 Sand dam, Sand filter, Artificial recharge, Groundwater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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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산간지역 및 섬 등 물 복지 소외지역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국가적 가뭄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된 강원도 춘천시 물로리는 계곡수를 상수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물탱크)에 의존하는 미급수 지역이다. 상시가뭄 대응 방안을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물공급량을

확보하고 취수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샌드댐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가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상시 유량을 산정하기 위해 물로천 하상, 취수조 상단에 압력식 자동 수위 계측기를 설치하였으며, 1시

간 간격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수위측정은 측정된 대기압과 실측 수심 자료를 바탕으로 수위변화

를 측정하였다. 물로천 유역의 공급 가능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Diver를 통한 수위 자료 데이터와 현장에서의

유속 측정한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위-유량 관계 곡선식을 도출하였다. 물탱크의 수위도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하강 구간의 면적을 더하여 일별 이용량과 일 평균 유량 자료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SWAT 모델의 매개변수를 검·보정하였으며, 장기유출모형에서 도출된 유출량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

도록 구축하였다.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샌드댐 건설 전과 후의 효과 분석 및 가뭄 대응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로인해 가뭄 취약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가뭄 예방 체계구

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상시가뭄, 샌드댐, 모니터링, 미급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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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저수지와 같은 대용량 취수원이 존재하지 않는 유역 상류에서는 지하수를 주요 농업용수원으로 사

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대수층의 특성상 대용량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반면에 상류

유역의 소분지는 장기간의 풍화작용을 통하여 일정 두께의 충적층과 풍화대가 발달하고 있어 저류 공간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체적을 갖추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충적층과 풍화대의 체적을 물의 저

류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기법을 적용한다면 분지내에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하고 보다 대용량으

로 취수가 가능하게 된다.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신곡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Ditch 및 주입정이 융합된 지하

수 인공함양 시설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함양을 위하여 소하천 유출수 및 기저유출수를 전처리하여 주입하

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기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하수 인공함양의 효과, 유역내 관측 기법 및 함

양 평가 기술, 하류에서의 수평정 취수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농업용수를 관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

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기존의 개방형 수로에 비하여 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지역내

함양 시설에서 일 210 m3을 주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평정에서 일 500 m3을 취수하도록 시공하였다.

이와 같이 농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유역 상류에서의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Hybrid형 지하수

인공함양을 도입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Key words : irrigation water shortage, groundwater, artificial re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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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으로 인한 가뭄발생으로 국내도 20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 및 지형･기상학적 특성에 따라 국지적인 가뭄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수를 활용한 안정적인 물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인공함양 기술이 대

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평탄지 중·상류지역 충적층에 인공함양 주입시설을 설치하고, 대수층 발달이 양호한 하

류지역에 수평집수정을 이용한 취수시설을 설치하여 취수-공급의 지속 순환방식의 통합적인 Hybrid형 인공함

양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시적인 주입/취

수에 대한 성능검증을 마친 상태이다.

인공함양 주입은 하천 내 위치한 전처리시설에서 인공함양시설로 전 처리된 하천원수를 100% 주입 중에 있으

며 시험 결과 30일 동안 4개의 주입시설에 총 6,664.0 ton의 물이 주입되었다.

취수시설의 경우 인공함양 목표 수량인 500 ton/day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인공함양 및 연구지역 하류에 투수

성 저감벽체를 설치하여 20% 향상된 수량으로 20일 이상 지속적인 취수 가능한 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인공함양시설 주입 및 운영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나, 점검 및 보완을 통해 추가 검증 예정

이며, 지속적으로 운영 시 상시 물 부족 지역의 용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Key words : artificial recharge, operation of artificial re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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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함양 원수공급을 위한

자연형 하천수 수질정화 및 취수시스템

The natural river water purification and water intake system

for supplying water to artificial re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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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인공함양 원수공급을 위하여 하천수를 함양원수로 하는 전처리시스템이 소하천 수로 내에 설치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험 운영 중에 있다. 측정결과, 갈수기 무강우 기간 중 시스템 내에서는 지하흐름을 형성하

며, 복류수가 추가되어 하천유량보다 많은 양이 취수되었다. 하천유량에 따른 식생수로 내 수리학적 체류시간

은 0.2일 이상이 계산되어, 식물정화에 필요한 체류시간은 충족되었으나, 실제 오염농도 저감율은 -13% ∼

37%로 분석되어, 식생이후 (2022년 3월 2일)의 지속적인 관찰과 검증이 필요하다.

Key words : 인공함양, 원수공급, 전처리시스템, 정화효율, 체류시간

1. 배경

인공함양 전처리시스템은 하천 수로를 강자갈, 모래, 정화식물로만 채움으로써 오염물질과 하천의 접촉면

적을 증대시켜 자연조건 하에서 하천의 자정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 자연형 하천수 수질정화 및 취

수시설이다. 정화시설인 자갈접촉수로와 식생수로는 하천수질 1등급 유지 또는 개선을 목표로 설치되었다. 취

수시설은 취수율 50% 이상을 목표로 하천수와 복류수를 동시에 취수할 수 있는 집수관거와 돌망태 보가 설치

되었다. 특히 돌망태 보에는 Sheet pile을 설치하여 취수량을 극대화하고, 취수 중에도 일정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전처리시스템 설치된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하천유량에 따른 정화효율과 취수

율을 평가하였다.

Fig. 1 자연형 하천수 수질정화 및 취수시스템 (인공함양 전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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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2022년 1월 ∼ 2월)

2.1 강우

연구유역의 2022년 1월과 2월 중 평균 강우량은 5.59 mm이며, 최대 강우량은 4.08 mm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00% 감소한 수치이다.

2.2 하천유량

시스템 유입부의 상류구간에 설치된 V-Notch로 부터 측정된 소하천의 월 평균 유량은 46.6 m3/일, 최대

유량은 89.4 m3/일, 최소유량은 13.6 m3/일이다. 하천유량에 따른 식생수로 내 수리학적 체류시간은 최소유량

에서 3.6일, 최대유량에서 0.5일, 평균유량에서 1.0일이 계산되어, 식물정화에 필요한 최소시간인 0.2일 이상은

체류한 것으로 판단된다.

2.3 수위

하천수는 시스템 상류 유입부에서는 약 0.05 m의 수심을 형성하나, 자갈접촉수로를 통과한 이후 식생수

로에서는 지하흐름을 형성한다. 식생수로에서는 Sheet pile이 설치된 돌망태의 차수효과로 인하여 취수 중에도

주변 지하수위 관측공과 거의 동일한 수위를 유지하였다.

2.4 수질

2022년 1월에서 2월까지 4회 분석에 의한 유입수는 하천수질 등급 중 매우 좋음에 해당하며, 시스템을

통과한 유출수 또한 매우 좋음을 유지하였다. 최대 농도저감율은 1월 11일에 채수된 SS 63%이다. 2월 11일에

채수된 오염물질 농도의 저감율은 SS는 37%, BOD는 0%, TOC는 11%, TN는 -13%, TP는 31%이며, 아직 식

생 이전이기 때문에 설계 정화효율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3. 결론

2022년 1월에서 2월까지 관찰한 결과, 갈수기 무강우 기간 중에는 시스템 내에서는 지하흐름이 주도하고,

복류수가 추가되어 평균 취수율(취수량/하천유량)은 100% 이상을 나타내었다. 2월 중 하천유량에 따른 수리학

적 체류시간은 식물정화에 필요한 최소 체류시간을 충족하였으나, 실제 농도저감율은 -13% ∼ 37%로 분석되

었다. 이는 식생 이전에 의한 요인이므로, 식생 (2022년 3월 2일) 이후 지속적인 관찰과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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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WSN(Wireless Sensor Network) 구축 기술은 상용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곳이나 IoT망 구성에 있

어서 IoT Device가 일정 영역 내에 분산되어 존재하면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망 운용상 트래

픽 분산과 데이터 전송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실시간 원격계측제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에 적합한 기술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WSN은 소모전력과 커버리지 사이에 모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IoT망에 적합한 LoRa 무선통신 기술이 출현하였고, 기존 기

술인 근거리 통신기술의 커버리지 문제 및 중거리 통신의 전력소모 문제를 해결하여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

면서 저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의 산업 현장에서 활용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LoRa

Alliance에서 제안한 LoRa 무선통신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

함양 시스템 통합제어를 위한 WSN 구축에 LoRa 기술을 적용하기로 하고, 반경 1km 이내의 커버리지에서 독

립 서버를 중심으로 동작하는 LoRa 무선센서네트워크(Wirless Sensor Network)를 구성하는 센서노드와 원격

게이트웨이 개발사례와 실수요 현장에 실증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성공 사례는 남양주 골프

장 주변의 사면붕괴 위험지역 감시망 구축에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센서 단말에서 상용 플랫폼의 네트워크 서

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서버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분석 및 제어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현지에서 하나의

망(WSN)으로 시스템 전체를 통합제어하는, 독립 서버를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IoT망의 주요

특징인 저전력 소모 및 저속데이터 전송과 저 트래픽에 가장 적합한 LoRa 네트워크로 독립망을 구성하여 최

대 1 지역당 20:1의 접속으로 센서 단말별 차별화된 접속방식을 지원하여 센서 연결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특징은 단독 서버가 상용 플랫폼과 유무선으로 연결 가능하므로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실증 완료한 본 WSN은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의 연구단 연구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망 내부적으로는 함양을 위한 주입정의 인입 유량을 제어하고 함양의 정도와 원수

(Source Water) 확보의 정도에 따른 제어가 가능하다. 하류부의 취수정은 유량을 기준으로 제어하며 기존의

상수 공급체계와 연동하여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을 제어한다.

Key words : 로라, 무선센서네트워크, 통합제어, 원격계측, 인공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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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정밀 수치 모델링을 통한 가뭄지역의 취수가능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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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물부족 사태에 따른 가뭄지역의 물공급 방안에 대한 지하수 취수가능량을 평가하고자

3D 정밀 수치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지역 및 시험부지 내 구축된 Ditch와 수직주입정으로 구성된 혼

합형 인공함양 및 취수시설에 대해 개념모델을 구축하여 인공주입 조건에 따른 하류부 지하수위 관측공을 통

한 지하수위 변동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주입 시스템 성능평가를 선 시행하였으며 30일간 인공

주입량별(100/150/210 ton/day) 하류부 지하수위 상승값을 비교 평가 후 210 ton/day의 최적 주입량을 도출하

였다. 상기 최적 주입조건하에 10일간 취수조건(300/400/500 ton/day)을 설정하여 관측공의 지하수위 하강고를

확인한 결과 300 ton/day → 0.16m 하강, 400 ton/day → 0.18m 하강, 500 ton/day → 0.24m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500 ton/day 취수조건이 최적임을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인공함양에

따른 취수가능량을 예측함으로써 가뭄지역의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가뭄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용수공급 방안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Key words : 인공함양, 취수가능량, 지하수위 변동, 3D 정밀 수치 모델링.

a) 인공주입 b) 인공주입 및 취수

Fig 1.  인공주입 및 취수시나리오별 관측공의 시계열 지하수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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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연구지역 및 지하수위 변동 확인을 위한 관측공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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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환원 조건과 pH가 퇴적토 내 카드뮴의 유기탄소 및

철산화물 분배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redox potentials and pH on cadmium partitioning to organic carbon and

iron oxide in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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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중금속은 퇴적토에서 주로 황화물과 결합한 형태(MeS)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형태에서는 생물에게 발

현하는 독성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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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였을 때 [SEM]>[AVS]의 상황에서는 황화물과 결합하지 않는 여분의 중금속

이온이 독성을 발현 할 개연성이 있다. 특히 수심이 얕은 호소수는 부영양화의 영향으로 pH가 높으며 강우

등의 영향으로 퇴적토가 재부유 하며 산화하는 상황에서 황화물과 결합한 중금속이 탈착되어 용출 될 수 있

다. 이렇게 용출된 중금속은 입자성 유기탄소(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철산화물 등의 분배상에 결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환원 상태와 pH 변화에 따라 퇴적토 내 카드뮴이 humic acid 및 goethite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pH가 6, 7, 8, 9 인 상황에서 각각 O2와 N2를 주입하며 humic acid와

goethite에 흡착된 카드뮴의 양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퇴적토 독성 평가는 황화물과 결합하지 않는 중금속이

POC로만 분배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독성이 실제보다 과소 또는 과대 평가 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특정한 환경 조건에서 카드뮴이 POC 뿐만 아니라 철 산화물에도 유의한 양이 흡착함으로써 카드뮴 독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 equilibrium partitioning model, sediment toxicity, iron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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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내에서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은 광산지역, 산업지역, 사격장과 같은 부지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

으며, 중금속 오염토양의 정화기술로는 토양세척과 동전기 등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오염토양의 정화처

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우려기준을 만족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정화공정이 토양의 기능이나 건강

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과정에서 토양의 기능이 손실되거나 건강성이 열화될 수 있다

(Jelusic et al., 2014). 국내에서는 주로 이용되고 있는 토양세척 정화기술은 다른 정화기술에 비해 중금속 오

염처리의 효율은 높으나 강산을 사용하거나 화학성이 강한 킬레이트제와 같은 물질을 첨가하기 때문에 정화공

정 후에도 이러한 물질들이 토양 내에 잔류하여 토양의 기능과 건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Liu et al., 2018).

또한 토양세척 공정을 거치면서 토양 내 중금속의 총 농도는 낮아지지만, 중금속 오염물질의 이동도는 상대적

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화토가 오염토보다 더 유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현재까지도 정화토의

재이용 및 재활용의 실적이 부진한 실정하다(환경부 2009). 제2차 토양환경보전기본계획에서는 정화토의 적극

적인 재활용을 위해 품질인증제 및 목표관리제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정화토의 재이용과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건강성 회복기술에 대한 연구개

발이 진행되어 오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다(Bonanomi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격장 토양을 대상으로 토양세척 공정을 적용하였으며, 공정 적용 전후의 토양 건강성 열화양상을 살

펴보기 위해 건강성 지표로서 물리‧화학적 인자와 비옥도 인자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정화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4가지의 회복기술을 적용하여 회복수준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오염토, 오염토, 정화토, 4개

의 회복기술을 적용한 회복토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지렁이 생태독성 평가방법인 OECD 207과 본 연구실에서

새롭게 개발한 실시간 토양 생태독성 모니터링 시스템(Vibration Sensor for monitoring of Soil Ecological

Toxicity, ViSSET)을 이용하여 토양 건강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 토양은 50년 동안 군부대 사격장으로 이용된 부지에서 채취하였으며, 납의 농도가 1,034

mg/kg으로 1지역 우려기준(200 mg/kg)과 대책기준(600 mg/kg)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양세척

공정은 1% HCl를 고액비 1:3의 비율로 12시간 동안 적용하였으며, 공정 적용 후 납의 최종농도가 194 mg/kg

로서 1지역 우려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정화되었다. 토양 특성 분석은 물리‧화학적 인자(토양수분보유력,

입자안정도, pH, EC, 양이온교환능, CEC)와 비옥도 인자(유기물함량, 총질소, 질산태 질소, 유효인산)을 대상

으로 수행되었다. 토양세척 정화토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적용된 회복기술은 (1) 분변토 2.5%, (2) 분변

토 2.5% + 석회고토 1%, (3) 바이오차 2.5%, (4) 바이오차 2.5% + 석회고토 1% 등 총 4가지였다. 회복기술

적용에 따른 토양 건강성을 검증하기 위해 OECD 207과 ViSSET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이용된 지

렁이는 OECD 207에 제시된 Eisenia fetida를 이용하였으며, 사육 및 실험 전처리는 OECD 207에서 제시한 방

법으로 수행되었다. 지렁이를 이용한 검증항목은 지렁이 생존율, 체중변화율, 생체축적농도, 지렁이 움직임 횟

수(활동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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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세척 공정 후 대표적인 토양 특성의 열화현상으로는 pH와 미세질 입자(실트와 점토)의 감소 등이

었는데, 이러한 열화된 특성은 석회고토를 투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가지

기술을 적용한 모든 회복토에서 총질소가 증가하였고, 특히 분변토를 포함한 회복기술에서 전반적으로 회복효

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오염토, 오염토, 정화토에 대한 지렁이를 이용한 토양 건강성 검증결과를 살펴

보면, 지렁이의 생존율은 정화토에서는 매우 낮고 비오염토와 오염토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지렁이의 체중 변화율은 비오염토와 오염토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정화 후 지렁이의 체중이 심하게 감

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회복기술을 적용한 결과, 모든 회복토에서의 지렁이 생존율과

체중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지렁이의 생체축적농도를 비교하면, 오염토와 정화토에 비해 비오염토가 가장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토양 내 납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바이오차만 적용한 3번째 회복

기술에서만 생체축적농도가 높고 다른 3개의 회복토 내 지렁이의 생체축적농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바이오차에 흡착된 납이 체내 흡수에 용이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바이오차와 석회고토

가 적용된 4번째 회복토 내 지렁이의 생체축적농도가 낮은 이유는 석회고토로 인한 pH 증가와 납과의 경쟁하

는 양이온들이 많이 공급됨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실시간 지렁이의 움직임 횟수

를 모니터링한 결과, 오염토의 지렁이 활동도가 비오염토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정화토는 노출 5일 이후부터

오염토보다 더 큰 활동도를 보이다가 10일 이후 지렁이의 활동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 et

al. (2021)는 토양 내 납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렁이의 활동도도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동성이 증가된 납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렁이 활동도도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토양

내 납은 지렁이의 피부를 자극함으로써 지렁이의 활동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Lee et

al., 2021). 4가지 회복기술을 적용한 모든 회복토에서의 지렁이 활동도가 정화토와 오염토보다 낮은 것을 확인

하였고, (1) 분변토 2.5% 회복토와 (2) 분변토 2.5% + 석회고토 1% 회복토의 지렁이 활동도는 비오염토 수준

까지 감소되어 토양 건강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Key words : soil washing, soil health, soil ecological toxicity, earthworm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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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유류 오염부지의 정화 책임에 대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오염부지에서 오염원

인자가 명확하게 판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한 과학적 오염원인자 판별 기술이 필요하다. 다양한 유

류 오염원인자 판별기술 중 오염누출시기 예측 기술(Age dating)에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

술이 유류 오염원인자 판별에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 오염시기 예측

기술의 경우 적용 가능한 풍화환경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풍화도 평가의 정량적 기준이 모호하여 특정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오염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풍화환경에 적용 가

능하고 normal alkane과 unresolved complex mixture(UCM)를 모두 포함하는 석유계탄화수소의 가스크로마토

그래피(Gas chromatography)를 환경지문지표로 이용한 유류오염시기 예측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풍화환경

을 토양 내⦁외부 조건으로 구분하고, 외부 조건으로 지표 포장층(Surface cover) 유무를 포함해 그에 의해 달

라지는 지중환경 내 산소농도의 영향을 평가하였고, 내부 조건으로 토양의 생분해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화학적 기본 물성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류누출시기 예측모델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의 탄소범위별 상대적 풍화 저항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풍화 저항성이 큰 탄소범위와 풍화 저항성

이 낮은 탄소범위 탄소화수소의 잔류농도 상대비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유류누출시기 예측모델

을 통해 향후 유류오염부지 정화책임자 판별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 오염누출시기, 예측기술, 유류오염부지, 풍화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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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폐광산 및 제련소에서 실행되는 채광, 선광, 제련 작업에 의한 광물입자의 비산, 중금속 슬러지 및 침출

수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주변 수계, 토양, 지하수로 고농도 중금속의 확산 및 오염이 발생되고 있다. 중금속

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제시된 In Situ Redox Manipulation (ISRM) 정화공법은 지중에 액상

또는 기상의 환원제를 주입하여 환원조건을 형성해 오염물질이 반응지역(reductive treatment zone)을 통과하

는 경우, 오염물질을 분해(degradation)시키거나 고정화(immobilization)시키는 정화공법이다. ISRM 공법에 사

용되는 다양한 환원제 중 Calcium Polysulfide(CPS, CaSx)는 지하수 내 존재하는 다양한 중금속을 황화물 형

태로 침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환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ahlawi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PS의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고농도 Zn2+(10,000ppm)로 오염된 인공지하수가 흐르는 불균질한 매

질 내 CPS 주입에 따른 중금속 농도, pH, 수두 및 투수계수 변화를 확인하였다. 직경(D) 8 cm, 높이(H) 50

cm, 유입부, 유출부, 10 cm 간격의 시료 추출부(sampling ports) 및 간극수압계로 구성된 컬럼을 사용하였으

며, 컬럼 내 모래를 충진하고 20~40 cm 구간에 10 cm 간격으로 반원형태(두께 1 cm)의 Clay 층을 Kaolinite

를 활용하여 형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인공지하수(Zn2+ 10,000 ppm, SO42- 15,000 ppm, pH 4.7)는 ZnSO4 ·

7H2O (DaeJung, ≥99%) 시료를 녹여 사용하였으며, 컬럼 중앙에 설치된 주입관을 통해 29 wt% CPS 용액

(BOC science, USA)을 주입하였다. 주입량의 경우 이전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전체 컬럼 부피 대비

CPS의 농도가 1.7%가 되도록 65 mL를 주입하였으며, 주입 이후 공극유속이 100 cm/d가 되도록 인공지하수

를 흘려 2.5 공극 부피(pore volume, PV)가 흐를 때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각 port 별 시료 및 유출부 시

료를 채취하고 pH 변화, Zn2+, Ca2+, SO42-농도변화, 수두 및 투수계수 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주입관을

통해 주입된 CPS 용액의 일부가 Clay층의 낮은 투수계수로 인하여 중력에 의해 하강하지 않고 잔류한 이후,

밀도가 물보다 높은 특성(ρ=1.28)으로 인해 초록색의 layer를 형성하고 인공지하수를 주입함에 따라 layer 형

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Homogeneous한 매질에서와 달리 CPS Layer가 그대로 유출되지 않고 Clay 층에

의해 이동을 방해 받아 일부 구간에서 머무르며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다량의 흰색 침전물을 발생시켰다(Fig.

1 참조). 유출수 시료의 pH 측정결과,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폭 감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공지하수 내

Zn2+이온이 CPS 용액과 반응하여 ZnS 침전물 및 수소이온을 생성하여 pH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Yahikozawa et al., 1978). Zn2+, SO42- 농도의 경우 40% 이상 제거되었다. 이는 주입된 CPS 용액이 인공지하수와

반응하여 ZnS, CaSO4등의 침전물을 발생시켜 제거되었으나, CPS Layer를 형성하여 컬럼 내 전체 지하수 흐름과

반응하지 못하고 preferential flow가 발생하여 효과적으로 중금속 제거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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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ime-series changes in CPS layer

각 port 별 압력 수두의 경우 주입 직후 CPS 용액이 인공지하수 내 Zn2+이온과 반응하여 다량의 침전물을 발

생시켜 수두가 증가하고 투수계수는 10배 이상 급격히 감소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Clay 층에 의해 이

동을 방해받은 CPS Layer가 컬럼 내 유입된 인공지하수와 반응하여 침전물을 발생시켜 투수계수가 지속적으

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실제 현장 적용 시 폐색(Clogging)이 일부 발생해 지하수의 흐름을 억제할 가

능성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후 CPS의 주입량 및 유량을 최적화하여 중금속으

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현장 적용 시, 영향범위 및 폐색 여부를 확인하고, XRD, XRF, SEM/EDS 분석

을 통하여 발생되는 침전물의 성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Fig. 2. Effluent Zn2+, Ca2+, SO4
2-concentration change after CPS injection

Key words : Calcium Polysulfide(CPS, CaSx), Ground Water, Heterogeneous media, In Situ Redox

Manipulation (ISRM), Kaol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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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화학사고 증가와 신규 화학물질 지속적 도입에 의해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화학물질 유출 시 최대 사망에 이르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과 주변오염을 유발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온다 [1,2]. 유해화학물질사고 위기관리 활동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의 네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신속한 사고처리가 중요하다. 현재 화학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이 부족한 실

정이다. 특히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는 수중에 발생된 화학사고에 대하여 확산 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

하며, 사고물질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흡착제를 이용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3].

철코팅 활성탄은 일반 활성탄에 비하여 작용기를 다량 함유하고, 표면전하의 변화를 통해 특정 물질에 대한

흡착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코팅 활성탄을 이용하여 74종의 화학사고 대비물질을 대표할

수 있는 4종 (Benzene, Toluene, 2-Butanone (MEK), Phenol)에 대한 흡착 효율을 평가하여 각 화학물질 별

흡착효율을 평가하였다. 또한 흡착 후 철코팅 활성탄 표면 변화를 통해 흡착 기작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 철코팅 활성탄, 화학사고 긴급방제, 유기화학물질 흡착, 수중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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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Adsorbent

벤젠

(qe, mg/g)

톨루엔

(qe, mg/g)

페놀

(qe, mg/g)

메틸에틸케톤

(qe, mg/g)

Activated carbon 136.43 123.36 177.51 208.44

IC activated carbon 202.15 134.93 206.99 12.94

표 1. 활성탄 및 철코팅활성탄의 화학물질 별 평형농도 분석을 통한 흡착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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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극지역 지하수는 지표수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주변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

지만 그동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극지역에서의 물순환 변화에 있어 지하수의 역할은 간과되어왔다. 극지역에서

지하수 흐름은 온도 변화에 의해 역동적인 가변 포화대 특성을 갖는 활동층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극지역에서

의 지하수 유동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활동층 지질매체의 수리적 및 열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칼

럼실험과 수치모델링을 통해 남극 바톤반도 지역 활동층 지질매체의 수리적 및 열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

다. 칼럼실험을 위해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위치한 생태학 및 지질학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호수의 바

닥 퇴적물을 이용하였고, 토양시료를 2 mm으로 체질하여 직경 14 cm, 높이 52 cm의 원형 아크릴칼럼에 패킹

하였다. 칼럼에는 10 cm 간격으로 총 5개의 온도·수분 센서를 삽입하여 층위 별 온도 및 수분함량을 측정하였

다. 포화-배수실험, 투수실험 및 동결-융해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에 대해 HydroGeoSphere(HGS)와

Parameter ESTimation(PEST)를 이용한 역산 모델링을 수행하여 수리적 및 열적 매개변수를 도출하였다. 포

화-배수 실험에서는 토양의 완전 건조 상태에서 증류수를 이용한 포화, 그리고 배수 과정에서의 수분함량 변

화를 측정하였다. 포화-배수실험 결과를 Richards 식과 van Genuchten 식을 이용하는 수치모델(HGS)을 통해

포화 수리전도도(Ks), 비저유율(Ss,), 포화 수분함량(θs)과 불포화 매개변수들(Swr, α 그리고 β)을 도출하였다.

또한, 포화 수리전도도 값의 교차검증을 위해 투수실험과 토양시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로부터 구한 값을 비

교하였다. 토양에 대한 1차원 열 확산율을 구하고자 동결-융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5 ℃으로 설

정된 냉동실험실에서 증류수로 포화된 칼럼의 상단만을 노출한 채로 칼럼을 동결시켰다. 이후 20 ℃ 열원에

노출한 채로 동결된 칼럼을 융해시키며, 각 층위에서 상단에서 하단으로의 온도 변화 데이터를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이용하는 HGS 모델을 통해 열 확산율(D)을 구하였다. 두 남극 토양에 대한 포화 수리전도도는 입도

분포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토양의 입도 차이는 가변포화 흐름을 정량화하는데 중요한 매개변수

인 α와 β 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토양의 열 확산율은 4.64 cm2/min와 0.65 cm2/min으로 차

이를 보였으며, 이는 유기물 함량과 공극률 등의 호수 주변 환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남극 토양의 수리적 및 열적 매개변수는 향후 동결-융해 과정에 의해 지배되는 극지역 물순환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본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남극, 지하수, 활동층, 수리적 특성, 열적 특성, HydroGeoSp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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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8)에서는 지하수 지속이용 가능량을 함양량 대비 40.6%로 적용

하고 있다. 2010 ∼ 2019년 기간 동안 제주도의 지하수 총이용량 대비 농업용수 이용량 평균은 39.4%이며, 제

주서부지역(한림읍, 한경면, 대정읍)은 71.5%로 매우 높다. 특히, 대정읍은 96.8%로 대부분의 지하수를 농업용

수로 이용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이용 가능량을 공급 가능량으로 적용하였으며, 물수지 분석법을 이용한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였다. 미래 변화 예측을 위하여 작물 재배면적 추정법을 이용한 농업용 지하수 수요량

을 산정하였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와 RCP 8.5)를 이용한 지하수 함양량을 추정하였다.

물수지분석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2020년 함양량은 171백만 m3/yr(42.3%)이며,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와 RCP 8.5)에 따른 2025년 함양량은 134백만 m3/yr(39.7%), 129백만 m3/yr(41.6%)이다. 이에 따른 지하수

공급 가능량은 2020년 69백만 m3/yr이며, 2025년은 각각 54백만 m3/yr, 52백만 m3/yr이다. 농업용 지하수 수요

량은 10년빈도 가뭄 발생시 좋은 품질과 정상적인 작물 생육에 소비되는 일최대 단위용수량이며, 2020년 제주

서부지역(한림읍, 한경면, 대정읍)은 각각 93,804 m3/day, 98,873 m3/day, 120,354 m3/day이며, 2025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4.5에서 88,691 m3/day, 97,937 m3/day, 117,184 m3/day, RCP 8.5에서 90,337 m3/day, 98,136

m3/day, 113,437 m3/day이다. 농업용 지하수 수요량에 대한 공급 가능량의 평가를 위하여 제주서부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마늘의 재배기간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와 RCP 8.5)에 따른 2025년 공급 가능량 대비 농업용 지하수

수요량은 각각 -32백만 m3/yr, -33백만 m3/yr으로, 공급 가능량이 각각 58.5%, 63.6% 과부족 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제주서부지역의 작물재배 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공급 가능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재배방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최대 단위용수량을 감소시키고, 이용량이 집중되는 기간을 분산시키

는 재배방법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용 지하수 수요량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수

립이 요구된다.

Key words : 제주서부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농업용 지하수 수요량, 지하수 공급 가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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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이작도는 매년 여름철 관광성수기마다 110㎥/일의 용수가 부족한 도서지역으로, 해당지

역에 친환경적인 수원확보방법 중 하나인 지하수저류지를 설치하여 1년간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지하차수벽, 취수시설, 정수시설, 관측시설로 구성된 지하수저류지는 지하수법에 준거하여 운영기준을 수립하

여 운영하였다. 운영결과 관광성수기, 마을관정 동파, 마을관로 누수 등 비상시에 총 1,300㎥의 용수를 효과적

으로 공급하여 대이작도 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키워드 : 지하수저류지, 도서지역, 대이작도, 지하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표수 뿐만 아니라 지하수, 빗물 등 다양한 수원확보를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서 및 산간 지역에서는 제한급수, 운반급수 등을 시행하는 등 수

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환경부(수자원공사)에서는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자원

확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이다. 지하수저류지는 지하 대수층에

인공적인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하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수자원 확보기술이다. 국내 내륙지역

에는 이안, 쌍천 등 6개소가 존재하며, 도서지역에는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을 통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이작

도,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이작도는 면적 2.57㎢의 약 28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으로, 지하수(암반관정)를 주 급수원으로 하여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관광객으로 인해 약 110㎥/일의 부족량이 발생하였으나(2013, 국토교통

부), 2020년 12월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해 일 386㎥을 취수가능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였다. 대

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시설물의 제원 및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유역 하류에 지하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

위를 높이고, 취수시설에서 지하수를 취수한 뒤 이를 정수처리하여 마을 배수지로 공급되는 절차를 거친다.

Table. 1.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시설물 현황

구 분 주요내용

지하차수벽 L71.6m / H4.8∼13.9m (연암 1m 근입, 교반혼합공법)

관측시설 3개소 (차수벽 상류 2개, 하류 1개, 심도 23∼39m)

취수시설 4개소 (공급계획량 110㎥/일, 심도 35∼39m)

정수시설 정수장(54㎡), 정수설비(제철제망간, MF, UV)

도수관로 L245m, D50㎜

지하수저류지 시설물 설치후 효과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1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지하수저류지 시설물

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4]에 준거하여 Table. 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은 지역 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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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취수시설은 용수공급능력을 확인하여 취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에어써징,

관정개발 등의 대안을 세울 수 있다. 정수시설은 설비의 적정성 및 정수처리가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분기별로 원수와 처리수를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다. 지하차수벽 상하류에 관측시설

을 설치하여 지하수위, 온도, 전기전도도를 원격으로 상시 계측하여 차수벽의 설치효과와 해수침투 여부를 모

니터링하였다. 지하차수벽은 안전성 검토를 위해 반기별로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였다.

Table. 2.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시설물 운영기준

구 분 내 용 주 기

취수시설 · 용수공급능력 확인 상 시

정수시설 · 정수장 원수/처리수 먹는물 기준 수질검사 분기별

관측시설 · 관측정 수위/온도/전기전도도 모니터링 상 시

지하차수벽 · 누수여부 확인 등 안전점검 반기별

1년간의 지하수저류지 시설물 운영을 통해 마을 지하수 관정 동파, 마을관로 누수, 관광성수기와 같은 비상시

에 약 1,300㎥의 용수를 효과적으로 공급하였다.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2021년 2분기에 원수에서 탁도가 초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수, 처리수 전부 먹는물 기준 합격하였다. 지하수저류지는 충적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특성상 탁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수 전 바이패스(by-pass)관을 활용하여 일정시간 원수를 배

수하여 탁질을 저감하고 정수설비에 대한 부하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지하수위 관측결과 취수시설 인근과

지하차수벽 직하류에서는 수위가 약 2m 정도 차이났으며, 온도는 13∼14℃ 내외의 일정값을 유지하였다. 전기

전도도는 상류 170∼280μS/cm, 하류 300∼350μS/cm를 유지하여 하류가 상류보다 전기전도도가 높은 값을 보

이나, 해수침투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하차수벽을 대상으로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한 결과, 직

상류와 직하류는 약 6m의 수위차이를 보였으며 차수벽체 또한 누수없이 기능을 유지중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하수저류지 설치를 통해 대이작도의 갈증을 해소한 것과 같이, 모두가 누리는 평등한 물이용을 위해 도서

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지역에도 대체수자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의 가용 수자원과 상수

도 보급여건, 지역적 특성을 전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초의 도서지역 지하수저류지인 대이작도 지하수저

류지를 발판삼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원개발을 통해 물복지 실현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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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Groundwater Management using the technology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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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물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물관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료의 개방과 양방향 데이터

활용 등 정보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섬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을 구

축하여 홍수피해 범위 예측 및 대책 마련에, 수도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정수

처리공정을 자율운영하는 AI 미래형 정수장도 구축하고 있다. 지하수 분야에서는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지하수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정 등으로 지하수 조사・관측・수질 정보 등 전국 지하수 정

보의 수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포털사이트인 누리집(www.gims.go.kr)과 모바일(지하수길잡이)를 통

해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 관련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간 지하수 정보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정

보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QR 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관정관리,

ICT 기술을 적용한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한 지하수 관측자료 오결측 검보정

및 지하수위 변동 예측 등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 데이터의 축적 관리 위주에서 정보개방을 통한

정보활용성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중심의 양방향 오픈플랫폼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실 지하수계를 가상공간에 쌍둥이로 만들어 지하수 변동을 시물레이션 할 수 있는 지하수 디지털 트

윈을 시범 구축하였다. 시추착정 자료를 분석한 지하지층 정보와 관측정을 활용한 실시간 수위자료 활용하여,

하천수위 변동과 강수량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농경지내 지하수 변동예측 및 필요

시 용수공급대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트윈 기술은 지하수위 뿐 아니라 수질, 함양량

-이용량 관계, 지표수-지하수 연계 알고리즘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유역단위 지하수 총량관리

등 정책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4차 산업혁명기술, 지하수 정보 플랫폼, 지하수 디지털트윈,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 디지털트윈 시범구축 지하수 디지털트윈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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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ydrogeological properties (e.g., soil texture, degree of drainage, depth to groundwater) affect

the vulnerability of groundwater to surface contaminants. Even if the same amount of nitrogen is input,

the degree and pattern of groundwater nitrate contamination can vary depending on the hydrogeological

conditions, which consequently influences the establishment of proper nitrogen management strategies. In

addition, the mean residence time (MRT) of groundwater is indicative of the aquifer vulnerability. The

less nitrogen pollution is expected for the groundwater with the longer residence time mainly due to

unpolluted recharge sources or natural attenuation such as denitrification through a longer recharge

pathway. To identify the effects of hydrogeological conditions and MRT on groundwater nitrate

contamination, we investigated the groundwater chemistry data including nitrate concentrations from 2017

to 2021, CFCs in September 2021, and nitrogen and oxygen isotopes of nitrate in 2017 and 2021 in two

agricultural areas (Dun-ri and Soyang-ri) located in Chungcheongnam-do. The two study areas have

different hydrogeoloigcal conditioins, including 1) loam and silty loam soil texture, 2) good and slightly

poor soil drainage, and 3) upland field- and paddy field-dominant land use, respectively, whereas both

areas had the similar average annual nitrogen input per a agricultural area in 2018-2021, i.e., 238.1 and

194.7 kg N/ha, respectively. The average NO3-N concentrations were 7.63 and 5.21 mg/L, and the number

of wells showing the NO3-N concentration exceeding the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10 ppm) were

29 and 13%, respectively. The lower concentrations and the lower number of wells exceeding the drinking

water quality standard in Soyang-ri probably came from the poor drainage in the soil, since the poor

drainage makes it difficult for nitrogen pollutants to reach to the aquifer through the vadose zone from

the ground. However, the denitrification hardly appeared in Soyang-ri and more actively occurred in

Dun-ri instead, indicating the impact of local hydrogeological conditions to the denitrifcation. It was

observed in both areas that the groundwater with the longer MRT showed the lower nitrate concentration.

The comparison result of the two study regions reveals that the aquifer vulnerability to similar nitrogen

loads can vary due to multiple environmental factors, and emphasizes the understanding of hydrogeological

settings and MRT for effective and reasonable nitrogen management policies.

Key words : hydrogeological properties, mean residence time, groundwater, nitroge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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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tes of Light non-aqueous phase liquids (LNAPLs) in both unsaturated zone and saturated zone

were represented by a multi-phase multi-component numerical simulator. For the numerical simulation,

scenarios composing of 4 stages were designed: 1st stage (initial condition), 2nd stage (LNAPLs spilling),

3th stage (LNAPLs redistribution), and 4th stage (LNAPLs remediation). In the 4th stage, a multi-phase

extraction (MPE) well and a steam injection (SI) well were employed, and then, removed mass of

LNAPLs (i.e. remediation efficiency) were repeatedly assessed by systematically varying 6 input factors

that configure the wells. 150 simulations with different combinations of 6 input factors generated 150

outputs computing the LNAPLs remediation efficiency. Then, the input-output datasets were served as a

training dataset to develop a surrogate polynomial chaos expansion (PCE) model approximating the

numerical results. The development process was repeated 4 times for 4 different cases, which differ

permeability conditions and SI well locations. The preliminary PCE models were validated/improved during

validation and test processes, targeting to alleviate the complexity of their empirical formula, and increase

the model accuracy. Finally, 50 additional test dataset demonstrated the reliable predictive power of the

PCE model (
=0.913, 

=0.889, 
=0.92, and 

=0.93). Based on the validated PCE model, two

stocahstic analyses, Sobol global sensitivity analysis and Monte-Carlo analysis were conducted. A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quantified and ranked the importance of various factors in LNAPLs subsurface

remediation. For all cases, MPE installation depth was the dominant factor that affects the LNAPLs

remediation. Subsequent Monte-Carlo analysis revealed the detailed probablistic distribution of 6 input

factors within their range considered. The maximized LNAPLs remediation efficiency was achived when

the MPE well was located 1.5 m below the roundwater table. In addition, the contributions of input

factors were remarkably changed as the field permeability chang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ould

provide an easily-expanding framework that predicts the remediation efficiency of spilled LNAPLs and

find key influencing factors by integrating full-physics numerical modeling, surrogate PCE modeling, and

quantitative analyses.

Key words : LNAPLs contamination, groundwater remediation, numerical modeling, polynomial chaos

expansion, surrogate model, Sobol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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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 경계에서의 다양한 경계조건을 고려한 조석 변동환경의 육지 유래 오염물 거동에

관한 2차원 준해석해 기법

Development of two-dimensional semi-analytical solution of land-derived solute
transport under tidal fluctuations on variable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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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obtained a two-dimensional analytical solution for land-derived solute transport

subject to tidal fluctuations while accounting for variable boundary conditions at the seaward boundary in

a homogeneous coastal confined aquifer; the results were verifi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one-dimensional (1D) semi-analytical solution described previously by Suk(2017) and the 2D numerical

solution obtained using a finite element method. We also performed a sensitivity analysis to examine the

factors such as hydraulic properties, tidal amplitude, and the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initial

contaminant affecting land-derived pollutant transport in coastal aquifer. Consequently, The proposed

solution was proved to have more accuracy and efficiency as compared to the existing models.

Key words : Cauchy-Neumann variable boundary conditions, Land-derived solute transport, Proposed 2D

semi-analytical solution, Tidally induced, Variable boundary conditions

1. Introduction

In general, at the surface-groundwater interface, variable boundary conditions, which switch between

Dirichlet and Neumann boundary conditions depending on the flow direction at the boundary were imposed

to account for the effects of tidal fluctuations on land-derived contaminant transport. However, since we

did not account for the density difference between seawater and groundwater, we did not consider the

interface between saltwater and freshwater or density-driven convection cells caused by seawater

intrusion and hydrodynamic dispersion of salt within the coastal salt wedge.

2. Verification

Consider a model that the initial plume of the 2D problem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domain, away

from the boundaries, to avoid effects of the boundary conditions(Fig. 1) As shown in Fig. 1, the results

aligned well at all times. As the plumes do not contact the seaward boundary and thus the solute

concentration at the seaward boundary remains zero throughout the simulation.

3. Result

We found that the Cauchy-Neumann variable boundary conditions reflected observations than better did

the Dirichlet-Neumann variable boundary conditions. The calculated differences in the concentration

distribution and the mass remaining in the aquifer were larger when the Peclet number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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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proposed 2D analytical solution with 2D FEM considering variable boundary

conditions in x-y coordinates, when the tidal period was 0.52 days. The contour lines are plotted every

0.01 ppm from 0.01 ppm. (a) plumes migrate in the landward direction during the initial 0.26 days (b)
plumes move in the seaward direction from 0.26 days to 0.52 days, (c) plumes traveled landward again

After one cycle (d) plumes traveled back in the seaward direction and the variable boundary conditions

switched to the Neumann boundary conditions after one and a half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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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올라이트 13X에 의한 세슘, 스트론튬 및 코발트의 흡착기작 연구

A study of the sorption mechanisms of Cs(I), Sr(II), and Co(II) by zeolite 1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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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sequester Cs(I), Sr(II), and Co(II) ions from radioactive wastes, the sorption behaviors of

zeolite 13X were investigated by performing pH edge and isotherm tests in unary and binary systems. As

a result of the sorption tests in unary systems, the sorption of Cs(I), Sr(II), and Co(II) ions was low at

acidic pH due to the dissolution of zeolite structure, which was the most unstable for Co(II). On the

contrary, at neutral to basic pH the sorption increased and maintained nearly constant with a strong

dependence on the ionic strength (I), especially for Cs(I) and Sr(II).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I was

greater as the initial metal concentration increas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orption of Cs(I), Sr(II),

and Co(II) was primarily controlled by ion exchange. Based on the cation selectivity of zeolite 13X, the

selectivity sequence was obtained in the order of Cs(I) < Co(II) ≤ Sr(II). However, because Co(II)

showed the lowest dependence on I compared to Cs(I) and Sr(II), its sorption mechanisms were clarified

as a function of pH and I by using cobalt K-edge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XAS) analysis. At

acidic to neutral pH, Co(II) was immobilized by ion exchange and surface complexation, and the

contribution of the latter increased at higher pH or I. On the other hand, it was removed by bulk

precipitation onto Co-hydrotalcite phase at basic pH regardless of I. Given the multi-component of the

radioactive wastes, sorption tests in binary systems were conducted. With the increase in the sorption

extent of each cation in binary systems (especially for Cs(I) & Co(II)), other mechanisms beyond the

influence of competitive adsorption were found to be involved in the reactions. Cs(I) alone occupies the

supercage, whereas in the presence of divalent cations it can be allowed to enter another space generated

in the sodalite cage due to reduced cation occupancy. In the case of Co(II), the increased stability of

zeolite structure by large Cs(I) or Sr(II) caused the increase in the Co(II) sorption.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zeolite 13X in radioactive waste treatment is effective.

Key words : radioactive waste treatment, ion exchange, surface complexation, Co-hydrotalcite, 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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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층상이중수화물을 이용한 안티몬 및 셀레늄 제거 연구

A study on antimony and selenium removal by Ca/Fe Layered Double Hyd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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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각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안티몬 및 셀레늄은 자연계에서 저농도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산업 활동을 통해 배출되는 고농도 안티몬과 셀레늄은 토양과 수계로 유입될 경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안티몬의 경우 인체에 유입되었을 시 체내 효소의 활성을 방해하고 세포의 이온 균형을 파괴하여 저산

소증을 유발해 신경계를 손상시켜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는

group 2B(발암의 가능성이 있음)로 분류하고 있고, 셀레늄의 경우 과도하게 섭취하였을 시 신경계 이상 증상,

내분비계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안티몬 및 셀레늄 제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안티몬과 셀레늄의 효과적 제거를 위한 연구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안티몬 및 셀레늄 제거를 위해 활용되는 기술로는 흡착, 응고/응집, 전기화학적 기술, 분리막 기술, 이온 교환

등이 있으며, 이 중 흡착 공정의 경우 쉬운 조작, 친환경성, 우수한 선택성, 높은 제거 효율 및 비용 효율성으

로 인하여 안티몬 및 셀레늄에 대한 제거기술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안티몬과 셀레늄 제거에 활용되는

흡착제 중 층상이중수화물은 정팔면체의 층상구조를 지닌 점토계 물질로 양이온 금속들과 음이온 간 층상구조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염소이온, 불소이온과 같은 단일 음이온, 인산이온, 황산이온과 같은 산화 음이온, 비

소, 셀레늄,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 등에 대해 높은 처리능을 가지고 있으며, 합성이 용이하고,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티몬 및 셀레늄 제거를 위한 흡착제로 적합한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M2+로서 Ca2+, M3+로서 Fe3+를 사용하여 Ca/Fe 몰비 1:1, 1.5:1, 2:1, 4:1로 합성한 층상이중수화

물을 활용하여 안티몬 및 셀레늄 제거 실험을 진행하고, 제거율을 산정하여 최적 층상이중수화물을 도출한 후

층상이중수화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최적 반응시간 및 주입량을 선정하였으며 pH, 수온, 공존이온

영향 등 수계의 조건이 Ca/Fe 층상이중수화물의 안티몬 및 셀레늄 제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Key words : 안티몬(Antimony), 셀레늄(Selenium), 층상이중수화물(Layered Double Hydroxide,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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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und assisted electrochemical under different anode degrad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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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ean treatment technology without secondary pollution is the developing trend in the future. Ultrasonic

and electrical energy combination processing technology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processing technology [1]. In this study, by adjusting the relevant parameters of ultrasonic

electrochemistry, the pentachlorophenol (PCP) can be effectively degraded in the groundwa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anode materials on the degradation of PCP under the

ultrasonic electrochemical system, including TiO2, Ti4O7, PbO2, SnSb, RuIr, and BDD anode. The effects of

parameters such as temperature and pH of the solution have been elucidated. This study also has

explored the degradation kinetics of PCP in the electrochemical(EC), ultrasonic(US), and ultrasonic

electrochemical(US/EC) system and selected the optimal working conditions.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ultrasonic electrochemical device is shown in Fig. 1. Degrada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an undivided 500 mL cylindrical reactor. The electrolytic apparatus

consisted of 6 different anodes (5 × 5 cm) and a graphite cathode (5 × 5 cm). Experiments were

performed while maintaining a constant voltage of 10 V administered by a regulated DC power supply

and ultrasound frequencies of 300 kHz were controlled manually in the same reactor.

The corresponding diffraction peaks show the crystal structures by XRD analysis for six different anode

materials. TiO2 anode showed anatase TiO2 (JCPDS83-2243) crystals, Ti4O7 anode showed TiO2 and

Ti4O7(JCPDS65-5714) crystals, and PbO2 anode showed PbO2 (JCPDS76-0564) crystals. The SnSb anode

showed Sn0.9Sb0.1O2 (JCPDS01-0.75-8096) crystals, the RuIr anode showed RuO2 (JCPDS05-0682) and IrO2
(JCPDS01-0.75-8096) crystals, and the BDD anode showed diamond (JCPDS06-0675) showed a crystal.

The pHIEP of TiO2, Ti4O7, PbO2, SnSb, RuIr, and BDD were 4.43, 4.51, 4.54, 4.37, 4.18 and 3.45. The OEP

of the anode electrodes used in this study, TiO2, Ti4O7, PbO2, SnSb, RuIr, and BDD were 1.41, 1.70, 1.72,

1.68, 1.12 and 2.24 V vs. Ag/AgCl.

The kinetic constants were determined using a pseudo first-order kinetic model, as shown in the Fig.

2a, ultrasound assisted electrochemistry could enhances the degradation rate constant of PCP. Notably, the

kinetic rate constant continuously decreases as pH increases from 3 to 8. In Fig. 2b,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constants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emperature. The calculate activation energy Ea (kJ

mol-1) of different anode materials under US, EC and US/EC systems as follow: US(15.27),

EC/TiO2(15.35), EC/Ti4O7(13.44), EC/PbO2(27.66), EC/RuIr(23.38), EC/SnSb(24.95), EC/BDD(47.47),

US-EC/TiO2(19.32), US-EC/Ti4O7(33.4), US-EC/PbO2(33.74), US-EC/RuIr(32.84), US-EC/SnSb(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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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C/BDD(36.44).

For PCP removal, the ultrasound greatly improves the electrochemical degradation efficiency. Under the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s, BDD showed the optimal performance of PCP degradation.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show that the use of ultrasonic electrochemical degradation of organic wastewater

has a positive prospect.

Key words : Ultrasound, Electrochemical, Pentachlorophenol, Selection, Anode material, Groundwater

Fig. 1. (a) Experiment setup of batch reactor (500mL); (b) XRD patterns of 6 different anode materials.

Fig. 2. Degradation of PCP in different pH (a) and different temperature (b)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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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정화에서 철계 환원제의 새로운 평가 방법

A novel method for evaluation of iron-based reductants in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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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ron-based materials have received more attention for groundwater remediation because of its high

reduction capability, non-toxicity,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1-2]. However there is also a big

challenge for the evaluation of iron-based reductants in complex groundwater quality[3].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groundwater characteristics on iron-based materials.

The zero-valent iron (ZVI) and activated carbon modified zero-valent iron (AC-ZVI) are chosen as

reductant materials and pentachlorophenol(PCP) was chosen as the target pollutant. Here, the definition of

self-oxidation (SO) is the consumption rate of zero-valent iron consumed by moisture in absence of

pollutants (PCP) by Eq. 1.

            
  

         

 


Where    is the concentration of Fe
0 consumed by hydrogen ion, mol L-1.   is

self-oxidation kinetics constant, h-1.  is the initial concentration of Fe
0, mol L-1. The selectivity refers

to the ratio of the ZVI consumed in the dechlorination reaction (PCP) and the total consumed Fe0 by Eq.

2. Where   is the amount of Fe
0 for PCP dechlorination, mol,    is the amount of Fe

0 for

hydrogen generation, mol.

As the illustrated in Fig. 1, the results of batch test reflected that the distilled (DI) water, chloride,

sulfate, and bicarbonate anion could increase the self-oxidation of ZVI, while nitrate and Mix. obstructed

the self-oxidation. Notably, for AC-ZVI, self-oxidation kinetics constants were smaller 3.5 - 5 times than

that of ZVI at the multiple ionic conditions. With increasing pH from 3 to 9, self-oxidation of AC-ZVI

was reduced 3.3-fold, while self-oxidation of ZVI was reduced 5.5-fold. When the initial concentration

dissolved oxygen (DO) was above 4 mg L-1, the self-oxidation of ZVI and AC-ZVI maintained similar

kinetic ranging from 0.4×10-4 h-1 to 0.3×10-4 h-1. In Fig. 2, the results of selectivity were summarized that

the order for ZVI was SO42-> Cl- > HCO3- > H2O > NO3- > Mix. For AC-ZVI, the order of selectivity

was Cl- > SO42- > HCO3- > H2O > Mix > NO3-. The results presented that the selectivity of ZVI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pH.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DO, the selectivity of ZVI and AC-ZVI

increased greatly.

The most significant effect was pH in self-oxidation. For selectiv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st

significant effect was DO. This study certificated that the AC-ZVI exhibited an excell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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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ZVI. Above all, this evaluation method is helpful to predict the longevity of iron-based materials and

assist process design during implementation.

Key words : Groundwater, Environmental factor, Evalution, Iron-based reductant.

Fig. 1 The self-oxidation of ZVI and AC-ZVI at different solution conditions (Initial conditions: anion

concentration = 0.384 mol L-1, ZVI concentration = 1 g L-1, AC-ZVI equivalent Fe0 concentration of 1 g

ZVI L-1).

Fig. 2 The self-oxidation of ZVI and AC-ZVI at different solution conditions (Initial conditions: PCP

concentration = 10 mg L-1anion concentration = 0.384 mol L-1, ZVI concentration = 1 g L-1, AC-ZVI

equivalent Fe0 concentration of 1 g ZVI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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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항생제는 체내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환경으로 배출되어 항생제 내성 유전자(Antibiotic resistanc

e gene, ARG)가 생성된다[1]. 항생제는 분뇨, 토양, 수계 및 퇴적물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러한 환경 매체에서

항생제 제어가 필요하다[2, 3]. 환경매체에서 항생제는 미량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도 항생제가

존재하는 매체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환경매체는 항생제에 비해 훨씬 고농도인 자연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환경에서 항생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유기물질이 존재하는 상황이 고

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생제 제거 연구는 항생제보다 훨씬 농도가 높은 유기물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의 질병 예방과 성장 촉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ulfamethazine(SMZ)을 대상 항생제로

선정하였고[4], 고농도의 유기물질이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환경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고분자 유

기물질인 휴믹산을 사용했다[5]. 또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흡착제인 활성탄을 대체하고자 숯 제조 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저급목탄을 흡착제로 사용하여 항생제의 제거 특성을 평가하였다[6]. 특히, 가축매몰지와

같이 고농도 유기물과 항생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흡착에 의한 항생제 제거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은 1. 휴

믹산이 없는 경우, 2. 휴믹산이 560mg/L 존재하는 경우, 3. 휴믹산이 2,000mg/L 존재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

누어서 실행했다. 동력학 실험에서 흡착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각각 2, 4, 4 시간으로 휴믹산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또한, 등온흡착 실험에서 최대 흡착량은 각각 40, 29, 15

mg/g으로 휴믹산의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흡착능력이 감소하였다. 이는 휴믹산의 존재가 SMZ의 흡착에 영

향을 주지만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항생제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급 목탄의 수명과 적

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속 흐름시험에서 휴믹산이 280, 560, 2,000 mg/L 존재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컬럼은 동일하게 저급 목탄 9g을 사용했으며 각각 246.89, 112.35, 39.94BV(Bed volume)에서 검출한계 농도를

초과했다. 이는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휴믹산의 농도 증가에 따른 영향이며, 지하수와 같은 흐름이 있는 환경

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저급목탄은 고농도의 유기물질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항생제를 제

거하는 흡착제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Key words : 흡착, 고농도 유기물질, 항생제, 저급 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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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급속한 산업화 및 인구증가로 인해 여러 산업(섬유, 염색 및 제지 등)에서 사용되는 염료의 양(연간 대

략 7×105 ton 이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염료에 의한 수질오염 발생빈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1]. 전체 염

료 사용량의 70 %를 차지하고 있는 아조염료들은 아조발색단(the azo (N=N) chromophore)과 방향족 고리가

결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가 어렵고, 분해 시 많은 유독성 부산물들을 형성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2]. 더욱이, 이러한 아조염료들은 기존의 수처리 공정(e.g., 응집/응결, 침전, 모래여

과)들에 의해서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수처리 기술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서 아조염료를 제거하기 위하여 분리막 및 산화공정들을 적용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높은 시설비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실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 최근, 유기성 폐자원의 열분해를 통해 제조가 가능한

바이오차(Biochars)는 활성탄 대비 제조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에 버려지던 폐기물을 재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장점이 있어 친환경 흡착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단순 열분해를 통해 생성된 바이오차의 표면은

음전하로 하전되어 있어, 수중에서 음전하로 띄고 있는 아조염료인 Methyl Orange(MO) 및 Sunset Yellow

FCF(SYF)에 대한 흡착능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가적인 물리화학적 개질이 필요하다[4]. 다양한 개질

방법들 중에서, Layered Double Hydroxides(LDH) 개질법은 적은 비용으로 탄소흡착제 표면의 음전하를 양전

하로 표면 특성을 바꿀 수 있어 바이오차의 표면 특성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하지만, 상대적

으로 음이온성 아조염료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한 바이오차의 개질에 LDH 개질법이 적용된 사례가 드물어 이

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소나무 톱밥 기반 바이오차(PSB : Pine Sawdust Biochars)와 MgAl LDH로 개질한 소나

무 톱밥 기반 바이오차(PSB-LDHMgAl)에 의한 MO와 SYF 흡착효율 및 흡착기작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PSB와 PSB-LDHMgA의 물리화학적 특성 차이를 철저히 조사하였고, 다양한 조건에서

흡착실험을 수행하여 PSB와 PSB-LDHMgAl에 의한 MO와 SYF에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흡착기작

및 재이용성을 알아보았다.

Keywords : 바이오차, 아조염료, 흡착, MgAl 층상 이중층 수산화물, 재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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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hionite에 의한 nontronite 내 structural iron의 산화환원 상태 변화

Change in redox behavior of structural iron by dithionite in nontr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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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ipulation of redox status in aquifer is one of the effective remediation technology for

redox-sensitive groundwater contaminants such as chromium, uranium, TCE, PCE. Structural iron in
iron-bearing clay minerals is the key reaction medium in the aquifer. Structural iron, which exists as a
compensation ion by substitution with the structural elements (Al, Si) of the layer sheet, acts as an
electron shuttle through Fe(III)-Fe(II) coupling reaction and mediates electron transfer of reducing agents
and contaminants. Generally, structural iron in clay minerals is not dissolved by reductive dissolution,
iron-bearing clay can serve as a barrier that remediates plume continuously. The standard redox potential
(Eh0) and reduction rate of structural iron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clay mineral, which i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reduction mechanism according to the absolute amount of structural iron, crystal
arrangement, and the form of hydroxyl groups within the structure. Despite the differences in
physicochemical reduction properties, the research on remediation technology focuses only on the reducing
agent. In this regard, the redox properties of structural iron by various pH, Eh, size fraction, and clay
minerals were investigated. The structural iron in 2, 150, and 2,000 µm size of nontronite was reduced by
dithionite at pH 3, 5, 7, 9, 11. The reduction ratio (Fe(II)/Fe(III)) increased as the pH since dithionite
stable at alkaline pH, had a low redox potential. Interestingly, in the pH 11 solution, the reduction was
hampered even though the redox potential was lowest and the residual concentration of dithionite was
highest at all pH. According to Gorski et al. (2012), the standard redox potential of structural iron in
nontronite is dependent on the environmental pH. Based on the results, it seems that the stronger redox
potential needs to reduction at pH 11. The secondary experiments, reduction at various dithionite
concentrations which had various Eh were conducted. Consequently, the pH-dependent Eh0 were derived.
Size differen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final reduction ratio but showed a slight difference at pH 3.
In a further study, the reduction of structural iron in other clay minerals, e.g. montmorillonite, and
kaolinite would be evaluated by applying the preceding conditions. In conclusion, the redox properties of
each clay mineral would be discussed.

Key words : Clay mineral, Structural iron, Redox potential, Nontron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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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슬래그가 담지된 비균질 커피 바이오차 촉매의 과황산염 활성화를

통한 COVID-19 방지 손소독제의 분해: 일중항 산소의 역활

Catalytic degradation of hand sanitizers for COVID-19 prevention using steel
slag incorporated heterogeneous coffee biochar catalysts via persulfate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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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코로나바이러스 2019(COVID-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이방지를 위한 손소독제의

사용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1]. 하지만,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수계로 유입된 대량의 손소독제는 인체로

유입시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항생제 내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수생동물에

노출시 생태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1]. 손소독제의 대표적인 화학성분들인

Chloroxylenol(PCMX)과 Triclosan(TRC)는 높은 향균성을 가지고 있어, 손소독제 이외에도 비누, 살균제 및

항균제에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재래식 정수처리 공정(e.g., 모래여과 및 응집)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워 새로운 난분해성 오염물질들로 주목을 받고 있다[2,3].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PCMX와 TRC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비균질 촉매기반의 산화공정 기술 개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탄소(carbon nanotube 및 graphene) 또는 금속 기반의 비균질 촉매의 과황산염 활성화를 통해 생성된 일중항

산소(1O2)는 다른 활성산소종들보다 수명이 길고, 페놀과 같은 전자가 풍부한 물질들과 반응성이 높으며,

산화환원 전위가 높기 때문에 PCMX와 TRC와 같은 난분해성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4]. 하지만, 1O2를 생성을 위한 과황산염 활성화에 사용되는 탄소 또는 금속 기반의 비균질 촉매는 제조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의 실용화를 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5]. 따라서,

난분해성 미량오염물질을 경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비균질 촉매 제조를 위한 탄소 및

금속소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피박과 제강슬래그의 공동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제강슬래그가 담지된 비균질 커피

바이오차 촉매의 과황산염 활성화를 통해 생성된 1O2를 이용하여 PCMX와 TRC를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제강슬래그가 담지된 비균질 커피 바이오차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다양한

분석방법들을 적용하여 파악하였고, 1O2에 의한 PCMX와 TRC 제거 기작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운전

조건(촉매투여량, 과황산염 농도, pH, 공존 음이온)에서 제거효율 변화를 확인하였다.

Key words : Degradation mechanisms, Disinfectants, Heterogeneous catalytic coffee biochars, Persulfate

activation, Singlet oxygen, Steel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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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알칼리 전처리 천연 제올라트에 지지된 나노 영가철 정화소재를 이용한

6가 크롬 제거 연구

Hexavalent chromium(VI) removal by nanoscale zero-valent iron (nZVI)
supported by alkaline pre-treated various natural zeo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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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6가 크롬(Cr(VI))은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중금속 중 하나이며,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에서 널리 발견되고 있다. 6가 크롬 처리에 있어 나노 사이즈의 영가철(nZVI)은 큰 비표면적과 높은 환

원력으로 훌륭한 효율을 나타낸다. 그러나 nZVI는 입자들 간의 강한 응집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공성 매체 안

에서 이동성의 제한과 반응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중 환경에 적용시키는데 한계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천연제올라이트를 nZVI의 지지체로 활용한 nZVI@제올라이트 정화소재를 개발하였다.

천연 제올라이트를 지지체로 사용함으로서 친환경적이고, nZVI의 응집현상을 안정화 시킬 수 있었다. 또한, 알

칼리 전처리를 도입함으로서 개발된 소재의 수분산성 및 다공성 매질 내 이동성을 향상 시켜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천연 제올라이트는 동일 광산에서 채광하더라도 채광일시나 날씨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제올라이트 종

류와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4종류의 다양한 천연 제올라이트를 공급받아 모두

nZVI의 지지체로 적용 시켜 보았다. 먼저, 회분식 실험을 진행하여 6가 크롬의 제거능을 확인 하였으며, 침전

실험 및 토양 컬럼 실험을 통해 소재의 수분산성 및 이동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천연제올라이트 지지체 종

류에 따라 이들 간의 반응성, 수분산성 및 유동성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알칼리 전처리 도입 후에, 비

교적 좋은 Cr(VI) 제거 효율과 함꼐 수분산성 및 이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6가 크롬 제거를 위해 다양한 천연제올라이트를 nZVI의 지지체로 사용할 때, 동일한 알칼리 전처리 방

법을 통해 고효율/고분산의 정화소재로 보편화 시킬 수 있는 합성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들 모두 기존

nZVI 보다 뛰어난 분산성과 유동성을 보여줌으로서, 개발된 nZVI@제올라이트 소재가 6가 크롬으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의 지중정화 처리 적용 가능성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Natural zeolite, alkaline pre-treatment, Cr(VI), nano materialm, In-situ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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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계 화합물 분해를 위한 전기화학적으로 개질된 바이오차를

활용한 Horseradish Peroxidase 고정화

A green strategy of covalent immobilizing horseradish peroxidase on
electrochemically-functionalized biochar to degrade chlorinated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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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catalytic treatment using enzyme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ique for biodegradation of
organic pollutants, such as chlorophenols, which are harmful to the mammalian liver and immune
system[1]. Advantageously, enzymes are immobilized on solid supports to be reusable and maintain their
activity[2].. The functionalization of support materials before immobilization is a key step improving the
immobilization efficiency and stability. In this work, the covalent bonding was applied to immobilize
horseradish peroxidase on a functionalized biochar through glutaraldehyde(GA) as a cross-linker. Prior to
GA activation, the biochar was oxidized by the electrochemical method to enrich -OH groups for the
aldol reaction with GA. Electrochemical methods increased effectively the oxygen-containing groups on the
surface of carbon materials even in the absence of chemical oxidants[3], so it is more friendly to the
environment. Characteristic analyses showed that -OH groups on biochar were increasing obviously after
electrochemical treatment, and HRP can be immobilized on the surface of rice straw biochar. Compared
with the immobilized HRP on biochar by adsorption method, the biochar made in this method shows a
3-fold improvement. The efficiency of the immobilized HRP in the degradation of chlorinated phenols was
investigated, and chlorinated phenols can be removed effectively from the water samples. In this study,
biochar is used as support material, and biochar is modified by electrochemical method, and toxic
substances in aqueous solution are degraded by covalently immobilized enzyme, which is a more gree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method to deal with environmental pollution.

Key words: enzyme immobilization, biochar, electrochemical oxidation, chlorinate compounds, green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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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lcium peroxide (CP) and peroxymonosulfate (PMS) oxidation are emerging oxidants for

groundwater remediation. In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of dual oxidant (CP/PMS) of phenanthrene (PHE)

contaminated groundwater remediation was examined. CP was applied as an efficient oxidant due to slow

release of H2O2 into water and the released H2O2 was activated using Fe(II) inducing Fenton oxidation.

Phenanthrene oxidation using Fe(II)-activated CP/PMS was investigated at wide pH range of 3.0 to 11.0.

PHE degradation was significantly enhanced with decrease in solution pH because CP was easier to

dissolve and generated more radicals in acidic condition [1]. The optimum CP/PMS/Fe(II) molar ratio was

0.5 mM/0.1 mM/0.5 mM, degrading 96.8% of phenanthrene (C0 = 1.0 mg L-1) within 60 min. The influence

of anions such as Cl–, HCO3–, NO3–, SO42–, H2PO4– and HA on PHE removal were also investigated

under the optimum condition. Compared to the other anions, the presence of Cl–, HCO3–, H2PO4– and HA

significantly inhibited PHE oxidation. Possible mechanisms of the radicals formation in the system was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of radical scavenging experiments and electron spin resonance (ESR) tests.

The major degradation intermediates of PHE was identified by LC-MS, and the possible degradation

pathways was be proposed. To better understand CP/PMS/Fe(II) in ISCO, the degradation of PHE in

natural groundwater (NGW) studied. About 99.4% PHE (C0 = 1.0 mg L-1) was removed in natural

groundwater (NGW) at the molar ratio of 1. 0mM/0.5 mM/2. 0mM of CP/PMS/Fe(II) showed in Fig. 2.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some detail information of CP/PMS dual oxidant in degradation of

hydrophpbic organic contaminants (HOCs), which might provide some references for the application of this

technology in ISCO.

Key words: Calcium peroxide, Dual oxidant, Natural groundwater, Phenanthrene, Peroxymono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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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PHE degradation by different systems. Experimental conditions: [PHE]0 = 1.0 

mgL-1, [CP]0 = 0.5 mM, [PMS]0 = 0.1 mM, [Fe (II)]0 = 0.5 mM, w/o pH adjustment.

Fig. 2. Comparison of PHE degradation performance in DIW and NGW (b) pH variation during PHE

degradation process (Experimental conditions: [PHE]0 = 1.0 mg L-1, [CP]0 = 0.5 mM, [PMS]0 = 0.1 mM,

and [Fe(II)]0 = 0.5 mM), (c) optimization of PHE degradation in NGW in the CP/PMS/Fe(II) system.

Experimental conditions: [PHE]0 = 1.0  mg L-1, w/o pH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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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은 처리가 용이하지 않고, 과도하게 섭취하였을 시 생물농축 현상을 일으켜

체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지하수에 포함되어있는 대표적인 중금속에는 Cd, Hg, Pb, Cr6+ 등이 있으며, 이

중 Cr6+의 경우 Cr3+ 보다 체내 흡수가 용이하고, 생화학적 변화를 통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r6+제거에 활용되는 방법에는 흡착, 전기화학적 처리, 이온교환, 침전법 등이 존재하며 타 처리방법과 달리 흡착의 경

우 높은 제거효율, 안정적인 운전효율 등의 장점이 있으며, 커피찌꺼기 bio-char의 경우 표면에 존재하는 풍부한

작용기, 넓은 비 표면적, 높은 미세공극의 함량을 가지고 있어 Cr6+ 제거를 위한 흡착소재로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피 제조 후 발생한 커피 찌꺼기에 대하여 반응시간 (60 ∼ 240 min)과 온도 (180

∼ 260℃)에 따라 저온 열수 가압탄화반응(Hydrothemal Carbonization)을 진행하고, 저온 열수 가압탄화반응을

통해 발생한 커피찌꺼기 bio-char를 활용한 Cr6+ 제거실험을 통해 최적 온도와 반응시간을 도출하였으며, 커피

찌꺼기 biochar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FeCl3‧6H2O로 화학적 활성화가 biochar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활성화

온도 (400 ∼ 800℃), 활성화제와 bio-char 무게비 (1: 0.1 ∼ 1:1)를 통해 활성화 조건에 따른 커피찌꺼기

activated bio-char의 Cr6+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커피찌꺼기 biochar에 대하여 저온 열수 가압탄화반응 시 동일 반응시간 조건에서 반응온도에

따른 Cr6+ 제거 실험 결과, 180℃ 에서 제거율 87.09%와 수율 55.27%로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커피 찌꺼기 내 공극파괴에 따른 흡착 성능 감소로 Cr6+ 제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반응시간의 경우 반응시간이 증가 할수록 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Cr6+제거율과 경제적 측

면을 고려하였을 시 반응 시간 60 min에서 최적 Cr6+ 제거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 조건에서의 저온 열수 가압탄화반응에서 발생한 커피찌꺼기 bio-char의 활성화 최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 결과, FeCl3‧6H2O 활성화제 와 bio-char 무게비의 경우 무게비가 1 : 0.5 (w/w)보다 높아질

수록 커피찌꺼기 activated biochar의 표면적이 증가하여 Cr6+에 대한 제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

성화 온도의 경우 400℃에서 제거율 99.63%, 수율 18.19%로 가장 높은 Cr6+ 제거효율을 보였지만, 600℃, 80

0℃에서의 Cr6+제거효율과 큰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 온도가 Cr6+제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Cr6+ 제거를 위한 커피찌꺼기 biochar 활용 시 최적 저온 열

수 가압탄화반응 조건은 반응온도 180℃와 반응시간 60 min로 판단되며, 최적 활성화 조건은 무게비 1:0.5, 활

성화 온도 400℃인 것으로 나타났고, 최적 조건에서 발생한 커피찌꺼기 activated biochar의 Cr6+ 제거율

99.63% (수율 18.19%)을 고려하였을 시 지하수에 포함되어있는 Cr6+ 제거에 있어 커피찌꺼기는 흡착제로서 충

분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hexavalent chromium, activated bio-char,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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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저온 열수 가압탄화반응 반응온도에 따른 Cr6+ 제거율 및 수율 (좌) 반응시간에 따른 Cr6+ 제거율 및 수율 (우)

fig 2. FeCl3‧6H2O 활성화제와 bio-char 무게비에 따른 Cr6+ 제거율 및 수율 (좌) 활성화 온도에 따른 Cr6+

제거율 및 수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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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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 and sediment

[2]. The presence of antibiotics in the environment has caused adverse effects. Thus it is necessary to

remove antibiotics from water bodies. Tetracycline (TC) is the second largest produced antimicrobial

agent, which is common contaminant in water bodies due to their chronic and acute toxicity in human

and ecological environments [3]. The conventional wastewater treatment cannot effectively degrade TC.

Recently, peroxymonosulfate (PMS) based advanced oxidation process (PMS-AOP) is a more effective

technique for treatment of antibiotics in waters and sludge. Generally, activation of PMS by using, heat,

activators such as transition metal catalyst, metal-free heterogeneous catalyst, ultraviolet and ultrasound.

These activators can efficiently activate the PMS and showed high performance for removal of organic

pollutants. However, they have some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such as high cost, energy consumption

and metal leaching result in secondary contamination in water. Hence, the development of green activator

for PMS activation is an area of active research and highly desired [4]. The biochar 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 which has been applied for wastewater treatment as adsorbent. In this present

investigation, to develop a green biochar with high and inherent catalytic activity towards highly stable

TC contaminants in PMS-AOP, it is necessary to explore its reaction pathways and responsible catalytic

sites.

Herein, green biochar catalyst prepared from seaweed (SW) (Fig. 1), was used as a catalyst to

activate PMS for TC degradation, and the reaction pathway of TC was proposed. The pyrolysis

temperature played an essential role in regulating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the biochar. Optimization

of oxidant dose, activator concentrations, pH and initial concentrations were evaluated for effective TC

removal (Fig. 2). The effect of anions/humic substances has facilitated the catalytic reaction with PMS to

degrade TC. Complete degradation of TC (10 mg/L) was achieved over 60 min of the oxidation process

using 0.5 mM of PMS and 0.1 g/L of SWBC800. The TC removal trends were further verified by the two

compartment first-order kinetic model (TCFOKM). The TC degradation mechanisms were proposed via

intermediate analysis using ultra-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with mass spectrascopy

(UHPLC-MS/MS). The SWBC800 catalyst with PMS system successfully demonstrated the reusability of

a catalyst in TC degradation.

Key words : Antibiotics, Tetracycline, Seaweed biochar, Peroxymonosulfate, Singlet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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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eaweed biochar (SWBCX) preparation

Fig. 2 Degradation of TC with different (a) catalyst doses, (b) oxidant concentrations, (C) various pH, and
(d) initial concentration. Experimental conditions: [SWBC800] = 0.1 g/L; [TC] = 10 mg L-1; [PMS] = 0.5
mM and duration = 6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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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20-40kHz의 저주파수영역보다 300kHz 등의 고주파수영역에서 라디칼 산화 반응이 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분해, 물질 합성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가스 적용은 초음파 산

화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반응기 내 수위 및 가스 조건(O2, Ar, N2, Air)을

적용하여 산화력 증진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험 장치는 300kHz 원통형 초음파 반응기, 산기관, 유량조절기기

(Mass Flow Controller), 냉각기로 구성한다. 적용된 수위는 주파수 및 파장을 기반으로 계산되었으며, 수위

범위는 5λ(475ml)-50λ(4300ml)이다. 액상의 기체 포화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용존산소를 DO 미터(ProODO;

YSI ln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스 조건은 Ar:O2(75:25), Ar:O2(50:50), N2:O2(75:25) 등을 적용하였다. 초음

파 화학적 산화력의 정량화는 potassium iodide(KI) dosimetry(10g/L)를 사용하고, 캐비테이션 활성화 영역의

시각화를 초음파화학발광기법(Sonochemiluminescence, SCL)을 이용하였다. 초음파화학발광기법을 통해 가스

sparging 적용시 정상파 영역이 사라지며 캐비테이션 영역이 산기관 중심으로 밀집되고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KI dosimetry에서도 가스 sparging을 통해 초음파 산화력이 증진되었고, 수위가 높아질수록 가스

sparging 유무에 의한 활성화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실험으로 조건별 Bisphenol A (BPA)

의 분해를 통해 300kHz에서의 0차 반응, 1차 반응에 대해 비교할 예정이다.

Key words : Cavitation, Sonochemical oxidation, Sonochemiluminescence (SCL), Kinetics, Gas sparging,

BPA decomposition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No.

2021002470001)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o. NRF-2021R1A2C1005470)을 받

아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Son, Y., No, Y., & Kim, J., Geometric and operational optimization of 20-kHz probe-type sonoreactor
for enhancing sonochemical activity. Ultrasonics sonochemistry, 65, 105065, 2020
[2] Wang, P., Cheng, C., Ma, Y., & Jia, M. (2020). Degradation behavior of polyphenols in model aqueous
extraction system based on mechanical and sonochemical effects induced by ultrasound.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 247, 116967.

저자정보
주저자: 이성은, 금오공과대학교, 석사과정
공저자: 나이슬, 금오공과대학교, 석사과정
교신저자: 손영규,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 118 -



KoSSGE 춘계학술대회

2022년 04월 27일-29일 제주 부영호텔

과황산염 활성화 방법으로서의 20kHz 초음파 적용성 연구

Ultrasonical-assisted Persulfate Activation in 20kHz Probe-type Sonoreactors

전보경1,2, 강주민1,2, 손영규1,2*

Jun Bokyung1,2, Kang Jumin1,2, Son Younggyu1,2*

1금오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 2금오공과대학교 에너지공학융합전공

*e-mail : yson@kumoh.ac.kr

요 약 문

과황산염을 기반으로 한 고도산화처리공정(AOPs)은 토양과 지하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기 오염물 제

거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어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황산염을 활성화하여 sulfate 라디

칼(SO4-·)을 생성하는 방법에는 주로 열, 전이금속, 자외선, 초음파 등이 있다. 최근에는 초음파에 의한 과황산

염 활성화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초음파 기술은 캐비테이션 현상을 이용한 다양한 물리·화학적 효과

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캐비테이션 현상에 의한 과황산염 활성화 기작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

다. 본 연구에서는 과황산염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초음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캐비테

이션 효과와 온도 상승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과황산염의 농도 및 프루브 위치에 따른 초음파 산화 반응의 증

진 효과를 연구하고, 이 때의 초음파 화학적 산화력 및 내부 캐비테이션 활성화 영역을 확인하는 등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20kHz 프루브 타입의 초음파 장비(VC750)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중 유리 재질의 원통형 반응기(내부크기: D 8.5 cm×H 12 cm) 및 냉각장치를 사용하였다. HPLC 장비를 이용

하여 오염물질로 사용한 Bisphenol A(BPA)의 분해정도를 정량분석 하였고, 과황산염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UV-Vis Spectrophotometer 장비 및 IC 장비를 이용하여 과황산염 농도를 측정 및 황산이온 농도를 측

정하였다. 루미놀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에 형성되는 캐비테이션 활성화 영역을 시각화하였다.

Key words : 초음파, 캐비테이션, 과황산염, 열, Bisphenol A(B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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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경사지에서 낙진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토양침식 조사

Investigation of soil erosion at logging slope using fallout radionucl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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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전세계적으로 토양침식은 매우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이를 저감하기 위해 각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침식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토양침식조사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USLE(universal soil loss equation)로,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 산

출된 강우, 토양특성, 경사, 작물, 관리 인자를 모델식에 적용하여 토양침식량을 평가한다. 이 방법은 여러 장

점이 있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인자 산정에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과 퇴적에 의한 부분은 고려하지

못하고 침식만을 평가해 토양 이동의 공간적인 패턴을 조사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낙진방사성동위

원소(fallout radionuclides, FRN)를 이용한 토양 침식 연구가 대안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대기 중에 존재

하고 있던 낙진방사성동위원소가 강우시 토양으로 비와 함께 낙진되며 토양입자와 강한 흡착을 통해 토양에

분포하게 되고, 토양침식 과정에서 토양입자와 같이 이동한다. 이를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1-4]에서 토양침

식 패턴과 낙진방사성동위원소 농도 변화가 매우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이를 이용한 토양침식 조

사 방법을 개발하였다. 대표적인 낙진방사성동위원소는 인공방사성물질인 137Cs과 자연방사성물질인 210Pbex,
7Be 등이 있다. 이 방법의 큰 장점은 현장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FRN 농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량적으로

침식량과 퇴적량, 그리고 공간적인 토양 이동 패턴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랭지 농업으로 토

양 유실량이 많은 지역의 벌목된 경사지 산림에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토양 침식량 변화를 알아보고자

FRN인 137Cs과 210Pbex 이용해 산림 벌목이 토양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USLE를 이용한 침식량

산정결과와 비교를 통해 경작지가 아닌 벌목된 경사면에서 137Cs과 210Pbex을 이용한 토양 조사 방법의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조사 대상지인 경사면 토양은 pH가 5.56으로 낮고 유기물이 높은 전형적인 산림토양의 특

성을 보였다. FRNs와 USLE를 이용해 토양침식 조사를 수행한 결과 경사면의 토양침식량은 30 ton ha-1 yr-1

이하로 토양침식 위험성은 낮았으며, USLE을 이용한 결과 (12.4-25.2 ton ha-1 yr-1)보다 137Cs과 210Pbex을 이

용하였을 때 4.1-16.9 ton ha-1 yr-1로 이용해 토양침식량이 적게 산출되었다. FRNs를 이용해 벌목 경사지의

토양침식을 조사한 결과 지점별로 토양 침식량을 산정할 수 있어 공간적인 토양침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

고, 이를 통해 벌목 시기가 오래됨에 따라 토양침식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년 전에 벌목

이 이뤄졌으나 식생피복이 완벽하고, 나무의 뿌리도 남아 있어 토양침식은 적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경사면

에서 토양침식 양상이 경사면을 따라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식생으로 피복되어

침식이 적은 산림토양이나 초지에서도 강우 때문에 토양 이동이 이뤄진다는 것과 FRNs가 경작지가 아닌 교

란되지 않은 지점에서도 토양 침식 조사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Key words : soil erosion, fallout radionuclides, 137Cs, 210Pb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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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토양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독성 및 잔류성, 생물축적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간 및 생태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화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정화를 위하여 비원위치 정화기술

중 하나로 유기용매를 이용한 분리 및 자외선 분해 공정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액에서는

토양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유기용매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본 연구는 토양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분리 및 광분해 공정의 기초 연구로써 유기용매 상에서 토양 입자의 침전 및 자외선

강도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유기용매는 극성이 다른 5종의 용매(헥산, 다이클로로메테인, 아세톤, 에탄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메탄올)로 선정하고, 현장토양 및 입자크기가 다른 임의 토양을 사용하여 탁도 측정을 통해 입자의 침전

경향을 알아보았으며, 다양한 유기용매 내에서 토양 입자에 의한 탁도에 따른 자외선 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Key words : Organic solvents, Soil, Turbidity, Ultraviolet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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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디메틸실록산(PDMS)과 물 사이의 프탈산 에스테르(PAEs)의 분배 계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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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thalic acid esters (PAEs) or phthalates, mostly used in polyvinyl chloride (PVC) plastic products,
are recognized as endocrine disruptors (Grindler et al., 2018). PAEs are one of the most frequently

detected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in the environment, which can be gradually released from the plastic

products or their microparticles via water (Gao and Wen, 2016). Poly(dimethylsiloxane) (PDMS) has been

widely using as a passive sampler to evaluate the bioavailability and fate of hydrophobic organic

pollutants (Kwon et al., 2007). For this, the equilibrium partition coefficients of target compounds between

PDMS and water (KPDMSw) are required to convert data from PDMS into aqueous phase concentration.

This study measured partition coefficients between PDMS and pure water for 10 selected PAEs using

dynamic permeation method (Kwon et al., 2007). The PAE spiked PDMS disk and a clean PDMS disk

(6-mm diameter, 1-mm thick) were separated by 160 μL of pure water in a simple aqueous boundary

layer (ABL) permeation reactor. A stainless steel disk (5-mm diameter, 0.6-mm thick) was placed in

water and then the reactor was placed on the magnetic stirrer at 300 rpm. After stirring, both the PDMS

disks were removed and extracted with dichloromethane for GCMS analysis. Subsequently, the desorption

rate constant (kd) and KPDMSw for each PAEs were calculated. The experimental log KPDMSw for different

PAEs ranged from 3.3 to 5.1. Experimental log KPDMSw values are linearly correlated with logarithm of the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log Kow) values from the literature (R2 > 0.9, Figure 1).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concentration of phthalates and thereby bioavailability in real

environmental samples such as sediment porewater and overlying water using PDMS as passive sampler.

Key words : Phthalates, Passive sampling, Dynamic permeation method, PDMS-water parti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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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log KPDMSw and log K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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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농촌 지역에서는 분뇨와 비료 등의 사용에 의한 지하수의 질산염 유입과 분포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지

하수 오염관리에 있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지하수 관정에서 채수한 시료를 분석하여 획득한 수질 항목과 동

위원소 자료들을 토대로 질산염 소스를 규명하고 유동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질 자료 획득과정의

어려움이 있다. 오염 거동 모델링 기법이 활용되기도 하며, 미계측 지역에서의 질산염 농도를 예측하기 위해 기

계학습 기반의 예측모형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계학습을 활용한 예측 연구에서는 주로 토지이용과 수리

지질학적 특성 인자들을 토대로 지표의 질산염이 유입되는 패턴을 활용하며, 최근에는 지하수의 주요 용존이온

항목들을 직접 입력인자로 활용하여 예측에 활용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하지만, 수질 항목 자료를 입력인자로

활용하는 것은 예측능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자료획득의 한계는 동일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토지이용, 지질, 관정 심도, 대수층 유형, 토양배수 등과 같이 GIS 또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현장조사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각 지점에서의 현장수질 항목(pH, 수온, 전

기전도도, 용존산소)을 입력인자로 활용한 기계학습 기반의 예측을 시도해 보았다. 논산천 유역의 기초조사 보

고서에서 총 183개 관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고, 학습모형으로는 ANN, CART, RF, SVM을 활용하여 각각

의 NO3-N 농도에 대한 예측능을 비교하였다. 모델별로 차이는 있지만, R2, RMSE와 MAE 각각 0.5 - 0.8, 3.4

- 4.9와 2.4 - 3.5의 범위로 나타났고, RF와 SVM의 예측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논산천 유역은 화강

암 지역의 평탄한 지역에 주로 논과 밭이 분포하고, 동쪽의 옥천대에 산림이 분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비

교적 토지이용 특성 및 지질에 의한 영향이 잘 구분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농경지에서 화학비료 사용에

의한 Ca, Mg, SO4, HCO3 등의 유입이 pH와 전기전도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적인 토지

이용 특성을 가지는 농촌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장수질 항목을 통해 질산염농도 예측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향후 다양한 학습모형을 적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예측능을 높이고, 미계측 지역에 대한 예측으

로 확장하고자 한다.

Key words : 질산염, 지하수 오염, 기계학습, 현장수질 항목,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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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나리오에 복합 머신러닝 모델들을 이용한 지하수 오염 취약성 지수 산출

Mapping of groundwater vulnerability index using multiple machine learning models at 
two levels of scenario
후삼 엘딘 엘자인, 정상용*

Hussam Eldin Elzain, Sang Yong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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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chungsy@pknu.ac.kr
 

Abstract

The accurate assessment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index and mapping accuracy

is essential for preserving groundwater resources from the possible contamination. In this research, the

advanced machine learning (ML) models at two levels of scenarios were used to improve the modified

DRASTICL groundwater vulnerability framework in the Miryang aquifer, Korea. The models of K-Nearest

Neighborhood (KNN) and Extreme Random Forest (ERT) at 1st scenario level were trained by Ensemble

Bagging (BA) at 2nd scenario level. The aims of this approach are to overcome the subjective weights

and ratings given to DRASTICL factors through ML models at 1st scenario, and to increase the overall

prediction of the vulnerability index through BA model at 2nd scenario level. The groundwater vulnerability

index derived from DRASTICL model was adjusted by nitrate data obtained from the field as output to

run the ML models. Extensive sensitivity analyses were conducted to select the best model from ML

models. Several statistical criteria such as MAE, RMSE, and r2 were utilized to evaluate ML model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ML predictive vulnerability index and nitrate concentration

was also used to validate the models. Using validation datasets, the DRASTICL model (r=0.48) was

compared to the 1st scenario models (KNN, r=0.84, and ERT, r=0.92) and 2nd scenario model (BA, r=0.97).

The result showed that the approach at 2nd scenario level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 value. Overall, the

BA model at 2nd scenario level led to the better performance compared to KNN and ERT models at 1st

scenario level. It is understood that the integrative ML models at two levels of scenario can be a

promising tool to enhance the accuracy of the primitive DRASTICL model.

Key words :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DRASTICL, K-Nearest Neighborhood (KNN),

Extreme Random Forest (ERT), Ensemble Bagging (BA), Extensive sensitivity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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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추적자를 활용한 수변지역 질산염 순환의 이해

Identification on fate of nitrate in riparian aquifers based on multiple tra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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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anks to its buffering ability and abundant water supply, riparian zone is often subjected to

heavy productions for agricultural activities, and which can affect the local hydrology and nutrient

dynamics. The study site is riparian aquifer located near a stream has reported a sharp decrease of

groundwater level and elevated the NO3- level recently, attributed to the increased water demand for

agricultural cultivation activities in the area. In this study, the multi-tracer approach including geochemical

parameters, land-use information, microbes and inert gases was adopted for explaining the groundwater

and nutrient dynamics of the stream-side granitic aquifer. The Bayesian Monte Carlo (BMC) were used to

explain the complicated system where an catchment-scale open dataset of geochemical tracers (SiO2 and δ
18O-H2O) were incorporated as a prior knowledge for the estimation, for the first time. The stable NO3-

isotopes conjugated with land-use information identified the origin of NO3- which was from organic

fertilizer applied over dry farmlands. The denitrification was dominant process in the site as demonstrated

by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NO3- isotopes and NO3-/Cl-. The anammox process found throughout

the site proved the effective natural attenuation of the NO3-. The BMC results suggested the mixing with

paddy soil was associated with the denitrification in the site, where the impervious layers provided the

anaerobic environments for attenuation of NO3-. The generated N2 was escaping from groundwater as the

aquifer was not closed for the denitrification system, which was demonstrated by inert gas tracers. This

study conceptualized the NO3- dynamics and mass balance in the heavily developed granitic aquifer based

on the multiple tracers, demonstrating the buffering effect of the riparian aquifer.

Key words : Bayesian, anammox, nitrate, groundwater, denitrification, inert gas, land-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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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석호지역에서 단기양수를 통한 수리상수 및 담염수 경계면 분포 특성 평가
Evaluation of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Hydraulic Parameters and

Freshwater-Seawater Interface Estimated by a Short-Term Pumping in the East
Coast Lagoon Area

전우현1, 이수형1, 정찬영1,2, 문희선1*, 김용철1, 황세호1

Woo-Hyun Jeon1, Soo-Hyoung Lee1, Chanyoung Jeong2, Hee Sun Moon1*,

Yongcheol Kim1, Seho Hwang1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본부 지하수환경연구센터,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캠퍼스 지질과학전공

*e-mail : hmoon@kigam.re.kr

요 약 문

석호는 담수-호소수-해수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담수와 염수가 섞여 혼합대를 형성하는 기수호 환경
으로 그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동해안 18개 석호 중 하나인 송지호 일대에서
단기양수를 통해 석호지역의 수리상수의 분포를 평가하고 또한 양수 및 양수중단 후 관정의 심도별 전기전도
도 및 온도 변화를 통해 담염수 경계면 분포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송지호 주변 3개 지하수 모니터
링 관정(송지호 상류부의 SJ-P1, 하류부의 SJ-P3, 바닷가 인근 사주의 SJ-P2 관정)에서 양수시험으로 일시적
수리조건 변화가 담염수 전이대(transition zone)의 심도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담수(지하수)의 영향을 우
세하게 받았는지 또는 염수(송지호 또는 바닷물)의 영향을 우세하게 받았는지 그 기원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수 관정의 심도는 10 m 이내이며, SJ-P1은 상부 0.4 m를 제외한 7.0 m 전구간 스크린, SJ-P2와 SJ-P3는 상
부 1 m를 제외한 8 m 전구간 스크린이다. 양수 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데이터 로거(CTD-Diver)를 설치
하였으며, 양수 전, 양수 중, 양수중단 후 일정 간격으로 전기전도도 및 온도를 이용한 수직 프로파일을 수행
하였다.

관정의 전기전도도 및 온도 변화는 양수 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였으며, 양수중단 후 다시 감소
하였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담염수 경계면의 깊이도 상승하였다. 이는 관정 주변으로부터 처
음에는 담수가 유입되지만 양수가 지속될수록 염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 해성환경 또는 석호
환경 때 생성된 퇴적층(주로 실트층) 내 잔류고염분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본 양수를 통해 추정된
수리전도도를 보면 해석 방법론에 따른 차이는 적었으며, 입도분석을 통해 추정된 수리전도도 값과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또한, 특이적 이방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Key words : pumping test, lagoon, groundwater, freshwater-seawater interface, electrical conductivity,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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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요인이 미세플라스틱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민감도 분석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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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환경 조건에 따른 다공성 매질 내 미세플라스틱의 거동평가를 위해서 실험 및 전산 모사를 진

행하였다. 1차원 칼럼실험을 통해서 미세플라스틱의 이동 및 거동을 분석하였으며, 역산 모델링을 통해서 전산

모사에 필요한 거동관련 변수 및 이에 대한 실험식을 도출하였다. 연속체(칼럼) 규모 전산 모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개발된 대류-확산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공극 규모에서의 부착(attachement), 탈착(detachment), 그

리고 거름(straining)을 고려하여 미세플라스틱 거동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때, 흡착 및 탈착은 미세플라스틱과

여과재사이의 인력 및 척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DLVO (Derjaguin–Landau–Verwey–Overbeek) 이론을 활용

하여 부착 및 탈착 계수를 산정하였다. 전산모사 과정에서는 Fourier Amplitude Sensitivity Testing (FAST)

기법을 활용하여 7개의 인자들(미세플라스틱의 지름, 여과재의 지름, 이온강도, 수온, 유속, 공극률, 그리고 컬

럼 길이)의 변화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공극규모 (부착-탈착-거름 계수) 및 연속체규모 (파과곡선의 최대점)

에서의 변화양상을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세플라스틱의 지름이 1 μm 보다 클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지름 및 여과재의 지름이 여과에 지

배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세플라스틱의 지름이 1 μm 보다 작을때는 미세플라스틱의 지름과 이온강도가 지

배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는 지중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거동을 분석을 위해서 활용하거나 사여

과 등 미세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처리 공정에서 설계 및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Key words : 미량오염물질, 미세플라스틱, 민감도분석, 토양환경,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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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영풍석포제련소는 금속광산, 제련소, 매립지 등 다수 제조업 시설에 대한 환경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1970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과거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공정 중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 등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공장 내부는 물론 주변 환경의 토양, 지하수에서 심각한 중금속 오염

이 발생하게 되었다. 학계, 산업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최

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 및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실증연구는 주로 카드뮴과 아연으로 오염된 공장부지 내 지하수를 정화하여 법적인 환경기준을 준수함

은 물론, 주변 하천으로의 오염물질 이동을 제어하여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 현장 상황에 적합한 여러 기술을 적용, 검증하여 고농도 중금속, 황산을 즉각적으

로 제거하는 방안, (2) 현장 대수층 자체의 중금속 정화 능력을 활용, 향상시켜 중금속 농도를 지속적으로 저

감, 제어하는 방안, (3) 오염된 부지(토양)로부터의 중금속 유입을 제어하는 방안을 오염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과 오염 특성(오염도, 오염분포, 오염물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합하여 정화 및 관리전략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현장실증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증대상기술은 크게 ex situ 공법인 양수처리공법

(Pump and Treat)과 in situ 공법인 복합지중정화기술이다. 양수처리에서는 오염지하수를 양수하여 화학적처

리, 전기투석, 멤브레인 기술을 포함하는 각종 수처리기술의 적용성이 테스트되고 있고, 복합지중정화기술은

화학적 환원을 주로 하는 ISRM(In Situ Redox Manipulation), 투수성반응벽체(Permeable Reactive Barriers),

중화침전반응을 유도하는 IRZ(In situ Reactive Zone) 공법으로 구성된 단계적 처리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특

히, 복합지중정화기술은 오염지역의 특수성(예: 오염원의 지속적 유출 여부, 대수층 특성, 오염물질의 반응기작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적합한 정화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금속의 환원침

전을 통한 제거는 물론 PRB의 반응물질을 통한 지속적인 농도 저감, IRZ를 통한 넓은 포획구간 확보 및 물리

적인 유동방향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y words : 지하수, 중금속, 복합지중정화기술, 양수처리공법, ISRM(In Situ Redox Manipulation),

PRB(Permeable Reactive Barriers), IRZ(In situ Reactiv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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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중금속 오염 지하수의 원위치(in situ) 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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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n Situ Redox Manipulation (ISRM) 정화공법은 지중에 환원제를 주입하여 환원조건을 형성해 오염물

질이 반응지역(reductive treatment zone)을 통과 시 지중(subsurface)에서 오염물질의 이동성(mobility)과 형태

(form)를 변화시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공법이다. ISRM 공법에 적용되는 환원제로는 sodium

dithionite(Na2S2O4)와 calcium polysulfide(CaSx, CPS)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현장부지[Hanford

100-K, 100-H site (Washington, USA), Nevada Environmental Response Trust site (Nevada, USA),

Klagenfurt stie (Carinthia, Austria)]에 적용되어 지하수 내 다양한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환원 및 침전시켜 정

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양한 환원제중 Calcium Polysulfide(CPS, CaSx)는 지하수 내 존재하는 다양

한 형태의 중금속을 황화물 형태로 침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환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현장에서 원위치(in situ) 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CPS

주입 조건(주입농도, 주입량, 주입 방법)에 따른 오염 지하수 내 중금속의 이동성과 형태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회분식(batch) 실험과 주상(column) 실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회분식 실험을 통해 중금속 대비 CPS의 최적 주입 양론비(stoichiometric molar ratio)를 도출할 수 있

었으며, 이러한 양론비는 지하수 내 pH, 다른 중금속의 농도 및 형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적정량의 CPS 용액이 주입되는 경우 지하수 내 중금속의 99% 이상을 침전시키며, 고액분

리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상 실험의 경우 균질한(homogeneous) 매질에 CPS 주입 시, 물보다 밀도가 높

아 CPS layer가 형성되어 물과 혼합(miscible)되지 않고 이동하면서 중금속을 제거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불균질한(heterogeneous) 매질에서는 투수계수가 낮은 구간에서 잔류하여 오염된 지하수에서 중금속을 지속적

으로 침전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컬럼 내부에 다량의 침전물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침전물은

주입된 CPS 용액이 지하수 내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ZnS, CaSO4 등의 침전물을 발생시킨 것으로 XRD, XRF,

SEM/EDS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농도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에 CPS의 원위치 주입을

통해 중금속의 이동성과 형태를 변화시켜 오염된 지하수의 현장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Calcium Polysulfide(CPS, CaSx), Heterogeneous media, In Situ Redox Manipulation (ISRM),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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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석포제련소 부지의 지하수는 카드뮴과 아연 등 다양한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고 동시에 10,000 mg/L를 상

회하는 고농도의 황산염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고농도의 황산염은 황산염환원균(Sulfate-reducing bacteria,

SRB)의 활동에 의해 최종 전자수용체로 활용되며 SRB의 대사 작용을 통해 황화수소로 변환되어 지하수 내

중금속 이온과 황화금속(metal sulfide)을 형성함으로써 지하수 정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포제련소 부지 대수층에 SRB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응벽체를 설치해 지하수 내 카드뮴과 아연을 원위

치에서 제거할 수 있는 정화방안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반응벽체의 매질로는, 재료비용, 현장 수급 용이성, 미

생물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축산퇴비(compost)를 주요 탄소원으로 선정하였고, 아세테이트

(acetate), 락테이트(lactate) 등 저분자 단순 탄소원(low molecular simple carbon source)을 SRB 활성 초기

촉진제로 고려한 뒤, 회분식 실험을 통해 SRB 기반 반응벽체 형성을 위한 최적 탄소원 조합을 도출하였다.

SRB는 편성 혐기성 미생물로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그 활성이 줄어든다. 한편, 대수층 구성 매질과 연

직 방향 불포화대의 두께에 따라, 지표로부터 유입되는 산소 및 지하수 내 용존 산소 농도가 결정되는데, 석포

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용존 산소 농도는 0.41-6.89 mg/L의 분포를 보여 혐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수층

구간이 일부 존재한다. 따라서 반응벽체 내 SRB의 활성 최적화를 위해서는 최적 탄소원 구성뿐 아니라, 준호

기 조건에서 SRB 활성도를 높이는 방안(예를 들어, 반응벽체 상부 지표면에 점토 기반 공기 차단층을 설치하

여 반응벽체 내 산소 유입을 최소화)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분식 실험을 통해 호

기, 준호기, 혐기조건에서 SRB 활성도를 평가한 뒤, 그림 1과 같은 2차원 토조를 사용해 불포화대를 포함한

반응벽체 구간을 모사하고 서로 다른 산화(환원)환경(용존 산소농도가 상이한 조건)에서 SRB 활성도 및 중금

속 제거율을 평가하였다. 또한, 준호기 조건에서도 SRB 활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장치를 고안하고 그 효용

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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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차원 토조 모식도

Key words : 황산염환원균(Sulfate-reducing bacteria, SRB), 황화물 침전, 반응벽체, 준호기조건, 용존 산소,

2차원 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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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칼슘 탄산염 광물에는 방해석(calcite)과 아라고나이트(aragonite)가 있다. 방해석과 아라

고나이트는 화학조성 CaCO3의 동질이상 광물이다. 패각은 종류에 따라 방해석, 아라고나이트, 방해석과 아라

고나이트가 혼합형으로 경우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해석과 아라고나이트를 이용하여 고농도 중금속 오

염 산성 배수의 pH 상승 효과와 정화효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방해석 시료는 석회암(lime stone)과 가리비

(scallop) 패각, 아라고나이트는 천연아라고나이트와 바지락(clam) 패각을 분말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반응

전 고농도 산성배수의 pH는 2.72이며, Cd 13.80 mg/L, Cu 1.05 mg/L, Fe 26.04 mg/L, Mn 14.51 mg/L, Zn

202.74 mg/L이다. 반응 2시간 후 pH는 방해석 6.77, 가리비 6.76, 아라고나이트 7.29, 바지락 7.18로 방해석보다

아라고나이트 계열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낸다. 반응 20시간 후 pH는 방해석과 가리비는 각각 7.10, 7.60으로 가

리비 패각이 방해석보다 높다. 천연 아라고나이트와 바지락은 각각 7.74, 7.66으로 아라고나이트가 바지락 패각

보다 높다. 반응 2시간 후 Cd는 방해석 1.40 mg/L, 가리비 1.02 mg/L, 아라고나이트 1.32 mg/L, 바지락 4.77

mg/L이며, 반응 20시간 후에는 방해석과 가리비는 각각 0.22 mg/L, 0.17 mg/L이며, 아라고나이트와 바지락은

각각 0.95, 0.11 mg/L이다. 제거 효율은 반응 2시간 후에 바지락이 65.4%로 가장 낮고 가리비가 92.6%로 높으

며, 20시간 후에는 방해석, 가리비, 바지락이 99.2 이상으로 제거 효율이 상당히 높다. 구리는 초기 농도 1.05

mg/L로 다른 중금속 항목에 비해 낮은 편이며 반응 후 2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95% 이상이지만 20시간이 지

나도 제거 효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철은 모든 시료와 반응 2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제거되며 효율은

99.9% 이상이다. 반응 2시간 후 망간은 방해석 18.53 mg/L, 가리비 12.28 mg/L, 아라고나이트 11.92 mg/L, 바

지락 13.14 mg/L로 제거 효율은 6.8-17.9%로 상당히 낮다. 반응 20시간 후에는 방해석과 가리비는 각각 10.94,

7.23 mg/L이며, 아라고나이트와 바지락은 각각 11.22, 6.64 mg/L이다. 제거 효율은 가리비(50.2%)와 바지락

(54.3%) 패각이 방해석(24.7%)과 아라고나이트(22.7%)보다 높다. 아연은 초기 농도 202.74 mg/L로 중금속 항

목 중 가장 높으며 반응 2시간 후 방해석 161.94 mg/L, 가리비 103.29 mg/L, 아라고나이트 13.04 mg/L, 바지

락 16.51 mg/L이다. 2시간 후 제거 효율은 방해석과 가리비 각각 20.1, 49.1%이며 아라고나이트 93.6%, 바지락

91.9%로 제거 효율은 아라고나이트 계열 더 높다. 반응 20시간 후에는 방해석 92.9%, 가리비 97.2%이며, 아라

고나이트와 바지락은 98.5%으로 제거 효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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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적용을 위한 기본설계 및 운영계획과 중장기 모니터링 계획

Basic Design and Mid to Long term Monitoring Master Plan

For Field Application

김정우*, 차용훈, 천정용, 이명재, 윤병용, 신선호

Kim Jeongwoo*, Shin Seonho, Cha Younghoon, Cheon Jeongyong, Yi Myeongjae,

Yoon Byungyong, Shin Seonho

(주)지오그린21

*e-mail : wjddnkim@geogreen21.com

요 약 문

1970~1990년대 광산 및 제련 사업의 발달과 환경오염 및 정화의식 부재(미흡)로 인해 안정된 자연기원

중금속이 지표 및 지하 환경으로 유출 및 재유입되며, 환경오염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를 빚어왔

다. 대체로 토양 및 지하수는 중금속 오염현황은 환경부의 토양오염 측정망에서 금속광산, 제련소, 매립지 부

근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공발생적 중금속은 대표적으로 수은(Hg), 카드뮴(Cd), 납(Pb), 아연

(Zn), 구리(Cu) 등 유해물질이 토양에 장기간 축적되고 확산되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석포제련

소도 과거 환경오염 관련 인식이 부족하고 환경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 공장이 설립되었고 그 이후

오랫동안 계속해서 운영되어 왔었다. 그 결과, 토양을 거쳐 지하수 오염이 진행되었고, 그 지하수 오염이 낙동

강 수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석포제련소를 비롯하여 하류 지역 환경문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시

급히 해결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이 알려진 다음, 석포 제련소에서는 지하수 오염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정화조치를 이행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공장하부 지

하 공간의 이해와 지하수 거동 및 오염을 제련소측 자체적으로 제어하기에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

서, 외부 연구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의 기조사자료 및 현장 오염

원조사, 수리지질특성조사 등을 통해 원위치(in-situ)공법을 적용성을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석포제련소에 적용할 계획인 ISRM, PRB, IRZ의 각 공법들을 부지에 복합적으로 연계시킨

복합정화기술을 현장에서 사전에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SRM(In Situ Redox Manipulation)은 환원제를

주입하여 화학적으로 환원구간을 생성하고, 지하수 흐름에 따라 오염물이 반응지역(reductive treatment zone)

을 통과하는 경우 오염물을 파괴시키거나 고정화(immobilization)시키는 공법이다. 현장 실증 연구에서는 환원

제의 주입위치 및 주입속도, 유량 등을 복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중에서 최대 효율 반응이 일어나는 최적의 조

건을 찾아내고자 한다. PRB(Permeable reactive barrier)는 지하수가 흐르는 길목에 반응성 소재로 반응 구간

을 형성하고, 오염지하수가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정화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오염지하수가 계획하

는 위치에서 충분한 접촉시간을 확보하면서 흘러가도록 해야 성공이 담보된다. 그리고, 반응 매질의 교체 방식

도 적절한 주기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반응벽체를 실제로 설치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면서, 충분

한 반응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카트리지 교체가 가능한 기본설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IRZ(In situ Reactive

Zone) 기술은 Funnel & Gate와 반응구역을 융합한 형태로 지하수 흐름을 반응구역으로 유도하고, 반응구역내

반응물질에 의해 오염지하수의 중금속 농도를 저감하는 기술이다. ISRM, PRB를 거쳐서 흘러나온 오염지하수

가 최종 마지막으로 지중에서 반응하는 단계이다. IRZ 공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지 전체의 오

염지하수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오염지하수를 지중에서 처리하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우리가 계

획하는 지점, 즉, IRZ가 위치한 지역으로 오염지하수가 수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하수 정화는 토양 정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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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데, 제련소 내부에서 토양정화 굴착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지하수 흐름유도

에 적용할 수 있다. 토양 오염굴착지역에 지중연속벽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오염지하수가 IRZ에 수렴되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이다.

ISRM, PRB, IRZ의 복합정화기술이 부지내에서 계획한만큼 효과를 발휘한다면 공공수역으로 흘러나가

는 오염지하수는 원천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하천 수질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서 경계지역에서 초기의 농도 관측과 점차적으로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하는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수역 배출여부 및 관리대책 효과 검토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Key words : 중금속, 지중처리법, 지하수 흐름제어, ISRM(In Situ Redox Manipulation), PRB(Permeable

Reactive Barriers), IRZ(In situ Reactive Zone)

사사 : 본 연구는 환경부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2021002470005”으로 지원받은 과제임.

참고문헌

[1] 대구지방환경청,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유출 조사 보고서, 2020

.
저자정보

주저자: 김정우, 지오그린21, 부사장

공저자: 천정용, 지오그린21, 대표이사

이명재, 지오그린21, 대표이사

윤병용, 지오그린21, 차장

신선호, 지오그린21, 차장

교신저자: 차용훈, 지오그린21, 이사

- 138 -



KoSSGE 춘계학술대회

2022년 04월 27일-29일 제주 부영호텔

석포제련소 오염지하수의 이화학적 특성 및 지상처리 적용성

The chemical properties of contaminated groundwater at Seokpo Smelter and
the applicability of ground treatment.

김강주1*, 이진원1, 풍탄휘1, 황마이느1, 차장환2

Kim Kangjoo1*, Lee Jinwon1, Phung Thanh Huy1, Hoang Mai Nhu1, Cha Janghwan2

1국립군산대학교, 2(주)이피에스엔지니어링

*e-mail : kangjoo@kunsan.ac.kr

요 약 문

석포제련소는 제련과 화학분야 생산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의 아연제련소로 1960년대 부터 약 50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낙동강 상류부에 위치한다. 연구지역은 중금속에 의한 지하수의 오

염과 오염물질의 공장 외부유출이 발생되어 낙동강 상류 수계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장내부

지하수오염과 하천으로의 외부유출 우려가 심각한 1공장의 지하수 오염물질은 카드뮴(Cd)이 주를 이루고 있

다. 2022년 1월 현재 지하수 내 Cd 농도는 0.005~1,752 mg/L 범위를 가지며 중앙값과 평균값은 각각 21.065

mg/L, 152.024 mg/L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아연(Zn)을 비롯한 크롬(Cr), 비소(As), 납(Pb), 수은(Hg) 등의 오

염물질이 부분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또한, 일부 공정수의 누출원인으로 사료되는 극 산성의 오염수가 전해공

장을 중심으로 확산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산성 환경은 제련공정에서 사용되는 황산염(SO4)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소이온농도(pH), 산화환원전위(Eh), 황산염 분포 등의 이화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지역 지하수대수층은 카드뮴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환경일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정화방법 중 연구지역

지하수대수층의 특성을 고려한 Pump-Treat-Inject(PTI)방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Key words : 지하수 오염, 중금속, 카드뮴. Pump-Treat-In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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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수 평가 사례

The Case of Groundwater Assessment at Wolseong LILW dispos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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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은 누출된 핵종으로 인한 방사선적 위해도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해 허가된 시설을 말한다. 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단계

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16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처분시설의 부지특성, 시설의 설계, 안전성평가(방사선적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명해야 한다. 특히 기존

부지에 처분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신규시설로 인한 영향과 신규시설을 포함한 전체 처분시설로 인한 영향을

각각 평가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내에는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대에 총 80만 포장물 단위의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을 수용할 수 있는 처분시설(이하 ‘경주 방폐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 종합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시설을 증설하고 있다. 현재 10만 포장물 단위의 중준위 이하 방폐물을 수용할 수

있는 동굴처분시설이 2015년 8월부터 운영 중이며, 12.5만 포장물 단위의 저준위 이하 방폐물을 수용할 수 있는

표층처분시설이 인허가 단계에 있다.

처분시설로부터 누출된 방사성핵종의 주요 이동 및 피폭경로는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발생하므로 시설에서

피폭가능 지점까지 지하수의 흐름과 유동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처분시설

개발 과정에서 지하수 평가를 하는 주요 목적은 부지 및 주변지역의 지하수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 지하수를

통한 방사성핵종 이동을 계산하기 위한 수치해석 입력변수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지하수유동모델링을 바탕으로

처분시설 폐쇄 이후까지 장기간에 걸친 지하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치해석 모델이 단순하면서도 현실

에서의 지하수 흐름 환경을 최대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부지특성조사가 선행

되어야 하며, 지하수 유동 예측 결과의 주기적 유효성 확인을 포함하여 방사성물질 유출의 사전 감지 등을 할 수

있는 부지감시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암반에서의 지하수 흐름은 불연속면의 연결성을 따라 발생하므로

지하수유동모델링을 수행함에 앞서 부지특성조사를 바탕으로 수계를 포함한 처분시설의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고,

결정론적 단층을 포함한 암반 내 불연속면의 공간적인 분포를 모사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학적

방벽의 열화 등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인 수치해석을 통해 지하수 및 핵종 이동 현상분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주 방폐장 사례를 바탕으로 처분시설 부지특성 및 지하수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평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평가↔모니터링’의 유기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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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부지 지하수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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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해외 원전에서는 부지내의 지하수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지하수에

오염이 발견되는 즉시 규제요건을 반영하여 복구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해체가 완료된 부지내 지하수는 규제

해제 안전성평가 대상의 중요한 피폭경로에 해당하는 만큼, 원전해체 전과정에서 지하수 감시를 통해 지표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사성핵종의 유출 또는 누설을 조기에 감지하여 최소화해야 하며, 확인된 방사성

오염 지하수에 대해서는 오염평가 결과에 근거한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하수내 오염 거동 평가를 위해서는 발전소 부지내의 부지개념모델(Site Conceptual Model, SCM)

을 통해 지질학적인 특성 및 지하수 유동 모델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존 건설 자료 및 시추조사

자료의 재해석을 통해 고리1호기 부지조성 전/후의 암상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발전소 3차원 모

델을 중첩하여 예비 부지개념 모델 중 지질 3D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Key words : Nuclear Power Plant Site, Decommissioning, Site Conceptual Model, Modflow

원전해체의 목적은 방사성오염 저감 및 복원을 통해 원자력 시설 및 부지를 규제에서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부지복원은 해체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부지 복원을 위해 부지의 특성을 평가하여

야 하며, 이는 부지개념모델(Site Conceptual Model, SCM)을 통하여 수행된다. 부지개념모델을 토대로 규제해

제를 위한 잔류방사선 유도농도(Derived Concentration Guideline Level, DCGL)계산이 수행되며, 인근 주민에

대한 영향평가에도 사용될 수 있다.

부지 및 주변지역 수리지질특성 해석을 위해 지하수위 측정, 전기전도도검층, 공내영상촬영을 실시하였고 주

변지역 분포관정 100개소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보고서 자료 및 시추조사 자료의 재해석

을 통해 부지조성 전/후의 암상분포를 분석하였다. 부지내 단층은 총 4개조로 확인되었으며 암맥은 황반암 암

맥과 몬조나이트 암맥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3차원 모델을 중첩하여 예비 부지개념 모델 중 지질 3D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부지 및 주변지역에 지하수 거동 모델링은 MODFLOW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MT3D-USGS를

이용한 오염물질 이동 모델링이 적용되었다. 또한 지하수 모델링시 포화대(saturated zone)뿐만 아니라 불포화

대(unsaturated zone) 고려를 위하여 MODFLOW의 모듈 중 하나인 MODFLOW-NWT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부지 지하수 거동 모델링을 3D 지질구조 모델을 기반으로 수리지질구조영역으로 재해석하여 개념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입력된 수리지질구조는 4개의 수리암반영역(HRD), 2개의 투수성구조영역(HCD), 2개의

수리토양영역(HSD)으로 구분되어 적용되었다. 부지 지하수 거동 모델링 보정시 결정계수는 0.99으로 구축된

모델이 연구지역의 지하수 흐름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내 오염물질 거동 모델링을 위해 영구배수시설의 정상 운영 조건에서 삼중수소가 고리1호기

RMWT(Reactor Make-up Water Tank) 위치의 지표에서 60일간 누출된 상황을 가정하여 삼중수소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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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하였다. 누출 후 시간에 따른 삼중수소 농도가 국내 배출관리기준인 40,000 Bq/L와 WHO의 먹는물 수질

기준인 10,000 Bq/L 이상 나타난 오염은 불포화대에서 대체로 높은 농도를 보이다가 지하수체와 접촉한 이후

확산이 일어나며 점차 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두 경우 모두 오염운의 이동이 부지 외곽 해안 경

계가 아닌 부지 중심을 향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구배수시스템에 의해 오염운의 배출이 제한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즉, 대부분 오염물질은 영구배수시스템을 통해 지하수계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모사되어 해체

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더라도 인근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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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관련시설은 건설. 운영. 폐쇄 단계에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측면의 지하수의 영향 평가(지하수위 및

해수유입 특성)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통한 오염물질 거동 평가를 위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이 요구되며, 체계

적인 규제 절차 및 기술기준, 보고서 작성, 검토사항 등에 대한 규제지침을 개발함으로써, 사업자 및 규제자,

이해관계자 등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지하수 유동 평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원자력관계시설 부지의 지하수 유동과 관련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수

행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규제지침(안)을 개발하였다.

Key words : 원자력관계시설, 지하수 유동, 모델링, 규제지침(안)

호주[1]는 초기 계획단계. 개념 모델 정립 단계. 설계와 구축 단계. 보정. 예측. 불확실성의 6단계로 지하수 유
동 모델링 절차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2, 3]은 모델 목적. 부지 특성화. 개념 모델 정립. 모델 적용. 보정. 예
측. 모델 검토의 7단계 지침이 대표적인 규제지침으로 설정되어 있다. 추가적인 규제지침으로는 모델 소프트웨
어와 관련된 지침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이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원자력관
계시설 부지 내 지하수 유동 모델링 규제지침(안)을 도출하였다.
[배경]
원자력관계 시설의 부지특성 평가, 시설 설계 및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지하수 유동 모델링에 대
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원자력관계 시설 부지 내 지하수를 흐름특성 평가, 시설
의 설계 그리고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지하수 유동 모델링에 적용되며, 지하수 유동 모델링 수행
을 위해서는 적절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사업자는 본 지침에 기술된 방법 및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적용한 방법 및 절차가
본 지침에 기술된 방법 및 절차와 동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규제입장]
가. 모델링의 범위와 목표
① 지하수 유동 모델링 수행 범위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자료를 기술한다. 또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수행과 관련하여 품질 보증을 위한 계획과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유동 모델의 신뢰도와 한계점에 대한 검토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모델의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리지질학적 특성화와 자료 획득
① 평가 대상 부지 내 지하수 유동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평가 대상 영역에 대한 수리지질학적 특성화를 수행한다.
②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위한 입력·검증·보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자료는 규제지침 1.5 ‘원자로시설 부지 및 그 주변의 지하수 특성 및 액체방사성물질 누출에 관한 조사·평가’
의 ‘나. 하천수로의 유입평가’와 ‘라. 지하수로의 유입평가‘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한다. 주변 지역에 지하수 유
동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 또는 저수지가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수리지질학적 특성화 및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적용된 품질 보증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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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에서 획득하지 못할 시 대체 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그 자료들이 모델에 적용 시 적절함을 입증
해야 한다.

다. 개념화
① ‘나’항의 수리지질학적 특성화 및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위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 유동 모델링 수
행을 위한 개념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허가 시 고려되는 개념모델은 정상류 상태, 제한된 차원, 단순한 경계와 초기조건, 단순한 흐름과 이
동과정, 균질한 시스템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허가 및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에는 지속적으로 관측
된 자료 및 추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념모델이 개선될 수 있다.

③ ②에서 추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선된 개념모델의 내용을 보고서에 서술해야 한다.
라. 모델 설계
① 개념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치 모델 또는 컴퓨터 코드는 모델링 대상물질, 모델링 표현방식, 공
간적인 분류 방식, 시간적인 분류 방식, 모델링 해법, 수학적인 접근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여 선정하고, 가
정조건, 정확성 및 한계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유동 모델의 평가 차원, 범위, 격자의 분배, 모델링 시간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유동 모델링 관련 초기 기상 자료, 지하수위 자료, 오염원 특성, 수리지질특성, 함양량 특성 및 인
간 활동 관련 정보의 입력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보정
① 지하수 유동 모델링의 보정과 관련하여 지하수 유동과 저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모델 변수에 대한 개선
이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모델링 보정을 위해 이용되는 지하수위, 지하수두, 수리지화학특성 자료와 같은 관측 자료를 제시하고 계
산 값과의 일치성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유동 모델링 보정의 적합성 검정에 대한 수행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④ 모델 보정 과정에서 주요 모델 입력 변수의 변화에 따른 보정 값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정류 상태와 부정류
상태 모두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모델 보정에 사용되는 관측값과 계산값의 비교는 NRMSE(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의 10%이내,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90% 이상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검증
① 검증에 사용된 수리지질학적 인자, 경계 조건, 오염원 특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 모델 검증 결과를 민감도 분석 결과 및 이력 자료와 비교하여 적합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사. 예측
① 미래 시점의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거동 예측은 시간 경과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예측 과정은 적절한 가정에 근거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지하수 함양량, 지형 변화, 경계조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이용한 예측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한 이행 내용 및 불확실성 분석 결
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아. 보고서 작성
① 보고서는 개념화, 모델설계, 보정, 검증 및 예측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지하수 모델, 수집된 데이터와 모
델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의 정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의 파일 양식을 사용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때 지하수 유동 모델링 파일은 독립 검토를 위
해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 유동 모델링 수행 보고서에는 각 단계마다 모델링이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예측 결과가
수행 목적 및 목표 신뢰도 수준에 부합됨을 보이기 위해 제3자의 독립검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하수 유동 모델링 수행 결과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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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사용후핵연료를 자국 내 안전하게 심층처분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술적 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

하여 국내 심층 환경을 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 확보 필요하다. 심층처분의 최종적인 전성 규명을 위해

서는 수십만 년 이상의 장기적 지질시대에 걸쳐 발생가능한 부지환경에 변화 예측을 정량적으로 규명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내 지질 환경을 고려한 3D 부지기술 모델(Site Descriptive model) 구축을 통해, 기반암 환

경 변화에 따른 부지 물성치의 과학적인 정보들을 종합 안전성 성능평가 입력자료로 제공되어 심층처분 안전

성 입증 결과에 과학적인 신뢰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3D 부지기술 모델은 심부처분 환경 조사정보들을 바탕

으로 소프트웨어 툴을 활용하여 상세 기술 및 미래 환경 예측이 수행되며, 3D 부지기술 모델 구축 및 수치해

석 기법의 개발은 심층 환경에 대한 예측치의 정확성 및 정밀도를 증진시켜, 정량적인 심층환경 물성치를 관

리시설 종합 안전성 규명에 제공하여, 최종 안전여유도 산정에서 불확실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 스웨덴 SKB

는 잠재적인 후보부지인 Forsmark과 Laxemar 두 지역에 대해, 부지 결과의 중요도, 주민수용성, 정보접근성,

정보투명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부지기술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을 생태계

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자연방벽은 인간이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성 핵종의 제어 역할하는 물리

적 특성을 규명토록 암종, 지열, 암반역학, 수문지질, 수문화학, 용질이동, 생태계 등의 부지기술 세부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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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chnologies and techniques developed at KIGAM for hydrochemical evaluation of a site for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are presented. Hydrochemistry is an essential

factor requiring attention for the safety of an HLW disposal site because it dictates the mobility of

radionuclides from the waste form through the engineered and natural barriers to the biosphere. Depending

on the site selection stage, the scope of the hydrochemical site evaluation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baseline condition of the site, local and regional hydr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borehole-based in

situ water quality measurements. Furthermore, it covers the laboratory measurements of water quality

parameters for major, minor, and trace components; of isotopic compositions, which indicate the origin and

age of the groundwater bodies. We developed a double-packer hydrochemical investigation system for in

situ water quality measurements and groundwater sampling. We applied it to deep boreholes drilled in a

granite body and a sedimentary formation, estimating the sources of error. The experience and data we

have gained will contribute to the standardization of the site investigation procedures in Korea.

Keywords :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eep geological disposal, site evaluation, hydr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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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다중방벽 개념으로 크게 폐기물을 포함하는 인공 구조물인 공학적방벽과 그 주

변의 모암을 가리키는 천연방벽으로 구성된다. 처분장이 폐쇄되고 처분용기의 안전기능이 상실되면 폐기물로

부터 유출된 핵종은 공학적방벽과 천연방벽을 거쳐 지하수를 통해 지표 생태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핵종이동은 처분장 내 복합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현상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1]. 폐기물로부

터 발생되는 붕괴열에 의한 열적 현상, 지하 심부 암반 내 지하수 유동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적 현상, 유출된

핵종과 암반 및 지하수 내 존재하는 화학종들과의 반응을 나타내는 지화학적 현상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현상

들은 기후변화나 지구조 운동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내 핵종이동 평가기술은 크게 시스템 수준 모델과 프로세스 수준 모델로 구분된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된 GoldSim[2] 기반의 GSTSPA[3]와 K-PAM[4][5] 등을 예로 들 수 있는 시스

템 수준 모델은 보수적이고 함축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스템 수준

모델은 처분장의 시간에 따른 진화(evolution) 특성을 고려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반면에, 프로세스 수준

모델은 처분장의 장기진화와 다양한 복합현상들을 현상학적으로 모사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개발된

PFLOTRAN[6]이나 스페인에서 개발된 iCP[7]가 그 예이다. 프로세스 수준 모델은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성능이나 병렬해석 기술, 프로세스 연계 기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실제 처분장 규모에서 다양한 복합현상들과 장기진화를 고려한 핵종이동을 모사할 수 있

는 모듈형 프로세스 수준 모델인 APro[8]를 개발하고 있다.

시스템 수준 모델과 프로세스 수준 모델은 각각의 장점을 살려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장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처분사업 초기에는 시스템 수준 모델 활용이 적합할 것이고, 사업 진행에 따라 현장자

료가 축적이 되면 프로세스 수준 모델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프로세스 수준 모델은 단위현상에 대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수준 모델의 검증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되거나 개발중인 모델을 중심으로 시스템 수준 및

프로세스 수준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내 핵종이동 평가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Key words : 고준위폐기물, 처분, 핵종이동, 시스템 수준 모델, 프로세스 수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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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부지의 지하수 유동 개념모델 연구

A Study on the Groundwater Flow Conceptual Model of the Radioactive
Waste Cavern Disposal Facility in Gyeongju-si.

류상민1*, 함세영2, 정재열3, 김지연3, 이창재1

Ryu Sangmin1*, Hamm Seyeong2, Cheong Jaeyeol3, Kim Jiyeon3, Lee Changja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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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일대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 및 운영되고 있다. 해당 연구지역의 지하수유동 개념모델 구축을 위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

건설 전 조사한 부지특성조사 결과와 동굴처분시설 건설 중 취득된 지질구조분야 자료 및 수리지질 관련 자료

에 대한 기존 자료 보완 및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지역은 화강암류인 결정질암반을 모암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대수층은 큰 규모의 단열대와 이

와 수리적으로 연결된 단열체계로 구성되고 있다. 수리-구조모델의 기하학적 골격은 지질조사에서 나타나는

큰 규모의 단열대나 파쇄대로 구성된 수리투수성영역으로서 수리지질해석에 중요한 기본 틀이 되고 있으며,

암반영역은 큰 규모 단열대 간의 암반 매질로 구성되므로, 연구지역의 지하수체계는 수리투수성영역

(Hydraulic Conductor Domain)과 이들 사이에 분포하는 수리암반영역(Hydraulic Rock Domain)으로 분류하였

고, HRD와 HCD의 기하학적 분포는 지질-구조모델 자료에 근거하였다. 지표부근에 분포하는 토질과 상부구간

의 수리특성은 수리토양영역(Hydraulic Soil Domain)으로 대표하였다.

연구지역의 기존 HCD는 Z21, Z22, Z23, Z31, Z32이고, 동굴처분시설 굴착 과정에서 신규로 F31, F32,

F33이 확인되었다. 부지특성조사와 동굴처분시설 굴착 과정에서 얻어진 단열 매핑 자료 및 수리특성 관련 자

료를 종합하여 HRD 영역의 암반 투수성과 암반 배경단열 분포특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HRD를 정의

하였다. 1) Crystalline HRD Ⅰ 영역(화강암류의 결정질 암반) 분포, 2) Crystalline HRD Ⅱ 영역(Crystalline

HRD Ⅰ 영역 내 낮은 수리특성을 갖는 균질한 결정질 암반 분포) 3) Sedimentary HRD 영역(퇴적암류 분포)

4) 하부 암반 HRD 영역(EL. -350m 하부 암반 분포).

본 연구에서의 지하수유동 개념모델은 동굴처분시설 주변의 수리지질체계를 기술하는 것으로 지하수유

동 특성을 3차원적인 수리영역의 기하학적 골격에 정량적인 수리파라미터를 결정하고, 지하수유동모델

(Groundwater flow model)을 위한 입력자료를 제공한다.

Key words : 동굴처분시설, Hydraulic Conductor Domain, Hydraulic Rock Domain, Hydraulic Soi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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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nd Development of Microelectrode for Electrochemical Measurement of
Nitrous Oxide and Nitrite Ion: Key Species for Sediment Nitrogen Cycle

헴 프로가스 카르끼1, 권순길1, 네탄 존슨2, 홍용석1*

Hem Prakash Karki1, Soongil Kwon1, Nathan Johnson2, Yongseok Hong1*

1고려대학교 과학기술대학 환경시스템공학과
2텍사스 공과대학교

*e-mail: yongseokhong@korea.ac.kr

Abstract

Sediment shows different types of complex bio-geochemical reactions which are generally difficult

to figure out their contamination level on the sediment ecosystem1. Nitrite and nitrous oxide are major

species present in the nitrogen cycles in our environment. These species show considerable health impacts

on all living beings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to monitor the status of these species regularly. To

address this issue, environmental engineers are working hard to design and develop fast, stable, reliable

and reproducible study techniques. Among the various available analytical techniques, voltammetry is

successful to produce the real-time, fast, and reliable result for the detection and measurement of target

analytes from the sediment sample2. We successfully developed and design the needle like gold

microelectrode (AuME) with Au-wire (d=0.1 mm) fixed in borosilicate capillary tube (id= 1.0 mm) with

resin. During the experimental analysis, (AuME) was used as working electrode (WE), Pt-wire (d = 1.0

mm) as counter electrode (CE), and commercial Ag/AgCl as reference electrode (RE). Small portable

potentiostat (Metrohm, Stat-i-400, DropSens, Netherlands) was employed to record the current signals

with the applied potential range using linear sweep voltammetry (LSV) technique. Additionally, the depth

profile of the nutrients in the sediment was obtained with the help of a commercial actuator modified and

customized to meet our profiling requirements in the millimeter depth resolution. Right before each set of

measurement, the WE was calibrated with the known strength of the target analytes under the same

measurement parameters and almost similar conditions. The nitrite ion measurement showed higher

concentration in upper layer in water surface where there might be easy oxidation of ammonium (NH4+)

due to the higher concentration of dissolve oxygen. Similarly, in side the sediment with the increase in

the depth nitrite ion concentration goes on increasing might be due to the higher microbiological activities.

Key words: Microelectrode; Voltammetry; Nitrous oxide; Nitrite ion;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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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ertical distribution of Nitrite and Nitrate in 

the sediment sample collected from Andong Water 

Reservoir (AD-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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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Mg-Fe 이중층수산화물(LDH)의 비소 안정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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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비소는 국내 대표적인 지하수 및 토양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최근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에 적용하기 위

한 안정화제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안정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분말상의 안정화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계

및 토양 내 비소 제거에 효과적인 흡착제로 널리 알려진 이중층수산화물(Layered double hydroxide, LDH)을

안정화제로 선정하여 분말상과 입상의 두 형태로 제조하였으며, 두 종류의 안정화제를 실제 비소 오염토양에

적용하여 토양 내 비소의 안정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00 mesh를 통과한 분말상의 LDH (PLDH)와 친환경소재인 전분을 바인더를 사용하여 직경 5~6 mm 내외의

입상 LDH (BLDH)를 제조하였다. 두 종류의 안정화제들에 대하여 비소 제거효율과 용출저감효율을 규명하는

실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비소의 이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컬럼실험을 수행하였다. 안정화제 특성규명을 위하

여 X-ray diffraction (XRD), X-ray fluorescence (XRF),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그리고 Brunauer-Emmett-Teller (BET) 분석들을 수행하였으며, 비소의

흡착기작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소농도 100 mg/L 수용액을 사용하여 흡착배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용액 내 비소의 잔존농도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ICP-OE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XRD와 XRF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LDH는 주로 마그네슘과 철로 구성되어있는 Mg-Fe LDH이었

으며, FTIR 분석 결과 PLDH와 BLDH에 중금속이 흡착될 수 있는 피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SEM/EDS 결과 PLDH에서 LDH의 특징인 층상구조가 나타났으며, BLDH에서 전분과 LDH의 존재를 확인하

였다. 흡착 배치실험을 수행한 결과 PLDH와 BLDH 둘 다 99% 이상의 비소 제거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수용

액 내 잔존 비소의 농도 및 pH 범위가 한국의 지하수 수질기준 중 생활용수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제 비소오염토양을 사용하여 용출저감 배치실험을 수행한 결과 PLDH는 87.85%의 용출저감효율을 나타

냈으며, BLDH는 최소 43.52%에서 최대 80.05%까지의 용출저감효율을 나타내었다. 비소오염토양에 대해 안정

화제를 5% 적용하여 컬럼실험을 수행한 결과, PLDH는 생활용수기준을 만족했지만 BLDH는 공업용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LDH의 안정화제 첨가량을 증가시키면 생활용수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분을 바인더로 사용한 입상 안정화제인 BLDH는 건조 상태인 경우 강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어 분말상인 PDLH에 비하여 도심지나 주거지역에 위치한 비소 오염부지의 적용에 강점이 있다.

Key words : 비소, 안정화, 이중층수산화물(LDH), 안정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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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지역 지중 환경 내 세슘의 거동 특성

Cesium Transport in Subsurface Environments after Wild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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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극심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나 이상고온, 강수 패턴의 변화는

산불 발생의 규모와 강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산불은 연소과정에서 다양한 입자성 유기물을 생성하며, 생성된

입자성 유기물은 토양에 퇴적되어 지중 환경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킨다. 본 연구는 산불 이후 토양-지

하수 환경에서 세슘(Cs)의 흡착 및 거동 지연 특성을 조사하였다.

토양 시료는 2017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강릉시의 두 지점(GS1, GS2)에서 심도별(~5, ~20, ~40 cm)

로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X-ray diffraction(XRD), X-ray fluorescence(XRF),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Total organic carbon(TOC) 분석 및 organic petrography를 통해 규명

하였고, Cs의 흡착 및 지연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분식 흡착 실험과 컬럼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된 모든 토양은 주로 석영과 장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S2는 GS1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장석과 점토 광물을 함유하고 있다. TOC 함량은 표토에서 높았고(7~8 wt%) 깊이에 따라 감소하였다. SEM

및 organic petrography 분석 결과 textinite, ulminite, fusinite(charcoal), char 등 다양한 입자성 유기물질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중 charcoal과 char는 드물게 발견되었지만, 이들의 존재는 산불의 발생을 지시한다

[1]. 회분식 흡착 실험 결과, Cs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Kd 값이 비선형적으로 감소하였고, 흡착 등온선이

Freundlich 모델과 잘 일치하였다. 실험된 모든 Cs 농도에 대하여 Kd 값은 심토보다 표토에서 훨씬 더 큰 값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낮은 점토 광물 함량과 함께 높은 수준의 유기물 함량을 가지는

GS1의 표토시료가 GS2의 심토 시료보다 높은 흡착 효율을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토양 유기물은 광물의 흡착

지점을 차단하여 세슘의 흡착을 방해한다[2-4]는 기존의 보고된 연구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컬

럼 실험 결과도 표토에서 상당한 Cs 지연이 발생하였으며, 회분식 실험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Breakt

hrough curve 예측을 통해 얻은 지연 계수(R)는 표토에 대해 R ≈ 43-45의 값을 가지며 심토보다 약 1.2-4배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불로 발생된 입자상 유기물이 지중 환경에서 Cs 거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ey words : wildfire, cesium, particulate organic matter, sorption,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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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contaminant characteristics

김상현1, 우희수1, 안성남1, 정재식1,2*, 이승학1,2,3*

Sang Hyun Kim1, Heesoo Woo1, Seongnam An1, Jaeshik Chung1,2*, Seunghak Lee1,2,3*

1한국과학기술연구원, 2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고려대학교

*e-mail : jschung@kist.re.kr, seunglee@kist.re.kr

Abstract

Identifying the cause of inconsistent landfarming efficacy is critical to designing optimal remedial

strategies for petroleum-contaminated sites. We assessed contaminated soils collected from two former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to better understand the role and influence of different factors. Landfarming

remediation was simulated in the laboratory by applying comparable practices (such as tillage and

bioaugmentation) and the relevant mechanism was examined. We then systematically examined potential

factors affecting petroleum-removal efficacy, including the content of fine soil particles, the initial

concentration and composition of petroleum contaminants, and the degree of soil-contaminant interaction.

In particular, gas chromatography (GC) data were quantitatively characterized to elucidate the chemical

composition of petroleum contaminants. The distribution range of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s)

and the size of unresolved complex mixture (UCM) found in gas chromatography data showed that

petroleum composed of TPHs with lower carbon numbers and having smaller size of UCM could be

treated more effectively by landfarming (Fig. 1). This approach is a more accurate and efficient method

for determining the site-specific suitability of landfarming as a remedial option, as well as for assessing

the necessity of supplementary processes.

Fig. 1. Importance of characteristics of petroleum contaminant in the landfarm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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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중 카드뮴 기기분석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dmium Instrumental Analysis i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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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토양 중 카드뮴 분석을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등재된 AAS법, ICP-AES법과 타 공정

시험기준에 등재되어 있는 ICP-MS법을 적용해 카드뮴 표준물질과 간섭물질인 철과 비소를 농도별(철 0 ～

2,000 mg/L, 비소 0 ～ 2.0 mg/L)로 첨가하여 비교실험 하였다. AAS법과 ICP-AES법은 조제된 시료를 희석

없이 분석하였고, ICP-MS법은 감도가 높고 장비 오염 방지를 위해 10배 희석하여 실험하였다. 실험한 결과 토

양 중 고농도에 속하는 16.67 mg/kg(첨가농도 0.5 mg/L) 카드뮴을 첨가한 인공시료 분석에서는 3가지 시험법

모두 정확도를 만족하였다. 2021년 경북지역 토양실태조사에서 카드뮴이 1.89 mg/kg 이하의 낮은 농도로 측정

되어 카드뮴 1.67 mg/kg(첨가농도 0.05 mg/L)로 첨가한 시료를 조제하여 분석하였다. AAS법과 ICP-MS법은

정확도를 만족한 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ICP-AES법은 선택파장과 간섭물질의 농도에 따라 측정값이 상이하

였다. 1.67 mg/kg의 저농도 카드뮴 분석 시 제1 선택파장(226.502 nm)으로 분석한 결과 철의 분광학적 간섭으

로 과대평가되어 정확도가 부적합하였다. 철의 농도 범위가 100 ∼ 200 mg/L 이하로 낮은 경우 정확도를 만

족하였고, 비소 농도에는 간섭영향이 없었다. 제2 선택파장(214.439 nm)으로 분석하는 경우 철 500 ∼ 1,000

mg/L 이하 농도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하였고, 비소 농도에는 간섭영향이 없었다. 제3 선택파장(228.802 nm)은

철 1,000 ∼ 2,000 mg/L 이하, 비소 0.5 ∼ 1.0 mg/L 이하 농도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통상적으

로 토양에는 철의 농도는 높고 비소농도는 낮으므로, 저농도(1.67 mg/kg이하)의 카드뮴을 ICP-AES법으로 측

정하는 경우에는 제3 선택파장이 측정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광학적 간섭으로 인한 분석오차가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뮴과 함께 간섭 물질인 철과 비소 농도를 동시 분석한 후 간섭물질의 농도가 상기의 적용 가능

한 범위인지 확인하여 파장을 선택하면 분석오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상기의 간섭물질의 농도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희석분석법, AAS, ICP-MS법으로 분석하면 분광학적 간섭을 해결할 수 있다.

Key words : Effective Cadmium ICP-AES analysis, Cadmium instrumental analysis, Soil met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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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 토양과학의 역할: 토양탄소저장기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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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sequestration technology

윤성택1*, 양재의2

Seong-Taek Yun1*, Jae E. Yang2

1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2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e-mail : styun@korea.ac.kr

요 약 문

전지구적으로 화석에너지 이용 증가와 함께 농경지 증가로 대표되는 토지이용 변화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야기하였

으며, 이에 지구온난화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CO2 배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재생가능한

전력생산,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 증대, CCUS 등 대표적 기후 완화(mitigation) 기술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

으며, 205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대기 CO2를 포집하여 지하로 돌려주는 Bioenergy CCS, 토양탄소저장, 광물풍화

촉진기술, 대기 직접 포집(Direct Air Capture) 등의 ‘네거티브’ 배출기술(NETs)이 활발히 고려되고 있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19).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정책-사회 연계 로드맵

이 국가별로 작성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분야별로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틀이 작성되었다.

토양탄소저장(soil carbon sequestration) 기술은 대기 중 탄소를 토양 중에 안정한 토양유기물(SOM)로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이며,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negative emission technology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UNEP는

토양탄소저장이 토양건강성 회복 및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기술로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토양저장 탄소를 매

년 4%씩 증가시킬 수 있다면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멈출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육상환경 탄소량

의 약 75%는 식물 흡수를 거쳐 토양에 흡수되는데 안정한 토양유기물(SOM) 형태로 저장된다면, 이론적으로

는 최대 100만년까지도 재배출 없이 안정하게 토양에 체류 가능하다고 평가된다(Schlesinger, 1999). 온실가스

재배출을 줄이고 장기간 저장(즉, 토양 탄소를 positive budget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생형 토지이용 및

신개념 농업관리기술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적으로 농업활동은 전세계 인위온실가스 배출의 약 25%를

차지하며 매년 200억톤의 표토유실을 야기함으로써 미래 식량안보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8800만 ha에 이르는 경작지에 덮개작물재배(cover crops) 기술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농업활동에 의한 이산

화탄소 배출을 약 60%(1억톤 CO2e/year) 저감할 수 있으며, 신개념 농업기술인 덮개작물재배와 윤작을 병행한

다면 전세계적으로 연간 인위탄소배출량의 1/4 내지 절반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Salk Institute). 그

러나 토양탄소저장이 국제적으로 탄소저감기술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두 주요 요건, 즉 영구(permanent) 저장

(재방출, 즉 leakage 없음) 및 측정가능해야 하며(Amundson and Biardeau, 2018), 이러한 국제표준을 적용하면

재생가능 농업기술의 대부분은 실제 저감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이 두 핵심요소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이 집

중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토양 탄소저장능과 토지 이용·관리 및 온실가스 증가-생물다양성-질소 증가와의

연관성, 그리고 토양저장 기간 증가 등에 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40개국,

3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토양 탄소저장능 향상 프로그램(4p1000 Initiative 등)이 가동 중이며, 미국의 경우

생태학회(ESA), 토양과학회(SSSA), 에너지부(DOE) 등이 연계하여 특히 농업활동과 관련한 토양 탄소저장능

평가 및 향상기술을 개발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탄소중립과 더불어 숲의 탄소저장 효과

에 관한 인식 증대와 함께 산림개량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장기간 흡수된 임업생산품

의 탄소저장 효과는 실제적으로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산림흡수에 비해 근본적으로는 토양침식을

줄이고 토양 탄소저장능을 높이는 토지이용 혁신과 신개념 농업기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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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탄소저장기술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니터링 기술, 특히

다양한 환경 및 농법에서의 토양 탄소저장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 검증하기 위한 전주기 모니터링 평가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토양 탄소저장능 향상을 위한 신개념 농업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탄소저장이 영양염류 유실 및 토양침식 저감, 수질보전, 식량생산 증가 등 토양과 수질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에 대한 평가기술이 향상되어야 하며, 다양한 토양침식 저감기술(무경운 농법, 덮개작물 재배, 윤작

등) 및 퇴비개량 등을 통해 토양 탄소저장능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농업기술의 개발과 실증화가 추진되어야 한

다. 본 발표에서는 토양탄소저장 기술을 중심으로 토양 분야의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개괄해 보고자 한다.

Key words : 토양탄소저장, 탄소중립, 토양침식, 모니터링 및 탄소저장능 향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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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이슈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며, 배출된 온실가스

는 흡수(산림 등) 및 제거(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하여 탄소 순배출을 0이 되고자 다

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법제화하여 14번째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

가 되었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탄소중립 도달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 중 상당수는 토양에 저장되어 있고 이는 약 2조5000억톤에 달하며 대기 중 탄소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세계기후변화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토양 탄소 저장이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 수단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매년 토양 탄소의 0.4%를 토양에 환원시킨다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0’으로 하는 ‘4P1000’ initiative 운동과 같이 토양 탄소 증진을 통해 대기 중 탄소를 토양에 저장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토양은 탄소격리(carbon sequestration)에 의

해 유기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연간 약 4–12억톤의 탄소를 격리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Lal, 2004). 선진

국을 중심으로 토양 탄소격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 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토양

탄소격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토양 탄소격리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현황 및 방법론, 국외 정

책·사업, 탄소격리를 위한 토양 관리방안,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Key words : 토양 탄소, 토양 탄소 격리, 탄소중립, 토양 탄소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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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현재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로부터 적응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2050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해 대

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탄소) 양과 감축·제거·흡수 하는 양을 같게 만들어 2050년까지의 전 지구 온실

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이행은

농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량을 생산해야 하는 농업도 역시 친환경·저투입

생산방식 등 농업환경의 최적관리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야 된다. 탄소중립은 국가, 지자체, 기업

모두와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저감(Mitigation), 제거(Removal), 상쇄(Offset)하

거나, 탄소를 저장(Storage) 또는 격리(Sequestration) 시켜야 가능할 것이다.

농업은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으로 기후 영향예측 및 적응을 통한 식량안보 대

응도 매우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술 개발과 더불어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예측, 적응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적응과 식량안보 대응을 위해서 ①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산 실태조사와 미래의 영향·예측 및 취약성 평가, ② 기후적응형의 농축산 안전생산·재배관리 및 병

해충·잡초 방제기술, ③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및 농축산 피해경감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④ 탄소

중립과 연계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포함하여 총 8년간(2020～2027)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예

산 2009.1억을 확보하여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올해 3월 25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발효되고

시행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에 명시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 12월에 발표된 농식품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농축산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50 탄소중

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보급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올해 12월에 공표하였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2030 NDC(감축목표) 및 이행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21.2백만톤 CO2_eq.로 국가 총 배출량 727.6 백만톤의 2.9%

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 농축산 감축목표(NDC)는 26.6%(580.9만톤)이다. 그 중

농업부문은 벼재배에서 논물관리로 54.0만톤, 농경지 토양에서는 질소(화학비료) 저감으로 26.7만톤, 바이오차

활용으로 5.8만톤, 농경지 투입 가축분뇨량 저감(퇴비 등 부산물비료 투입량)으로 168.3만톤 감축하는 것이다.

농축산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그림1)의 4대 중점분야는 ①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확대, ③ 농경지를 이

용한 온실가스 흡수기능 강화, ④ 개발된 탄소 저감기술의 현장 확산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의

실행 과정에서 디지털농업기술과 연계된 현장적용 사업화, 그리고 농업인 실천 활동자료의 D/B화 등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 초기 3～4년의 준비 여부가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탄소중립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과 더불어 탄소중립 기술 실천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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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D Strategy for Carbon Neutrality in the Agricultur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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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토양의 탄소 격리 기능은 탄소 중립 실현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를 통한 탄소 저장량의 극대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토양에 존재하고 있는 토양 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더불어 토양의 탄소 격리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토양 탄소에 대한

database가 부족한 상황인 Tier 1 수준으로 토양 탄소 평가 방법에 있어 높은 수준인 Tier 3 수준으로 토양

탄소를 평가하고 격리량을 산출하는 있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

고유 토양 탄소관련 계수 개발 및 시계열 토지 매트릭스 구축 등 탄소 측정 방법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각도에서 토양을 포함한 자연기반 온실가스 감축, 적응전략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 뿐만 아니라 향후 토양의 정책, 연구, 사업의 범위

가 확장될 수 있도록 토양 탄소 격리와 관련하여 국내·외 탄소 저장량 분석, 토양 탄소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검증, 보고, 인증 절차를 조사하고, 지속적인 토양 관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신규 탄소흡수원이 확충될 수 있

도록 유도하여,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확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

하고자 한다.

Key words : 기후변화, 토양 탄소, 탄소 격리 평가, M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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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침식과 탄소 Dynamics

Soil erosion and carbon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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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약 70 %로 표토 침식에 취약하며, 표토 침식은 표토가 제공하는 탄소저장기능

의 소실과 표토에 포함된 탄소가 함께 손실되면서 대기로 방출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4대강 주변 수변구역의 표토를 조사하여 토양 침식량과 탄소 저장량

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해 표토 침식에 의한 탄소손실량을 추정하였다. 조사 지점은 수계권역 (영산-섬진강, 금

강, 낙동강 및 한강)에 따라 4,414개 지점을 선정하여 표토를 채취하였고, 토양 분석을 통해 토양 탄소함량과

토양 침식량을 산출하였다. 토양 탄소 저장량은 산림이 22.65 g kg-1로 가장 많았고 과수원 (21.32 g kg-1), 나

지 (20.92 g kg-1), 밭 (19.27 g kg-1), 초지 (16.50 g kg-1) 순이었다. 토양 침식량은 식물 피복률이 낮은 나지가

90.86 ton ha-1 yr-1로 가장 높았고, 밭은 15.11 ton ha-1 yr-1, 그 외의 지목은 6 ton ha-1 yr-1 미만이었다. 권역

별로는 상류지역에 강원도 산지가 다수 분포하여 경사인자(LS factor)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한강권역이 47.99

ton ha-1 yr-1로 가장 높았다. 산출한 토양 침식량과 표토의 탄소저장량을 이용하여 표토 침식에 의한 표토의

탄소손실 및 대기 방출 예상량을 계산한 결과, 표토침식량이 높게 나타난 나지에서 탄소 손실량이 1,204.28 kg

ha-1 yr-1, 대기로 방출되는 탄소 예상량이 241.86 kg ha-1 yr-1로 가장 많았으며, 밭, 과수원, 산림, 초지 순이었

다. 유역별 분석결과에서도 한강 유역이 가장 많았고, 낙동강 유역, 금강 유역, 영산-섬진강 유역 순으로 탄소

손실량과 탄소 방출량이 나타났다. 탄소 손실량은 토양 중 탄소 함량과 토양 침식량을 이용해 산정한 것이고,

탄소 방출량은 토양 침식량에 대기 방출 계수를 곱하였기 때문에 토양 탄소 함량은 비슷한 수준이고, 토양 침

식량에서 차이가 컸기 때문에 탄소 손실량과 탄소 방출량은 침식량에 큰 영향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는 표토 유실로 인한 토양질 저하 뿐 아니라 탄소 손실 및 탄소 대기 방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를 위한 지속적인 표토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전국적인 탄소 손실 및 대기 방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Key words : soil erosion, carbon dynamics, C stock, C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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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환경추적자를 이용한 화산암 대수층 내 심부 지하수 체류시간 추정

Estimating the residence time of deep groundwater in a volcanic aquifer by
multiple environmental tracers

강현지1, 유순영1, 문수형2
, 강경구2, 윤성택1*,

Kang Hyun-Ji1, Soonyoung Yu1, Soo Sooh-Hyong Moon, Kyounggu Kang2, Seong-Taek Yun1*

1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2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e-mail : styun@korea.ac.kr

요 약 문

투과성 구조의 불균질한 분포로 인해 복잡한 화산 층서에서의 지하수 흐름은 해석하기 어렵다. 특히,

긴 유동 경로를 거쳐온 광역적인 흐름과 투수성 구조체를 통해 빠르게 유입되는 국지적인 흐름이 대수층 내에

서 섞일 경우, 이를 구분하여 지하수 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단일 추적자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입 경

로를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 환경추적자(CFCs, SF6, 3H, δ18O, δD) 및 수화학

특성을 연계하여 제주도 남동부에 위치한 표선유역 화산암 대수층의 지하수 체류시간을 추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16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16개의 관정(심도: 평균 412m)에서 602개의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추적자 및 주요 양·음이온을 포함한 수화학을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Lumped parameter model을 이용하여

환경추적자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흐름 모델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시추공 주상도 자료

를 활용하였다. 수화학 및 물 동위원소(δ18O, δD)를 기반으로 지하수 관정은 두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1은

낮은 이온농도(평균 80.9 μs/cm)와 가벼운 동위원소 조성(-7.71‰< δ18O <-7.05‰., -46.85<‰< δD <41.02‰)

을 가졌으며, 군집2는 높은 이온농도(평균: 112.5 μs/cm)와 무거운 동위원소 조성(-7.49‰< δ18O <-6.78‰,

-43.96‰< δD <-37.43‰)을 보였다. 군집1과 군집2는 공간 분포의 차이도 보였는데, 군집1(> 394m asl)이 군

집2(< 415m asl)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하였다. 이외에도 군집2에서는 일부 수화학 성분(NO3, Cl) 및 환경추적

자(CFC-11, CFC-12)의 시간 변화가 관찰되었다. 군집2의 관정으로는 짧은 체류시간을 거쳐 국지적으로 함양

되는 지하수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집1의 관정은 대체로 광역적인 흐름에 의해 함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piston flow를 가정하여 군집1 관정의 지하수 체류시간을 추정한 결과, 27년이상이였으며

군집2의 경우, 국지적으로 유입되는 젊은 지하수의 연령 조건에 따라 편차를 보이기는 하나 군집1에 비해 짧

은 체류시간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수화학 및 다중환경추적자를 연계할 경우, 지하수 함양 연령 추정의 신

뢰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사]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연구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Key words : 환경추적자, Lumped parameter model, 수화학, 지하수 체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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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관개용수 필요수량과 지하수 이용량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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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유효우량을 고려한 관개용수 필요수량은 강수량 등 기상조건을 고려한 작물 증발산량과 동일한 개념으

로, 작물별로 작물계수(작부체계)와 잠재 증발산량을 곱한 작물 증발산량에서 유효우량을 뺀 결과에 토지 지목

별 월별/재배작물별 농지면적을 곱하여 계산이 가능하다. 반면 작물별 원단위 수요량은 순별 기준 증발산량에

작물계수를 곱하여 순별 작물증발산량(ETc)를 산정한 후 관개효율을 나누어 계산되며, 10년 빈도 가뭄 시 필

요한 작물별 최대 농업용수 수요량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실제 관개용수 필요수량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된다.

2년간의 구좌읍 내 세부권역별 관개용수 필요수량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약 35∼39% 수준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의 연간 관개용수 필요수량은 각각 4,059,941 m3과 1,506,943

m3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산기상대의 연간 강수량이 2017년 1,917.5 mm에서 2018년 2,146.6 mm로

약 229 mm 증가한 반면, 월별 강수량의 증가가 작물의 수요량이 집중되는 9월(423.5 mm 증가)과 1∼5월 기

간 중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재배작물별로는 무와 마늘의 연간 관개용수 필요수량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각각 859,809 m3과 546,368 m3에서 251,527 m3과 126,049 m3으로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은 관개용수 필요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 11, 12월(무)과 9월, 11월(마늘)의 강

수량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구좌읍 내 총 58개 공공관정(구좌1 16개소, 구좌2 17개소, 구좌3 25개소)에 대하여 2017년과 2018년 기

간 중 지하수 이용량은 각각 3,904,287 m3/년과 4,956,603 m3/년으로 나타났다. 세부권역별로는 구좌3권역의 지

하수 이용량이 2017년과 2018년 각각 1,624,805 m3/년과 1,913,785 m3/년으로 타 세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구좌3권역의 관정분포가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좌읍 내 광역관정은 총

7개(구좌1 4개소, 구좌3권 3개소)로 2017년과 2018년 연간 이용량은 49,909 m3/년과 189,530 m3/년으로 나타났

으며, 월별 최대값과 최소값은 2017년은 각각 2,440 m3/월과 11,578 m3/월, 2018년은 각각 23,806 m3/월과

28,852 m3/월로 분석되었다.

각 광역관정별 월평균 지하수위 변동 분석 결과 지하수 이용량은 2018년에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관정별 지하수위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관정 인근의 월별/재배작물별 관개용수 수요

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서는 각 세부권역별 사설관정의 이용량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결과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제주도, 관개용수 필요수량, 지하수 이용량, 지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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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asks for Improving Implementation of Groundwater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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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통합물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지자체의 지하수 관리 업무(사업), 재정, 조직에 대한 현황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지자체에서 통합물관리
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선결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지하수관리 업무분장
을 살펴보았다. 타 환경분야 업무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지하수 관리 업무의 중앙-지자체의 역할 분담 구조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관리 업무는 다른 사례에 비해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실질적인 지하수 관리를 이행하는 데에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기초지자체의 지하수
행정 여건에 대해 인력, 조직, 재정 등을 통해 지하수 관리 기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인력과 조직 측면에서 보
면, 지하수 업무의 담당인력 수는 지자체 당 평균 1명 이하로 조사되었는데, 지하수 관련 고유권한이 거의 없
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담당인력이 평균 0.60명에 불과하며, 지하수 관련 대부분의 이·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
초지자체의 경우에도 평균 0.9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의 지하수 재정은 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재
원으로 하는 지하수특별회계가 대표적인데, 2018년 기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
과·징수한 지방자치단체는 43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18.8%에 해당하였다. 지자체 지하수 관리 담당자 대상
인식조사 결과, 지하수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50%가 중립의
의사를 보이고,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또한 17%로 나타나는 등 지자체의 지하수 관리 재정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지하수 관리 이행력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지자체에 편중된 지하수 업무분담 구조가 통합물관리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
한 구조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현행 지하수 업무 분담구조를 고려할 때, 지하수 관리업무
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행정역량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는 지역적 이슈가 중요한 지하수 관리 특성
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주도적인 지하수관리가 중요하므로 지역형 정책을 능동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지
자체의 행정, 재정 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셋째, 국가물관리 기본원칙인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라는
변화된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그간의 지하수 관리체계에서 특히 취약했던 유역단위 및 광역단위 정책기능의
강화와 기초 단위 정책기능과의 연계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유역단위 지하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
역-광역-기초에서의 실행 체계 마련과 동시에 연계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중앙-지자체 지하수 관리 업무분장 분석은 지하수법에 명시된 업무
만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 및 업무 등을 고려한다면 이와
관련한 인력, 조직, 재정 현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적 여건 하에서는 향후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 재정 역량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물관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하수 정책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시행은 지자
체에서 이행하도록 하는 지원 체계와 제도 마련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Key words : 지방자치단체, 지하수 관리, 지역 맞춤형, 통합물관리, 유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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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비소(As)는 일반적으로 3가인 Arsenite와 5가인 Arsenate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3가 형태인

Arsenite로 존재 시 위해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광산 인근 농경지의 비소 오염은 적치장에 쌓아둔 광

미를 환토재로 사용하면서 오염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휴·폐광산 주변 지역은 토양오

염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정밀조사 및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산지역 토양에 대한 오염

원을 규명하고 오염 특성을 고려하여 개량 및 복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안정화 공법은 안정화제를 통해

오염물질과의 흡착, 침전, 복합체 형성 등의 기작을 유도하여 오염물질의 용출 차단 및 확산을 억제하는 공법

으로써 넓은 부지에 적용 가능하며, 비용적으로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2]. 다만, 안정화 공법은 영

구적인 오염원 제거 방법이 아닌, 용출 및 확산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안정화제의 유지능의 여부에 따라 재

용출 및 재확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실정이다[3]. TCLP(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SPLP(The Synthetic precipitation leaching procedure), 연속 추출법

(Sequential extraction method), Mehlich-3, DTPA 용출 시험법과 같은 지구화학적인 분석법들을 통해 안정화

제의 유지능을 평가해왔으나, 지구화학적 분석은 시료 채취에 의한 부지의 물리적인 파괴가 불가피하며, 일부

시료를 통해 부지 전체를 객관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정화 공법이 적용된 비소 오염부지에 대해 광물탐사, 자원탐사 등에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전기비저항, 유도분극 탐사기법을 적용한 모니터링과 지구화학적인 분석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안정화제의 유지능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Key words : Stabilization, Arsenic, Electrical Resistivity, Induced Polarization, Stabilizer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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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지하수-지표수 통합모델 기법을 사용하여 유역규모 통합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지표수 상호작용 변화 및 지하수의존물환경의 미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권역 내 삽교천 유역을 대상으로 HydroGeoSphere (Aquanty, 2015)를 사용하여 통합 수계 모델을 구축하

였으며, 구축된 모델은 매개변수 추정 도구인 PEST(Doherty, 2015)와 유역 내 지하수위 및 유량 자료를 이용

하여 보정하였다. 모델 보정시 통합 유역 규모 모델의 보정 성능에 대한 관측 오류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측 오차 분산을 고려한 세 가지 가중치 체계를 PEST에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결과는 하천유량의 관측

오차를 랜덤 변수로 적용한 확률론적 모델의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서로 다른 모델 간의 보정 성능을 비교

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관측 오차 기반 가중치 체계가 모델 매개변수화의 개선에 일부 기여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보정된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삽교천 유역 지하수-지표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지하수가 해

당 연구지역의 통합 수계에서 수문학적 반응을 지연시키며, 특히 계절에 따른 지표수의 유량 변화를 줄이는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보정된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조건 하에서 삽교천 유역의

수문학적 반응 및 지하수와 지표수 사이의 상호 작용을 예측한 결과,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 및 가

뭄의 증가는 하천의 계절적 유량의 변동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수는 건기의 하천유량 유지

및 우기 첨두유량 감소에 그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연구지역에서 예측된 기후변화에 따른 통

합물환경 내 상호작용은 적용된 가중치 체계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였으나, 적용된 모델 모두 유사한 계절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물환경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극한 강우 및 가뭄

에 따른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지표수-지하수 통합관리가 중요하며 이는 대수층으로의 원활한 함양 유도 등

이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물환경 취약성을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본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2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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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시설 부지특성 조사를 위한 시추공에 대한 규제지침(안) 개발

Development of regulatory guideline(draft) for borehole to investigate the site
characteristics of nuclear facilities

현승규1*, 황세호2, 진소범1

Hyun Seung Gyu1*, Hwang Seho2, Sobeom 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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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과 같은 원자력관계시설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는 원자력안전기술

원 규제지침 1.5 “원자로시설 부지 및 그 주변의 지하수 특성 및 액체방사성물질 누출에 관한 조사·평가”, 1.6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 등에서 정하는 내용을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부

지특성 조사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추 작업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한 규제요건이 미흡하여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 활동의 타당성 심사와 관련하여 규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추공의 설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제지침(안)을 도출하였다.

Key words : 원자력관계시설, 부지특성, 시추공, 규제지침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1.6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특성에 관한 평가”[1]에서는 부 시추조

사 기록, 시추조사 절차, 시추조사의 간격 및 깊이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자력발전소의 기초지반 조

건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지질학적 처분을 위해 천부 및 심부 지층 내에 설치

및 운영될 필요가 있는 시추공의 설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다. 아울러 규제지침

1.6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추공의 특성은 규제지침 1.5 “원자로시설 부지 및 그 주변의 지하수 특성 및 액체방사성물

질 누출에 관한 조사·평가”[2]에서 요구하는 수리지질학적 특성 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Regulatory Guide 4.17 “Standard Format and Content of Site Characterization Plans for High-Level-Waste

Geologic Repositories”[3]의 1.6 ‘Subsurface Drilling and Mining(지표하 시추 및 굴착)’에서는 시추공과 관련하여

위치, 심도, 직경, 굴착 방법, 케이싱 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1.2.3 ‘Stratigraphic

Framework of Site’에서는 시추코어가 확보된 관정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시추 검층(log), 암석학적 및 지구물리

학적 검층 및 코어 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3.9.6.2 ‘Well Construction, Development, and Completion

(관정 시공, 개발 및 완공)’에서는 관정의 시공 및 개발 기법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내용에는 시추공

의 위치, 스크린 및 측정 자료의 표고, 설치된 곳의 수리지질학적 단위, 개발 방법, 시추공 밀봉, 케이싱 및 스크린

재료의 유형과 위치, 시추 모드, 그리고 시추공 개발 방법과 일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시추공의 설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제지침(안)을 도출하였다.

배경
◆ 이 지침은 원자력관계시설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되는 시추공의 설계,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 적용범위는 원자력관계시설 부지의 위치 적합성 평가, 안전성분석보고서 내 부지특성 기술 그리고 시설 설
계 및 건설 관련 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지질학적, 수리지질학적, 지화학적, 암반역학적, 열적 특성 및 핵종
이동 특성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시추공에 대한 것이다.

규제입장
시추공의 설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시추공은 품질 보증 체계 내에서 설계,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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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공의 설치 목적, 설계 특성, 설치 결과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고서가 개별 시추공에 대해 작성되어
야 한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자, 작성자, 검토자 및 승인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는
품질 보증 체계 내에 있는 문서화되고 자료 관리 시스템에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시추공의 설계
●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 목적 별 시추공의 설계 사항을 기술하여야 함. 시추공 위치 결정 방법, 시추 계획서
및 시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행의 기술문헌에서 널리 이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을 이용하며, 각 사용
방법별 적용성, 제한성 및 사용시의 주의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시추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자, 관리자, 검토자 및 승인자의 자격을 지정하고, 시추 계획서와 시추 절차서가 승인되어야 한다.

● 시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 활동이 계획될 경우에는 해당 조사 활동이 시추 작업 또는 시추 완료 후 수행
되는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설계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 장기적인 수리지질학적 및 수리지화학적 모니터링의 이행을 포함하여 시추공의 전체 운영 기간을 고려한
유지 관리 방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시추공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추공의 설치
● 시추공의 설치는 승인된 시추 계획서와 시추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시추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은 모두 기록하
여야 한다. 시추 작업 수행과 관련한 일일시추 수행 내용을 작성 및 기록하기 위한 계획이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 시추 장비 준비 상태, 시추 위치의 좌표, 시추 수행 내용, 자료 취급, 부적합 사항 및 편차 측정에 대한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시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리지질학적 및 수리지화학적 특성 조사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관
련 활동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시추 과정에서 수행된 그라우팅 작업, 케이싱 설치, 세척수 및 반환수 이
용이 수리지질학적 및 수리지화학적 부지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지층 별 시추 속도, 최종 시추 깊이, 시추공의 직경 변화, 코어 회수율, 회수된 코어 길이, 시추 코어의 취급,
보관 및 저장 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수리학적 및 수리지화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시추공에서 암
반 응력 측정을 위한 오버코어링 또는 수압파쇄 시험이 수행된 경우 관련 조사 내용이 기록 및 관리되어야
하며, 암반 응력 측정을 위한 시험 전에 수리학적 및 수리지화학적 특성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시추공이 완공되면, 시추공의 지표 케이싱 설치 심도 및 직경, 나공 상태 구간의 길이와 직경, 시추공 보호
설비 설치 특성, 나공 상태 구간의 유지 목적, 지하수 수위 측정 방법 및 지하수 시료 채취 방법, 코어 검
층, 암석학적 검층과 코어 사진을 도표를 이용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시추공 내에서 수행될 예
정인 지구물리 검층 및 조사 활동, 수리학적 시험 수행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추공의 관리
● 장기적인 수리지질 및 수리지화학 모니터링을 포함한 부지특성 조사 및 평가 목적으로 설치된 시추공의 장
기 안정성을 포함하여 시추공 설계 성능 확보를 위한 유지 관리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 시추공 유지 관리 절차에는 시추공 설계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 점검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
며, 시추공 설계 성능이 유지 되지 않을 시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추공 유지 관리 과정에서 얻어진 운영 경험이 신규 시추공 설계, 시추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는 운영 경험 반영 절차가 유지 관리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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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정화 관련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NSGA-2의 수행 능력 평가

Performance assessment of NSGA-2 for solving the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in groundwater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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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tic Algorithm (GA) is widely used to solve optimization problem that related to groundwater

remediation. However, GA mainly applied to single-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and some limitations are

existed for solving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Accordingly,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2 (NSGA-2) is being used as an alterna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relative

performance of NSGA-2 in groundwater remediation for solving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MODFLOW-2005 and MT3D-USGS are employed to simulate groundwater flow and contaminant transport

modeling. To evaluate performance of NSGA-2, GA included weighting and NSGA-2 are applied to solve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Objective functions of GA and NSGA-2 satisfy minimizing

concentration of contaminants and the expense of operating pumping well cost. The result of GA included

weighting shows single optimal solution point, but NSGA-2 shows optimal solution sets related to

concentration and cost that in the form of pareto front. Also, single solution point obtained by GA

included weighting is closed to pareto front which means both algorithms could obtain global optimal

solutions. From NSGA-2 result, 3 solution points are selected to consider cost increase or decrease and

visualize those points in modeling. After visualizing NSGA-2 result, we can identify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and cost which means NSGA-2 performs well to solve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blem in groundwater remediation for conflicting objectives.

Key words : Groundwater modeling, Remediation, Multi-objective optimization,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2 (NSG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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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하수 함양 시나리오를 고려한 해수 침투에 대한 지하수 취약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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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usion considering Future Groundwater Recharg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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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woo Chang*, Il-Moon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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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하수 위주의 수자원 사용 지역에서 해수침투로 대표되는 염재해는 사회, 경제적인 지역 현안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해안 지역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 보장을 위한 여러 과학적 해결 기술 가운데 염재해 진단 도

구로 쓰이는 해안지하수 취약성 평가는 공간 분포 지도 등의 직관적인 시각적 성과로 환원이 가능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해안지하수 취약성 평가는 여러 수리지질학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거의 특정 시기 또는 현

상황의 대수층 취약성 정도를 나타내는 분석도구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염재해는 특히 가뭄 등의 특정시기

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의한 염재해 악화 가능성도 배재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수층 취

약성에 대한 미래 예측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염재해 대응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지하수 자원 확보를 위한 선행기술로서

GALDIT 기반 해안지하수 취약성 평가를 채택하여 해안지역 취약성 예측평가를 진행하였다. 취악성 평가 예

측 기법에서 동적 입력 지표에 해당하는 미래 지하수위 및 염도 데이터 예측을 위해 취약성 평가에 선행하여

분산형 해수침투 물리모형을 수치적으로 모의하였다. 수치모의 입력자료로 지하수 함양 미래 시나리오를 구

성하였고, 현재 함양 수준의 시나리오 및 가뭄 등의 가상 시나리오 등을 모의하여 미래 지하수위 및 대수층

내 염도 분포를 공간적으로 획득하였다. 특히 수치모의에 의해 얻어진 염도 분포는 깊이에 대한 염도의 변화

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깊이별로 대수층 취약성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치모의에서 얻어

진 지하수위 및 염도 예측 데이터를 해안지하수 취약성 평가의 동적 입력지표로 활용한 결과, 지하수 함양량

의 감소가 염분면적을 확대하고 향후 지하수자원의 해수침투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ey words : 염재해, 해안지하수, 해수침투,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지하수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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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에 의한 토양 내 철산화물에 흡착된 스트론튬 제거 기작 결정:

XRD, XPS, XANES, 및 EXAFS 분석결과

Determination of removal mechanism of Fe-adsorbed strontium by calcium in

soil: Results of XRD, XPS, XANES, and EXAFS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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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원전 영구가동정지 권고로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12기를 순차적으로 해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가동을 멈춘 원

전은 제염, 절단, 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의 순서로 해체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관련된 기술을 모두 보유한 나

라는 극히 드물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국토가 협소하기에 빠른 제염작업이 필수적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해체 시 원자력발전소와 그 주변 부지는 스트론튬(Sr)을 포함한 다양한 중금속으로

오염된다(Lukšienė et al., 2012; Singh et al., 2008). 부지의 재활용을 위하여 원전 운영 및 해체 시 발생한 토

양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정화 처리하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부지 토양 정화에

는 적용이 쉽고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토양세척법이 주로 적용된다(Song et al., 2021b). 토양세척

법에서는 어떠한 세척제(Washing agent)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EDTA), 시트르산(Citric acid), 옥살산(Oxalic acid) 및 인산(Phosphoric acid)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토양세척제들은 토양 영양소와 매질을 파괴하기 때문에 토양 재사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친환경

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세척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Zhang et al., 2010). 원자력발전소 주변 토양을 오

염시키는 중금속 중 스트론튬은 칼슘(Ca)과 많은 물리화학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비방사성인 경우에도 인

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다. 스트론튬은 체내에 유입되면 칼슘 대신 뼈에 축적되어 백혈병과 골수암을 유발

한다(Cabrera et al., 1999).

위 사실들을 토대로, 물리화학적 유사성을 이용하여, 스트론튬으로 오염된 토양에 칼슘용액을 적용하여 세척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탈착 기작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를 통해 스트론튬 제거에 대한 칼슘

용액의 최적세척 조건을 도출하였으며, 다른 기존의 세척제들보다 월등히 높은 세척 효율을 나타냄을 밝혔다

(Song et al., 2021a). 또한, 스트론튬이 특이적으로 철산화물에 잘 흡착되며 쉽게 탈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칼슘 용액이 ‘철산화물 흡착 형태의 스트론튬’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지 확인하고자 다양한 기기분

석을 활용하였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를 통하여 얻은 칼슘 세척 전후의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고, 스트론튬(그림에서 파란색)이 철산화물(그림에서 빨간색)에 흡착되어 있다가 세척 후에는 스트론

튬은 탈착되고 칼슘(그림에서 노란색)이 흡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X-ray diffraction(XRD)를 통하여

각 샘플의 표면에 있는 물질들을 확인하였으며, 세척 전 pH 8에서 발견된 SrCO3가 세척 후에는 CaCO3가 발

견되었고, 세척 전 pH 10에서 발견된 SrFe2O4가 세척 후에는 CaFe2O4로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Figure 2에

나타내었다. X-ray absorption near-edge structure(XANES)와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EXAFS) 분석결과, Fourier transform을 통하여 pH 8에서는 스트론튬이 철산화물에 outer-sphere

결합을 형성하고, pH 10에서는 스트론튬이 철산화물에 inner-sphere 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XANES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위 분석기기 결과들을 바탕으로, 칼슘용액이 철산화물에 흡착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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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튬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탈착 제거가 아닌 물리화학적 유사성으로부터 기인한 치환제거로 판단된다.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원자력발전소에서도 해체 및 제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토양오염

제염기술의 개발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세척제보다 월등히 높은 세척효율을 보여주며, 토양 내 주요 매질 등을 파괴하지 않고 목표 중금속만 정확하

게 탈착해내는 새로운 기술이다. 그렇기에 기존 세척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며, 간단하게

제조 가능하기에 경제성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도출된 최대 세척효율을 더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추가 연구

와 실험이 진행 중이기에 추후에는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연구의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환경기술의 동향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1. SEM image data of a samle of before and after washing with calcium solution,

Figure 2. XRD patterns of before and after washing with calcium solutions(pH 8 and 10), respectively.

Figure 3. Normalized XANES spectra of the Fe K-edge of Sr adsorbed Fe at pH 8 and 10.

Key words : Soil washing; Physicochemical similarity; Strontium; Calcium; EXA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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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치 철산화물 합성법을 이용한 중금속 오염 토양 안정화 공법 개발

Development of heavy metals stabilization technology using in-situ iro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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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위치 철산화물 합성법을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는 중금속이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철산화물과 흡착, 공

침, sequestration 등과 같은 기작을 통해 안정한 형태를 이루는. 본 연구에서는 ferric 질산염을 반복 주입해

기존 한번 주입을 통한 안정화 방법 대비 안정한 형태의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ferric 질산염 및 중금속(Cd,

Zn, As) 혼합용액에서 pH 9를 유지하며 ferric 질산염 용액을 반복 주입하였고, 가수분해하는 과정과 반응시

간, 주입 횟수에 따른 중금속의 안정화 기작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TEM) 및 X-ray adsorption spectrometry(XAS)를 이용하여 시각적 및 정량적으로 반복 주입에

따른 철산화물 입자 내 중금속의 위치와 구조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USEPA(2007) 에서 제안하

는 생물학적접근성 평가인 SBRC 추출법을 이용해 안정화된 중금속의 안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Key words : 원위치 철산화물 합성, 중금속 안정화, 반복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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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패각이 도핑된 CuBi2O4 촉매의 peroxymonosulfate 활성화에 의한 의약품의 제거

Efficient degradation of pharmaceuticals using a novel oyster shell

doped CuBi2O4 catalyst via peroxymonosulfate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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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인구증가 및 고령화로 인하여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하수를 통

해 수계(강물 및 호수)로 방출되는 량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매우 낮은 농도(< μ

g/L)로 수계에 존재하지만, 장기간 노출시 내분비 교란 또는 만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제거가 필요한 실정

이다.[1] 수계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항생물질로 사용되는 Triclosan(TCS)과 해열·진통제로 사

용되는 Ibuprofen(IBU)이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인 정수처리 공정들(응집/침전, 모래여과 등)로는 제거가 어려

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고도 수처리 기술들(분리막, 고도산화, 전기화학적 공정)이 정수처리에 적

용되는 사례가 급속히 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금속촉매를 이용한 촉매 산화공정은 높은 의약품 제거효율로

인해 차세대 고도 정수처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2] 기존의 촉매 산화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H2O2를 첨가

하여 Hydroxy Radicals(HO‧)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Peroxymonosulfate(PMS) 또는 Persulfate(PS)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산화·환원 전위(2.5-3.1 V)가 높아 난

분해성 유기물질 제거 측면에서 유리한 Sulfate Radicals(SO4·-)를 활성화하는 연구들이 수행중에 있다. [3,4] Cu

기반 Heterogeneous 촉매(CuFe2O4와 CuBi2O4)는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PMS와의 반응성이 좋은 장점에도 불

구하고, 고농도의 유기물질 제거를 위해서는 초기 촉매 투여량이 높은 단점이 있어, 실제 고도 정수처리 적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4-6] 최근의 몇몇 연구결과들이 Cu 기반 Heterogeneous 촉매에 다른 금속성분들(Zn,

Si, W, Ag, Bi 등)을 첨가할 경우 PMS 및 PS와의 반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지만, 이러한 접

근방법들은 촉매 생산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어, 고효율/저비용의 Cu 기반 Heterogeneous 촉매 개질 기

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7,8]

본 연구에서는 버려지는 굴 패각(Oyster Shells)을 이용하여 PMS 활성화에 의한 CuBi2O4의 SO4·-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Oyster oyster shell doped CuBi2O4 catalyst에 의한 TCS와 IBU의 제거기작

을 규명하기 위하여 운전조건에서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Keywords : Catalysts, Oyster shells, PMS(Peroxymonosulfate), Pharmace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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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환경 내 미세플라스틱 잠재 오염현황 및 이동성 평가

Occurrence and vertical transport of Microplastics in subsurfac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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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MPs)는 0.1 mm에서 5 mm 크기의 플라스틱 입자를 의미하며, 의도적으로 미세

한 크기로 제조되었거나(1차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풍화되어 미세화 된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정의된다.1 팬데믹 장기화 및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플라스틱류의 일회용품 사용이 급

증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태 위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2 현재까지 대부분

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분석법 개발, 해양 및 지표수에서의 오염현황 조사, 하폐수 내 미세플라

스틱의 거동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독일과 미국 일부 지하수(예; 카르스트 지형)에서 미세플라스틱

의 검출이 보고되면서 지중환경 내 미세플라스틱의 존재 가능성 및 거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지역 (일산) 및 강원도 석호 지역 (송지호) 토양 및 퇴적토, 지하수 시료 내 잠재적인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불포화대 모사 컬럼 실험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의 수직

이동성(vertical transport)을 평가하였다.

지중환경 내 미세플라스틱의 잠재 오염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산서구 농업지역과 강원도 송지호 인근에서

토양 또는 퇴적토(5 g or 10 g)과 지하수(2 L) 시료를 채취한 후, 펜톤 반응의 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유기물

을 제거한 후, 정량 분석은 나일레드 플레이트 염색법을 사용하여 현미경으로 미세플라스틱의 개수를 측정하

였고,3 정성 분석의 경우, FTIR-microscope (Nicolet iN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불포화대 내 미세플

라스틱 수직 이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PVC 컬럼(8 cm ID X 22 cm Height)은 규사로 채운 후, 미세플라스틱

(100−1,000 ㎛)을 규사 표면에 노출시킨 후, 다양한 토양 입자크기와 강우 강도에 따른 불포화대 컬럼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이동 특성을 토양 깊이 별 채취한 시료와 유출수 내 이동한 미세플라스틱의 개수를 측정함으로

써 평가하였다(Fig.1).

토양 및 지하수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 분포현황 조사 결과, 지역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검출량 차이(일산-

일산서구 > 강원도-송지호)가 관찰되었고, 토양 및 지하수 환경 매체 모두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일산 지역의 경우, 토양 시료에서는 17.7 ± 7.5 MPs개/g, 지하수에서는 17.7 ± 8.4 MPs개/L가 검출되었고, 강

원도 송지호 지역의 경우는 퇴적물 시료 내 6.1 ± 4.6 MPs개/g와 지하수 시료에서는 3.5 ± 1.2 MPs개/L의 미

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Fig.2). 토양과 지하수 시료 내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는데 그 중

fiber-form의 미세플라스틱이 우세하게 검출되었다.

컬럼을 이용한 불포화대 내 미세플라스틱의 수직적 이동성 평가 결과, 토양 입자크기가 작을수록(1.18 – 2.0

mm vs 0.250 – 0.595 mm) 상층부에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잔류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강우 강도가 클

수록(10 mm/h vs 30 mm/h)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수직적으로 분포하였고, 유출수 내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 특성(polymer type, morphology (form), size)에 따른 불포화대 내

미세플라스틱의 수직성 이동성 평가 연구가 향후 수행될 계획이다.

Key words : microplastics, soil, groundwater, unsaturated soil column, vertical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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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The picture of unsaturated column for the evaluation of MP transport.

Fig2. The number of MPs particles/g or /L detected in (a) soil/sediment and (b) groundwater

samples (orange color represents the sampled from Ilsan area and grey color for Songjiho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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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인간생활을 유지하는데 기반이 되는 광물생산 활동으로 인한 광산개발 후 효용가치가 떨어지게 된 광

산지역은 휴·폐광 지역이 되어 개발당시부터 휴·폐 광산이 된 지금까지 각종 중금속이 적절한 조치 없이 광산

주변에 방치되어 다량의 독성 중금속을 노출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국내 1,000여개의 휴·

폐 광산 중 아직도 많은 광산이 오염방지시설이나 처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비소, 카드뮴, 구리, 수은,

납 등을 함유한 광미나 폐석을 오래 동안 환경 중에 노출시켜 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광해(鑛害)의 원인이 되

어 주변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토양 및 지하수 중에 비소의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독성이 매우 강해 암 발생뿐만이 아니

라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소 제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비소제거를 위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흡착법, 양이온 교환법, 역삼투, 응집침전법, 산화환원법, 전기분해법,

중화법 및 추출법 등 많은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주로 적용되는 기술은 응집침전법과 흡착법이다.

제올라이트는 양이온성 물질과 중금속 제거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거효과가 입증되어 왔지만 제올라이트 자

체 표면의 음전하 작용기로 인하여 음전하를 띠는 중금속 제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올라이트의 표면과 공극에 Fe3+ 이온을 합성 개질하여 양극성

을 띠게 하고, 수중에서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비소를 정전기적 결합을 통한 흡착 제거하는 시험을 하였다. 또

한 개질시 Fe 용액의 농도, RPM, pH, 코팅과정의 온도 등이 비소 제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으

며, 이에 따른 제거효율을 비교하고 각각의 등온흡착식과 흡착계수를 구하여 평가하였다.

Key words : mine water, arsenic, zeolite, cations synthesis, modification,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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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내외 오염부지의 토양은 다양한 기술들로 정화되고 있지만, 오염 및 정화 이후 토양의 건강성 열화

로 인해 농경지나 임야 등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성토재나 복토재, 매립재 등 비

생산적인 용도에 국한하여 재활용되고 있는 정화토를 생산성이 요구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요소 회복기술

을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각각의 토양 특성에 맞는 요소 회복기술을 적용시키면 토양 건강성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소 회복기술의 조합을 통한 회복기술의 최적화를 관점으로 연구를 수

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회복기술 적용 후 회복수준의 정량적인 평가와 함께 생물학적 검증 실험을 병

행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합된 회복기술 적용 이후 토양 건강성 평가모델로부터 얻

어진 건강성 점수와 생물학적 검증 실험 결과를 표준화한 점수를 비교, 대조하여 가장 최적화된 회복기술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시 OO 부지의 TPH로 오염된 토양을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유류로 오염

된 토양에 효과적인 토양경작법을 이용하여 정화한 토양이다. 토양경작법이 적용된 정화토는 물리·화학적 특

성 10개 항목(수분보유능, 토성, 입단안정도, pH, 전기전도도, 치환성양이온 4종, 양이온 교환능), 비옥도 특성

4개 항목(토양유기물, 총질소, 질산태 질소, 유효인산), 토양효소 특성 7개 항목(β-glucosidase, N-acetyl-β

-glucosaminidase, Urease, Acid phosphatase, Alkaline phosphatase, Arylsulfatase, Dehydrogenase) 등 총 21

개 항목에 대한 토양 특성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물리·화학적 특성 3개 항목(수분보유능, 치환성양이온 Na, 양

이온 교환능), 비옥도 특성 2개 항목(질산태 질소, 유효인산), 토양효소 특성 1개 항목(Urease), 총 6개 항목에

서 열화가 나타났다. 이후 정화토에 유기질 제제 3종, 무기질 제제 3종, 생물 제제 3종, 대조군 제제로 복합비

료 1종 등 총 10종의 제제를 요소 회복기술로 적용하였다. 각 요소 회복기술은 10주 동안 진행하였으며, 2주,

6주, 10주 총 3회에 걸쳐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특성의 변화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요소 회복기술

적용 이후 토양 특성의 회복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통계분석 방법 중 하나인 단순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제제의 투여량에 따른 토양 특성 변화를 기울기가 유의미한지(p-value < 0.05 이면 유

의미함을 나타냄), 기울기 값이 어느 정도인지(기울기 값이 크다면 투여량에 따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판단하였다. 생물학적 검증 실험은 식물 발아 및 초기 생장 실험, 지렁이 독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식물 발아

및 초기 생장 실험은 상추(Lactuca sativa L.)를 사용하였으며, 토양 200g에 종자를 10립씩 파종한 후 온도

15-25℃, 상대 습도 60-70%의 제어된 조건에서 하루에 15-20ml 수분을 보충하였다. 파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식물을 채취하여 발아율, 뿌리 길이, 생중량 및 건중량을 측정하였으며, 실험은 4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지렁이

독성평가는 지렁이(Eisenia fetida)를 사용하였으며, 토양 400-500g에 지렁이 10마리씩 넣고 온도 15-25℃, 상

대 습도 60-70% 조건에서 14일 동안 노출시켰다. 이후 지렁이의 생존율과 생존한 지렁이의 무게를 측정하여

개체당 체중 변화율을 측정하였으며, 실험은 4반복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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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회귀 분석 결과, 토양경작 정화토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회복 효과는 퇴비>제올라이트>분

변토>클로렐라, 비옥도 특성은 클로렐라>분변토>퇴비>피트모스, 토양효소 특성은 퇴비>클로렐라>분변토>제

올라이트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양 특성으로 보면 퇴비>클로렐라>분변토>제올라이트 순으로 요소 회복기

술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기질, 무기질, 생물 제제가 한 가지씩 들어가도록

조합하여 회복기술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물학적 검증 실험에서 강한 독성을 나타낸 클로렐라

는 제외하였으며, 효과 좋은 유기질 제제인 퇴비와의 비교 및 대조를 위한 바이오차, 피트모스 선택 등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한 후, 회복기술 A(바이오차, 제올라이트, 분변

토), B(피트모스, 석고, 분변토), C(퇴비, 제올라이트, 분변토), D(퇴비, 석고, 분변토)의 총 4가지 조합을 선정하

였다.

이후 토양 건강성 평가모델에 적용시킬 평가지표 8개 항목(용적 밀도, pH, 전기전도도, 양이온 교환능,

토양유기물, 유효인산, 토양 호흡, β-glucosidase)에 대한 특성 분석을 수행하여 토양 특성을 정량화한 점수로

나타내었으며, 식물 및 지렁이를 이용한 생물학적 검증 실험 결과(식물-발아율, 뿌리 길이, 생중량 및 건중량;

지렁이-생존율 및 개체당 체중 변화율)를 표준화하여 점수로 정량화하였다. 토양 건강성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에 비오염토 46점, 오염토 34점, 정화토 43점 등이었으며, 토양경작 정화토에 적용한 회복기술 중 회

복기술 C가 평균 77점으로 가장 높은 토양 건강성 점수를 나타냈다. 생물학적 검증 표준화 점수는 비오염토

49점, 오염토 19점, 정화토 51점 등이었으며, 회복기술 중에서는 회복기술 C가 평균 79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각 회복기술에서 생물학적 검증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화된 점수는 토양 건강성 평가 점수와 양

의 상관관계를 갖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 토양경작, 정화토, 토양 건강성, 회복기술 최적화, 생물학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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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중금속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중금속에 의한 지하수 오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는 지하수의 흐름과 함께 이동하며,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될 수 있다
.[1] 중금속 오염지하수를 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pH조절을 통한 침전은 간단하며 경제적으로 운용 할
수 있어서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금속 농도가 높으면 침전물로 인한 공극 막힘현상이 발생하여 지하수 흐
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3] 또한 중금속 종류마다 침전되는 pH 다르기 때문에 복합 중금속 오염부지에서
효과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칼슘(Ca2+)기반 알칼리성 물질을 통해 중금속을 침전제거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CaO, CaCO3, 폐 콘크리트을 사용하여 pH변화와 중금속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실제 오염지하수를 분석하여
Cd2+, Zn2+, Fe2+, Mn2+, Cu2+을 대상 중금속으로 선정하였다. 반응물질과 침전물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XRD
(X-ray diffraction), XRF (X-ray fluorescence), SEM-EDS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지하수 흐름 조건과 대수층을 모사하여 연속흐름 조건에서 실험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통해 처리수의 pH가 11 이상을 유
지할 때 처리대상 중금속이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제거되었으며 입자사이즈 2 ~ 4mm 일 때 공극 막힘 현
상을 방지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광산 주변, 산업단지 등 중금속 오염 지하수에 대한 원위치 정
화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반응구역, 중금속, 침전, pH, 칼슘(Ca2+)기반 알칼리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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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산 광미를 활용해 철을 함침한 호두껍질 바이오차의

합성염료 제거효율 평가

Fe-impregnated walnut shell biochars using iron mine tailing wastes

for removal of synthetic d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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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합성염료는 다양한 산업계 (예: 식품, 섬유, 화장품, 제지, 제약 등)에서 착색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며, 매년 3만 톤에서 15만 톤의 합성염료가 산업폐수를 통해 수계로 배출된다1. 수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Amaranth(AR)와 Fast green FCF(FG)는 용존상태로 장기간 잔류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체에 노출 시,

돌연변이, 암, 알레르기 유발, 호흡기 자극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수생태계에서는 빛의 투과를 감소

시켜 광합성을 저해하여 수생태계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2,3. 하지만, 기존의 하폐수 처리 공정(예:

생물학적, 응집·침전, 고도산화처리 공정)은 AR과 FG의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처리 효율이 낮은 문제

점이 있다3. 반면, 기존 활성탄과 비교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바이오차는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합성염료 흡착공정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4. 그러나 열분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차의 표면은 음전

하를 띠기 때문에 음이온성 합성염료 제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개질 방법들이 적

용되고 있다4. 바이오차의 표면에 양전하를 띤 유도체를 함침함으로써 음이온성 합성염료의 제거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4. 하지만 양전하를 띤 유도체로 철광산 광미에 포함된 철성분을 활용하여 합성염료의 제거 기작

을 규명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5.

본 연구에서는 철광산 광미를 활용해 철을 함침하여 표면 개질한 호두껍질 바이오차를 이용해 수용액

에 존재하는 AR과 FG의 제거효율 및 흡착 제거 기작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평가하였다.

Key words : Iron mine tailing, Syntheic Dyes, Wallnut shells, Biochar, Adsorption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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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믹스 기반 불화수소 노출 토양 내 농작물(식물) 피해 진단

Diagnosis of damage in crops (plants) grown in soil exposed to hydrogen fluoride
based on 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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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근래 산업시설에서 화학물질의 누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시하는 화학

사고대비물질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연구대상 물질로 선정하였으며 불화수소가 토양에 노출되었을 때 비표적

대사체 분석(Metabolomics)을 이용하여 토양과 식물의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대표적으로 2012년 경북 구미에

서 불화수소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에어로졸 상태의 불화수소가 대기로 누출된 이후 토양까지 도달하

여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였다[1]. 일정 기간 후 자연 저감 되어 토양, 대기 내 수소 이온 농도와 불소 농도가

기준치에 도달하였음에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농

민과 사고책임자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토양 내 불화수소의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감소하더라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불화수소로

오염된 토양을 상온에 방치시킨 이후 수소이온농도가 중성에 도달하는 시점(자연저감)에 식물체(애기장대)를

재배하여 식물체의 건중량(수확량) 측정, 대사체 분석(Metabolomics) 그리고 mRNA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험결과 식물의 스트레스 반응을 확인하였다. 식물 건중량 분석결과 오염군의 건중량이 비오염군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으며 대사체 분석결과 PLS-DA분석 (Partial Least Squares-Discriminant Analysis)을 통해

대사체 분포의 선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 또한 mRNA 분석결과 스트레스 대응 유전자의 과

발현 현상을 확인하였다. 불화수소 오염 후 토양 내 수소이온농도가 중성에 도달하더라도 근권미생물의 유용

한 기능 저하 (병원균 침입방어능력 상실, 토양 내 수분 보존력 상실)가 관찰되었으며 그로 인한 식물체의 성

장억제와 관련 대사체(활성산소 방어)가 발견되었다. 해당 실험결과를 통해 불화수소가 토양에서 자연 저감되

어 기준치 이내로 감소하더라도 농작물에 위해성이 존재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 Chemical Accident, Hydrogen Fluoride, Metabolomics, LC-MS,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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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ore plot from the partial least-squares-discriminant analysis (PLS-DA) model indicating

differentially categorized metabolites in direct exposure soil (orange), indirect exposure soil (purple), direct

exposure root (green), indirect exposure root (dark brown), direct exposure leaf-stem (yellow), and indirect

exposure leaf-stem (red) groups (Q2 = 0.479; R2X[1] = 0.294; R2X[2] =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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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성질소 오염 지하수 재이용기술(Pump and Fertilize)을 통한 질산성질소 오염저감 평가

: 4년간 옥수수 경작지 3개소 대상 파일럿 규모 연구

The effect of pump and fertilize on nitrate reduction in groundwater
: pilot-scale study at three corn cultivation areas for fou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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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질산성질소는 대표적인 지하수 내 일반오염물질로서, 농촌의 밭 지역에서는 화학비료 또는 가축분퇴비

등 형태로 투입된 질소의 50% 이상이 지하수로 침투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1]. 따라서 광범위한 경작지에서

투입된 질소는 비점오염원 형태로 침투하며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경작지에서의 질소 침투 부하량을 줄이기 위한 지하수 재이용기술(관개시비법)

을 장기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지하수 재이용기술이란 질소비료의 시비 대신 질산성질소 오염 지

하수를 양수 및 관개함으로써, 경작지 내 질소 투입 및 관개를 지하수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질산성질소가

작물에 의해 섭취된 뒤 재침투된 관개수는 지하수로 침투하여 지하수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기술이다.

지하수 재이용기술은 30m2 규모의 옥수수 경작지 3개소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7회 적용하였

다. 경작 시 질산성질소 오염 지하수를 양수하여 옥수수 표준시비량(474 g N/plot)의 15%~60%만큼 관개하

였고[2], 질소비료는 옥수수 표준시비량의 0%~45%만큼 시비하였다. 지하수 재이용기술의 총질소 시비/관개

량은 옥수수 표준시비량의 60%로 고정하였다. 동시에 대조군으로 화학비료를 옥수수 표준시비량의 60% 시비

하는 경작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경작 또는 휴경기 시 질소 침투량 평가를 위해, 장기간 경작을 실시하였던

경작지 1개소에서 경작을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각 경작지에는 라이시미터를 이용하여 불포화층의 토

양 공극수를 모니터링 하였고, 지하수 관측정을 이용하여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변화를 모니터링 하였고,

주기적으로 경작지의 토양을 채취하여 질소류 물질 및 유기물 함량을 모니터링 하였다.

원토양의 미경작 시험구에서 3년간 모니터링 결과, 질소를 일절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표준시비량 기준 시비량의 약 4배에 상응하는 질산성질소가 불포화층에서 포화층으로 침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장기간 경작을 실시하였던 휴경지에서는 토양 내 축적된 질소가 지속적으로 침투하여, 지하수

재이용기술 적용 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4년간 지하수 재이용기술 적용한 경작지에서의 불포

화층 침투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물질수지를 분석한 결과, 지하수 재이용기술 관개량을 옥수수 표준시비량

의 15%에서 60%까지 증가시킬수록 토양 공극수 내 질산성질소 침투량을 저감시킬 수 있으며, 지하수 재이용

기술로 옥수수 표준시비량의 60% 관개 시 대조군 대비 평균 42%의 질산성질소 침투량이 저감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또한 4년간 지하수 재이용기술 적용 경작지에서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

간에 따른 질산성질소 농도의 회귀분석 기울기는 –0.0101~-0.0253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농촌지역 경작지

에서 지하수 재이용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지하수, 질산성질소, 비점오염원, 지하수 재이용기술, 관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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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군집의 독성영향 평가

Seasonal trends of mercury bioaccumulation and assessment of toxic effects in

Asian clams and microbial community from field study of estuarine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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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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gated seasonal trends in bioaccumulation potential and toxic effects of mercury (Hg) in Asian clams

(Corbicula fluminea) and microbes. For this, a clam-exposure experiment was performed during summer,

fall, and winter seasons in four different sites (HS1: control/clean site; HS2, HS3, and HS4: contaminated

sites) of Hyeongsan River estuary, South Korea. Total mercury (THg) and methylmercury (MeHg) in

whole sediments were highest at HS4 site during fall, sustained similar levels during winter, but

decreased during summer. Unlike whole sediment, pore water reported higher levels in summer, and

gradually declined during fall and winter. Asian clams from HS4 site collected during summer presented

highest bioaccumulations of THg (521.52 µg/kg) and MeHg (161.04 µg/kg), which also correlated with the

higher levels of Hg present in pore water in the same season (Fig. 1). Moreover, biota-sediment-pore

water accumulation factor (BSpAF)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clams collected from HS2~HS4 compared

to HS1 sites, suggesting that porewater was a better indicator of accumulation of Hg. Upregulation of

biomarker genes responsible for detoxifying process (gsts1), scavenging oxidative stress (cat), and protein

reparation (hsp70 and hsp90) were observed in clams collected from HS2~HS4. The overexpression of

these biomarkers implied that Asian clams can be considered as promising warning tools for

Hg-contamination (Fig. 2). Both bacterial and metabolic diversities were negatively affected by higher

levels of THg and MeHg. Phylum Proteobacteria was enriched in HS2~HS4 compared to HS1. In contrast,

phylum Bacteroidetes showed a reverse trend. The metabolic profile was highest in HS1 and lowest in

HS4, revealing higher stress of Hg in HS4 site. Overall, the outcomes of this field study broaden the

information on seasonal trends of bioaccumulation of Hg and its toxic effects. These findings may be

helpful in Hg monitoring and management programs in other river systems.

Key words : Mercury-contamination, Sediment, Clams, Toxicity, Biomarker genes, Microbi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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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rcury levels in whole sediment, pore water, and clams.
Fig. 2. Gene expression in Asian clams and

bacteri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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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bsurface soil environment is composed of various active layers with dynamic biogeochemical

interactions. Environmental variables are key driving forces shaping the distribution of soil microbial

communities, but previous studies are mainly have focused on near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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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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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pothesized that anthropogenic influences change in microbial community structure and function and

microbial assembly process have distinct contributions along the subsurface zonation. Elemental

distribution in each soil zone is strongly affected by the extent of chemical weathering as indicated by ch

emical index of alteration (CIA) and weathering index of Parker (WIP). Based on the results of

16S-rRNA microbial community analyses, bacterial richness (alpha diversity) was highest in surface zone,

and also in the fluctuated zone than in unsaturated and saturated zones likely due to the effects of high

organic matter, nutrient and/or aerobic condition. At the phylum-level, Proteobacteria (i.e. Beta, Gamma

and Alpha more than 10% orf total, respectively) was found to be dominan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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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 elements (P, Na), trace element (Pb), NO3, Richness (diversity), and weathering index are key

driving forces and shape bacterial community composition along the subsurface zonation (P<0.05,

respectively). In particular, microbial community assembly was governed by a specific ecological niches

such as homogenous selection processes in the unsaturated and saturated zone, whereas variable selection

and dispersal limitation in the surface and fluctuated zones. This study will discuss potential functional

roles and network complexity of bacterial communities on geochemical properties in each critic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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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ssments for the microbial community patterns with environmental factors and

perturbations (e.g., anthropogenic influences, land-use change, fertilization, groundwater flow pa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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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uvium) towards the use of ecological process across specific ecological niches and shed a light on

subsurface biogeochemical processes.

Key words : bacterial community, ecological assembly process, subsurface soil, Earth's critic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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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유기물질을 이용하여 질산성질소를 탈질시키는 과정에 따른 유기물의 성상변화를 수질

변화와 관련하여 관찰하였다. 유기물 재료로는 소나무칩, 벚나뭇잎, 볏짚을 이용하였으며, 각 반응조에 이들을

50 g 담고 KNO3용액 1.5 L(20 mg-N/L)와 반응시켜 시간에 따른 수질 변화를 관찰하였다. 수질분석을 위해서

60 mL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pH, Electrical conductivity(EC), Eh, Dissolved oxygen(DO), alkalinity, 주요

음이온(F-, Cl-, Br-, NO3-. SO42-), 주요양이온(Ca2+, Mg2+, Na+, K+), Dissolved Organic Carbon(DOC),

Dissolved inorganic Carbon(DIC), pCO2 등의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용출된 유기물의 종류

를 관찰하기 위하여 용존유기물의 형광특성을 이용하는 형광 3차원 Excitation/Emission mapping(3D-EEMs)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탈질속도는 NO3-N이 99% 제거되는 데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볏짚(0.25 hr)>벚나뭇잎(72

hr)>소나무칩(216 hr) 순으로 빠르게 관찰되었다. 탈질속도는 pH의 영향을 받으며, 적합한 pH 조건은 7.5~8.5

로 알려져 있다. 볏짚의 경우 알칼리(토)금속의 용출이 많아 반응시간 0.25~10 hr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pH값

(>6.3)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빠른 탈질속도를 보였다. 반면, 소나무칩과 벚나뭇잎의 경우에는 반응초반(0~10

hr)부터 5.2 이하의 낮은 pH 값을 보였고, 10시간 이후에도 pH가 4.4~6.0으로 유지되어 탈질에 적합한 pH 조

건보다는 낮게 관찰되었다. 특히, 벚나뭇잎의 경우 반응 초기에 매우 높은 DOC 첨두농도(236 mg/L)를 보인

후 급격히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DIC의 농도도 반응초기(0.25~16 hr)에 볏짚이나 소나무칩 보다 높게 관

찰되었다. 즉, 초반에 왕성한 유기물 분해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 발생된 CO2가 물의 pH를 지나치게 낮춤으로

써 탈질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형광 EEM 분석을 통해 난분해성 물질인 펄빅계(fulvic-like)와 휴믹

계(humic-like), 상대적으로 미생물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계인 트립토판계(tryptophan-like),

티로신계(tyrosine-like)를 관찰 하였다. 이들의 농도변화를 DIC, DOC의 변화양상과 비교한 결과, 반응초기의

유기물 분해는 대부분 비형광성 유기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실험의 결과를 종합할 때, 탈질반응은 형광성유기물의 종류나 분해된 유기물의 양보다는 탈질에

적합한 pH 조건이 조성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EEM분석결과 자체는

용출된 유기물의 총량이나 분해된 유기물의 총량, 그리고 반응기간 중에 일어난 화학반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DOC, DIC, 주요 양이온, 주요 음이온 등을 포함한 지구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이

를 극복할 수 있었다.

Key words : 유기물, 탈질, DOC, 형광분석, 흡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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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하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경제적인 방안으로 자연저감 공법(Monitored Natural Attenuation, 이하

MNA)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하수 오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TCE(trichloroethlyene)는 MNA를

활용하여 지하수 정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R&D Publication 95, 2020). MNA 공법을 적용할 경우, 현

장 부지 모델링이 가장 중요한 절차이나, 모델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및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해외 연구사례들과 한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저감 평가 및 모니터링

전 과정을 크게 (i) 기초조사, (ii) 자연저감 가능성 예비진단, (iii) 정밀 조사 및 진단, 그리고 (iv) 모니터링 계

획 수립 및 이행으로 4단계로 구분하였다. 기초조사와 자연저감 가능성 예비진단 단계에서는 수리지질학적 및

부지오염 특성에 관련된 기존에 가용한 자료에 기반해서 예비 진단을 하는 방법을 다루었고, 자연저감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 조사를 수행하여 생분해 기작에 의한 자연저감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모델 시뮬레이

션하여 평가하는 절차와 기술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기초조사와 2단계 자연저감 가능성 예비진단 단계에서, 3가지 증거(3 Lines of

evidence)를 활용한 자연저감 가능성 기초 조사를 통해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 위치한 익산 제 1국가 산업단지

내에 PCE/TCE로 오염된 부지의 자연저감 생분해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3가지 증거는 자연저감 생분해 가능

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1번째 증거는 오염운 크기의 감소를 보이는 데이터, 2번째 증거는 자연저감을 간접적

으로 보여주는 수리지질학적 데이터 그리고 3번째 증거는 마이크로코즘 실험실 분석과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말한다. 1번째 증거는,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표 선

형 회귀법, Mann-Kendall test 그리고 시간에 따른 오염운 크기의 변화를 통해 자연저감 가능성을 판단하였

다. 두 번째 증거는, 마찬가지로 2017년에서 2018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모니터링 데이터 중,

PCE/TCE의 환원적 탈염소 생분해 부산물인 DCE와 VC의 농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DCE와 VC

오염운의 크기 관찰을 통해 자연저감 생분해 발생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3번째 증거는, 미생물 분석을 통

해 해당 부지에서 PCE/TCE의 생분해가 가능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생분해 가능한 관정 선별 과

정에서는, 상류구배, 측면구배, 오염원 관정을 포함한 총 5개의 관정을 선정하여 분석적 매개변수와 가중치 점

수 표를 토대로 생분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증거와 생분해 가능한 관정 선별을 통해, 오염 부지의 저연저감 생분해 가능성

을 평가하였다. 3가지 증거를 통해 생분해를 통한 자연저감 발생을 검증하였고, 생분해 가능한 관정 선별 결

과, 오염원 관정은 혐기성 생분해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따라서 익산 오염 부지의 자연저감 생분해 발생 가능

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오염정화사업에 자연저감 공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연구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 Monitored Natural Attenuation(MNA); Chlorinated Hydrocarbon; 3 lines of evidence; Field

Evaluation; Reductive Dechlor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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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하수처리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사회적 현실을 감안하여 컴팩트한 시스템 및 공정 구성의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생물학적 처리공법인 활성슬러지 공법은 고농도 유기물, 질소 및 인의 고도처리가 원활

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현재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 유입수의 총유기

탄소와 암모니아의 농도를 실시간 분석하여 C/N에 따라 하수 유입수의 분할주입 비율과 반송비율을 조정하여

질소제거 효율 증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부지는 경기도 광주도시공사에서 지원받아 오포맑은물복

원센터 내 100m3 규모의 Pilot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류식으로 유입하수를 분할하여 주입하는 기존의 하수 분

할 주입 방식(5:5, 4:6, 3:7)과 Smart 분할주입(실시간) 방식을 비교한 결과 최종 방류수에서 질소제거 변동률

이 Smart 분할주입 방식에서 10.7%로 가장 안정적인 질소제거 변동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C/N

에 따라 하수 유입수의 분할주입 비율과 반송비율을 조정한 결과 2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제거효율 및 총

질소 제거 변동율이 9.7-28%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질소 제거율도 79.1%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Key words : Wastewater treatment, C/N Ratio, Nitrogen Removal Rate

생물학적처리 과정에서의 유기물 및 질소제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입수 분할주입 공정은 유입원수의

TOC와 NH4+-N을 실시간 분석하여 C/N비를 산출하고, 내부탄소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할주입비율을

선정하여 자동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운영

되는 유입수 분할주입인 3:7, 4:6, 5:5로 조절한 경우와 SMART 제어를 통해 운영된 결과를 비교한 결과

SMART 분할주입 공정으로 운영된 조건에서 질소제거율이 평균 79.1%(평균 방류 농도 7.4mg/L)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유입수 분할주입과 Smart 분할주입의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유입수 분할주입(5:5, 6:4, 7:3)과 Smart 분할주입 결과

구 분
5:5

분할주입

질소제거 변동율 질소

제거율

최소 67.1%
최대 82.4%

20.4% 평균 75.0%
4:6

분할주입

질소제거 변동율 질소

제거율

최소 63.7%
최대 80.8%

23.2% 평균 73.8%
3:7

분할주입

질소제거 변동율 질소

제거율

최소 60.2%
최대 88.4%

38.7% 평균 72.8%
SMART

분할주입

질소제거 변동율 질소

제거율

최소 74.1%
최대 82.6%

10.7% 평균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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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일반적으로 하수, 폐수 및 오수 등에는 인, 질소, 유기물질, 부유물질 등의 다양한 오염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및 부영양화를 유발시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 오염물질은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고도처리 방법으로 처리된 후 방류 혹은 재이용된다.

이와 같은 생물학적 고도처리 방법은 기본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 생물반응조에서의 미생물의 활

성화 정도가 오염물질의 처리 효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미생물 활성화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

정 농도 이상의 DO가 유지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호기조에 기존에 사용되는 산기관(diffuser)과 베르누이

원리가 적용된 제트벤츄리믹서(산소공급 및 교반)를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Mixed liquor volatile

suspended solids (MLVSS) 3000mg/L 조건에서 제트벤츄리믹서를 이용한 질산화 반응에서는 30분만에 약

80%의 NH4+-N가 NO3-N으로 전환되었으며, 120분 후 99% 질산화가 이루어 졌다. 반면 산기관에서는 최초

30분에 60%, 180분 후 99% 질산화가 진행되었다.

Key words : Wastewater treatment, Nitrification, Jetventurimixer

기존의 호기공정에서 질산화를 위한 산소공급 방식인 산기관을 적용한 방법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제트벤츄리믹서를 이용한 방법과의 질산화 효율을 평가하였다. 시간에 따른 제트벤츄리믹서와 산기관의

NH4+-N과 NO3-N의 농도 변화는 Fig. 1.에 나타내었다. MLVSS 3000 mg/L에서 제트벤츄리믹서를 이용한

질산화 반응에서는 30분만에 약 80% NH4+-N가 NO3—N으로 전환되었으며, 120분 후 99% 질산화가 이루어

졌다. 반면 산기관에서는 최초 30분에 60% 180분후 99% 질산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산기관과 비교하여

제트벤츄리믹서의 질산화 효율이 높은 이유는 질산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의 공급에 있어서

제트벤츄리믹서가 산기관에 비해 전달효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활성슬러지(MLVSS

3,000 mg/L)가 함유되어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제트벤츄리믹서를 이용한 산소전달특성평가 결과, 산소 공급과

교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제트벤츄리믹서는 생물학적처리 공정 중 호기공정(Aeration process)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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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시간에 따른 산기관과 제트벤츄리믹서의 NH4+-N과 NO3-N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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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토양환경 복원의 방법은 크게 물리/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열적처리방법이 있다. 이 중 생물학적처리방법에는

생물학적 분해, 통풍, 토양경작, 식물재배 정화, 자연저감, 바이오파일, 퇴비화 공법 들이 있으며 이 중 생물학

적 분해, 통풍 등의 공법은 기존의 환경기술에서 적용되고 있던 생물학적처리공법과 유사하다. 토양에서의 생

물학적 처리 대상물질은 유류, 난분해성, 기타 유기화합물이고, 수질에서는 유사한 공법을 적용하여 영양염류

(질소, 인)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과 수질분야에 적용중인 생물학적처리공법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고, 유류오염토양을 대상으로한 생물세척 공법과 영양염류로 오염되어 있는 수질을 생물학적처

리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거동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Key words : 생물학적처리, 분할주입, 총질소, 질소거동

T-N 분석은 Humas kit.를 통해 측정하였고, NH4-N는 Kjeltec기기를 사용하였다. NO2-N 및 NO3-N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하였고, 유기질소는 T-N에서 각 분석 값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각 함유량은 측정 기

간 동안의 결과 값을 산술평균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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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1～2월의 각 반응조별 T-N(mg/L) Figure 2. 7~8월의 각 반응조별 T-N(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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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오랜 기간 국내 하․폐수처리시설은 BOD, COD, SS, TN, TP 등의 물질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수립하

여 운영되고 있다.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폐수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도 다양화되고, 알 수 없는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011년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 독성제도가 도

입되게 되었고, 2021년 유기물 오염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Mn)이 총유기탄소(TOC)로 대체되게 되었다.

하․폐수처리시설 최종방류수를 최적 조건으로 관리하자는 목표 아래 일반수질오염 물질 항목과 생태독성 간

의 관계성을 규명하려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일반 오염물질이 고

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유입 원수에서는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과 생태 독성 간의 관계성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오염물질은 TOC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생태독성시험종은 발광박테리

아(Aliivibrio fischeri)를 사용하여 비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시간별로 변화되는 TOC 농도에 따라 발광박테

리아의 독성 값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 오염물질이 유입되

어 처리되는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유입수

에 함유된 다양한 물질과 영양단계별 생물군(분해자,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을 대상으로 정밀한 독성 비교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 생태독성, 총유기탄소, Aliivibrio fischeri

Figure 1. 시간대별 TOC와 발광박테리아 독성간의 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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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수질오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유기물질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현행 화학적산소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에서 총유기탄소량(TOC; Total Organic Carbon)으로 전환된다. COD는 산화제와 시료에 따라 산화

율이 낮아 화학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해 유기물질의 양이 저평

가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OC가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새로운 유기물질 기준 지표

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 유기물질 관리지표인 CODMn과 CODcr과의 관계성 비교 연구를 통해 TOC 전환의 타

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TOC와 CODMn의 상관관계는 0.77, TOC와 CODcr은 0.99, CODMn과

CODcr은 0.83으로 평가되었다. 유기물에 대한 TOC, CODMn, CODcr간의 관계성은 약 70～80%의 선형 관계성

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생활하수) 내 TOC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유기물질 관리지표는 CODcr, CODMn 순으로 나타났다. TOC는 미량의 유기물의 양도 정량이 가능하며, 난

분해성 물질이나 독성물질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는다. 전체 유기물질의 30～60%를 측정하는 COD에 비해 유

기물질 양을 직접 측정하는 TOC는 9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 앞으로 하․폐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

로 보인다.

Key words : TOC, CODMn, CODcr, 배출허용기준

TOC, CODMn, CODcr 각각의 물질별 관계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Figure 1. TOC와 CODMn 선형회귀모형의 Scatter plot과 summary

- 221 -



Figure 2. TOC와 CODcr 선형회귀모형의 Scatter plot과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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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내 현행 생태 독성제도는 물벼룩(Daphnia magna)을 이용한 24시간 급성 독성 평가를 하고 있다. 하

지만, 물벼룩 단일 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과소평가 및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환경

과학원 등의 연구기관에서는 발광박테리아, 조류 등의 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

에서는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중금속 중 구리, 납을 대상으로 Microtox(81.9% Basic test) 15분 독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중금속류의 2가 양이온 물질에 대한 수생태계 독성은 물질 상호간의 화학적 작용과 이온 경쟁 등

의 기작으로 인해 단일물질로 존재하였을 경우와 혼합상태로 존재할 경우의 독성이 상이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1]. 따라서 구리와 납을 대상으로 단일, 혼합상태(구리:납; 1:1, 2:1, 1:2)에서의 생태독성을 평가

하였고, 그 결과 독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현된 납에 의해 의존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발광박테리아를 이

용한 중금속 독성평가는 화합물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EC50 또한 화합물 기준의 값이다. 독성평가는

Microtox(M500, modern water Inc, delaware, USA) 장비를 이용하였고, 시험용액 중에 용존되어 있는 중금속

의 농도는 ICP-OES(Thermal fisher 7000serie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1에 나타

내었다.

Table. 1 구리, 납에 대한 발광박테리아 급성독성평가 결과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구리와 납의 생태 독성 평가 결과는 납에 의해서 독성의 강도가 결정되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는 양이온의 경쟁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으로서

다양한 중금속간의 혼합 독성, 수중에 존재하고 있는 이온 성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 Aliivibrio fischeri, Toxicity, copper, lead

참고문헌

Compound Ratio 15min EC50(%)
CuSO4.5H2O - 36.70

PbNO3 - 7.92
CuSO4.5H2O : PbNO3 1:1 14.82
CuSO4.5H2O : PbNO3 2:1 10.24
CuSO4.5H2O : PbNO3 1:2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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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납은 독성이 강한 중금속으로 미량이라도 노출된다면 신경 행동 기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생 생

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궁극적으로 납이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할 때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폐수에

서 납 이온 제거를 위한 정화 방법으로는 용매 추출, 막 여과, 침전, 식물 정화 등이 있다. 그 중 납을 제거하

는 방법 중 흡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된다. 흡착은 사용되는 흡착제의 종류와 성분, 비율에 따라 흡

착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적으로 오염시킨 납 폐수의 제거를 위

해 Montmorillonite와 Alginate의 구성 비율을 조절한 Beads 형태의 흡착제를 제작하여 흡착 실험을 진행하였

다. Alginate 4g과 Montmorillonite 4, 8, 16, 32g으로 총 4가지의 흡착제를 제작하였으며, pH 따라 흡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pH는 4, 7, 10으로 조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간별로 채취한 시험용액 중에 용존 되어

있는 납이온의 농도는 ICP-OES(Thermal fisher 7000serie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흡착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평형 실험 결과 평균적으로 2시간 이내에 흡착 평형이 이루어졌으며, 흡착 효율은

Montmorillonite 4g에서 가장 우수했다. Montmorillonite 4g을 이용한 Beads의 g당 흡착량을 계산해 본 결과

pH 4, 7, 10에서 각각 11.86, 9.97, 6.22 mg/L로 나타났으며 pH 4에서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로 Alginate의 구성 비율을 변경한 Beads를 제작하여 납 이온에 대한 흡착 실험을

진행한 후 Alginate와 Montmorillonite Beads의 최적의 흡착 효율을 나타내는 구성 비율을 확인 해야 될 것으

로 사료 된다.

Key words : Adsorption equilibrium, Montmorillonite, Alginate, l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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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eads의 종류와 시간에 따른 납 이온의 농도변화

a) pH4 b) pH7 c) p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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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인간의 활동 및 산업시설(소각로, 산업공정)에서 배출되고,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

이옥신류 물질(dioxin and dioxin-like compound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는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 물질 중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오염물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내

존재하고 있는 다이옥신과 PAHs에 대한 위해강도를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생생물인 물벼룩

(Daphnia magna), 미세조류(Chlorella vulgaris) 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를 이용하여 생태독성을 평가

하고,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TEF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물질에 대한 독

성 강도를 도출 및 비교평가 하는 것이다.

Key words : Daphnia magna, Chlorella vulgaris, Aliivibrio fischeri, Toxicity

물벼룩과 발광박테리아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미세조류는 OECD [Alga, Growth Inhibition Test]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발광박테리아 분석은 Microtox장비를 이용하였고, 동결건조된 박테리아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물벼룩과 미세조류는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있는 생물을 사용하였다.

Figure 1. 물벼룩, 발광박테리아, 미세조류 실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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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HO(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이옥신 독성등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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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구온난화는 환경 내에서 기후 및 강우량 등의 예기치 않은 변화를 야기시키며, 특히 수생생물에 많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담수 생태계에 서식하고 있는 플랑크톤류의 생물들은 세포의 이온교환 및 삼투압

작용을 위해 물속에 녹아 있는 이온성 물질의 양에 매우 민감하다(칼슘, 칼륨 등). 동물성 플랑크톤의 대표적

인 생물인 물벼룩은 국내 수생태계 건강성을 검증하는 생태 독성시험생물 종으로 지정되어, 하․폐수 및 하천,

호소 등에서 실시간 생물감시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물벼룩 종인

Daphnia magna를 이용한 배양 방법과 급성 독성시험법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 독성시험생물종으로 지정된 물

벼룩은 공정시험기준에서 배양조건으로 160～180 mg/L as CaCO3 범위의 경도를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표준배양조건이 수립된 물벼룩을 대상으로 경도가 2～10배까지 변화할 수 있는 자연조건 상태에서

의 Neonate 생산성을 평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동물성 플랑크톤류의 건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경도를 62.5, 125, 250, 500, 1,000 mg/L as CaCO3 5가지 조건으로 물벼룩 개체 생산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경도가 250, 500mg/L as CaCO3 조건에서 가장 많은 Neonate가 생산되었다. 이는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양기준(경도)을 약 2배 정도 상회하는 조건이나, 자연 상태에서 강우량 조건 등의 변화에 따

라 물벼룩 등의 동물성 플랑크톤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생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추

가 연구로써, 각각의 경도 조건에서 생산된 물벼룩을 이용하여 다이크로뮴산 칼륨 등의 표준 독성시험을 통해

생물 개체 수와 민감도의 관계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Daphnia magna, Hardness, Neonate

경도 조건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1,000mg/L as CaCO3 Stock 용액을 제조하였고 Serial dilution을 하

여 각각의 경도농도 시료를 준비하였다.

Table 1. 경도조건에 따른 시험수 제조 조건

Hardness Composition Volume

1,000 mg/L as CaCO3

MgSO4
CaSO4
NaHCO3
KCl

0.7978 g

0.7978 g

1.2758 g

0.0531 g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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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tics study on naphthalene adsorption process
by pine needles from the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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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친지질성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는 소나무 잎 왁스 층에

쉽게 흡착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패시브 샘플러의 재료로 많이 이용된다. 소나무 잎을 패시브 샘플러의 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대 흡착량, 반응속도,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 등 여러 인자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상 소나무 잎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2년생 Pinus densiflora를 선정하였

다. 소형 챔버 내부에 6주의 소나무를 배치한 후 아세톤 용액에 용해한 나프탈렌(naphthalene) 1 mg/L 용액

100 mL를 분사한 후 2, 4, 8, 16, 24, 32시간 동안 노출 시켜 나프탈렌이 소나무 잎에 흡착되는 시나리오를 모

사하였다. 시간에 따라 노출이 끝난 소나무 잎 10 g을 1 cm 길이로 자른 뒤 노말 헥산(n-hexane):디클로로메

탄(dichloromethane, DCM) 1:1 용매 30 mL를 바이알에 주입한 후 20분 동안 초음파 추출법을 통해 추출하였

다. 이후 각각의 추출액을 10분 동안 65 rpm, 수조 온도 70℃ 조건으로 회전 증발 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하

였으며 Silica, Florisil, Sodium sulfate 카트리지로 정제과정을 거쳤다. 정제한 추출물은 앞선 조건과 동일하게

회전 증발 농축기를 이용하여 재 농축을 한 뒤 질소농축기를 통하여 40℃, 15분 동안 최종 부피인 2 mL로 농

축하였으며 GC-MS를 이용하여 추출물을 분석하였다. 시간에 따라 노출된 소나무 잎의 나프탈렌 농도를 비교

분석하여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반응 속도 상수와 최대 흡착량을 평가할

수 있었다. 패시브 샘플러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는 소나무 잎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 반

응속도 등이 다르게 분석될 수 있으므로 각 벤젠 고리 개수에 따른 대표 PAHs 물질을 선정하여 여러 인자들

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각 PAHs 물질들에 대한 소나무 잎의 오차

율을 줄이고 패시브 샘플러 재료로서의 기초자료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passive sampler, pine needles, atmosphere, naphthalene,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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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에 따른 물벼룩의 개체생산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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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물벼룩은 호소생태계에서 식물성플랑크톤을 섭식하는 1차 소비자이자 동물성플랑크톤으로써, 생물생산 및 물

질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4대강을 중심으로 상수원의 수

질오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물벼룩의 생육특성을 응용하여 실시간 생물감시장치를 운영중

에 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생태독성 시험법에는 큰물벼룩(Daphnia magna)이 사용되고

있다. 독성시험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물은 독성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실험실에서 배양이 용이

하여야 한다. 또한, 중크롬산칼륨 등의 표준독성물질을 이용한 정도관리 실험에서도 일정 범위의 민감도가 보

장되어야 실험생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실험생물의 건강성 및 민감도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본 연구

에서는 물벼룩의 먹이 공급에 따른 생산성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실험실 먹이 공급에 대한 조건을 수립하

고자 한다. 먹이공급 조건은 조류(Chlorella vulgaris), YCT(yeast, chlorophyll, trout chow), 조류와 YCT 혼

합(3:1, V/V) 3가지로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물벼룩 Neonate 생산성이 가장 높은 조건은

조류와 YCT 혼합조건이었고, 이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도 권장되어 있는 조건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조건별로 생산된 24시간 미만의 개체를 이용하여 표준독성시험을 통해 독성시험생물의 건강성 및 민감도를 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 큰물벼룩(Daphnia magna), YCT(yeast, chlorophyll, trout chow), 조류(Chlorella vulgaris)

본 연구에서는 조류(Chlorella vulgaris), YCT(yeast, chlorophyll, trout chow), 조류+YCT(3:1) 3가지 조건으로

물벼룩 생산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생후 24시간 미만의 물벼룩 10마리씩에 대하여 하루에 2 ml씩 먹이 공급

을 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먹이조건을 제외한 생물 배양조건은 온도 20℃±1, 명:암(16:8), 빛 조건 1,000 lux 이

상을 유지하였다.

Table 1. 먹이공급 조건에 따른 Neonate 생산 결과

조류 YCT YCT+조류

시험기간 21일 21일 21일

Adult 자연저감율 20% 미만 20% 미만 20% 미만

Neonate 48 2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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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퇴적토에서 분리한 Martelella soudanensis NC18과 NC20의 다상분류학적 특성

Polyphasic Taxonomic Characterization of Martelella soudanensis
NC18 and NC20 Isolated from Mine Sediment

이정윤1,2, 김동훈1*

Lee Jung-Yun1,2, Kim Dong-Hun1*

1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환경연구센터, 2충북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

*e-mail : donghun@kigam.re.kr

Abstract

Two strains, NC18 and NC20 were isolated from the sediment near borehole effluent originating

subsurface located in the Soudan Iron Mine in Minnesota, USA. Phylogenetic analysis indicated that

strains NC18 and NC20 are most closely related to Martelella mediterranea DSM 17316 (99.0 % 16S

rRNA gene sequence similarity). The two strains showed gram-stain-negative, strictly aerobic, non-spore

forming, non-motile, and rod-shaped cells. Growth occurred at 10-40 °C (optimum, 30 °C), at pH 5.0-9.0

(optimum, pH 7.0-8.0), and with 0-13 % (w/v) NaCl (optimum, 1 %). Phenotypic analysis revealed several

common features between the novel strains and closely related type strains. However, strains NC18 and

NC20 could be clearly differentiated from type strains by their ability to maximally grow in a higher salt

concentration (13 %).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of such halotolerance, the

complete genome of strains NC18 and NC20 were sequenced. The genome sizes and G+C content of both

NC18 and NC20 were 6.1 Mb and 61.8 mol%, respectively. Average nucleotide identity (ANI), the average

amino acid identity (AAI), and digital DNA–DNA hybridization (dDDH) values were below the species

delineation threshold. The NC18 and NC20 strains were predicted to have 5849 and 5830 genes, 5502 and

5585 protein-coding genes, 6 rRNAs, and 48 tRNA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predictions for

halotolerance-associated genes showed that these strains have two main strategies [1]: "salt-in" and

"compatible solute". Strains NC18 and NC20 have K+ uptake protein (trkAH) and K+ transport system

(kdpFABC) used in the “salt in” strategy, which can one-way transport K+ into the cytoplasm and

maintain osmotic pressure to increase salt resistance [2]. These two strains also use the ectoin transport

system (dctPQM) and the glycine betaine transport system (proVWX) to accumulate “compatible solutes”

such as ectoine and glycine betaine to protect cells from salt stress [3]. On the basis of polyphasic

taxonomic analyses, strains NC18 and NC20 represent novel species of the genus Martelella, for which

the name Martelella soudanensis. Our results suggest that halotolerant and halophilic M. soudanensis

NC18 and NC20 could be of great interest for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in environmental biotechnology.

Key words : Martelella soudanensis, mine sediment, polyphasic taxonomy, whole-genome sequencing,

halo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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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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yster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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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ystershell that expedited thermal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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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utilization; Cu(II) removal

저자정보

주저자: 권기훈, 세종대학교, 연구원

공저자: 김은지, 세종대학교, 연구원

교신저자: 송호철, 세종대학교, 교수

- 236 -



KoSSGE 춘계학술대회

2022년 04월 27일-29일 제주 부영호텔

비소/불소 오염토양 처리 공정의 최적 처리 조건 도출

Deduction of Optimum Operating Condition for Remediation of
As/F Contaminated Soils

이나래1, 서승원1, 김주영1, 최재영2, 윤현식1*

Lee Narae1, Seo Seungwon1, Kim Jooyoung1, Choi Jaeyoung2, Yun Hyunsik1*

1(주)동명엔터프라이즈, 2한국과학기술연구원

*e-mail : awyhs81@dm-ent.co.kr

요 약 문

최근 들어 비소와 불소로 오염된 토양이 건설현장 또는 토지 개발사업 중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발견

되고 지자체로부터 정화명령을 받아 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 토양정화기술의 적용 및 정화 효율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정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양정화기술 중 열탈착 공법과 토양

세척 공법의 최적 처리 조건을 도출하여 2가지 공법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오염토양은 00 건설현장 비소/불소로 오염된 토양이며 토양오염공정시험법 분석 결

과 비소와 불소가 각각 34.89 mg/kg, 425 mg/kg으로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정화대상 토양으로 선정되어 사용

하였다. 열탈착 공법은 탈착온도를 300℃ - 500℃로 조절하고 30분간 반응하여 최적의 탈착 온도를 결정하였

고, 토양세척 공법은 세척제의 종류(황산, 염산, 질산), 세척제의 농도(0.2M – 0.6M), S/L 비율(1:5, 1:7, 1:9),

세척 시간(10분 – 30분)을 조절하여 최적 인자를 도출하였다.

열탈착 공법 활용 비소 오염 토양(34.89 mg/kg) 처리 실험 결과, 반응 온도 500℃ 조건에서 비소 농

도가 36.8%(22.02 mg/kg) 감소하여 우려기준(25 mg/kg) 이하로 저감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한편 토양세척 공

법의 토양세척능을 비교한 결과, 실험에 사용된 모든 세척액이 공법에 적용 가능하며, 황산을 사용할 때 일정

조건(실험 조건 모든 S/L / 농도 0.2M 이상 / 세척 시간 30분 이상) 유지 시 비소를 우려기준 이하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소 오염 토양은 500℃ 반응 조건의 열탈착 공법과 위의 도출된 인자로

운전 가능한 토양세척 공법을 적용하였을 때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소 오염 토양(425 mg/kg)의 경우 열탈착 공법 적용 실험에서 설정한 모든 반응 온도에서 우려기준

(400 mg/kg) 이하로 저감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500℃에서 38.8%(260 mg/kg) 농도 감소가 확인되었

다. 또한 토양세척 공법 실험 결과, 황산, 질산을 세척액으로 적용하였을 때 우려기준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고,

황산 사용 시 일정 조건(S/L 1:9 / 농도 0.2M 이상 / 세척 시간 30분 이상)을 유지해야 우려기준이하로 처리

가능함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열탈찰 공법을 활용한 불소 오염 토양 처리는 500℃에서 가장 안

정적일 것이며, 토양세척 공법은 위의 도출된 인자를 적용하여 운전하였을 때 우려기준 이하로 세척효율을 안

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열탈착 공법과 토양 세척 공법을 활용한 비소 및 불소 오염 토양 처리 시 최적 운전

인자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화 효율 향상과 더불어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thermal desorption, soil washing, contaminated soils, arsenic, fluo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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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황산 및 활성화제를 이용한 TPH로 오염된 토양의 고도산화 평가

Evaluation Of Advanced Oxidation In TPH Contaminated
Soils Using Persulfate and Acti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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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TPH에 의한 오염은 토양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며

인체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TPH로 오염된 토양은 발견 시 즉각적인 정화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TPH 오염 토양은 장기간 방치되어 생태 위해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류(TPH)는 높은 소수

성, 낮은 휘발도 및 용해도로 인해 정화기술 적용에 있어 다양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과황산염의 산화력을 이용하여 토양 내 장기간 방치되고 오염된 TPH를 산화시켜 정

화할 수 있는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과황산 산화 기술은 과황산염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황산 라디칼 활성화를 촉진시키

고, 이를 TPH 산화에 이용하며 특히 활성화할 수 있는 활성화제로써 과산화수소, 유기산(구연산), 2가 철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사용된 과황산염의 농도변화와 적용된 활성화제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적용성을 동시에 평가하기 위해 산화 처리되지 않은 토양과 비교하여 실험 초기농도의 변화 및 제거율을 이용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TPH 농도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ES 07552)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과황산염 0.1M, 0.5M 및 1.0M 을 이용하여 농도에 따른 TPH 산화능을 평가하였으며 0.5M 이하에서

는 제거되지 않았으며 1.0M 사용시 24.71%로 제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과황산염 1.0M에 3% 과산화수소 적

용시 63.9%, 1,0M 구연산+0.25 M 2가 철을 첨가하였을 때 66.56%의 제거능을 보였다.

TPH 산화 제거를 위해서는 활성화제로 과황산을 활성화시켜 산화력을 증대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이었으며, 현장 특성, 배합비율, 경제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과황산염과 과산화수소를 첨가하는 것이 효율적일것

으로 판단 된다.

Key words : soil contamination, persulfate, activator, advanced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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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 영가철을 이용한 과황산 고도산화공정의 불포화대 모사 페놀 오염 토양 처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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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위치 화학적 산화는 지난 30년간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 처리를 위해 발전해왔다. 원위치 화학적 산

화에는 많은 공정이 존재하며 이 중 과황산을 이용한 고도 산화처리는 오염물질에 대한 광범위한 반응성을 가

지며, 오랜 기간 지중에서 반응성을 유지한다. 반응이 활성화되면, 과황산은 황산 라디칼(SO4-·)과 수산화 라디

칼(·OH)을 생성한다. 과황산 활성제로는 비교적 간단하고 낮은 비용인 2가철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2가철

은 3가철의 가수분해와 침전으로 인해 제한되며, 이는 이후 철로 이루어진 슬러지의 분리와 처분이 요구된다.

영가철의 경우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볼밀을 이용한 황화 영가철을 합성하여 보다 높은 전자이동 성능과 반응성 그리고 과황

산에 대한 선택도를 특징으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한다. 황화 영가철 표면의 황화철은 기존 문제였던 3가철을

2가철로 환원을 촉진하여 철 슬러리 생성을 줄인다. 볼밀링제조방법은 복잡한 기존 방법인 액상제조방법과 다

르게 간단하며, 시간 대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영가철 100g과 황 6.8g ([S]/[Fe]=0.12)을 각 4개의 jar에 넣

어 450rpm의 속도로 5시간 밀링하면 1회 제조 시 300g정도의 황화 영가철을 생성 할 수 있다. 이처럼 황화

영가철의 대량 생산은 실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정도의 양을 제조 할 수 있다.

원위치 화학적 산화공정을 모사하는 실험에 있어 불포화대 토양 상태를 고려하여 페놀 오염된 토양에

과황산과 황화 영가철 주입 후 최종 고상과 액상의 비율을 1:1로 선정했다. 이와 같은 불포화대 토양 조건에서

과황산, 황화 영가철, 페놀을 각각 16:0:1~32:16:1 몰 비 조건에서 진행하여 실험했다. 페놀 농도의 기준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페놀오염지역을 분석하여 고농도오염으로 적합한 10mM (940mg/kg)을 선정했다. 최종

고상과 액상의 비율이 1:1일 때, 과황산의 몰농도가 320mM 조건에서 대부분의 페놀은 4시간내로 제거가 되었

으며 특히 과황산과 황화 영가철의 비가 32:8, 32:16인 조건에서는 5분 내에 페놀이 100% 제거된다. 그리고 과

황산과 황화 영가철의 몰비가 2:1일 때 가장 높은 페놀 제거효율을 확인 할 수 있다. 황화 영가철은 과황산의

고도산화처리를 통한 오염토양 복원에 중요한 활성제이며 대량화와 현장 적용 모사가 가능함을 평가하였다.

Key words : 황화 영가철, 과황산, 고도산화, 볼밀, 고액비, 토양복원, 불포화대

.

저자정보

주저자: 정혁성,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공저자: Nguyen Quoc Bien,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황인성,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240 -



KoSSGE 춘계학술대회

2022년 04월 27일-29일 제주 부영호텔

중금속 오염토양의 토양세척 적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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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다양한 물질로 오염된 토양은 인체 및 생태 위해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건강성이 훼손됨으로써 농경지,

임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물리적, 화학

적, 생물학적 기술들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화 과정에서도 토양 건강성이 재차 열화됨으로써 정화

토의 재이용/재활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정화토의 재활용 용도 및 지목 현황을

살펴보면 매립성토, 공장용지 등과 같이 주로 비생산적인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화토를 생산적인

용도로 재이용/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화토의 건강성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이

때 정화공정에 따라 토양 건강성의 열화 양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재이용/재활용 용도에 따라서도 회복되어야

할 토양 건강성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여 정화토의 건강성 회복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양시료는 경기도 동두천 소재 군부대 사격장에서 채취하였으며, 탄알 잔류물과

탄피 등으로 인해 납과 구리의 농도가 각각 1,034 mg/kg, 170 mg/kg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금속 처리에 효과

적인 토양세척 방법으로 정화를 진행하였으며, 효과적인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0.75 µm이하의 토양은 체

질을 통하여 제거한 후에 3 % 염산을 이용하여 세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납과 구리의 농도가 각각 194

mg/kg, 74 mg/kg 수준으로 감소하여 1지역 우려기준(각각 200 mg/kg, 150 mg/kg)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정화공정에 의한 토양 건강성의 열화 현상을 확인하고, 적용된 건강성 회복 기술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물리·화학적 인자 10항목, 비옥도 인자 4항목, 생물학적(토양효소) 인자 7항목 등, 총 21

항목의 토양 특성을 분석하였다. 오염 및 정화 과정에서 열화되는 토양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비오염토, 오

염토, 정화토 각각에 대해 21항목의 토양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농경지와 임야 토양으로의 재활용을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토양 특성들은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여기에 제시되

지 않은 토양 특성 항목들은 비오염토를 기준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0.75 µm 이하 토양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으로 인해 토성이 사질로 바뀌었으며, 염산으로 인한 pH의 감소와 비옥도 및 토양효소 활성도의 감소와

같은 열화가 발생하여 총 21가지의 평가항목 중 입단안정도, 전기전도도, Arylsulfatase를 제외한 18가지의 평

가항목들이 재이용 및 재활용을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의 증진을

통한 전체적인 정화토양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제제를 적용하여 투여량과 회복기간에 따른 회복 수

준을 평가하였다. 이에 사용된 회복제제는 주로 유기물과 영양분의 보충 목적으로 유기질 제제 3종(피트모스,

퇴비, 바이오차), 물리·화학적 지표 개선을 목적으로 한 무기질 제제 3종(제올라이트, 석고, 석회고토), 유기물

증대와 토양효소의 활성도 증진을 위한 생물 제제 3종(분변토, 클로렐라, EM), 그리고 토양 건강성의 개선에

- 241 -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복합비료를 대조군으로 선정해 총 10종의 회복제제를 평가하였다. 회복제제의 투여량은

1.0, 2.5, 5.0, 7.5, 10 % 등과 같이 5가지를 비교하였으며, 시험 기간 중 토양의 수분함량은 최대보수량의 50%

로 유지하면서, 2주, 6주, 10주 이후 시료를 채취하여 각 투여량별 기간에 따른 회복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투여량을 독립변수, 토양의 특성을 종속변수로 한 선형적인 관계에 기반

한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이로부터 회복 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고 각 제제별 회복수

준을 조사하였다.

요소 회복기술을 적용 후 단순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물리·화학적 인자에 대해서는 각 항목마다 제

제별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 석회고토>퇴비>석고>제올라이트 순으로 회복수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석회고토는 pH를 크게 증가시켰는데 이는 석회고토 자체의 알칼리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예상된

다. 퇴비는 pH를 증가시키고 치환성 양이온 및 양이온 교환능의 증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석고는

제제 자체에 높은 Ca를 함유하여 치환성 Ca를 증진시켰다. 비옥도 인자에서는 클로렐라>분변토>퇴비>피트모

스의 순으로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효소 인자에서는 클로렐라>퇴비>분변토>바이오차의

순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클로렐라는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주어 비옥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토

양효소의 활성을 촉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비는 제제 자체에 토양 미생물과 유기물이 포

함되어 비옥도 증진과 토양효소 활성에 효과적이었으며, 분변토 또한 유기물을 지렁이 먹이로 이용하여 제조

하였기 때문에 제제 자체의 영양분 함량이 높아 비옥도 증진과 토양효소 활성에 효과적인 제제로 조사되었다.

토양 건강성과 관련된 21개 특성 항목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클로렐라>퇴비>분변토>석회

고토 순으로 회복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무기질 제제보다 유기질 제제와 생물 제제가

효능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Key words : 토양 건강성, 중금속 오염, 토양세척, 건강성 회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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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el contaminated soil is difficult for remediation. Chemical oxidation of soil is found to be very effective.

Hydrogen peroxide (H2O2) being effective oxidant, and has been a ovious choice. However, due to

vigorous reaction of H2O2 with the soil, it is difficult for H2O2 to infiltrate into the deep soil, and affect

remediation from deep soil. In this study, hydrophobic fuel contaminated soil was pre-treated with sodium

alpha olefin sulfonate (AOS;1%) surfactant,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 (KH2PO4;1%), and sodium

phytate (1%). After pretreatment, infiltration of H2O2 (1.5%) was done and the removal of TPH from the

soil was determined using gas chromatography equipped with mass spectroscopy (GC-MS). After the

pretreatment, deep and long infiltration of 1.5% H2O2 was measured. In 100 min, measured time, 17.45 cm

cumulative infiltration was recorded whereas without pretreatment, soil reaction was generated resulting

no any infiltration. The addition of surfactant in the soil reduce the hydrophobicity of the soil, while

KH2PO4 and phytate improved the stability of H2O2 in the soil. The improved infiltration of H2O2 from

the soil enhanced uniform oxidation of fuel in the soil. In the soil column, 80.92 %, 79.96% and 79.94%

TPH removal efficiency was achieved from top, middle and bottom part of the soil column respectively.

H2O2 infiltration after the pretreatment can provide effective contact between the fuel oil and H2O2 for

oxidation. The finding of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nsights into soil remediation process via chemical

oxidation after natural H2O2 infiltration,(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Smart Farm R&D

Foundation, funded by Korea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Korean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Korea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Grand number: 421010-03)).

Key words: Oxidant Infiltration, Chemical oxidation, Shallow soil depth,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Soil re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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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광산활동, 매립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중금속 오염물질
이 주변환경에 2차오염을 유발하여 토양내에서 쉽게 분해가 되지않아 자연적으로 정화하기 어렵고, 중금속이
다량으로 축적되면 동･식물 성장에 영향을 주며, 이를 인간이 농작물이나 지하수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
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현재,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방법은 동전
기법, 토양세정법, 토양세척법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중금속 정화에 효과적이지만 넓은
오염부지 적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2차공정이 필요하여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형
화/안정화 공법을 선택하여 정화하였다. 고형화/안정화(Solidification/Stabilization, S/S)공법은 다양한 무기 및
유기성 물질을 첨가제로 주입하여 오염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오염물질의 이동특성 및 독성을 감
소하도록 안정화시키는 기술로서 다른 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소로
오염된 토양을 채취하여 안정화제로 산성광산배수슬러지(AMDS), 석탄광산배수슬러지(CMDS), 시멘트
(Cement), 제강슬래그(Steel slag), 석회(Lime)를 이용하여 고형화/안정화공법을 이용하여 정화시켰다. 대조군
인 오염토와 안정화제 적용 후 토양의 물리적특성 3가지(용적밀도, 입단안정성, 보수력), 화학적특성 9가지(수
소이온농도, 유기물함량, 유효규산, 유효인산, 총인, 총질소, 양이온교환능력, 전기전도도, 치환성양이온), 생물학
적특성 1가지(효소활성)를 분석하여 토양특성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염토와 안정화
제 적용토양의 건강성지수를 산출하여 각 토양에 대한 건강성을 평가하였다.

Key words : 오염토양, 고형화/안정화, 비소, 토양건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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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ad (Pb) contamination at firing range sites is a serious problem that needs to be remediated.

Firing ranges usually operate for many years without any remediation. Therefore, high levels of Pb could

be accumulated in firing range soils and raise the risk of Pb exposure to humans. In the Republic of

Korea, approximately 1,700 small arms firing ranges exist with significant Pb contamination. Lead has

been reported as a very toxic element to humans and can cause damage to the brain, red blood cells,

blood vessels, kidneys and the nervous system. In this study, a stabilization technique was applied to

remediate the Pb contaminated firing range soil. It has been widely used to remediate the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and waste. In the past, industrial waste has been widely used as stabilizing agents but

nowadays natural waste has received increased attention due to its cost-effectiveness and environmental

benefits. In this study, scallop shells (-#10 mesh and -#20 mesh materials) were used as stabilizing

agents. The Pb contaminated firing range soil was treated at a dosage of 2 ~ 10 wt%. Moreover, a curing

period of 4 weeks was investigated. Stabilization effectiveness was evaluated using the 0.1N HCl

extraction test. The stabilization results showed that Pb leachability was reduced with increasing

stabilizing agent dosage. Particle size reduction was more effective in reducing Pb leachability. A

reduction in Pb leachability of approximately 48% and 73% was attained upon the 10 wt% scallop shell

(-#10 mesh) and scallop shell (-#20 mesh) treatments, respectively. This study suggests that scallop shells

could be an effective stabilization agent when it is applied to Pb contaminated firing range soil with

optimum dosage.

Key words : lead, soil immobilization, scallop shell, natural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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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는 2021년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생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발전

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으며, 임시저장부지도 10년 이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원전 과정에

서 발생되는 방사성원소 중에서, 세슘-137(Cs)은 반감기가 길고 수중 용해도가 높아, 누출 시 주변 환경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이다. 따라서, 오염된 수계, 토양, 대기 중에서 Cs의 제거 기작의 이

해와 제거 기술력의 확보는, 원전사고나 SNS 저장지 주변 누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아쉽게도 기존의 Cs 흡착제들은 제거효율이 낮거나 고가이어서, 실제로 대규모 Cs 오염

수나 토양을 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석탄광산배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Cs을 제거하는 흡착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실내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

라에서 석탄광산배수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coal mine drainage treatment sludge: CMDS)는 그 성분이나

독성과 관계없이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어왔다. 현재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의 측면에

서 광산배수처리 슬러지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방사성원소

인 Cs을 수계로부터 제거하는 흡착제로 개발하기 위해, CMDS의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 Cs 흡착-용출 배치실

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CMDS의 Cs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처리를 포함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한 2종

류의 개량 CMDS를 개발하였다. CMDS와 개량한 CDMS의 Cs 흡착능을 검증하기위하여, 인공오염수를 이용

한 흡착배치실험을 진행하였다. 흡착실험은 Cs 인공오염수의 초기농도와 반응시간을 다르게 하여 진행되었으

며, 흡착 후 Cs 농도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ICP-M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흡

착제를 첨가한 인공오염수의 Cs 농도와 흡착제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Cs 농도를 이용하여 제거효율을 계

산하였다. 기존 CMDS와 비교하여 개량한 CMDS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X-ray

diffractometer(XRD),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XRF),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SEM-EDS) 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리적 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 개량 CMDS가 Cs 흡착제로서의 유리한 기존 화학적 성분을 유지함을 확인하

였다. 이는 CMDS를 성공적으로 개량했음을 의미한다. 개량된 CMDS를 이용한 흡착배치실험 결과, CMDS의

Cs 흡착효율은 30-50%를 유지하였으며, 개량한 CMDS의 경우, 흡착효율은 70% 이상을 나타내었다(기존

CMDS 보다 20% 이상의 Cs 흡착효율 향상). 흡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흡착 제거효율이 증가하였으나, 24 시

간 이내에 대부분 흡착 평형에 도달하였다. 향후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개량 CMDS를 Cs 오염 지하수 정화

를 위한 흡착제나 PRB 소재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폴리술폰 담체를 이용한 구형 흡착제를 개발할 계획

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량된 CMDS는 폐기물의 재활용 측면과 높은 Cs 흡착효율을 고려할 때, 향 후 수계

내에서 Cs를 정화하는데 효과적인 흡착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 Adsorption, Cesium, radioactive waste, sludge,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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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2000년 초 부산 문현지구를 시작으로 지하수·토양 환경복원사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많

은 연구자가 오염 범위와 오염정화 비용 산출과 설계 등을 위해 지중환경에서의 유류 오염물질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여 오염정화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염물질을 일부러 누출시켜 시험하

기에는 그 독성과 인체에 대한 위해가 너무 크기에 실제 오염지역에서 실증시험을 해야 하나, 유류 오염지역

이 반환미군기지 등 군부대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내 모의시험과 현장 적용시험이 상호 별개로 추진되어 실내에서 수행한 다양한 모의시험과 현장에서의 실증

시험 연구결과에 대한 비교검토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부대와 한국농어촌공사 협조를 받아 오

염정화현장의 지중에서의 유류 오염물질 거동특성 규명을 위한 분배추적자 시험을 실시하였고, 실내 분배추적

자 모의시험 결과를 상호 비교해봄으로써 지중환경에서의 유류 오염물질의 이동과 분포 특성에 대해 보다 명

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현장 분배추적자 시험은 시험오류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의 실내 모의시험 실시하

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시험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실내 및 현장 분배추적자시험

을 상호 비교해본 결과 실내 모의시험에서 현장실증시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험으로 추정한 오염부피를 현장 오염정밀조사 결과와 정량적으로 비교해볼 수 없어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아쉬움이 있다. 향후 보다 많은 오염현장에서 실시한 현장 분배추적자시험과 정밀오염조사 결과값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여 오염부피에 대한 적절한 관계식을 도출한다면, 현장 분배추적자시험 절차만으로도 오염부피를

산정하여 오염정화에 필요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결과물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과제번호: 20180024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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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gen-doped Graphitic Carbon Nitride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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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a carbonaceous catalyst, i.e., oxygen-doped

graphitic carbon nitride (O-gCN), after multiple uses were investigated for an antibiotic (oxytetracycline,

OTC) [1] removal in the presence of peroxymonosulfate (PMS), to find the key affecting factors of its

reactivity.

The OTC removal rate and efficiency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s the O-gCN was repeatedly

used (Fig. 1) and it was accompanied by the decreased signals of oxidized DMPO (DMPO-X), DMPO-O2
•−, and TEMP-1O2 in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spectra (EPR) for the O-gCN after five uses

(O-gCN5), compared to pristine O-gCN. The EPR signals and the results of scavenger study, using

ethanol, t-butanol, p-benzoquinone, and furfuryl alcohol, evidenced the dominant role of a non-radical

reactive species (1O2) for both O-gCN and O-gCN5. It was assisted by OH• and SO4•− for O-gCN and

O-gCN5, respectively.

Fig. 1. OTC removal by O-gCN+PMS (A) in repeated uses and (D) the constants of the pseudo first

order reaction rate (k1) and deactivation (kD), at each use (O-gCN 0.5 g/L, PMS 1 mM, OTC 5 mg/L).

It was assigned to the changes in the property of O-gCN, considering the negligible OTC

adsorption and a slight PMS consumption. The results of X-ray diffraction, Raman spectroscopy,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showed a decrease in the fraction of graphitic C-C/C=C, degree

of defects in grahpitic structures, graphene-like layers, and crystallinity in the graphitic structures

(Tables 1 and 2) [2]. On the other hand, the fractions of N and O were increased for O-gCN5,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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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e O-gCN. However, the degradation pathways of OTC and intermediat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or O-gCN and O-gCN5.

The results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about the changes in the property of O-gCN after used

for organic micropollutant degradation, which determine its catalytic activity, therefore, would contribute to

develop the strategies for design, practical uses, and regeneration of carbonaceous catalysts.

Table 1. The results of XPS analysis.

　 C1s 　 　 　 N1s 　 　 O1s 　

　 　 C-C/C=C C-O C=O N-C-N C-N=C C3-N C2-N-H N-C-O C-O-C

O-gCN Position (eV) 284.5 286.1 287.5 288.1 398.7 399.7 400.8 531.6 533.1

Fraction (%) 35.7 15.4 33.8 15.1 50.4 18.2 31.4 74.3 25.7

FWHM (eV) 1.538 1.538 1.384 1.625 1.37 1.663 1.88 2.146 1.69

O-gCN5 Position (eV) 284.5 286.1 287.6 288.2 398.8 399.7 400.8 531.6 533.2

Fraction (%) 20.6 20.4 40.0 19.1 45.9 21.9 32.2 69.6 30.4

FWHM (eV) 1.608 1.635 1.425 1.866 1.37 1.692 1.91 2.364 2.35

Table 2. The results of Raman spectroscopy

　 D D* G 2D D+G

O-gCN Position (eV) 1372.8 1520.6 1608 2737 2934.3

Fraction (%) 41.4 2.3 14.2 23.2 18.8

　 FWHM (eV) 286.3 65.0 164.2 325.3 231.1

O-gCN5 Position (eV) 1374.2 1521.8 1606.5 2750.3 2969.1

Fraction (%) 38.9 2.4 20.3 1.2 37.2

　 FWHM (eV) 257.4 62.0 196.1 67.1 305.5

Key words : Carbonaceous catalysts. Deactivation. Oxygen-doped graphitic carbon nitride.

Peroxymonosulfate. Repeated 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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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nol, a representative of total petrol hydrocarbons (TPHs), was degraded in water via thermochemical

oxidation using sodium persulfate. Preliminary experimentation paved a way to the identification of important

factors affecting phenol degradation (Fig. 1). The effects of initial phenol concentration, persulfate dosage, and

temperature on phenol degradation we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and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An empirical model was

developed to quantify the phenol degradation (w/w %) as a function of experimental factors (A: initial phenol

concentration, B: persulfate dosage, and C: temperature):

Phenol degradation (%) = 88.756 - 3.92475 * A + 27.0209 * B + 24.3154 * C - 6.66283 * AB + 3.41302 * AC

+ 8.71457 * BC - 48.6684 * B ² - 12.6491 * C ² - 3.17699 * ABC + 5.40592 * AC ² - 3.53527 * BC ² + 0 *

B ³ + 0 * ABC ² + 12.401 * B 4

The individual and combined impacts of factors were investigated (Fig. 2). Finally, the optimized

persulfate dosages and temperature conditions were predicted to completely degrade 100 mg/L phenol in water.

This approach can be used to treat other constituents of TPH in the aqueous and soil matrixes to the

desirable endpoints.

Fig.1 Phenol degradation as affected by temperature (70 °C), sodium persulfate dosage (0, 2.5, and 5 g/L),

and initial phenol concentration (101, 20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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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The combined effect of persulfate dosage and temperature on phenol degradation in water.

Key words : Phenol,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hermochemical degradation, Sodium persulfate,

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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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군부대 주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정화사업의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

구 지역은 군부대 주변 지하수가 유류로 오염되어 이를 과산화수소로 정화하는 현장으로서, 지하수 내 금속

및 황산염 황-산소 동위원소와 지구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오염원의 특성 및 중금속 거동을 평가하였다. 지

하수의 TPH가 증가할수록 납 동위원소비가 무연휘발유의 값과는 멀어지며 유연휘발유의 값에 접근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한편, 황산이온 농도가 감소하면서 δ34SSO4 및 Δδ18OSO4-H2O가 증가하는 경향은 TPH에 의한 황산

염 환원을 지시하였다. 반면에 과산화수소를 투입한 두 관정에서는 δ34SSO4 및 pH, 알칼리도가 낮게 나타났는

데, 이는 TPH와 함께 침전된 이차 황화물이 재산화, 용해된 것을 보여주었다. δ34SSO4와 δ65Cu 간의 양의 상관

관계는 황산염 환원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과산화수소가 주입된 관정에서는 낮은 δ34S, δ65Cu, δ66Zn을 갖는 황

화물이 침전된 후 재산화되어 δ65Cu 및 δ66Zn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과산화수소 투입공 중 Eh 및

Cu(II)/Cu(I) 비율이 높은 곳이 높은 δ65Cu 값을 보였는데, 이는 산화 과정에서의 분별 작용 영향으로 여겨진

다. δ34SSO4 및 δ65Cu 값이 황산염 환원에 의해 증가하는 반면 δ65Zn은 낮은 값을 유지하였다. δ65Cu의 변화 폭

이 2.1‰에 달하는 데 반해 δ66Zn의 변화 폭은 0.4‰로 작아, 흡착에 따른 동위원소비 감소 효과가 δ65Cu에 비

해 δ65Zn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평가된 금속 및 황 동위원소의 거동은 황

산염 환원과 황화물 재산화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 S isotope, Cu isotope, Pb isotope, Zn isotope, contamination by petroleum

사사

본 연구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중환경 오염원인 규명을 위한 통합기술 개발”(RE202101117) 과제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저자정보
주저자: 임웅림, 상지대학교 신에너지·자원공학과, 석사과정
공저자: 김덕민, 상지대학교 신에너지·자원공학과, 조교수
공저자: 임대규,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박사과정
공저자: 권혜림, 상지대학교 신에너지·자원공학과, 학사과정
공저자: 황정우,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석사과정
공저자: 유순영,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연구교수
공저자: 윤성택,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정교수
공저자: 김정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차장
교신저자: 김덕민, 상지대학교 신에너지·자원공학과, 조교수

- 253 -



KoSSGE 춘계학술대회

2022년 04월 27일-29일 제주 부영호텔

산성광산배수 중화공정에서 희토류 원소의 거동

Behavior of rare earth elements in the acid mine drainage neutralizatio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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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희토류 원소(Rare Earth Elements; 이하 REE)는 레이저와 인공 위성과 같은 군사 기술 부터 전기차나

풍력 터빈 등 에너지 분야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중국은 2015-2016년도에 전세계 REE 생산의 약

80%를 담당함으로서 REE 공급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주요국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

해서 폐기물이나 폐수로부터 REE 회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WVU 등 연구자들은

북 아팔라치안 탄전에서 유출되는 광산배수에서 고농도의 REE 농도를 확인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공정 연

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폐탄광의 광산배수를 중화하는 단계에서 REE의 농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

구 시설은 석탄광 광산배수를 중화하는 공정으로서 원수-산화제 투입-소석회 중화반응조-침전조로 구성된다.

원수, 중화반응조, 방류구에서 수질 분석을 수행하였다. 광산배수의 pH가 증가하면서 주요 오염성분인 Fe, Al,

SO4는 농도는 감소했다. 원수에 고농도로 분포하던 REE 성분은 SO42- 와 결합한 종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되며 중화 과정에서 pH가 6 이상 증가함으로서 용액에서 제거되어 슬러지로 농축될 것으로 해석되었다(Fig. 1

및 Fig. 2).

Fig. 1. Changes in pH, Fe, Al, SO4 before and after neutralization   

Key words : 희토류 원소, 폐탄광 광산배수, 광산배수 처리, 슬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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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2. Changes in REE concentrations before and after neu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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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별동위원소분석을 이용한 염소계 에틸렌 저감 평가: 예비 결과

Assessing the Degradation of Chlorinated Ethenes Using Compound Specific
Isotope Analysis: Preliminar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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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도시 지하수는 높은 토지활용도로 인하여 다양한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대도시

의 경우, 토지 이용의 시간 변화와 함께 과거 오염원의 영향이 현존 오염원의 영향과 복합되어 있어 오염원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지역에서는 1970년대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하철 굴착 직후부터

지하철 터널 내부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다.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trichloroethylene)과 그 분해 산물로 지하수가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금속 부품의 탈지 세정제로 널리 사용

되는 TCE는 도시 지하수에서 종종 관찰되는 오염물질 중 하나로 1급 발암물질이다. TCE는 환원성 탈염소화

(reductive dechlorination) 반응을 통해 염소를 잃으면서 순차적으로 디클로로에틸렌(DCE, dichloroethene), 염

화비닐(VC, vinyl chloride), 에틸렌(ethene)으로 분해되는데, TCE의 분해 산물 중 하나인 VC도 1급 발암물질

로 분류되어 있다. TCE와 그 분해 산물을 포함하는 염소계 에틸렌(CEs, Chlorinated Ethenes)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조사 및 정화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에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분기당 1회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CEs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2021년 8월-10월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CEs 분석과 함께 pH,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등을 현장에서 측정하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화학을 분석하였다(n=35). VC가 높게 검출되는 9개

관정에서는 화합물 속 특정 원소의 동위원소만을 분석하는 성분별동위원소분석(CSIA, Compound Specific

Isotope Analysis)을 통해 VC의 탄소동위원소 데이터를 얻었다. 분석 결과, 해당 연구지역에서는 TCE의 분해

가 상당히 진행되어 2021년 현재 검출되는 CEs는 DCE, VC, 에틸렌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화학 및 VC의 탄

소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하였다: 1) CEs의 몰농도의 합이 크거나, 에틸렌이 검

출된 관정(BH-2, O25K930)의 경우 VC의 탄소동위원소는 높은 값(BH-2:-23.3‰, O25K930:-22.6‰)을 보였다.

2) 25K930에서 2021년 8월과 10월에 측정된 값을 비교하면, 10월에 DCE와 VC농도는 감소(6.2μmol/L → 4.7μ

mol/L, 6.6μmol/L → 5.9μmol/L)하고 에틸렌 농도는 증가(미검출 → 9.8μmol/L)했는데, 동일 시기에 VC의 탄

소동위원소는 증가(-27.7‰ → -22.6‰)하였다. 3) cis-DCE 농도와 VC의 탄소동위원소 값은 음의 상관관계,

VC 농도와 VC의 탄소동위원소 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들 결과는 연구지역의 VC가 DCE의 분해산

물이라는 것을 지시한다. 이후 VC의 염소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추가하여 연구지역 CEs의 오염원 및 저감 특

성을 상세히 규명할 예정이다. <사사> 본 연구는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20210024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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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서울시 용산구 일대에 위치한 조사 부지는 2006년 유류오염이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양수 처리를

통해 지하수를 정화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산화제(과산화수소수)를 주입하여 유류 분해를 촉진하고자 시

도하고 있다. 지하수의 수화학 및 동위원소 특성과 유지문 분석법을 활용하여 지하수 내 유류 저감 상태를 확

인하고자, 2021년 9월, 총 13개의 관측정(MW)과 2개의 양수정(PW)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수하고, 자유상 유류

가 관찰되거나 유류 냄새가 심한 4개의 관정에서는 유지문 분석 시료를 채취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1개의 관측공 MW-9에서만 높은 TPH 농도(42.9 mg/L)가 관찰되었다. 관측공 MW-9는 2008

년 관찰 이후 넓은 범위의 TPH 농도 변화(1.3-1,821.7 mg/L)를 보였는데, 조사 직전에는 산화제도 주입된 바

있다. 그러나 시료 채취 당시 자유상 유류는 관찰되지 않았다. (2) 반면, 유지문 분석 시료(n=4)에서는 낮은

TPH 농도(0.7-2.3 mg/L)가 관찰되었는데, TPH 농도와 상관없이 관측정 MW-12와 MW-13에서는 저비점 유

류, 관측정 MW-8과 MW-10에서는 고비점 유류가 관찰되었다. 오염원이 지하유류저장탱크로 비교적 명확한

좁은 면적의 조사 부지에서 유지문의 차이는 풍화도의 차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MW-8에서는

자유상 유류가 뚜렷이 관찰되었는데, 토양에 잔류하는 유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외에도 지하수의 수

소 동위원소가 부하된 상태가 관찰되었는데, 가벼운 동위원소부터 생분해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잔류하는 유류

물질의 수소 동위원소가 부하되고, 이들 유류 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면서 지하수의 수소 동위원소를 부하시

킨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일부 지하수에서는 산소동위원소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유류 분해 과정에

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지하수의 동위원소 교환 반응 또는 물-암석 반응의 영향으로 보인다. (5) 오염원 근

처(MW-3, 22) 및 처음 유류 누출이 확인된 지역 주변의 관측정(MW-10, 12, 13)에서는 높은 전기전도도(>

550 µS/cm) 및 낮은 질산염 농도(<2.5 mg/L)가 관찰되는데, 질산염을 이용한 유류 분해와 함께 물-암석 반응

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사] 본 연구는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의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20210024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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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경북 영덕에 위치한 한실 탄산수 샘과 그 인근 토양 및 지표 대기에서 지질기원 CO2 배출의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2020년 11월에 8일간 탄산수 샘의 수화학(YHS1) 및 배출 가스의 CO2 플럭스(YHS2)와

함께 토양 가스와 대기 성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였다(Table 1). 탄산수 샘(YHS1)의 수온은 일주기를

나타내며(11.7 ∼ 14.5℃; CV = 5%), 기온 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나, pH의 변화(6.17 ∼ 6.28; 6.22

± 0.02; CV = 0.4%)는 수온의 변화와 상관없이 심부기원 탄산수 성분과 인근 하천(동로천)과의 혼합비율의 차

이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시간 간격으로 채수한 YHS1 샘물(n=23)의 총용존고형물(TDS; 3,069 ± 9

mg/L; CV = 0.3%), 용존무기탄소(DIC; 80 ± 2 mmol/L; 3%), Ca(553 ± 5 mg/L; 1%), Na(102 ± 1; 1%),

SO4(19 ± 0; 1%), HCO3(2,185 ± 15; 1%) 함량에는 시간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용존 탄소동위원소(δ13CDIC;
-2.6 ± 0.1‰)는 용존 이온에 비하여 변동이 큰 편이였는데(CV = 5.6%), YHS1에서 배출되는 버블 CO2의 탄

소동위원소(B-δ13CCO2: -6.9 ± 0.2‰)에 비해 4.3‰ 높았으며 시간적 변화 양상은 유사하였다. 2020년 11월에

관찰된 δ13CDIC는 2020년 5월, 8월, 10월에 측정된 값의 평균(–3.2‰; n=3)보다 높아졌으나, B-δ13CCO2는 같은

기간 측정된 –6.8‰(n=3)과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YHS1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채취된 버블(n=11)의

CO2 농도 평균은 93%(± 3; CV = 3%)로 시간 변화가 크지 않았다. 관찰 기간(8일) 동안 YHS1의 주요 용존

이온과 탄소동위원소, 그리고 YHS1에서 배출되는 버블의 가스 성분과 동위원소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탄산수 샘(YHS2)의 수면에서 15분 간격으로 측정된 CO2 플럭스는 시간적 변화가 매우 크게 나

타났다(2,097 ± 1,589 g/m2/d; CV = 76%). 이는 YHS2에서 CO2 버블이 간헐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O2 플럭스는 대기압과 부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관성이 뚜렷하

지 않았다. 탄산수 샘에서 배출되는 CO2는 대기압과 상관없는 지질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YHS1

샘에서 약 13m 떨어진 곳에서 60cm 심도의 토양 가스를 15분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n=567), 토양 가스의

CO2 농도는 현장에서 측정된 대기압과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GA5000 장비로 측정된 토양 가스

의 평균 CO2 농도(n=567)는 3.1%(± 0.5)이고, 최소 1.5%를 나타내었다. 같은 지점에서 12시간 간격으로 채취

된 토양 가스 시료를 QMS로 분석한 결과(n=11)는 평균 2.3%의 CO2 농도를 나타내었다. 토양 가스의 탄소동

위원소(S-δ13CCO2) 평균은 –11.6‰(± 0.6)로 같은 기간 2회 측정된 대기의 탄소동위원소(A-δ13CCO2) -14.8‰과

버블 CO2의 탄소동위원소 –6.9‰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토양 CO2, 대기 CO2, 지질기원 CO2의 혼합 결과로

판단된다. 약 8일간 탄산수와 그 주변 토양 및 대기에 대한 연속 측정 결과, 탄산수의 수질과 탄산수에서 배출

되는 가스의 성분은 크게 변화가 없으며, 버블에 의한 CO2 배출량은 버블의 간헐적 배출 특성을 반영하고, 지

질기원의 CO2가 일부 혼합된 인근 토양 가스는 대기압이 낮을수록 CO2의 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탄

산수 샘에서 배출되는 CO2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단주기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보다

긴 시간에 걸친 장주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사] 이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

본과제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No. 2019R1A2C108429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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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mporal measurement and sampling in the Hansi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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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Instrument Interval Remarks
or nomenclature

CO2-rich water T, pH, EC Hach HQ40d 15 minutes
(YHS1) Major ions Sample (ICP/IC) 6 hours TDS (sum of

major ions)
Alkalinity Sample (Mettler

Toledo T50
titrator)

6 hours DIC (calculated
by PHREEQC)

δ13CDIC Sample (IRMS) 12 hours Dissolved carbon
Bubble gas
(YHS1)

Composition
(N2, O2, CO2)

Sample (QMS) 12 hours B-

δ13CCO2 Sample (IRMS) 12 hours B-δ13CCO2
CO2 flux on the CO2 flux Li-Cor 8100A 15 minutes FCO2
surface of Air T 15 minutes TLi

CO2-rich water Air RH 15 minutes RHLi
(YHS2) Air Pressure 15 minutes PLi

Initial CO2 15 minutes ICO2Li
Final CO2 15 minutes LCO2Li

Soil gas Composition
(CO2, O2, etc.)

GA5000 15 minutes S-

Composition
(N2, O2, CO2)

Sample (QMS) 12 hours S-

δ13CCO2 Sample (IRMS) 12 hours S-δ13CCO2
Atmospheric

air
Wind speed,
wind direction,
CO2 flux

Eddy Covariance 10 minutes

T, RH, CO2 E+E Humlog 15 minutes 2 sites (Humlog
#1, #2)

T#1, RH#1, CO2#1
T, P BAT 15 minutes TBAT, PBAT

Composition
(N2, O2, CO2)

Sample (QMS) 24 hours A-

δ13CCO2 Sample (IRMS) 24 hours A-δ13C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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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versity of soil microbial communities is one of the major indicators for evaluating the soil health.

In this study, changes in the microbial community composition and nutrient in soil exposed to nitric acid

(HNO3) and sulfuric acid (H2SO4) were assessed in a mesocosm system mimicking a rice paddy

ecosystem. After transplanting 4-week rice seedling in the mesocosm system, we added the two acids at

predicted no-effective concentration (PNEC, 12.5 and 20 mg kg-1 for HNO3 and H2SO4, respectively) and

hazardous concentration for 50% of species (HC50, 1,032 and 1,849 mg kg-1 for HNO3 and H2SO4,

respectively) levels. After 20 weeks of the acid exposure, soil samples were collected from each test pot.

Microbial deoxyribonucleic acids (DNAs) extracted from the soil samples were amplified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with the primers for 16S ribosomal ribonucleic acid (rRNA) gene sequences.

Operational taxonomic units (OTUs) of the pre-processed sequence was determined by clustering with

97% similarity using Quantitative Insights Into Microbial Ecology (QIIME) software (v.1.8.0) and the

Shannon index (alpha diversity) was calculated. The taxonomy profiling at phylum level was conducted

based on the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database.

At the HC50 treatments, the OTUs and Shannon index were decreased. The OTUs of HNO3-HC50
and H2SO4-HC50 were 84 and 90 % of control, respectively. The Shannon index of both HC50 treatments

were 71 % of control. However, only the H2SO4-HC50 treatme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m the

control (α=0.05) (Table 1).

Treatment OTUs Shannon index Soil pH
Control 17,170.3 7.85 6.26

HNO3-PNEC 17,163.3 7.89 6.03
HNO3-HC50 14,412.0 7.08 4.87

H2SO4-PNEC 18,596.0 7.81 6.07
H2SO4-HC50 12,145.7 5.57 4.16

Table 1. Operational taxonomic units (OTUs), Shannon diversity index, and soil pH of the paddy 
soil system exposed to the acids.

The result of the taxonomy profiling showed that P lanctomycetes, that was commonly observed

phylum in agricultural soil, was a dominant phylum in the control soil system. It was follow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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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obacteria, Verrucomicrobia, Acidobacteria, Chloroflexi, etc. However, as the amount of the added

acid increased, the abundance of P lanctomycetes tended to decrease. In the HC50 treatments,

Proteobacteria was a dominant phylum. And, the abundance of Verrucomicrobia, which has the optimum

pH range of 3.4–9.9, increased by about 10 percentage points. It is known that abundance of the

community of Verrucomicrobia in rhizosphere has a negatively correlation with soil fertility.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nutrients in the H2SO4-HC50 treatment were very poor. Also, the abundance of

Acidobacteria decreased. The optimum soil pH range for Acidobacteria is between 4 and 5.5, but rather

the microbial abundance decreased. This is thought to be due to the increased abundance of other phylum

(Fig. 1).

Fig. 1. Relative abundance of microbial community at the 
phylum lev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idic chemicals introduced into the paddy soil decreased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diversity of the soil microbial community. In order to evaluate the soil health

exposed to acidic chemicals,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microbial diversity and activity as well as

chemical analysis.

Key words : Microbial community distribution, 16s rRNA metagenome sequencing, Acidic chemicals,

Paddy soil system, Mesocos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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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심층처분방식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화강암질암은 높은 강도와 적은 지하수량으로 효과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분 대상 암종으로 여겨진다. 심층처분

대상 지역에서 시추를 실시하고 해당 시추공에서 지하수 채수를 수행하여 대상 부지의 심부암반 특성을 파악

하여야 하나 처분 대상 심도인 300~500 m 보다 깊은 구간에서의 국내 시료 채취 사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화강암반을 대상으로 한 장심도 구간 시추 후 시료채취방법을 개발하

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사에서는 국내 화강암반 지역에서 750 m 심부 시추를 실시하고, 해

당 시추공에서 목표 구간의 지하수 채수를 위해 장심도 채수에 특화된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기존 채수 방법은 장심도 구간 채수 시 시험구간의 저류효과에 의한 영향, 와이어라인과 PE 호스 사

용으로 인한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심도 시료채취에 특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장비는 더블패커, 패커로드 및 밸브실린더, 시료채취펌프, 자동압력측정기, 현상수질 측정기와

플로우셀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수 시료 채취 단계에서는 앞서 기술한 장심도 시료채취 특화 시스템을 적용하

였다. 해당 시스템은 석유탐사와 환경응용 분야 등 장심도에 특화된 맞춤형 장비로, 천연고무를 사용한 슬리브

와 강철 케이블 층으로 메인프레임을 구성하여 제작하여 화강암반질의 거친 공내 환경에서도 잦은 주입과 인

양이 가능하고 밀폐력 및 품질이 우수하여 지하수 시료 채취에 사용되었다. 지하수 채수의 전 과정은 외부공

기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로 플로우셀을 통하여 수행하여 공내 환경을 대변하는 지하수를 채취하였으며, 채

수 시 플로우셀 내부에서 실시간 현장 수질을 측정하며 ORP 또는 DO 변화량을 확인하며 채수를 진행하였다.

지하수 수질의 현장측정과 채수를 통해 수리화학 특성 값을 얻고 이를 활용하여 시추 부지의 지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장 적용 지역에서 1,000 m 이상 굴진이 가능한 유압 회전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총 65일

간 750 m 심부 시추작업을 진행 및 완료하였으며 장심도 구간 채수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였다. 공내 전반적

으로 수위 회복속도가 낮아 충분한 퍼징이 어려워 실시간으로 현장 수질을 확인하며 계획 채수량 대비 더 많

은 양으로 채수를 진행하였다. 구간 별 최소 6 L에서 최대 35 L의 지하수를 채수하였으며, 평균적으로 분당

약 2 L의 지하수가 채수되었다. 이러한 장심도 구간 시료채취 방법을 바탕으로 화강암반 지역인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부지 시추공에서의 지하수 채수 및 특성 조사를 수행할 계획

이다.

Key words : 지하수, 화강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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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sites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s apply stabilization technology for site remediation

which reduces the mobility and bioavailability of heavy metals in the soil. However, there is a risk of

remobilization of the metal from the solid phase, since stabilization does not remove heavy metal by

collecting it out from the soil but immobilizes it within the soil not to move or diffuse by injecting a

stabilization agent. In this study, Diffusive Gradients in Thin films (DGT) was applied to evaluate the

potential release risk and the efficiency of remediation after stabilizing Cd-contaminated soil with

ferrihydrite. The DGT device generates a concentration gradient in soil porewater and induces the

resupply of metals from soil solid phase, which corresponds to metal remobilization. With the time series

of DGT measurements, combined with the DGT-Induced Fluxes in Sediment/soil (DIFS) model,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Kd; the sorption and desorption rate constant, k1 and k-1; and the response time,

Tc were evaluated. In addition, the conventional sequential extraction method was conducted with

Cd-contaminated soil samples in order to compare the exchange kinetic parameters with values from the

DIFS model. Different types of Cd adsorption and its lability was discussed: specific or non-specific

sorption, ligand mediated sorption and precipitation/co-precipitation.

Key words : Soil remediation, Stabilization, Monitoring, Heavy metal, Release risk, Diffusive Gradients in

Thin Films (D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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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바닥재가 매립된 이후 장시간의 강우에 노출되었을 때, 수용성 성분이 용

출되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코크스, 유연탄, 혼합연

료(유연탄 및 목재펠릿)를 연소하고 발생된 바닥재와, 대조군으로 자연기원 연소산물이자 목재펠릿의 연소특성

을 보여줄 수 있는 숯가루를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SEM 이미지에서 숯가루는 나무조직이 잘 관찰되

었으며, 화석연료 연소 바닥재는 구형의 다공성·비다공성 탄소입자가 다수 존재하였다. 표면분석과 총함량 분

석 결과에서 화석연료 연소 바닥재의 주요 구성성분은 Ca, Al, Fe, S 등으로 나타났으며, 성분원소들의 함량도

두 분석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목재펠릿 혼합연료의 바닥재와 숯가루에서는 K이 특징적

으로 검출되어 생물연료 연소를 지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H 5.6 내외의 약산성 증류수와 바닥재를 반응

시킨 배치테스트에서, 숯가루 반응배치는 실험시작 1시간 이후부터 pH 7로 중성에 가까워지나 화석연료 연소

바닥재는 즉시 pH 4 내외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화석연료 연소 바닥재의 황 성분이 산화 황

(SOx)으로 존재하였는데, 배치의 물과 반응하여 강한 산성환경을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배치테스트 실

험에서 수용성 금속성분과 음이온 금속성분은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을 만족하는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지하수

환경 내에서 바닥재의 용출에 의한 오염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Key words: 바닥재, 숯가루, 표면분석, 총함량분석, 배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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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인산석고 보관구역 내의 석고 폐기물 야적/매립 처분지역에 대한 불소오염 정도를 파악하

고자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내 3지역 불소오염 우려기준인 800 mg/kg의 범위내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여

러 가지 측정법을 통하여 토양내 불소의 농도를 측정해보고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긴 실험시간 이라는 단점

을 가진 기존측정법과 그것을 보완한 XRF 측정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토양내 불소오염 연구에 관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하는 틀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인산석고 보관구역내 매립되어있는 토양 중 111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토양에서 불소

를 추출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추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토양 자체를 측정하는 방법 두가지로 나눠지는

데 불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왕수추출법과 알칼리용융법 그리고 수증기 추출법이 이용되었으며 추출한 불

소를 측정하는 측정법은 이온전극법(ion selective electrode),UV-VIS분광법(UV/Vis spectrophotometer)을 사

용했고 따로 추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토양 자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측정법이 이용되었다.

각 측정 방법의 토양 내 불소 농도를 토대로 기존 측정 방법과 새로운 측정법과의 비교 분석을 분산형 그

래프를 통해 나타내보았더니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며 연관성이 있었으며 기존 측정 방법을 대신

하여 새로운 측정법을 토양 내 불소 오염 연구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 : 불소, 토양, 추출법, 측정법, X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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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2007~2011년간 국내에서 발생된오염토량은 28,483 천 톤으로 보고되었고[1], 최근 5년간(2015～2019년)

반출정화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오염토양에 대한 오염물질 조사결과 TPH 69.4%, BTEX 30%, PCE 0.4% 및

TCE 0.2%로서 유류오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2]. 유류오염토양의 경우, 주유소와 공장 및 군

부대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유류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열적, 생물학적 및 물리‧화학적 방법이 주로

적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류오염의 농도가 높고 오염지역의 범위가 넓으면 열적처리공법을 주로 적용하고, 농

도가 낮고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생물학적 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물리‧화학적공법은 다양한 부지

및 오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3]. 하지만, 토양 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 열적, 생물학적 및 물리‧

화학적 정화기술들은 오염물질의 농도를 저감시켜 주지만 토양 특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토양 기능 및 건강

성을 저하 시킬 수 있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류오염토양 정화에 주로 활용되는 토양경작공법을 적용

하여 단위공정별 토양 건강성을 평가하고 오염 저감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토양시료채취는 군부대 TPH 오

염 토양 2개(LF-1, LF-2)지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분석은 TPH 및 토양건강성 평가 항목 8가지(용적밀

도, pH, 전기전도도(EC), 양이온치환용량(CEC),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 토양호흡 및 β-glucosidase)를 대상으

로 수행하였다. 실험은 토양경작공법을 단위공정으로 세분하여 경작온도(20℃ 및 30℃)와 함수율(10～15%, 1

5～20%) 및 경작 기간(1, 3, 5, 7, 10, 15, 20일)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고, 정화효율 및 토양건강성 평가 항목

을 정화 전‧후로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온도 변화에 따른 TPH 저감효율은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정화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고, LF-2(746 mg/kg)와 같은 저농도 오염토양은 3일 이후부터 80% 이상의 효율을 보였으며, 고농도

(LF-1, 2,226 mg/kg) 오염토양은 7일 이후부터 약 60% 이상의 정화효율을 보였다(Fig. 1). 토양건강성평가 항

목 분석결과, 용적밀도, pH, EC, CEC 및 β-glucosidase의 경우 원시료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고, 유기물함량과 유효인산의 경우 경작기간이 증가할수록 원시료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반대

로 토양호흡은 경작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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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PH removal rate by time, temperature(20℃and 30℃), and water contents(10% and 15%)

Fig. 2. Variation of pH, available phosphates, and soil respiration in soils by time,

temperature(20℃and 30℃), and water contents(10% and 15%)

Key words : Land farming, Thermal desorption, Soil health, Contaminated soil, Remediat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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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경안천은 팔당호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으로 수도권 개발로 인해 유역 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기존에 존재하는 농업 시설, 축산 농가를 비롯한 다수의 잠재오염원이 존재하고 있다. 경안천은 팔당호 유입

유량의 약 2-4%를 차지하지만, 대형 저수시설의 부재로 강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빠른 속도로 팔당호로 유

입되고 있어, 팔당호 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경안천 오염의 관리도 필수적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경안천을

따라 주요 수질오염 항목인 질소류(TN, DTN, NO3-N, NH4-N) 함량은 풍수기에는 그 농도가 낮아지지만 갈

수기에 해당하는 11-2월에도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과거 농업지역이 도시화로 토지 이용이 변경된

후로도 이미 토양 내에 축적된 비료 또는 분뇨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따라 경안천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 중 가장 큰 규모인 오산천 및 곤지암천 주변의 농업용 지하수

와 주변 하천수를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그 상관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초 연구로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오산천 하류 매산리의 3개 지점에서 농업용/생활용 지하수를, 곤지암천 하류 지월리의 3개 지점에

서 농업용 지하수를 각각 채취하였으며, 같은 시기 오산천 및 곤지암천의 수질과 비교하였다. 분석된 항목은

주양이온, 주음이온, 산소 및 수소 안정동위원소, 질소류 중 TN, NO3-N, NH4-N이다. 또한, 2차시기에는 질소

와 붕소의 동위원소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초기 분석 결과, 질소류는 1차 시기에 비해 2차 시기인 2022년 1월에 농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

히 매산리에서 채수된 시료 중 MS2와 MS3는 동일 고도에 인접하여 위치한 농가의 관정이고 동일 심도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1차 시기에는 1.1mg/L의 차이를 보인 반면, 2차에서는 MS2에

서 관측된 농도가 4.2mg/L임에 반해 MS3 지점에서는 10mg/L를 초과한 13.1mg/L를 기록하여 지점 특이적인

결과를 보였다. 한편, 지월리의 관정에서는 JW1, 2 (각각 6m)에 비해 심도가 깊은 JW3에서 더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수질 기준치인 10mg/L는 초과하지 않았다. 질소와 Cl의 몰농도비로부터 MS1-3의 질소 기원은 비료

에서 유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JW1-3은 분뇨 또는 오수 기원으로 판별되었으나, 질산염의 질소와 산소 동

위원소비를 활용하여 기원을 추적했을 때 MS3은 토양에 존재하는 질소가 기원이며, 그 외의 시료는 모두 분

뇨 또는 오수 기원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MS3에서는 오랜 기간 토양에 투입되어 토양에 누적된 질소류

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붕소 동위원소는 분석 중에 있으며, 곤지암천이 경안천 본류를 만나는 지점에서 채취한

hyporheic zone 시료의 분석이 완료되면 자세한 상관관계에 대해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Key words : 질소류 오염, 질소류 거동특성, 경안천, 경안천 유역, 질소 오염원 평가

※ 본 연구는 한강수계위원회 환경기초조사사업과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사업(2017R1A6A1A0701537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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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10개 금속류(구리, 셀레늄, 알루미늄, 마그네슘,
은, 코발트, 안티몬, 베릴륨, 니켈, 6가크롬) 항목의 지하수 중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나아가 미규제 금속류 관리
기준(안) 마련 및 자연유래물질의 배경농도 도출 등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지점은
지하수 측정망 관정 614개(배경조사 - 지하수관리 410개 지점, 실태조사 - 오염감시망 93개 및 오염우려지역
111개 지점)를 선정하였으며 연 2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하수 시료채취 및 분석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기기로 ICP-OES를 사용하였다. 또한, 현장측정항목
(온도, pH 등)과 주요 양ㆍ음이온(Ca2+, Cl- 등) 분석을 통해 현장 수질 안정화와 지하수 수질유형을 평가하였다.
조사결과는 조사 시기(1차 6~8월, 2차 9~11월), 조사목적(배경조사, 실태조사) 및 심도(천부 및 심부)에 따른 금
속류 항목별 검출현황(검출률, 중앙값, 90th percentile 농도 등)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였다.

현장측정항목 분석 결과(최소~최대, 중앙값), 온도(8.2~22.8°C, 15.9°C), pH(4.7~9.9, 6.8),
EC(58.1~9924.0 μS/cm, 270.4 μS/cm), ORP(-308.6~586.4 mV, 172.8 mV), DO(0.0~11.0 mg/L, 2.6 mg/L)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 등(2017)이 국내 지하수 수질 자료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수온,
pH 및 EC 분석값의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범위에 90%(EC) ~ 99.5%(수온)가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수 중 금속류 분석 결과, 은, 안티몬 및 베릴륨은 전지점 불검출이었고, 마그네슘이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
으며, 구리, 셀레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코발트는 50% 미만의 검출률을 보였다. 조사 시기 및 조사목적(배경
조사, 실태조사)에 따른 항목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도에 따른 금속류 모니터링 결과 비교
시, 구리와 알루미늄은 천부지하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니켈과 셀레늄은 심부지하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

<Figure 1> 지하수 중 금속류 실태조사 결과

Key words : Deep groundwater, Field measurement, Metals, Shallow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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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on COP26 is emerging as an international issue. As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reduction policy for each stage of the life cycle of waste, it has to change to

reuse existing landfills. The function of existing landfills must be converted as an active concept storage

and treatment facility. Strengthen separation, sorting technology to minimize of construction waste,

improving an exclusive landfill with specialized treatment facilities, manage the landfill with enhanced

management lik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re required. Using practical early stabilization

technolog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landfill resource organization dedicated to fostering resource

recycling projects.

Key words : Carbon neutrality, Reusing landfill, Separation, Sorting minimize technology, Stabilization

국내의 매립지 정책은 농경사회 단순투기가 이루어지던 1960년대에 오물청소법과 공해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생횔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

물을 통합하게 되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위생매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내 매립지 관리정책의 변화

를 요약하면 Fig. 1과 같다.

Fig 1. 매립지 관리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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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전에 매립된 매립장은 대부분 비위생매립지다. 현재에도 도시개발을 위한 부지정리가 이루어질
때 매립시설임을 알 수 있는 매립지가 종종 발견된다. 국내 지역별 사용종료 매립지 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시설이 221개소, 비위생매립시설이 1,066개로서 생활매립시설이 1,287개 존재한다. 광역도시의 경우 서
울 1개, 인천 5개, 대전세종 3개, 광주 12개, 부산 2개, 울산 2개 있다. 사용종료 매립지는 Table 1에서와 같이
수도권지역이 149개 수도권 외 지역이 131개로서 280개 존재한다.

번호 매립지 현황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계위생 비위생
1 수도권지역 48 98 2 1 149
2 수도권외지역 6 121 1 3 131

계 54 219 3 4 280

Table 1. 전국 사용종료매립지 현황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매립지 구성성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활폐기물이며 가연성폐기물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폐기물 매립성분은 생활폐기물이 53%, 건설폐기물이 23%, 사업장
폐기물이 24% 매립되어있다.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건설폐기물중 가연성 폐기
물이 50%에 이른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연성폐기
물은 통합하여 처리기술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불연성폐기물은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쳐 차수재료 또는
매립재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의 물리적 조성 현황은 Fig. 2와 같다.

(a) 생활폐기물 (b) 건설폐기물

Fig. 2 매립장 폐기물의 물리적 조성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COP26에서 탄소중립 이행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폐기물의 생애주기 단계
별 감축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매립지의 자원순환형 재활용 재평가에 따라 능동적 개념
의 보관처리시설로서 기능이 전환되어야 한다. 매립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분리선별 강화, 전문처리시설을 갖춘
전용매립장 조성, 주변환경관리가 강화된 매립장 관리,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매립장 관리, 폐기물 산업활성
화정책 전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조기안정화 기술을 이용하여 산재된 기존의 폐기물매립장을 폐기
물을 선별분리하여 자원화하고 자원순환사업을 육성을 담당할 매립지 자원화 전담기구를 설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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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Hyuk Ahn1,2*, Saeromi 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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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 관점의 접근은 자원순환경제의 촉진뿐만 아니라 학제 간 융복합 및 실질

적인 활용처의 확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적 폐기물 순환을 촉진하여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

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므로 기존의 대량생산/대량소비체제와 차별화된 경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대표적인 도시유기성폐자원인 음식물쓰레기 콤포스트(food waste compost, FWC)를 이용하여 다양한 토

양환경에 생태공학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토양개량제를 제조하고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토양개량제의

제조는 병렬 연결된 dynamic high-temperature aerobic composting (DHAC) 형태의 생물반응조(25L) 5기를

이용하였으며 10일[5일 (hot) : 5일 (cool)] 동안 천천히 교반하였다. 반응 기간 동안 내부에서 이루어진 고형물

들의 충돌과 마찰은 입도 크기 분포의 극적인 변화에 따라 250 μm이하에서 유의하였으며, 강한 산소전달, 수

분보유력, 반응성 높은 표면적 증가와 관련 있었다. 물리화학적 특성은 재료에 따라 상이하였다. FWC와 SCG

(spent coffee ground)를 활용한 경우는 유기물 분해에 따른 유기산 배출에 의해 약산성 조건(pH <6)을 보였

으나, 반면에 알칼리계열의 미네랄 첨가제인 OSP (oyster shell powder)를 활용했을 때는 중성-약알칼리 조건

(pH >7)을 나타내었다. 또한, hot composting 기간 동안 증가한 AFP (air filled porosity)는 토양개량제로 활

용 시 미생물의 서식, 강우유출수 확보, 오염물질 저류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WHCv는 5일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입도 파쇄에 따른 가비중 및 미세공극의 변화와 함께 효과적인 토양

수분보유력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토양개량제의 NPK는 hot composting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되었으며

cool composting 기간 동안은 안정화 되었다. OSP의 유무는 NH4+-N의 빠른 감소뿐만 아니라 광물 탄산화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OSP의 첨가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GHGs의 저감 뿐만 아니라 수용성

비율을 줄이고 구용성 비율을 향상시켜 영양염의 장기적인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토양개량제, 재생자원, 생물반응조, 콤포스트, 물리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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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 생산을 위한 제강슬래그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혐기소화조 슬러지의 열분해

Pyrolysis of digestate using steel slag and carbon dioxide
to produce flammable gases

김정훈, 정성엽, 조성헌, 최동호, 김유관, 권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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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연구에서는 혐기소화조 슬러지의 열분해에 대해 분석하였다. 열분해 공정을 보다 더 지속가능한 기

술로 개발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대기가스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혐기소화조 슬러지의 열분해에서 이산화탄

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분석하였다.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혐기소화조 슬러지의 열적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열중량분석 또한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실행되었다. 열중량분석은 35에서 900℃까지 진행하였으며 비교군

으로 질소 조건에서의 열분해도 실행되었다. 열중량분석 결과 질소와 이산화탄소 조건에서 780℃ 이하에서는

질량 감소 경향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열분해 진행 중 혐기소화조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물질과 이산화

탄소의 반응은 열중량분석에서 분석할 수 없었다. 휘발성 물질과 이산화탄소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혐기소

화조 슬러지의 열분해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480℃ 이상에서 휘발성 물질과 이산화탄소

의 반응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열분해 생성물 중 오일과 차의 분석에는 질량분석기, 유도결합 플

라즈마 분광 분석기, 전계방사 주사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였다. 열분해 생성물들의 분석 결과 혐기소화조 슬러

지 열분해에서 이산화탄소가 탄소를 오일에서 가스로 재분배하여 가연성 가스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

였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아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강슬래그가 촉매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가연성 가스양은 기존 이산화탄소만을 활용한 열분해 공정보다 더욱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 혐기소화조 슬러지, 폐기물의 에너지화, 열분해, 이산화탄소, 탄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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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차 활용 땅콩 폐기물의 열화학적 공정을 통한

바이오디젤 및 합성가스로의 고부가가치화

Valorization of peanut waste into biodiesel and syngas through the
thermo-chemical process using biochar as a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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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농업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함과 동시에 화석연료의 소비를 완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촉매제로 농업 폐기물이 사용 될 때, 에너지 생산 과정은 더

환경적, 경제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땅콩 폐기물의 융·복합 고도화 공정을 도입하여 열분해와 (전이)에

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합성가스/바이오차 그리고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였다. 또한 열분해 부산물인 바이오차는

합성가스 및 바이오디젤 생산 효율의 증대를 위한 촉매제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땅콩 폐기물내 지질

을 추출하고, 추출 후 고체 잔류물은 열분해 생성물로 전환시켰다. 땅콩 폐기물 유래 바이오차(700℃에서 제

조)를 추출 잔류물의 열분해를 위한 촉매제로 사용했을 때, 바이오차내 알칼리성 물질(K, Mg, Ca)의 촉매 분

해 능력으로 인해 합성가스 생산이 두배로 증가함을 보였다. 더불어 바이오차에 포함된 알칼리성 물질 및 다

공성은 열적 유도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촉진했다. 다공성 물질로 SiO2를 사용한 열적 유도 (전이)에스테르

화 반응은 365℃에서 1분의 반응시간 동안 94.3%의 바이오디젤 수율에 도달했다. 그러나 땅콩 폐기물 유래 바

이오차(600℃와 700℃에서 제조)를 다공성 물질로 사용한 경우 열적 유도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은 300℃에서

95.2% 및 96.6%의 바이오디젤 수율에 도달했다. 열적 유도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은 KOH 촉매를 사용한 (전

이)에스테르화 반응보다 훨씬 더 빠른 반응속도를 보였다(60℃에서 6시간 동안 반응 시 바이오디젤의 수율:

67.8%). 본 연구의 모든 실험 결과를 통해 땅콩 폐기물이 바이오 연료(바이오디젤/합성가스) 및 촉매제(바이오

차) 생산에 유용한 폐기물 자원임을 확인했다.

Key words : 바이오차, 바이오디젤, 합성가스, 바이오연료, 지구온난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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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 열분해 플랫폼을 통한 혼합 폐플라스틱의 완전 열분해에 대한 CO2의 시너지 효과
사례 연구: 일회용 기저귀

Synergistic effects of CO2 on complete thermal degradation of plastic waste
mixture through a catalytic pyrolysis platform: A case study of disposable di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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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는 산업화 시대 이래로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소비량과 더불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플라스틱 폐기물관

리 및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세플라스틱 및 독성 화학물질은 대기, 토양,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이 된다.

특히,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혼합된 폐기물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매립 및 소각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사실상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이 다양한 플라스틱의 혼합물이다. 본 연구는 혼합 폐플라스틱의

완전 열분해를 위한 환경친화적이며 실현 가능한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을 이산화탄소를 매개체로 사용한 열분해 공정에 적용했다. 그 결과, 일회용 기저

귀 폐기물로부터 (산화된) 탄화수소로 구성된 기체상 물질과 열분해 오일을 형성했지만, 산화제로서 이산화탄

소의 반응성은 미미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반응성을 부여하기 위해 니켈 기반 촉매를 채택했다. 이산화탄

소 조건에서 비촉매 열분해 대비 니켈 촉매 열분해에서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각각 4배, 15배 이상 향상했다.

합성가스는 고분자 폐기물과 방향족 화학물질을 포함한 고분자 폐기물 유도체에서 유래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산화탄소는 고부가가치 화학물질을 생성하고 고분자물질의 방향족성을 감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을 제공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플라스틱 열분해에서 파생된 독성 화학물질을 제어하고 합성가스 생성을 증대시킴과 동

시에 플라스틱 폐기물 유래 환경오염을 저감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 순환경제, 폐기물 에너지화, 이산화탄소, 플라스틱 관리, 촉매 열분해,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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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활용 열분해를 통한 기능성 바이오차 생산 및 이산화탄소 흡착 능력 평가

Engineered Biochar Production by Using CO2 as Reaction Medium

이상윤, 이태우, 정성엽, 권일한*

Lee Sangyoon, Lee Taewoo, Jung Sungyup, Kwon eilhann*

한양대학교

*e-mail : ek2148@gmail.com

요 약 문

바이오차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성장한 바이오매스의 열분해 산물로서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다. 따

라서 바이오차 생산은 대기 중 탄소를 격리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바이

오차는 다공성 물질로서 탄소계 흡착제로 활용 가능하며, 바이오차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흡수할 수 있어

탄소 저장이 가능하다. 바이오차를 흡착제로써 활용하기 위해선 표면 특성을 개선하여 흡착 성능이 우수한 바

이오차를 만들어야 한다. 바이오차의 표면 특성은 다양한 열분해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는 온도와 반

응 매질에 변화를 주어 바이오차의 표면 특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소나무 톱밥을 바이오매스 원료

로 하여 열분해 과정에 이산화탄소를 반응 매질로 적용하였으며, 열분해 온도에 따른 표면 특성 변화를 관찰

하였다. 이산화탄소를 적용하여 만든 바이오차는 표면 특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바이오차를 기

후변화 대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흡착 능력 평가 실험을 통해 탄소 포집 및 저장 능력을 확

인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열분해는 합성가스 발생을 증가시켜 에너지 회수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 활용 바이오매스 열분해를 통해 합성가스로 에너지를 회수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착을 위한 기능성 바이오차 제조를 연구를 진행하였다.

Key words : carbon dioxide sorption, engineered biochar, biomass, pyrolysis, syn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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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소화 슬러지의 수열탄화 특성평가
Hydrothermal carbonization of sewage sludge dig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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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혐기성 소화는 절대 혐기성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질이 발효되는 과정으로 하수슬러지, 축산분뇨,

음식물폐기물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할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바이오가스 에

너지가 생산되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1). 유기물의 혐기성 소화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 후에

는 소화슬러지(digestate) 부산물이 발생하며 소화슬러지에는 N, P, K와 같은 식물의 성장에 유용한 영양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소화슬러지의 악취나 병원성 미생물과 중금속 등의 문제로 토양 적용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소화슬러지 내의 영양분과 중금속은 이동성이 커서 토양에서 쉽게 용출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소화

슬러지의 바이오차 전환은 이러한 현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바이오차는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

서 바이오매스의 열분해공정에 의해 생산되며 탄소고정화 효과와 함께 토양적용 시 토양 질을 개선하여 농업

생산성 증진의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실질적인 탄소저감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3). 소화슬

러지 기반 바이오차는 소화슬러지의 풍부한 질소 및 무기질 함량으로 인하여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

으며, 표면의 여러 작용기에 의한 오염물질의 흡착제거 등의 정화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

다. 바이오차는 탄화(pyrolysis), 가스화(gasfication), 수열탄화(hydrothermal carbonization) 등의 기술로 생산

될 수 있으며 이 중 수열탄화 공정은 물이 있는 조건에서 고압에서 기존 탄화공정보다 낮은 온도(~200℃)에서

반응이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바이오매스의 건조과정 없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열탄화공

정을 이용하여 혐기성 소화슬러지를 효과적으로 바이오차로 전환하고 환경정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온도 및 반

응시간 등을 달리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수열탄화를 진행하고 생성된 바이오차의 특성을 평가해 보았다.

Key words : 혐기성 소화, 슬러지, 수열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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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 및 수열탄화공정에 따른 미세조류 바이오차의 특성 비교
Comparison of microalgal biochars produced by pyrolysis and hydrothermal

carboniz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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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인간 활동에 의한 강물, 호수에 지속적으로 영양분이 유입되면서 인위적인 부영양화로 인하여 미

세조류가 과다 증식하는 녹조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녹조 현상은 용존 산소를 고갈시키고 조류 유래

독성물질로 인해 생태계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수자원과 궁극적으로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생태계와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효과적인 조류제어가 필요하다. 현재 조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응집/사멸 기작의 조류 제어기술은 조류제어 후 조류세포의 침전 및 사멸에 의해 수생태계에 2차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부상 및 흡착 등에 의한 조류를 회수하여 제어하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으며 회수된 조류의 자원화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회수된 조류를 자원화하는 방안으로는 바이오차

로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조류는 탄소 함량이 낮지만, 다른 바이오매스에 비해 질소, 인 및 기타 영양

소가 풍부하여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차의 토양 적용은 탄소 분리 및 토양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표

면의 여러 작용기에 의한 오염물질의 흡착제거 등의 환경정화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1,2).

바이오차는 탄소중립적인 바이오매스와 달리 대기 중의 탄소를 토양에 고정하기에 실질적인 탄소 네거티브 형

태의 탄소격리 방법으로 탄화(pyrolysis), 가스화(gasfication), 수열탄화(hydrothermal carbonization) 등의 기술

로 생산될 수 있다3). 이 중 수열탄화 공정은 물이 있는 조건에서 고압에서 기존 탄화공정보다 낮은 온도(~20

0℃)에서 반응이 이루어지는 공정으로 회수된 조류 바이오매스의 건조과정 없이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조류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바이오차를 생산하고 환경정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Chlorella

Vulgaris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온도 및 반응시간 등을 달리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건식탄화와 수열탄화를 진

행하여 생성된 바이오차의 특성을 비교해보았다.

Key words : 미세조류, 수열탄화, 탄화, 바이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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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mill을 활용한 지하수 지중정화 기술 고도화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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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 정화 공법은 오염된 지하수를 추출하여 지상 정수처리시설

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중에는 부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기술은 신재생에너지인 풍력(windmill)과 태양광(solar energy)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지중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 중에도 부지 이용이 가능하고, 지하수 이용장치를 통해서 미처리된

철(Fe), 망간(Mn)의 추가 제거가 가능한 기술이다. 전체 공정은 IT 기술과 결합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으로 자동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기술을 적용할 실증부지는 B 지역에 있는 농지로 지하수 내 제거 대상 오염물질 조사 결과 철(Fe

32.872 mg/L), 망간(,Mn 3.544 mg/L), 비소(As 최대 0.078 mg/L)로 나타났다. 철과 망간은 산화반응으로 생성

된 침전물들이 토양 공극에 여과되어 제거되며, 비소는 철과 망간의 산화물에 흡착되어 제거된다. 지중에서의

산화반응을 위한 공기 공급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지중에 air sparging 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windmill)발전과 태양광(solar energy)발전은 pilot-scale 실험에서 0.8 kW급 풍력과 0.48 kW급

태양광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전력 생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pull-scale 용량을 B 지역의 풍속, 일조

량 등 환경을 고려하여 3 kW급 풍력과 2.96 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풍력과 태양광발전을 이

용한 시스템과 한국전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선택적으로 air sparging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Air sparging 만으로 처리가 부족한 경우에 소량의 산화제를 주입하여 처리하기위해 적합한 산화제 선

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산화제 선정은 문헌연구를 통해서 과망간산염(permanganate), 과황산염(persulfate), 과

산화물(peroxide), 차아염소산염(Hypochlorite)들이 철(Fe), 망간(Mn) 제거에 적합한 산화제 후보로 하여 회분

식 실험으로 배경 값 NaHCO3 2.5 mmol/L, NaCl 0.6 mmol/L, 망간과 비소의 초기농도는 각각 30 mg/L, 3

mg/L로 설정하고 pH, 산화제량 등에 변동을 주면서 실험한 결과 비소 제거에 차아염소산염이 가장 효과적인

산화제로 선정되어 box test를 통하여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Box test는 실증부지 특성 분석하여 실증부지와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오염물 산

화 효율 등을 통해 최적의 운전 인자를 도출하여 실증부지에 적용하고 실증부지 실험과 상호보완하여 과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하수를 지중산화 처리하기 위해 시험공 2지점(100mm)과 관측공 6지점(75mm)을 굴착 진행하였다.

시험공에서 단계 양수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적정 양수량은 106m3/일로 도출되었다. air sparging과 산화제 주

입 후 대수성 시험을 추가 진행하여 우물 효율을 산정 비교하고 모델링을 통하여 클로깅(clogging) 영향을 검

증할 예정이다.

지하수 이용장치는 지하수를 농축산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하여 설계했으며,

지하수 내 미처리된 철 이온과 망간 이온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다. 시중의 철/망간 제거 장치는 지하수의

흐름이 상부에서 하부로 향하는 하향식인데 이는 별도의 설비들이 필요하여 초기 설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본 사가 개발한 지하수 이용장치는 상향식 구조이며, 벤츄리를 통해서 지하수 내에 공기를 주입하는 무

- 280 -



동력 폭기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철 이온과 망간 이온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불용성염(Fe(OH)3, MnO2 등)을

PFFM(Polymer Floating Filter Media)를 여재로 사용하여 여과하여 제거한다. 처리장치 내의 불용성 염이 침

적된 경우는 사이펀(siphon)을 통해서 자동역세 되도록 설계하였다. 현재 pilot-scale로 지하수 수질(pH,

ORP(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DO(Dissolved oxygen), EC(Electrical Conductivity))항목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운전 중이며, 누수 및 구조적 문제, 여재 충진량, 통과 유속 등의 변화 실험

을 통하여 철/망간의 제거효율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full-scale에 적용하여 제작할 예정이

다.

전력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여 시스템을 운전하고 공기와 산화제 동시 주입을 통해 대상물질의 선

택도 및 반응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실증화 부지에서의 선택도/반응성 향상 기술을 검증하여

한국형 원위치 산화 공정 지침(장치의 설계/제작/운전 표준화하여 매뉴얼을 작성)을 제시하여 과업을 완료하

고자 한다.

Key words : Renewable energy, Box test, PFFM(Polymer Floating Filter Media),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ir sp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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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기인 토양개량제의 수문학적 모의를 위한 포화수리전도도 평가

Evaluating 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Ksat) of Soil Amendment from Food
Waste for Hydrolog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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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인류가 삶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며, 버려지는 폐기

물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린인프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고속퇴비과정을 거쳐 개량한 토양개량제를 개발하였고, 하천변 객토 및 bio-retention cell로 활용하기

위한 수문학적 모의를 구현하고자 기초자료인 포화수리전도도(saturated hydraulic conductivity, Ksat)를 분석

하였다. 토양개량제의 재료는 음식물쓰레기 퇴비(food waste composting, FWC)에 첨가제로서 커피찌꺼기

(spent coffee grounds, SCG), 굴패각(oyster shell, OS)이 사용되었고 총 3차 실험을 진행하였다. 1차실험은

FWC. CG의 비율변화, 2차 실험은 FWC, CG, OS의 비율, 3차 실험은 공기주입량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원

재료 분석에서는 OS의 Ksat이 1.79×10-3 m/s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WC (1.93×10-4 m/s)과 CG(1.62×10-4

m/s)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DIN1813의 water permeability classes에 따르면 토양개량제는 “highly

permeable”(Ksat=10–2 to 10–4 m/s)에 해당되었고, unconsolidated aquifers (water)의 conductivities 분류에서

는 FWC와 CG는 “medium-grained sand (10-3 to 10-4 m/s)”, OS (approx. 10-3 m/s)는 “coarse sand”로 분류되

었다. FWC, CG의 비율을 달리한 실험에서는 CG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Ksat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고, 또한 원재료와 비교하여 퇴비화 이후에 Ksat값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WC와 CG의 비율은 고정

후 OS의 비율을 증가한 실험에서는 OS의 첨가가 Ksat값이 감소를 유발하였으나, OS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서 Ksat의 값이 비례하여 감소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기주입량의 변화를 본 실험에서는 공기 주입량을

가장 적게 주입한 실험군(2.5 L/min)에서의 Ksat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기주입량 5.0, 10.0 L/min로 증

가시킨 실험군은 Ksat값이 감소하였으며 두 실험군의 값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 L/min으로 공기주

입을 상승시켰을 때는 오히려 Ksat값이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공기주입으로 인한 물리적인 파쇄로 인한 영향

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고속퇴비과정을 거친 토양개량제는 “slightly permeable”(10-6 to 10-8 m/s),

unconsolidated aquifers (water)의 conductivities 분류는 “silty clay”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Ksat값은 그만큼

수분보유력의 증가를 의미하며, 도시하천유역에서 bio-retention cell로 활용하여 초기우수를 포집하는데 있어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후 현장적용에 앞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포화수리전도도를 활용하여 수

문학적 모의에 적용하여 bio-retention cell으로서의 적용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Key words : 음식물쓰레기, 토양개량제, 포화수리전도도, 퇴비화, 그린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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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관리 최적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벼 경작지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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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과거 농업은 작물의 생산량 증대에 우선적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농업

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문제에 당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

리오 조건에서 벼 생산량은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재배관리 방법 (비료 처

리 수준 및 물관리 방법 변화)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벼 경작지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배관리

법 변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비료 처리 수준 (35, 70, 140 kg N ha-1)과 물관리 방법 (지속관수, 중간낙수,

간헐적 배수)을 조합하여 9가지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1km2 수준의 국내 약 12,000개 논 필지를 대상으로

Denitrification and Decomposition (DNDC) 모형을 이용하여 RCP 8.5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8.5) 시나리오에 의한 벼 생산량과 세 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10

년대 (2010 ～ 2019 평균)와 2080년대 (2080 ～ 2089년 평균) 두 시점에서 예측했다. 각 필지에 최적화된 재배

관리법을 도출하기 위해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2080년대 벼 예측 수요량 (백미 5.2 t ha-1)과 수치적으로 유사

한 예측 생산량 (±10%)을 갖는 처리구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은 재배관리법을 추출하였다. 현행 관행

재배법 (70 kg N ha-1 비료 처리 및 지속관수)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RCP 8.5 시나리오에 의한 2080년대 평

균 벼 생산량은 6.3 t ha-1, 온실가스 배출량은 14.2 t CO2-eq ha-1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각각 4.3,

5.1, 0.8 t CO2-eq ha-1의 합)로 예측되어 2010년대 대비 각각 1.1 t ha-1와 4.0 t CO2-eq ha-1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각 논 필지에서 벼 생산량 유지 조건에서 재배관리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2080년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9.2 t CO2-eq ha-1로 관행재배법 대비 1.0 t CO2-eq ha-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다. 이때, 메탄

배출량은 2.1 t CO2-eq ha-1로 58% 감소했지만,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는 각각 5.5와 1.6 t CO2-eq ha-1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약 57%의 논 필지가 관행재배법에서 35 kg N ha-1 비료 처리와 간헐적 배수를 적용

한 결과였다. 간헐적 배수는 7 ～ 10일 간격으로 배수를 반복하는 물관리 방법으로 토양의 혐기 조건을 억제

함으로써 메탄 배출이 감소한 반면, 담수배수 반복과정에서 호기성 미생물과 질산 및 탈질화 미생물의 활성

증가로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의 증가가 나타났다[1,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RCP 8.5 시나리오는 2010년대

대비 2080년대에 약 2.9 oC의 대기 온도 상승을 가정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DNDC 모형에서

벼의 생리활성을 증가시켜 비료 처리 수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비 2080년대에 생산량이 유지 또는 상

승할 수 있었다[3]. 본 연구 결과는 1km2 수준의 지역적 미세기후 및 토양 환경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DNDC 모형을 통한 전국적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재배관리법 적용을 통해 생산량 유지 조건에서 온실가

스 저감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온실가스 저감 가능 필지를 대상으로 최적화된 재

배관리법이 적용된다면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벼 경작지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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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 비소 제거를 위한 pH 조절-CO2 금속성 바이오차의 제조

Fabrication of pH controlling-CO2 metallic biochar to remove As(V) in the

aqueou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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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fabricating method that can control the intrinsic pH of metallic biochar

from the co-pyrolysis of biomass (lignin) and industrial waste (red mud, RM) with FeCl3 in CO2
atmosphere. The fabricating metallic biochar possessed porous structure with Fe3O4 phase. In the As(V)

adsorption experiments, the metallic biochar removed > 90% of 5.9 mg L-1 As(V) at neutral pH 4-7 (Fig.

1). The adsorption kinetics reached equilibrium at 240 min, and it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pseudo

second model and removed by chemisorption. The maximum adsorption capacity for As(V) showed at 28.6

mg g-1 by the Langmuir model fitting, and it revealed that it was adsorbed by monolayer adsorption. The

results of 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confirmed that As(V) adsorbed by electrostatic attraction to

Fe-O functional groups in metallic biochar. The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the control of the intrinsic pH

of metallic biochar for arsenic treatment of a wide pH range is a feasible fabricating method.

Key words : biochar, carbon dioxide, pH control, arsenate, adsorption

Fig. 1. pH effect tests of As(V) by CO2 metallic biochar (sample dose: 1 g L-1, initial As(V) conc.: 5.9
mg L-1, initial pH: 3.0-10.0, and adsorption time: 18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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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중금속은 주로 제련소, 광산배수 등으로부터 환경으로 유출되며, 낮은 pH 조건에서 지하수 흐름에 따

라 이동하기 용이한 2가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중금속은 유기물질과 달리 지중 생물학적 분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carbonate, phosphate, sulfide 등 음이온과 결합하여 고체상의 금속화합물 형태로 부동화된다. 특히,

sulfide의 경우, carbonate 등 금속화합물보다 용해도가 약 104~1035배 낮은 안정적인 금속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rst 등, 2010). 지하수 내 sulfide를 공급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H2S의 지중 내 직접

주입 또는 오염지하수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황산염을 환원하는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기체상 H2S은 보관 및 지하수 내 직접 주입에 어려움이 있고, 당밀 등 외부 탄소원의 주기적 주입을

이용한 생물학적 황산염 환원반응은 효과의 유지기간이 짧고 주기적으로 재주입 등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공여체로서 microsized corn-oil droplets (MOD)를 이용하여 황산염의 생물학적 환원을

통한 sulfide의 생성, 생성된 sulfide에 의한 중금속 부동화 효율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MOD는 옥수수유를 친

수성/소수성기를 함께 가진 휴믹산을 이용하여 에멀전화된 물질이다. MOD는 순수 오일을 관정 내 주입할 경

우 상분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색을 방지할 수 있고, 주입된 마이크로 크기의 MOD는 관정 주변 공극에

잔류하며 지속적으로 탄소원을 공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D를 기반으로 한 중금속 부동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회분식 반응조 연구를 수

행하였다. 반응조 구축에는 폐광산 지역에서 채취한 지하수 및 광미를 사용하였으며, 채취한 지하수 내 Cd,

Cu, Fe, Mn, Zn, SO42-의 농도는 각각 0.27 mg/L, 1.20 mg/L, 389 mg/L, 26 mg/L, 61 mg/L, 3,527 mg/L

로 검출되었다. 반응조 내 중금속 및 황산염 농도는 국내 고농도 중금속 오염지역에서의 농도를 기준으로(표

1), 중금속 농도별 생물학적 황산염 환원반응에 의한 중금속 부동화 효율 확인을 위해, 기준농도의 0%, 1%,

5%, 20%로 단계별 평가하였다. 또한 생물학적 황산염 환원반응의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생물학적 반응을

불활성화하는 염화수은을 주입한 bio-control 반응조를 준비하였다. 각 반응조의 황산염 농도는 약 8,000

mg/L로 설정하였으며, MOD는 황산염과 corn oil의 생물학적 양론반응 필요량의 20배에 상응하는 약 82,000

mg O2/L로 주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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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분식 반응조 모니터링 결과, Bio-control 반응조에서는 생물학적 반응을 불활성화하는 염화수은으

로 인해, MOD에 의한 생물학적 황산염 환원 및 중금속 부동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반응조 A~D에서는

MOD의 생물학적 분해 부산물인 아세트산이 각각 최대 1,050, 956, 2656, 73 mg/L로 검출되었다. 또한 반응

조 A와 B는 30일, 반응조 C는 60일, 반응조 D는 110일이 경과한 시점에 sulfide 침전물 (black

precipitation)이 생성되어, 황산염 환원반응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6일 경과 후 A~D 반응조에서

황산염은 각각 63, 65, 73, 31% 분해되었으며, 각 반응조에서 황화수소는 최대 15.02, 7.78, 13.08, 1.59

mg/L가 검출되었다. 황산염의 감소 및 황화수소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MOD는 생물학적 황산염 환원반응

의 전자공여체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16일 경과 후 반응조 내 중금속 질량을 합산하여 평가한 결

과, 반응조 A~D에서 초기 중금속 질량 대비 각각 99, 97, 71, 48%가 부동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중금속의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지연시간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금속 불활성화 효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현

재 고농도 중금속 반응조를 중점적으로 장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MOD를

기반으로 한 중금속 부동화 효율을 평가할 예정이다.

Key words : heavy metals, microsized corn-Oil droplets (MOD), immobilization of heavy metal,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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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조 구분
중금속 (mg/L) HgCl2

(mg/L)

황산염

(mg/L)

MOD

(mg O2/L)Ca2+ Cu2+ Fe2+ Mn2+ Zn2+ 합계
고농도 중금속

오염지역 기준농도 96 3.6 246 200 1,868 2,413.6 미주입 7,890 -

Bio-control
(기준농도의 1%) 1 0.04 2.5 2 19 26.54 400

8,000 82,000

반응조 A
(기준농도의 0%) 0 0 0 0 0 0 미주입

반응조 B
(기준농도의 1%) 1 0.04 2.5 2 19 26.54 미주입

반응조 C
(기준농도의 5%) 5 0.2 12 10 93 120.2 미주입

반응조 D
(기준농도의 20%) 19 0.7 49 40 374 482.7 미주입

표 1. 회분식 반응조 내 중금속, 염화수은, 황산염, MOD 목표 주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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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토양 세척은 적절한 세척제를 사용하여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을 토양에서 분리하여 제거하는 기술이다.

강산인 무기산은 세척 효율이 높고 비용이 저렴하여 대부분의 세척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강산은

토양 구조를 변화시키고 심각한 토양 산성화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염산, 질산, 황산 등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세척제로 사용하려면 장외환경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세척제인 무기산(HCl, HNO3, H2SO4)을 대체할 수 있는 세척

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세척제 중 유기산과 철 기반 세척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기산은 중금속과 안정한 착물

을 형성하여 중금속 추출 효율이 우수하며, 토양 구조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한, 철 기반 세척제

는 중금속과 Fe(Ⅲ)의 직접적인 이온교환 및 가수분해로 중금속 용출 효율이 높으며, 무기산보다 토양을 구성

하는 주요 양이온들의 추출을 억제할 수 있다. 중금속-토양의 결합 형태(이온교환 가능-탄산염, 철-망간 수산

화물, 유기물-황화물 결합 형태, 잔류태)는 중금속의 용출 정도 및 생물이용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금속

제거효율에 영향을 준다.[2] 이온교환 가능-탄산염 결합 형태는 산성 세척제에 의해 쉽게 제거되므로 유기산과

철 기반 세척제에 의해 쉽게 제거될 수 있다. 철-망간 수산화물 결합 형태는 유기산이 중금속과 안정한 복합

체를 형성하여 제거되거나 철 기반 세척제의 Fe(Ⅲ) 이온과 중금속의 직접적인 이온교환반응을 통해 토양과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산이나 철 기반 세척제에 의한 중금속 제거 기작과 중금속-토양의

결합 형태를 바탕으로 이들 세척제의 토양 세척 효과를 분석하였다.

Key words : 토양 세척, 중금속, 유기산, Fe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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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various chemical reduction methods proposed for the effective removal of nitrate from

groundwater or drinking water, nanoscale zero valent iron (nZVI) has gained strong interest as an

excellent alternative [1]. It is remarkable to highlight that most of the nitrate removal studies revealed

that reaction conditions influence the efficiency of nitrate removal through the reduction process.

Practically investigating all the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is time-consuming and laborious.

Empirical method using data-driven modelling would be a good approach owing to its ability to solve the

multifactorial and complex nonlinear nature of the problem [2].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two machine

learning models –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nd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in order to

predict the degradation of nitrate by nZVI. The model was built using experimental data collected from

literatures in the scope of the utilization of unmodified nZVI for nitrate removal in aqueous solution. The

input data for the model comprising of six experimental conditions including temperature, pH of the

solution, oxygen condition, nitrate initial concentration, nZVI dose, and reaction contact tim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essential influence of nZVI particle size and surface area to nitrate reduction efficiency [3],

these two physical properties were also included. The ANN and SVR development in this study were

performed using Python 3.9 with several corresponding libraries. 2-layer ANN architecture was proposed

and compared with radial basis function kernel-based SVR. Grid search algorithm was employed for

model parameter optimization for the model development [4].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was

used to evaluate the modelling results since it is not scale dependent, hence suitable for comparing

accuracy across time series data with different scales such as in this study [5]. In addition, sensitivity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each input parameter by using permutation

importance method. The result shows both ANN and SVR model could estimate nitrate removal with

MAPE value less than 10% which can be classified as good accuracy prediction [5]. SVR showed slight

superiority generalization ability compared to ANN due to ANN is more sensitive to the input structure

and lead time [6]. Grid search algorithm can be an option to find best model hyperparameter, however it

can be very slow due to the potentially huge number of combinations to test. Particle size and surface

area of nZVI came as the most influential predictor for the nitrate removal based on permutation

importance method. It was also determined that the achievable optimum condition for the complete

degradation of 20-400 mg/L nitrate (in the form of 
 ) were 4 g/L dose of nZVI, pH 6, aerobic

condition, and treatment time of 30 minutes. It is essential to reach standard concentration of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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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ate concentration in drinking water as set to be 11.3 mg/L as 
 or 50 mg/L as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7]. In conclusion, ANN and SVR can well predict the pollutant

removal with non-linear feature interactions despite of the small dataset. However, evaluation of the

dataset composition including the extending the size, balancing the range, and dimension reduction can be

address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prediction. Currently, compared to ANN not many studies applied

SVR for the case of pollution removal from aqueous solution.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give an

additional insight for the promising ability of SVR to predict the pollutant removal. In addition, for the

application point of view,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the experimental design for nitrate degradation

study with consequently reducing time and resource utility for the experimental work.

Key words: Machine learn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support vector regression, nitrate reduction,

zero-valent iron.

Fig. 1 Comparison of the experimental and model prediction for degradation efficiency of Nitrate in the

presence of nZVI (A) ANN, and (B) S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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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sphenol A (BPA) is an endocrine disruptor that is toxic at low concentration[1]. Pentachlorophenol
(PCP), a constituent of a former pesticide, is highly toxic and refractory[2]. Now, in order to degrade BPA

and PCP in water treatment, an environmentally friendly degradation method is required.

Therefore, an ultrasound with multiple oxidants system was designed, using 35 kHz 100W ultrasound

(in Fig.1). This system uses a 500 ml double-layer glass container, which is open to the atmosphere.

Cooling water passed into a double-layer container and connected with the cooling system. The

bottom of the container which is connected to an ultrasonic horn sensor. Add the oxidant from the

upper opening of the container, then measure the temperature and take samples, two milliliters

sampled each time, make BPA as a reference pollutant for sonochemical degradation, and selecting 5

kind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oxidants for experiments under ultrasonic conditions.

The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action rate constant of the pollutant according to the pH

of the solution, the activation energy and the Gibss free energy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As a result

of the study, in Figure 2, the activation energy values according to oxidation in the ultrasonic/oxidizer

(PDS, PMS, H2O2, KClO and KIO3) system were 23.46, 8.64, 9.91, 1.62, and 1.97 kJ/mol, respectively. Gibss

free energy was ΔG#(PMS, PDS, H2O2, KClO, and KIO3,)=(19.24, 11.20, 12.47, 4.46, and 4.53)+(0.21, 0.32,

0.33, 0.24, and 0.3)T kJ/mol depending on the system, respectively.

Regarding pH, pH adjustment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25°C. Since the pKa of PCP is 4.7 and

that of BPA is 9.6-10.2, the solution was adjusted to pH=3, 5, and 7 in PCP degradation experiments. The

BPA solution was adjusted to pH=6, 8, 9.5, and 11 to examine the effect of pH on the degradation of

pollutants.

Key words : Bisphenol A, Pentachlorophenol, Ultrasound，Oxidants, Activation energy, Gibss fre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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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cheme of ultrasound-oxidant system

Fig.2 Kinetic constants and activation energy of BPA in ultrasound-different oxid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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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senic and fluoride in drinking water are the main natural pollutants in groundwater, which can affec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In order to reduce its concentration in drinking water (F<1.5

mg/L, As<0.01 mg/L,WTO), many treatment methods have been developed (adsorption, ion exchange,

precipitation, electrodialysis, reverse osmosis and membrane filtration). Among the above methods,

adsorption is an efficient, economical, comprehensive and promising technology [1]. In this study,

aluminum compounds and iron compounds were mainly used as adsorbents for adsorption experimen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conomical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aste reuse, the sludge from drinking

water treatment sludge (DWS) and coal mine drainage sludge (CMDS) were processed and synthesized as

new adsorbents BDWS and BCMDS.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se two adsorbents in removing fluorine

and arsenic from water by surface adsorption and chemical precipitation methods. The effects of

experimental parameters such as pH and temperature, as well as the adsorption mechanism of fluorine and

arsenic by the new adsorbents, were investigated by batch experiments.

The new adsorbents were synthesized by adding the inorganic binds to drinking water treatment sludge

(DWS) and coal mine drainage sludge (CMDS), respectively. The shapes of BDWS and BCMDS are

shown in Fig. 1[A].

The fig. 1[A] shows the properties of the BDWS and BCMDS adsorbent. As a result of the XRD

analysis, calcite (PDF 83-0578), schwertmannite (PDF 47-1775) and goethite (FeOOH) were detected. The

BDWS has AlOOH (PDF 49-0133), Al2O3 (PDF 34-0492, 21-0010). Fig. 1[B] shows the pHZPC of the two

adsorbents BDWS and BCMDS is 4 and 5.32, respectively. Fig. 1[C][D] are the BET analysis results, the

BET of BDWS and BCMDS is 183 m2g-1 and 172 m2g-1, respectively.

The Langmuir and Freundlich models were adopted to simulate experimental data. Fig. 3[A] shows the

results of adsorption isotherms for fluoride by BDWS and BCMDS at 22.3 °C and pH 6. Based on the

fitting by Langmuir isotherm, the maximum adsorption capacity [mg of F g−1] (Qmax) was 0.898 and

0.653 mg g−1 for fluoride of BDWS and BCMDS, respectively. For the Langmuir isotherm, KL of BDWS

and BCMDS is 0.506 and 0.517 L mg-1. For the Freundlich isotherm, KF of BDWS and BCMDS is 0.948

and 3.669 mg (L mg−1)1/2 g−1, 1/n is 1.7506 and 0.3724, respectively. The Freundlich model had a better

fit for BWDS with a determination coefficient (R2) of 0.99, while the Langmuir model was better for

BCMDS with R2 of 0.95.

The relative parameters are shown in Fig.3[B]. Based on the fitting by the kinetic model, the

pseudo-second-order rate constant (K2) of BDWS and BCMDS is 0.107 and 0.049 g mg−1 min−1, the

amounts of fluoride adsorbed on adsorbent at equilibrium (qe) is 0.745 and 0.434 mg g-1, the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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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orption rate (h) is 0.059 and 0.018 mg g−1 min−1, the determination coefficient (R2) is 0.99 and 0.92,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indicate that aluminum compounds and iron compounds have good
adsorption effects on fluoride, and have similar effects on arsenic.

Key words : Beaded sludge adsorbent, Arsenic, Fluoride, Kinetic, Mechanism.

Fig.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adsorbent BDWS and BCMDS

Fig. 2 [A]Adsorption isotherms obtained for fluoride by BDWS and BCMDS, [B] Adsorption kinetics of

fluoride for BDWS and BCMDS at 22.3 °C and pH 6 under the concentration of adsorbent of 10g/L, and

fluoride of 1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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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산업의 발달이 진행될수록 많은 자원과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폐수들이 배출되고 있다.

수중의 유기오염물질과 달리 중금속 오염물질은 대부분 생물학적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중금속 이온들이 무해

한 최종 성분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특히 카드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낮은 농도에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며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물

질이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해한 카드뮴을 탄소계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탄

소계 흡착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단량체인 Polyaniline과 가교제인 phytic acid를 혼합, 열분해 및 표면 개질을

통하여 비표면적이 큰 다공성의 구조의 탄소 구조체인 ACP를 만든 후, 표면에 산소작용기를 부착하였다. 탄

소 표면에 산소작용기를 부착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많은 논문들에서는 주로 질산과 같은 강산

을 높은 농도와 고열에 반응시켜 탄소 표면에 산소관능기를 부착하였다.[2] 하지만 이러한 처리방법은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표면적 및 기공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반응 시

위험성이 적고 극단적인 변화 없이 탄소 표면에 산소 작용기를 도입한다고 알려진 암모늄 과황산염을 사용하

고자 한다.[3,4] 과황산염 처리 방법에서 산화 반응 시간, 농도 등의 인자들에 따른 물리화학적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하여 Brunauer-Emmett-Teller(BET),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X-ray photoelectron

specytoscopy(XPS),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FT-IR) 등을 이용해 비교 분석을 해보았다. 또

카드뮴 흡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Kinetics, Isotherm 실험을 수행하였다.

Key words : polyaniline, ammonium persulfate, oxidation, cadmium ad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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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육류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축분뇨의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재이용이 중

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축분뇨는 영양분과 유기물질의 농도가 높아 주로 퇴비로 사용되었지만, 가

축분뇨 유기물의 분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 및 악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1] 바이오차는 이산화탄소 발생

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바이오차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분해

하여 생긴 부산물로써 열분해 과정에서 바이오매스의 탄소가 안정한 형태로 전환되며 대기로의 이산화탄소 방

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2] 더구나, 바이오차는 중금속 흡착능이나 양분보유능이 우수하여 토양개량제 및 유기

질 비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토양에 적용된 바이오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화되어 탄소안정성

이 감소하고 이산화탄소로 산화될 수 있다.[3] 따라서 이러한 풍화작용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바이오차의 탄소안

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산화를 통해 가축분뇨와 바이오차의 탄소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우분을

400과 600℃에서 열분해하여 바이오차로 전환하였으며, 산화제(H2O2와 K2Cr2O7)를 이용해 우분과 바이오차를

산 화시켜 각각의 탄소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우분과 바이오차의 산화 전후 질량과 탄소함량을 이용해 탄소

손실량을 계산하여 바이오차의 탄소안정성을 평가했다. 탄소손실량이 작을수록 바이오차의 탄소안정성이 높아

풍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바이오차로 전환된 탄소의 안정성이 가축분뇨의

탄소 안정성보다는 높았다.

Key words : 가축분뇨, 우분, 바이오차, 탄소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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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카드뮴 등 중금속은 생물농축에 따른 독성유발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특히, 카드뮴은 지하수로의 용출

가능성이 높아 지하수 중 카드뮴 저감방법을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지하수 중 카드뮴 저감기술 및 방법에 관해 정리하였다.

카드뮴 저감기술및방법을선정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지하수내중금속저감방법을그원리에따라물리‧화학적, 화

학적, 생물학적으로분류하였으며, 해당 원리를활용한공법별 저감방법을 세분화하여 조사를진행하였다. 이후 앞서 조사한방법

중카드뮴저감이확인된공법을정리하고, 저감효율, 흡착률, 경제성, 현장적용용이성등을고려하여후보군을선정하였다.

물리화학적 원리를 활용한 공법은 PRBs(Permeable reactive barriers), 흡착, 흡수, 필터 그리고 동전기법 등

이, 화학적 원리를 활용한 공법으로는 환원, 화학적 Flusing, 화학적 고정법 등이 조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원리를 활용한 공법은 식생 이용공법, 생물학적 복원, 생물학적 흡착 등이 확인되었다. 중금속 저감 원리는 공법별로

구분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일 원리를 통해서는 효과적인 저감을 기대기 힘들어 침전, 흡착, 흡수, 복합체

등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중 카드뮴을 대상으로 저감이 확인된 화학적 방법으로는

복합 알칼리 시약, 분말슬래그, 부식성 산화마그네슘을 활용했으며, 물리화학적 방법으로는 Red mud, 활성탄소, 제올

라이트, ZVI와 미생물 활용, 무기물 계면활성제 활용, 산업적 및 합성 활성탄 활용, 산업 부산물 및 쓰레기 활용, 철

을 함유한 흡착제 활용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식물체 및 미생물 활용, ISBP(In-situ

bio-precipitation process), BSR(Biological sulphate reduction), 생물학적 계면활성제, 셀룰로오즈 소개 및 농업쓰레기

활용이 있으며, 카드뮴 저감을 위한 주요 방법들을 아래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 List of main technologies for reducing cadmium in groundwater.

물리화학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 활성탄
‧ 제올라이트
‧ 키토산
‧ ZVI(n-ZVI, S-nZVI)

‧ Alkaline 시약(Lime 등)
‧ SRB
(Sulfate Reducing
Bacteria)

Key words : 지하수, 중금속, 카드뮴, 저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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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원위치 측정과 자동교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System for In-situ Measurement and Automatic Calibr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Soil

박중호, 권순길, 홍용석*

Joungho Park, Soongil Kwon, Yongseok Hong*

고려대학교 과학기술대학 환경시스템공학과

*e-mail : yongseokhong@korea.ac.kr

요 약 문

토양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iunds, VOCs)은 토양공극상에서 휘발되어 건물 내

로 침투하거나 지상으로 이동한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지하생활공간은 공기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내공기

질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양 내 존재하는 VOCs의 거

동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모니터링 방법이 필요하다.

토양 내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술은 샘플백나 펌프를 연결하여 오염물질의 이동을 유도하는 능동형 토양 가

스 샘플링(Active Soil Gas Sampling, ASGS)과 흡착을 통해 시간가중평균적인 농도를 측정하는 수동형 토양

가스 샘플링(PAssive Soil Gas Sampling, PSGS)으로 나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기술들은 인위적인 유체의

흐름을 조성하고 시료의 전처리 및 분석과정 동안에 오염물질의 손실을 초래하여 정확한 오염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양 내 VOCs의 원위치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챔버에

VOCs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ePTFE 맴브레인을 구성하여 토양 내에 위치시키면 VOCs가 맴브레인을 거

쳐 확산에 의해 센서로 이동하게 되며 측정된 VOCs는 실시간으로 제어기에 나타나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한 제어기에 탑재된 챔버 purge 기능을 이용해 VOCs 센서의 자동교정 기능을 추가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신

뢰도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시료를 분석하는데 요구되는 숙련도를 낮추며 분석할 시료에 대한 영향

을 줄이므로 높은 신뢰도의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Key words : Volatile organic compounds, underground monitoring, soil pollution, calibratio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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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불투수면 문제는 전국대비 상위수준의 심각한 상황으로 평택시 통복천유역의 건강성은 악화상태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는 전국 불투수율 상위7위, 농촌소유역 상위20개의 불투수율 관리 우선지역

에 해당하고 있으며,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상태로 나쁨 초과일수는 115일로 연간 1/3 수준에 달한다. 또한 대

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2011년부터 2018년 중에서 2012년과 2018년으로 분석되었고, 2019년 초미세먼

지 평균농도는 29㎍/㎥로 전국 최고수준으로 도로, 산단, 도시개발 등으로 생태파편화와 더불어 재비산먼지 문

제역시 심각하다. 2020년 기준 통복천 유역의 비산먼지는 63.6㎍/㎥로 작년대비 50% 증가하기도 하였다.

평택시는 중국발, 평택항, 산단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여기에 경기대로(1번국도)등의

재비산먼지가 상호작용을 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 최고수준의 불투

수면 지역으로 특히 통복천 유역의 불투수율이 매우 높은편이며, 미세먼지와 도로등의 재비산먼지가 맞물려

증폭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건강성, 생태 등에 대한 회복력 확보가 시급하다.

Fig1. 해당지역 및 유역의 환경적 현황분석

(a) 전국 불투수면적 분포도 (b) 수도권 미세먼지 분포도 (c) 도로 재비산먼지 지도

평택시 통복천 유역은 환경부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인 스마트그린도시에 선정되어 현재 빗물순환그린인프라 및

재이용수를 이용한 그린로드등을 계획하여 사업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면적, 유지관리 및 사업비 등의 한계로

인하여 환경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빗물순환 그린인프라 기법 적용에 따른 공간별 배치에 대한 강우유출수 및 비점오염저감 효과 분석이 가

능하고, 기법적용에 따른 비용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SWMM-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린인프라기법의 최

적화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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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복천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SWMM-ING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린인프라시설을 적용하여

소유역별 유량 및 비점오염 저감효과 및, 탄소저감수치를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SWMM-ING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린인프라시설의 탄소저감효과 정량적 수치검토를 위해서는 환경부 세분

류토지피복도 및 국공유지현황, 그리고 유역의 토양도, 경사등 유역의 분석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국공

유지(공공용지)를 대상으로 그린인프라시설을 적용하여 탄소저감효과를 검토하였다.

Fig2. 연구대상지 현황

(a) 유역현황 (b) 세분류토지피복도 (c) 국공유지현황

환경부 토지피복별 투수/불투수현황 검토 및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 등을 토대로

토지피복별 적용가능한 그린인프라시설을 시나리오별로 적용하여 효과에 대한 정략적 수치를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공원 및 녹지, 도로내 식수대 등을 활용했을 경우 탄소저감 효과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도시인프라시설에 탄소저감이 가능한 그린인프라시설을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도시공경관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도시개발사업뿐 아니라 구도심의 도시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그린인프라시설을 적용할 수 있도

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Key words : 그린인프라, 저영향개발, LID, SWMM-ING, Green Infrastructure, SW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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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질산염과 인산염은 지하수 내 오염물질일 뿐만 아니라 지표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영양염류로서

저감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산염과 인산염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한 반응물질로 제안된 칼슘-구연산염에

대해[1], 이번 연구에서는 이들 오염물질 제거에 대한 구체적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칼럼을 이용한 실내 실험을 수행하였고, 모래로 채운 칼럼에 미생물 접종을 위해 자연 토양을 소량 첨가하였

다. 칼럼의 주입용액의 성분은 질산염, 인산염, 칼슘-구연산염이며 각각의 농도는 0.6 mM, 0.6 mM, 0.5 mM이

었다. 칼럼에 주입용액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칼럼의 유출구에서 샘플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화학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0.9 pore volume (PV)에서 0.6 mM 질산염은 0.01 mM까지 제

거되었고 질산염이 제거됨에 따라 아질산염의 농도는 1.0 PV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최대 0.4 mM이었다.

탈질 과정의 중간산물인 아질산염의 형성은 질산염의 제거 메커니즘이 탈질 과정임을 시사하며, 구연산염은

탈질 미생물의 탄소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에 사용된 자연 토양에는 목(order) 단위에서 총

미생물 중 68.6%의 탈질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에 의한 탈질과정을 뒷받침한다.

한편, 0.8 PV에서 0.6 mM 인산염의 농도는 1.2 PV에서 0.2 mM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칼슘-구연산염에서

자유화된 칼슘 이온이 인산염과 결합하여 인산염 광물(수산화인회석)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칼럼 내 모래

가 가지는 인산염의 흡착 용량은 0.0124~0.0153 mg PO4/g sand로 계산되었으며, 이같이 비교적 낮은 흡착 용

량은 인산염 광물의 침전이 인산염에 대한 주요 제거 메커니즘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 결과는 칼

슘-구연산염 반응물질을 실제 오염된 지하수 현장에 적용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지하수, 질산염, 인산염, 칼슘-구연산염, 동시 저감, 제거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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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형 수문모델을 이용한 홍성 양곡리 일대 소유역에서의 월별 물수지 분석

Monthly water balance analyses using a distributed hydrolog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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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하여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아, 강수량 및 온도 등에 의한 변

동성이 지표수에 비해 낮다. 따라서, 지하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측면에서 지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전한 수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수자원으로서 그 활용성도 높다. 특히 농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농업용수로서의 지하수의 의존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수의 무분별

한 사용은 지하수의 순환체계를 파괴시켜 지하수 고갈 및 지하수 오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하수 모니터링과 지속가능한 지하수이용량에 대한 분석과 지하수 함양량 평가가 선행

되어야 한다.

지하수 함양량 평가에 있어서 물수지 분석방법은 차단, 유출, 증발산 등의 각 물수지를 구성하는 성분

들에 대한 산정을 통해 지하수 함양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각 물수지에 요소에 대하여 시·공간적인 평가가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물수지 모형중 하나인 WetSpass-M을 사용하여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일대 소유역에서 월 단위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은 논농사와 밭농사 등 농업활동이 활발

하며 다수의 관정들이 개발되어 지하수가 주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상수도 공급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뭄 시, 지하수 의존성이 더욱 높아져, 지속가능한 지하수 사용을 위해 정량적인 지하수 함

양량 평가가 필요한 지역이다. WetSpass-M에서 필요한 기상, 토양 및 토지이용 등 다양한 입력 자료는 기상

청,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및 환경공간정보서비스 등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참조하였다.

분석결과,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연도별 물수지 분석은 연간 강수량의 경우, 800.7∼1822.1

mm로 평균 1196.2 mm, 차단량의 경우, 108.7∼182.5 mm로 평균 147.9 mm로 산정되었다. 지표 유출량은

198.9∼888.4 mm로 평균 469.7 mm, 증발산량은 188.8∼412.3 mm로 평균 273.5 mm로 산정되었다. 지하수 함

양량은 210.8∼478.3 mm로 평균 312.6 mm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강수량 대비 17.6∼36.3%로 평균 함양률은

26.4%이다. 또한 강수량과 물수지 요소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지표 유출량의 경우가 강수량 분포와 가장 밀

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월별 물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월별로 그 변동이 매우 컸으며, 강수에 대하여

가장 큰 상관성을 보이는 물수지 요소는 지표유출로, 이는 단기간에 집중되는 호우는 지하수 함양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로 하천 및 바다로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WetSpass-M 모델은 포장용수량, 증발 깊이, 식생 높이, 뿌리 깊이 및 잔여수분

함량 등의 식생과 토양에 관련한 특성 값이 모두 해외 연구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 환

경에 적합한 특성 값을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본 모델의 보정 및 검증을 위해 연구지역에서 측

정된 증발산량 및 지표 유출량과의 비교 및 보정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Key words : 기후변화, 물수지 분석, 지하수 함양, WetSpa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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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발왕산 지역의 인공눈이 주변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artificial snow in Balwangsan Mountain in Pyungchang

on the quality of surrounding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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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구온난화로 인해 따뜻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세계 곳곳의 스키장은 자연눈이 아닌 인공눈에 의

존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공 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장된 빗물이나 지표수 등과 같이 막대한 양

의 수자원을 이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녹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화학 물질이나 생물학적 첨가제를 추가

해야 한다. 이러한 화학첨가제는 녹은 눈과 함께 주변 수계로 유입되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악

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 눈 속에 포함된 질산염 역시 과하게 수계에 공급될 경우 부영양화를 유발

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 평창지역에 위치한 발왕산 스키장의 인공눈이 융

해되었을 때 주변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눈의 원수가 되는 지표수

와 강우, 스키장의 인공눈 및 자연눈, 주변 지역의 지하수를 2020년에서 2021년에 걸쳐 샘플링하여 수질분석

및 질산염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눈과 인공눈의 NO3-N 농도는 각각 0.05∼1.3mg/L

와 1.3∼5.4mg/L의 범위를 가졌으며, 15N-NO3과 18O-NO3 분석값은 자연눈이 5.53∼6.31‰과 76.28∼77.80‰,

인공눈이 1.29∼5.43‰과 1.89∼60.14‰의 값을 나타내었다. 인공눈의 NO3-N농도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증

가하였으며, 질산염 동위원소 분석결과 상부는 대기기원의 자연눈의 조성과 유사한 반면, 하부로 갈수록 하수

및 분뇨 기원의 지표수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주변 지하수의 경우 NO3-N 농도는 0.07∼9.35mg/L,
15N-NO3과 18O-NO3는 각각 5.47∼14.33‰, -1.69∼8.47‰을 나타내어 주로 토양 유기물과 하수 및 분뇨 기원의

질산염이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인공눈의 질산염이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모

니터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Key words : nitrate isotopes, nitrogen sources, artificial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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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월호 퇴적물의 영양염류 용출량 평가 및 저감대책 제시

Evaluation of release nutrients fluxes from the Ganwol lake sediments and
proposal of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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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담수호의 오염은 유역에 유입되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과 호수 내부의 오염퇴적토의 영양물질 용출

(release nutrient fluxes) 등에 의해 발생한다. 침전된 퇴적물은 일정기간 축적되어 있다가 분해, 확산, 재부유,

생물교란 등 물리, 화학,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다시 수층으로 용출되어 내부오염원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간월호의 중앙부, 좌안부 2 지점의 퇴적물에서 발생하는 영양염류의 용출량을

측정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영양염류 저감대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Fig. 1에 나타난 모사와 같이 실험실 내

코어 배양(laboratory core incubation)을 통해 호기, 무산소 조건을 모사하여 각 반응조에 높이 6 cm의 퇴적물

을 주입 후 30 cm까지 현장에서 채수한 저층수를 주입하고 부유된 퇴적토의 침강을 통한 고액분리(안정화)

후 퇴적물-상등수의 확산경계면(diffusive flux boundary)이 확인된 후에 영양염류 용출실험을 진행하였다.

안정화 직후(0일) 상등수를 채수하고 공기와 질소가스를 주입 후 0, 2, 4, 6, 8, 10, 15, 20일차에 400 mL의 상

등수를 채수하여 DO, pH, Electrical Conductivity(EC), Total Dissolved Solids(TDS)의 변화를 측정하고 영양

염류 분석 항목으로 NH4+-N, NO3—-N, PO43—-P, Total Nitrogen(TN), Total Phosphorous(TP), Dissolved

Total Phosphorous(DTP)의 농도변화를 분석하였다. 용출량의 산정은 Fick’s law에 근거해 시간에 따른 상등

수 내 영양염류 농도변화를 관측해 Eq. (1)을 이용해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C0는 상등수 내 영양염류의 초

기농도(mg/L), Ct는 t 시간 경과 후 상등수 내 영양염류의 농도(mg/L), t는 경과시간(hr)이다. V는 용출장치

(a) (b)

Fig. 1 Schematic diagram (a) and pictorial view (b) of release nutrient fluxes experiment

using laboratory core incub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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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등수의 부피(L), A는 퇴적물-상등수 경계면의 표면적(m2)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염류 용출량을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의 기울기(β, mg/L/D)를 활용해 Eq. (2)를 이용해 산정하였다.

  
  ∙ 

  Eq. (1)   ∙ 


Eq. (2)

Fig. 2 Release nutrients fluxes of various sediments from Ganwol lake

영양염류 용출량의 경우 지점별 퇴적물의 성상과 영양염류 함량, 외부 환경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생지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용출량이 다양하게 산정된다. 간월호의 각 지점별, 조건별 영양염류 용출량을 Fig. 2에 나타내

었다. 전체적으로 호기 조건 대비 무산소 조건에서 영양염류의 용출이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질소 보

다는 인이 환경조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결과와 동일하다(Joo

et al, 2017). TN의 경우 용출량의 94.03% 이상이 NH4-N 형태로 용출되었으며 퇴적토 내 TN 함량과 무관하

게 TN 용출의 대부분은 암모니아성 질소의 형태로 용출되었다. TP의 경우 42.11% 이상이 DTP의 형태,

13.57% 미만이 PO4-P의 형태로 용출되었으며 일부 결과에서는 용출된 인 구성 성분의 합이 TP의 용출량 보

다 낮게 산정되었으며 이는 TP 일부가 입자성 인으로 존재하여 용출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담수

호의 퇴적물 내 포함된 영양염류는 용출을 통해 수체로 재유입 되어 내부부하를 가중시켜 지속적인 오염과 조

류과다 증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상에 산소를 공급하고 자정 작용을 촉진하는 수

중폭기법, 하상을 피복해 영양염류 용출을 억제하는 복토법, 오염된 퇴적층을 제거하는 퇴적토의 주기적 준설,

영양염류의 불활성화를 위한 흡착포, 흡착제 및 응집제 주입법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현장 적용성과 영양염

류 용출 저감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타당한 용출저감 공법을 조합해 수체로의 영양염류의 지속적인 용출을 저

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퇴적물 용출, 영양염류, 영양염류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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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위 변동 특성에 의한 불포화대 내 자유상 유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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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유류 오염물질의 지중 환경 내 누출 발생 시, 불포화대를 침투한 유류는 지하수면 상부에 자유상 유류

층을 형성한다. 지하수위 변동에 따라 지하수면 부근에 존재하는 자유상 유류층이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과정

에서 불포화대 내 자유상 유류(LNAPL, Light Non-Aqueous Phase Liquid)의 이동이 유발되며, 이는 두터운

구간의 토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면이 변동하는 조건에서 형성되는 smear zone을 정

량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직경 8 cm, 높이 1 m의 컬럼 내에 다양한 토양(3호사, 5호사, 8호사)으로 불포화

대와 대수층을 모사하였으며, 지하수면 상부에 자유상 유류층(경유)을 형성하여 지하수위 변동 조건에서의 수

직적 유류 이동 실험을 하였다. 컬럼 하부 배출구의 수리제어를 이용하여 지하수위 변동을 유도하였으며, 배수

종료 후 10 cm 간격으로 토양을 분취하여 토양 내 오염 분포 특성을 심도별로 파악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토

양 특성화를 위해 METER사의 HYPROP2를 이용하여 파라메터를 구득하였다. 유류는 토양오염공정시험법상
[1]의 석유계총탄화수소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GC-FID로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LNAPL

의 이동 특성이 다르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하수위 변동속도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변동속도가 빠른 경우에 더욱 두꺼운 두께의 smear zone이 형성되었다. 지하수위가 상승 후 하강하는 조건보

다 지하수위가 하강 후 상승하는 조건에서 오염 침투 심도가 깊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중력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반면에, 지하수위 변동 횟수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립질 토양일수록 표면에서 유출된 유류가 하부까지 도달하지 않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세립질의 높은 모세관 장력과 낮은 투수성에 기인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불포화대 내 토양오염의 정

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지하수위 변동에 의한 자유상 유류의 분포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Key words : LNAPL distribution, 지하수위 변동, 불포화대, 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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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 미세플라스틱의 비표면적에 따른 Pb의 흡착특성 비교

Effect of specific surface area of microplastics (PVC) on
Pb adsorpti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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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인위적 행위나 자연 풍화에 의해 입자크기가 작아진 미세플라스틱(< 5 mm)은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을 흡착·운반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의 매개체로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크

기의 미세플라스틱에서 납(Pb)의 흡착 특성을 평가하고 미세플라스틱의 비표면적에 따른 흡착효과를 비교하고

자 하였다. PVC (Polyvinyl Chloride)를 대상으로 세 가지 크기(2.5 mm – 1.0 mm, 1.0 mm – 0.3 mm, 0.3

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 0.5 g과 Pb 농도(0.5 – 30 mg/L) 20 mL를 상온에서 65 rpm으로 24시간 동안 교

반시켜 흡착실험을 수행 후 ICP-OE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의 비표면적은 BET (Brunauer,

Emmett, Teller)분석을 통하여 측정했다. 연구결과, PVC에서 Pb의 흡착은 Freundlich 등온흡착식(R2 > 0.98)

이 흡착과정을 설명하기 적합하였다. BET 분석을 통해 각 미세플라스틱 입자크기의 비표면적을 측정한 결과,

0.3 mm 이하(56.29 m2/g) > 1.0 mm – 0.3 mm (46.34 m2/g) > 2.5 mm – 1.0 mm (32.34 m2/g) 순으로 나

타났다. 미세플라스틱의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PVC에서 Pb의 흡착량은 증가하여, 0.3 mm 이하의 입자크기

값에서 Pb의 최대흡착량(0.19 mg/g)이 나타났다. Freundlich 흡착등온모델에서 흡착세기(KF)와 흡착강도(n-1)

는 0.3 mm이하 크기에서 각각 0.03 mg/g, 0.54로 나타났으며, Langmuir 흡착등온모델에서의 흡착친화도(KL)

와 최대흡착량(Qm)은 0.06 L/mg, 0.31 mg/g로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흡착이 강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미세플

라스틱의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크기 별 Pb의 흡착량의 증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PVC 미세플라스틱의 입자크기가 Pb 흡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미세플라스틱이 중금속을 흡착하여 생물체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PP, HDPE, LDPE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과의 흡착메커니즘에 대해 규명

하고자 한다.

Key words : microplastic, heavymetals, specific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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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정읍 일대 질산성 질소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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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환경에서 질산염(NO3-)은 질화 과정의 최종 산물이며 계절성 저산소증과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잠재적 오염원 역할을 한다. 그 중, 유·무기질 비료의 용해, 가축 분뇨 및 오·폐수 유출, 도시 및 산업 매립지

의 누수 등, 인간활동에 의한 외부적 질소 유입이 주요한 질산염의 오염원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주 대정읍 일대 약 26개 농업 및 생활용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질산염 오염의 계절적 변화와 공간적 분포

특성을 관측하였으며, 질산성 질소의 음용수 기준치(Drinking Water Standard, 10 mg/L)를 초과하는 관정을

대상으로 질산염 오염 기원의 추정을 위해 미생물탈질법(bacterial denitrification method)을 활용하여 질산염

이온의 질소(δ15N-NO3-)와 산소(δ18O-NO3-) 동위원소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정읍 하모리와 동일리 지

역의 평균 질산성 질소 농도는 각각 2.95 mg/L와 2.58 mg/L 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을철 대정읍 상모리 지역

19개 지하수공 중 11개 공에서 질산성 질소 농도가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대정읍 지하

수의 질산염 질소-산소 동위원소비 분석 결과 δ15N-NO3- 는 8.3 - 10.2‰, δ18O-NO3-는 3.2 - 6.9‰로 나타났

으며, 이는 축산 및 오·폐수에 해당하는 동위원소 범위에 해당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용된 합성 비료, 토양,

심층 지하수의 질산염 질소-산소 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하여 다중 오염원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Key words : nitrate, multiple sources, bacterial denitrification method, dual isotop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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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중 Ra-226 시험방법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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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는 지하수 중 라듐-226의 시험방법을 검토하고 시험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라듐의 시험방

법표준화 검토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문헌 연구 및 미국 EPA, ASTM, Standard

Method 등의 국제 표준시험법 조사를 통해 지하수 시료 내 라듐-226을 농축·추출하기 위한 전처리 방법을 다

섯 가지(i. Ba(Ra)+/Pb(Ra)+ 공침법, ii. MnO2 흡착법, iii. Radium Rad Disc 흡착법, iv. 레진 흡착법, v. 증발

법)로 정리하였다. 시험방법에 따라 시료의 요구량, 전처리 단계의 복잡도, 소요시간 및 비용이 서로 다르며

또한 라듐의 농축 및 선별 민감도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방법 별 전처리 방식 특징과 국내 장비

보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침전법과 감마선 분광법을 라듐-226 시험방법(안)으로 검토하고 실험실 분석으로 적

용성을 평가하였다. 국가지하수관리측정망 중 ’21년도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상반기 조사에서

우라늄과 라돈이 상대적으로 고농도로 검출된 17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감마선 분광법으로 분석한 결과, 11개 지점에서 라듐-226이 불검출로 확인되었다. 감마선 분광법의 고순도

게르마늄(HPGe) 검출기의 최소검출값이(MDA) 0.012 ~ 0.018 Bq/L로, 액체섬광계수기(LSC)로 분석하는 황산

바륨 공침법의 최소검출값인 0.002 Bq/L에 비해 6 ~ 8배 높기 때문에 지하수 시료 내 라듐-226이 저농도인

경우 불검출로 나타날 수 있다. 단, 두 시험방법 모두에서 라듐-226이 검출된 경우, 감마선 분광법을 통한 라

듐 측정값이 약 1.5 ~ 6.8배 더 높게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라듐 시험법의 시료 전처리 과정의 차

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자연 상태에서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라듐의 충분한 계수율을 얻기 위

해 공침법은 황산바륨 (Barium sulfate)과의 공침, 즉, Ba(Ra)SO4와 Ba(Ra)CO3로 분리 및 정제하는 과정을 수

차례 반복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서 시료의 손실이 불가피하며 실험자에 따른 결과값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라듐-226 시험방법을 비교한 결과, 지하수의 자연방사성물질 농도 범위를 고려했을 때 MDA가 낮은 LSC

측정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HPGe 검출기 분석 결과와의 오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

였으므로 공침법의 복잡하고 반복적인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ey words : Ra-226, groundwater, precipitation, gamma spectrometry, LSC, HP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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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 기반의 국내 지형 특성 정보 추출 기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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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는 표준유역 중 하나를 선정하여 지형적 특성(상류 표고, 상류 경사, 하류 표고, 하류 경사)에 대

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특성 정보 추출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지형 특성 자료는 GIS를 통하여 표준유역

을 500 m 간격으로 세분화한 후 각 포인트 지점에서 반경을 50 m씩 늘려가며 500 m 지점까지의 지형 특성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때, 각 지형 특성 정보의 최적값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표요소면적(representative

elementary area, REA)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특성 정보 추출의 적정 반경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도출방법은

추출된 반경별 data들의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지형 특성 인자인 표고와 경사값을 표준화시킨 후

각 지형 특성 인자의 반경별 추출데이터 표분편차 분석 결과 상류표고는 하반경과는 무의미한 형태를 보였으

며, 하류 표고 분석 결과 반경 50 ~ 200 m까지는 표준편차가 1.26 ~ 1.00으로 나타났지만 250 m이후의 표준편

차는 0.94 ~ 0.75로 작게 나타났다. 또한, 상류 경사와 하류 경사의 경우 추출반경이 50 ~ 250m 일때 1.48 ~

0.85, 1.40 ~ 0.86으로 각각 나타났으나, 추출반경이 300m 이상 일 때 0.78 ~ 0.62, 0.79 ~ 0.60으로 나타났다. 이

에 따라 국내 지형 특성 정보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추출반경은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250 ~ 300 m로 하는 것

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전국을 대상으로 그리드화하여 본 기법을 적용한다면 각 포인트 지점을 대표

할 수 있는 지형 특성 인자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 representative elementary area, topographic data, elevation data, slope data, extraction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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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함양 장기 주입시 지하수위와 하천수위의 변화 특성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groundwater level and stream water level during
artificial recharge long-term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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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인공함양 대상 지역인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신곡마을을 대상으로 장기간 인

공함양시 함양분지의 지하수위, 하천수위의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을 위하여 2022년 1월 10

일부터 2월 8일까지 약 30일간 하천수를 전처리하여 약 210 m3/d로 대수층에 주입하였다. 또한 수위 변화 평

가를 위하여 함양분지 및 하천 인근 18개 관측공에 diver를 설치하여 1분 간격으로 자동지하수위를 관측하였

다. 장기 주입시 약 0.0~1.03 m의 지하수위 상승이 나타났다. 또한 주입 중단 시 주입라인의 수위는 일시적으

로 감소하지만 주입원수의 수량이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어 하천 인근 관측공의 경우 하천수위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류부의 취수정 인근 관측공의 경우 장기주입시 약 0.31

m, 취수정의 경우 약 0.15 m의 수위 상승이 나타나, 인공함양 시설에 의한 주입원수 주입시 하류부에서 수위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취수량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취수정에서

양수시험을 통한 인공함양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고, 인공함양 주입 및 취수 시나리오를 구축한다면 지하수 인

공함양에 의한 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시 가뭄 발생지역인 상류 소분지 지역의 가뭄 대응 방안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 인공함양, 지하수위, 하천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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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함양 분지에서 하천수 주입에 따른 지하수 수질(철, 망간, 탁도) 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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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상시 가뭄지역인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신곡마을의 지하수 인공함양 분지 내 주입원

수인 하천수를 주입할 경우 대수층의 지하수 수질 변화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인공함

양 분지 내 5개의 하천수, 19개소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인공함양 전, 후 간이수질, 현장 Fe, Mn, 탁도를 측정

하였다. 대수층의 물리화학적 클로깅의 영향인자인 철, 망간 이온 분석결과, 주입원수인 하천수의 Fe 농도는

0.01~0.02 mg/l이며, 대수층의 Fe 농도는 함양전 0.0~0.23 mg/l로 나타났다. Fe 농도가 낮은 주입원수를 약 25

일 주입한 결과 Fe 농도가 0.0~0.02 mg/l로 약 5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n의 경우 주입원수의 농도

는 0.014~0.021 mg/l이며, 대수층의 함양전 Mn 농도는 0.014~0.506 mg/l로 나타났다. 주입원수를 약 25일간 주

입한 결과 지하수내 Mn 농도가 0.012~0.453 mg/l로 약 3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탁도의 경우 주입원

수는 2.07~2.15 NTU, 대수층의 함양전 농도는 1.1~965 NTU로 나타났으며, 주입 25일 경과 후 지하수에서

1.7~48.7 NTU로 약 61.1%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이와같이 Fe, Mn, 탁도의 농도가 낮은 주입원수를 지속적

으로 주입하는 경우 대수층의 Fe와 Mn, 탁도의 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수층의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장기간 주입시 수질 조사를 통하여 인공함양에 의한 수질 개선 평가 및

Fe, Mn에 의한 클로깅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 지하수, 지표수, 인공함양, 지하수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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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국내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예측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신경

망을 이용하여 국내 질산성질소 상승추세 예측 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5년 이상 장기관측자료를 보유한

국가지하수관리측정망 521개소의(암반, 심부, 천부1, 천부2)를 대상으로 질산성질소의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질

산성질소 추세와 관측지점 특성인자(고도, 경사, 하천거리, 토성도, 수문지질, 지표피복, 관정밀도 등)의 상관관

계를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하여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예측모델은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MLP 신경

망을 이용하였으며, 관측지점 특성인자를 입력자료로 하고 질산성질소 추세를 출력인자로 하였다. 개발된 예측

모델을 영상강상류(표준유역) 유역에 적용하기 위하여 영상강상류를 500 m 간격의 포인트 그리드(포인트별

반경 250 m)로 작성하여 각 지점에서의 모델 입력인자를 추출하여 개발된 예측모델로 각 포인트 지점의 질산

성질소 추세를 예측하였다. 예측 결과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영상강상류 유역 내 약 4천 개소 지하수관

정의 질산성질소 수질검사(2009년 ~ 2015년) 자료를 500 m 간격의 그리드 단위로 추세분석하여 각 그리드마

다 추세를 분석하였다. 예측 모델을 이용한 질산성질소 추세와 실제 질산성질소 수질분석을 통한 추세를 비교

한 결과 축사 등 오염원이 많이 밀집하여 있는 영상강상류 유역의 북쪽(담양)과 서쪽(장성) 지역에서 질산성

질소의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추후 보다 많은 data를 학습하여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고 출력변수

와 상관관계를 높은 입력인자들의 연구와 분석이 진행된다면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오염관리 및 예측 지도 작

성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s : MLP, grid, nitrate nitrogen,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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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부곡 지열수는 국내 온천중 가장 높은 수온을 (최대 78℃)를 보이며 pH는 7.71～8.71의 범위의 알카리

성의 함유황 Na-HCO3(SO4)유형의 특성을 보인다. 부곡지열수 산출지역의 지질은 주로 경상계 하양층군 진동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부에는 백악기 화강섬록암(흑운모 화강암)이 관입되어 있다. 부곡 지열수는 EW

방향의 단층을 따라서 산출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곡 지열수의 수리화학 특성, 헬륨 동위원소를 통한 열원

에 대한 해석, 지열온도계를 이용한 지열저장소의 온도를 추정하는데 있다.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이는 황산염 (36.4～110 mg/L)의 황에 대한 기원을 알아보고자 황 동위원소(δ
34S) 분석한 결과, 황철석 기원의 δ34S(-3.00～+1.00‰) 범위의 그룹과 유황가스의 기원의 δ34S(+4.60～+15.0‰)

그룹으로 구분된다. 이는 지열수의 온도와 산화환원전위와 상관성이 일치한다.

Fig. 1은 3He/4He과 4He/20Ne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부곡 지열수의 열원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부곡 지

열수의 맨틀기원 헬륨(3He)과 지각기원 헬륨(4He) 비율은 각각 2.70～3.02%, 97.0～97.3%이며, 우라늄(U238) 붕

괴산물인 4He의 우세로 부곡지열수의 열원은 퇴적암을 관입한 지하의 화강섬록암(흑운모화강암)내 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의 붕괴에 의한 열원으로 해석된다. 부곡지열수는 헬륨가스 대기-지각기원 동일한 혼합선상에 도

시되어 동일한 열원(heat source)으로 확인된다.

Na-K-Mg 다이아그램(Giggenbach diagram)에서(Fig. 2), BT-3, 5, 11, 12 샘플들을 제외한 모든 샘플

들은 부분평형상태(Partial equilibrium)에 도달하였으며, 지열저장소의 온도는 약 150～160℃로 추정된다. 그러

나 양이온 지열온도계는 지표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변환경과 반응한 화학성분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다

성분계 지질온도계(Multicomponent geothermometry)를 이용하여 열수변질작용에 포함되는 여러 광물에 대한

용해도를 온도 변화에 견주어 비교하고자 하였다. Fig. 3은 Na-K-Mg 다이아그램에서 부분평형에 해당되는

지열수(BT-1,2,4,6,7,9,10)만 추출하여, 1차 또는 2차 광물과의 열역학적 평형관계를 이용하여 심부 저장소온도

를 추정하였다. 지열수-광물 반응계에서 포화도는 PHREEQ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되었으며, 부곡지역 지

열저장소 온도는 토출지점에 따라 약 72～98℃의 범위로 추정된다.

Key words : 지열수, 열원, 3He/4He, 지열온도계, 지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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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ulticomponent geothermometry in the thermal waters using mineral saturation indices [Log(Q/K)]

water-mineral inter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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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는 포항 지열수 관측정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간 반경 100km이내 규모 2.0 이상 지진

발생에 따른 수온, 헬륨 동위원소의 변화를 관측 및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은 경상북도 포항시 신광면 일대로

지열수 관측정 주변의 지질은 흑운모화강암이 주를 이루며, 양산단층대가 남남서-북북동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Fig. 1). 관측기간 중 규모 3.0∼3.9, 규모 4.0∼4.9 지진은 각각 2회씩 발생하였다. 지열수 관측정에 미치

는 지진의 영향력을 지진규모와 진앙지와의 거리의 함수인 q-factor와 Earthquake effectiveness(ε) 값을 계산

하여 지진영향지수로 적용하였다.

지열수 관측정은 심도 715m이며, 관측기간중 수온은 51.8∼56.3℃의 범위에서 변동이 확인되었다. 수온

은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E1)과 2019년 2월 10일 규모 4.1 지진(E2) 발생전후 최대 5.6℃의 수온 상

승이 확인되었으며, 지열수의 SO42-, Cl- 성분에서 미세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지열수의 헬륨가스의 기원별 혼

합특성을 보여주는 3He/4He vs. 4He/20Ne 관계도에서 E2(2019년 2월 10일 규모 4.1) 지진발생 후 지각기원의
4He의 값이 83.0%에서 83.2%로 미세하게 증가하였고, 맨틀기원의 3He은 16.3%에서 16.7%로 미세하게 증가하

였다(Fig. 2). 지열수의 추정온도는 지열수의 온도변화에 따른 실리카-엔탈피 혼합모델의 석영 및 칼세도니 용

해도 곡선을 이용하였으며, 지진으로 인한 열수-냉수 혼합비를 계산하면 E1, E2 지진발생 후 열수의 비가 각

각 6.90∼7.72%, 1.65∼4.94%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Fig. 3). 지열수의 온도와 헬륨가스의 변화가 관측되

는 지진은 규모 4.1 이상, 유효 q-factor 값은 30.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지열수의 온도와 헬륨 동위원

소는 지진전조인자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Key words : 지열수, 지진, q-factor, 온도, 헬륨가스, 실리카-엔탈피 혼합모델

Fig. 1. Location and geologic map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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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Helium original mixing plot of Pohang thermal water on the 3He/4He versus 4He/20Ne diagram.

Fig.3. Estimation of thermal reservoir temperature by enthalpy-silica mix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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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옥천변성대 우라늄 광상과의 상호반응에 따른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resulting from interactions with

uranium deposits in the Okcheon metamorphic zone in Korea

조하경1, 진성욱1,2*

Hakyung Cho1, Sung-Wook Jeen1,2*

1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2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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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지중 처분은 장기간 위해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처분장의 장기 안정

성 평가를 위해서는 물-암석 상호반응에 따른 우라늄의 거동과 지화학 반응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특히, 지

하수의 산화-환원 상태와 pH 조건에 따라 지하수내 우라늄의 안정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 조건 변화에

대한 우라늄의 거동 파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유사 연구부지의 지화학 조건에서 우

라늄 광상과 지하수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라늄의 착물화, 용해-침전 등의 반응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

구지역은 옥천변성대인 충북 보은군 회남면으로 심도별 지화학 특성 평가를 위해 우라늄 광체를 함유한 탄질

점판암을 따라 4개의 관정을 설치하였다. 시추코어의 방사능수치가 높은 구간을 바탕으로 15 m, 25 m, 33 m,

55 m, 80 m에서 지하수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지하수의 수질측정결과 pH는 평균 7.4로 중성이며 Eh는 평균

105 mV로 약간 산화된 환경을 보였다. 알칼리도는 평균 50 mg/L as CaCO3로 관정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

가함을 보였다. 이온 분석결과 Ca2+와 SO42-의 농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석고(gypsum, CaSO4·2H2O)의 포화지

수(saturation index; SI)값이 음수임을 보아 CaSO4와 같은 황산염 광물의 용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미량

원소 중 Fe의 농도는 25 m에서 가장 높으며 깊이가 깊어질수록 감소했다. del Villar et al. (2003)은 알칼리도

증가에 따라 철수산화물(Fe(OH)3)이 침전될 수 있음을 보였으며[1], 본 연구지역에서 관정이 깊어질수록 Fe의

농도 감소는 Fe(OH)3의 침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U의 농도는 33 m와 80 m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

었다. pH-Eh phase 다이어그램에 도시하여 연구지역의 지하수 내 우라늄의 종분화를 확인한 결과, 우라늄 농

도가 높은 33 m와 80 m에서는 UO2(CO3)22- 형태로, 나머지 깊이에서는 UO2(CO3)34-의 형태로 우라늄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화학적 조건에서 철수산화물의 형성은 우라늄의 공침을 야기할 수 있다[1].

따라서 연구지역의 약간 산화된 상태의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거동은 착물화 또는 공침과 같은 지화학 반응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자연 수문지질학 조건에서의 우라늄 광상과 지하수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

라늄의 거동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자연유사, 우라늄, 물-암석 상호반응, 산화-환원, 지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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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부지 증기침입 위해성 평가 프로그램의 사용자 편의적 GUI 개발

Development of User-Friendly GUI for Vapor Intrusion Risk Assessment Program

배민서, 이창훈, 최이준, 김주희, 김재현, 이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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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오염부지 위해성 평가는 수용체의 입장에서 오염물질의 위해도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오염부지 관리방

안이다. 증기 침입은 오염부지 위해성 평가에 고려되는 한 가지 경로로서, 지중 유류 오염에 의해 발생한 증기

가 불포화대를 지나 건물 내로 침입하여 실내 거주자 및 작업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기침입 위해성 평가는 엑셀 Spreadsheet와 웹 기반으로 작동하는 JEM(미국), PVI2D(미국)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부지 내에서 1차원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의 국내 사용

자 편의적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개발하였다. 이 GUI가 오염부지 내 증기침입 오염원, 불포화대,

건물, 노출 특성을 반영하여 JEM의 계산식에 따라 오염부지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GUI에서 오염관리 단계적 접근(Tiered approach)에 따른 계산 유형 및 목적을 설정할 수 있으며, 증기침입 거

동 경로의 경우 매체별로 구분하여 입력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자의 작업 순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직관적인

이해 및 조작성을 향상시켰다. 사용자가 부지 조건을 드롭다운과 변수 입력란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정의 편의성을 가진다. 기본값 설정은 USEPA 기준치와 변동 가능 범위를 제시하여 부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GUI를 활용하여 기본값 신뢰도 및 상세도를 확보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국문으로

입력/출력 자료 처리 체계, 설명,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국내 사용자의 활용이 용이하다.

Key words : 위해성평가, 증기침입,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사용자 편의적 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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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앙상블 기계학습을 이용한 전국규모의 광천지하수 부존위치 추정

Estimation of Potential for Mineral Water Using Tree Ensemble Machine
Learnings on Natio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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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질을 고려하여 지하수 부존가능 지

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음용 지하수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하수 부존가능 지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탐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음용도 중 광천수를

대상으로 하여, 부스팅 회귀 나무, 랜덤 포레스트, 익스트림 랜덤 트리를 사용하여 남한 전역의 광천수에 대한

지하수 부존가능성의 공간적 분포를 추정하였다. 반응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6,135 개의 지하수질 데이터를 전

국규모로 수집하였으며, 고도, 경사, 배수등급, 유효토심, 표토토성, 토지이용, 수문지질의 환경적 요인들이 예

측변수로 작용했다. 정밀 리콜 곡선 분석 결과, 적용된 세 가지 방법의 모든 곡선들이 기준선과는 명확하게 구

분되었으며, 지하수 부존지역 매핑에 대한 세 분류기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상대 영향도와 부분

의존도 플롯으로 오염 관련 요인들이 모델링과 부존가능성 매핑에 영향을 크게 끼쳤음을 파악하였다. 마지막

으로, 세 가지의 검증된 모델로 광천수 부존가능성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지도들은 불균형

한 데이터의 분포와 몇몇 예측 변수들의 영향도 결과를 잘 반영하였다. 또한, 세 지도를 비교함으로써 광천수

개발에 적절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무 앙상블 방법은 전국 규모의 광천수에 대한 지하수

부존가능성을 기술하는 데 있어 그 활용이 기대되며, 변수 영향도 분석을 통해서는 광천수 산출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 조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s : 지하수 부존가능성 지도, 광천수, 부스팅 회귀 나무, 랜덤 포레스트, 익스트림 랜덤 트리, 변수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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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치모델링 구현 및 양수-주입 최적화 수행이 가능한
양수-주입 통합운영 시스템 개발

An Integrated Pumping-Injection management system developed for groundwater
numerical modeling and remediation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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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DNAPL 오염부지 현장에서 지하수 정화를 위해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 중 양수-주입을 통한 흐름제어 기술

은 알고리즘 최적화 또는 최적화 설계기술, 오염확산방지 양수처리공법 설계기술, 설계된 최적화 양수-주입량의

현장운영 및 제어장치 등의 개별적인 기술이 연속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용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 공정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별 공정을 통합시스템을 통해 연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쉽게 웹상에서

양수-주입 시스템을 활용하여 오염운의 확산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본 연구 개발의 목적이다. GIS기

반의 양수-주입 통합운영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오염부지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으

며, 통합운영시스템과 지하수 흐름 및 오염 거동 수치모델링이 연계되어 웹상에서 모델링 관련 인자 입력을

통해 수치 모델링 및 최적화 수행이 가능하도록 모듈을 구축하였다. 연구지역의 오염물 저감 최적화를 위한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 거동 모델을 모사하기 위하여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개발한

MODFLOW-2005(Harbaugh, 2005) 및 MT3D-USGS(Bedekar et al., 2016)을 활용하였다. MODFLOW-2005

및 MT3D-USGS에서 필요한 파일들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건들(양수정 위치, 양수량, 양수시간, 초기

오염물 농도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USGS에서 개발한 FloPy(Bakker et al., 2016)를 이용하여 통합운영시스템

에서 전달 받은 입력 값을 MODFLOW-2005 및 MT3D-USGS의 전처리(pre-processing), 모델 구동 및 후처

리(post-processing)를 수행하였다. FloPy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python(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유전자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모듈 중 하나인 DEAP(Distributed Evolutionary Algorithms in

Python)(Fortin et al., 2012)와 연동하여 최적화 설계 모듈을 구성하였다. 또한, 시스템내 지하수 유동 수치 및

오염거동 모델링 연계 오염물 저감 최적화 설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

를 활용하여 관정 위치, 양수량, 및 양수 시간 결정 및 결과가 통합운영시스템에 반영 가능하도록 모듈을 구성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양수-주입 통합운영시스템은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산업단지, 군부대 등에서

정화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전 또는 시행 과정에서 오염운의 하류지역으로 확산을 수리적인 방식으로 억제/제어

하기 위한 설계・운영・모니터링의 통합솔루션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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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number:20210024800002/1485017890), "Hydraulic control and

containment using pumping-injection system" (SEM projects 2020002470001/1485017133)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MOE)"and Korea Environment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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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동해안 석호(송지호) 지역 지하수-지표수 상호작용 평가를 위한
수리지구화학적 특성 파악

Hydrogeochemical characteristics for understanding groundwater and
surfacewater interaction in coastal lago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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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석호는 파도 및 해류의 작용으로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기수호 형태

의 자연호수로 생물다양성이 풍부(멸종위기야생생물, 법정보호종 등)하여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다. 석호는

인근에 위치한 하천, 지하수, 강우 등 담수의 유입 및 해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석호 내 염분을 포함한 수

질 특성과 생태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호 지역의 지하수-

지표수-해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각 수체(지하수, 하천, 석호수 및 해수)의 수리지구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지역인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석호(송지호)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사주가 형성되어 기

수호(Brackish lake)적 특성을 나타내며, 지표수 및 해수의 상호작용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평가로 적합하

다. 지하수, 지표수 및 해수와의 상호작용 모니터링을 위해 인근 지하수(농업용 7지점, 모니터링관정 6지점-심

도별 총 21 지점), 하천수(1지점), 석호 내 호소수(10지점), 해수(1지점) 등 총 40개의 수질시료를 2021년 9월

∼ 12월(월 1회, 총 4회) 동안 수집하였고, 주요이온(양이온, 음이온)의 화학적 조성과 물동위원소(δ18O, δ2H)

분석 및 염분혼합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주요이온과 염소(Cl-)의 상관관계는 지하수, 하천수, 석호, 해수의 구분을 뚜렷하게 보였으며,

특히, HCO3+/Cl-과 TDS(총용존고형량)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Seawater ratio(HCO3+/Cl-=1)를 기준으로 TDS

농도가 높을수록 (>1,000 mg/l) HCO3+/Cl- 비가 낮은 값(<1)을 보였고, TDS의 농도가 낮을수록 (<1,000

mg/l) HCO3+/Cl- 농도 비가 높은 값(>1)을 보여, 해수와 혼합으로 TDS내의 주요이온(Na+, Cl-, Mg+, SO42-)

의 농도구배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TDS 농도가 낮을수록 해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물동위원소(δ18O, δ2H) 분석결과 하천 인근의 지하수는 비교적 값이 일정했으나, 석호 및 해수 근처의

지하수는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석호 내로 해수유입에 따른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계절별 δ18O, δ2H 값의 기울기의 변화를 보아 송지호는 강우와 증발의 영향을 받으나, 지하수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수 혼합의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요이온(Na+, Cl-, Mg+,

SO42-)을 이용하여 Seawater Mixing Index (SMI)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수의 영향이 거의 없는 내륙에 위치

한 농업용 지하수 관정(G관정) 및 석호 인근 상부 지하수 모니터링 관정 (P관정 및 M관정 일부, depth –2∼

6m)은 SMI 값이 1 이하로 나타났으며, 석호 인근 하부의 지하수 모니터링 관정 (M관정 일부, depth –11∼

29m) 및 석호 호소수는 1~10 값을 나타내어 해수 혼합특성을 보였다(Fig. 1). 이는 송지호가 지하수-지표수-

해수의 상호작용 및 강우에 따른 이온농도 구배로 인한 수리지구화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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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dissolved solid (TDS) and seawater mixing index(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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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PL 오염 지역에서 연령추적자 적용 가능성 평가

Application of the 3H-3He age tracer to DNAPL contaminated site:

A case study at Namdong Industrial Complex (NIC), Korea

김예지1, 전원탁1, 이성순1, 주여진2, 이상훈1, 하승욱1, 이강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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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ge dating technique of 3H-3He has been widely used to understand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and

contaminant transport mechanisms of a contaminated site. However, within a DNAPL contaminated area,

the groundwater age determined by the conventional calculation method of the 3H-3He age tracer can be

interpreted to be younger than the actual ag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existence of DNAPL along

the groundwater flow path invokes a preferential phase partitioning of noble gases to the DNAPL rather

than the groundwater, resulting a loss of 3He within the groundwater sample analyzed. Hence,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modified calculation method of the 3H-3He age analysis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influence of noble gas phase partitioning within a DNAPL contaminated environment. This method was

applied to the DNAPL contaminated (PCE) site at the NIC, Korea. First, the degree of phase partitioning

for each sampling point was analyzed. Based on this calculated value, the noble gas concentration prior to

the DNAPL interaction was reconstructed. Thereafter, the groundwater ag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modified calculation method. As a result, sampling points analyzed of a high degree of noble gas phase

partitioning due the existence of DNAPL showed an older groundwater age based on the modified

calculation method compared to the age calculated by the conventional method. Further on, the newly

calulcated age is going to be interpreted of its consistency with the groundwater flow, and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consideration of noble gas phase partitioning, when calculating the groundwater age

using the 3H-3He age tracer, is essential at the contaminated site.

Keyword: DNAPL · 3H-3He age tracer · Phase part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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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유향유속의 심도별 변화 해석을 위한 수리지질학적 개념모델 구축

Construction of a hydrogeological conceptual model for the analysis of changes

by depth of groundwater flow direction and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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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하수 유향유속계는 정화와 같은 환경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 지하수 조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현

장 측정기술이다. 관측공 내에서 심도에 따라 측정되는 지하수 유향유속은 부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유향유속의 심도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수리지질학적 개념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지역은 배수체계로 둘러싸인 평야지, 구릉지, 산악지형이다. 심도에 따라 지하수 유동속도는 감소하며, 지

하수 유향은 천부의 남동방향에서 지하 50m 정도의 심부 구간으로 갈수록 점차 남서방향으로 변하는 양상이

관측되었다. 다양한 수리지질학적 개념모델 구축에는 지질매체의 층서구조, 배수체계 하상고의 조건을 반영하

였다. 지하수 모델 구축에는 각각의 수리지질학적 개념모델을 반영한 개념모델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구축된

각각의 지하수 모델 내, 관측지점 부근의 지하수 흐름이 심도에 따라 변동하는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수리지질학적 개념모델들을 선별하였다. 수리지질학적 개념모델에서 배수체계가 심도별 지하수 흐름의 방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질매체와 관련된 조건들도 심도별 지하수 유속에 영

향을 주었다. 시행착오법을 통해 심도별 지하수 유향유속의 변화를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는 수리지질학적 개

념모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Key words : 지하수 유향유속, 심도별 변화, 수리지질학적 개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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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약수지역에서 지하수개발에 따라 낮아지는 유리탄산농도

Free CO2 concentrations in the Chojeong Spring area significantly decreased by

groundwater pumping from nearby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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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충북 청주시 초정리의 탄산지하수 내 탄산농도 저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82개의 관

정을 대상으로 수질조사(1차)를 수행하였다. 이중 7개 관정(W1, W2, G01, G08, G10, G43, G47)은 중복수질조

사(2차)를 하였다. 1차 조사는 2021. 04. 19. ~ 05. 14. 동안에 수행하였으며, 2차 조사는 2021. 09. 03일에 수행

하였다. 두 조사기간 사이에 해당하는 2개의 신규관정(B1, B2)을 설치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2021. 05. 12 ~

07. 09과 2021. 07. 13 ~ 08. 15 동안에 설치되었다. 신규관정을 굴진해 들어가면서 단일 팩커를 이용, 일정 깊

이 별로 양수시험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수하였다. 각 신규관정 굴착기간동안 양수된 총 지하수량은 각각 1750

m3(B1)과 1600 m3(B2)이었다.

중복조사가 이루어진 7개의 관정 모두 2차 조사에 비하여 1차 조사에서 현격히 낮아진 유리탄산농도

(CO2(aq))를 보였다. 신규관정 B2에서 30 m 이격되어 위치한 관정(G10)과 112 m이격되어 위치한 초정문화공원

내 관정(W1)에서는 각각 91%, 85%의 유리탄산농도 강하가 관찰되었다. 이들 보다는 더 이격(133 ~ 1300 m)

되어 있는 관정들(G47, G08, G43)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리탄산농도강하(<32%)를 보였다. 또한, 초정지역

의 탄산수들 중 초정문화공원 내 관정들은 특히 낮은 알칼리도를 보일 뿐 아니라, 지표기원물질인 NO3-N이

상당히 높게 관찰되었다. 이는 과도한 양수로 인하여 광화작용을 거의 받지 않은 인근의 천층지하수가 주변에

서 몰려들었고, 이들이 심부에서 올라오는 이산화탄소와 혼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찰결과는 조사지역의 관정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한 곳에서 탄산지

하수를 과도하게 양수하면 다른 관정의 유리탄산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Key words : 탄산약수, 초정약수, 유리탄산, 지하수개발

저자정보

주저자: 이진원, 군산대학교, 박사

공저자: 풍탄휘, 군산대학교, 박사과정

신현정,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김현중, (재)에스지환경기술연구원, 팀장

이환, (재)에스지환경기술연구원, 원장

이병선, 한국농어촌공사, 주임연구원

정연오,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교신저자: 김강주, 군산대학교, 교수

- 332 -



KoSSGE 춘계학술대회

2022년 04월 27일-29일 제주 부영호텔

(초)염기성암의 사문석화 반응에 의한 수소 생성

Hydrogen generation during serpentinization of (ultra)mafic rocks

김수경, 김서하, 정훈영*

Sookyung Kim, Seoha Kim, Hoon Young Jeong*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e-mail : hjeong@pusan.ac.kr

Abstract

Serpentinization of (ultra)mafic rocks leads to hydrogen generation through oxidation of ferric iron.

Hydrogen production during serpentinization depends on the chemical properties of rocks as well as the

chemistry of circulating fluids in oceanic crust. In this study, a series of laboratory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geochemical properties of rocks and fluids influence the generation of

hydrogen. Hydrogen production was monitored for peridotite, gabbro, and basalt under neutral pH

conditions at 23 ℃ for four month. Serpentinization of peridotite showed the greatest hydrogen generation.

Thus, additional experiment was performed for peridotite under acidic and alkaline conditions to examine

the effect of solution pH on hydrogen gener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ydrogen production under

both conditions was constant after 240 h, and was higher in the acidic condition. The hydrogen generation

under acidic condition was similar to that under neutral condition after 1500 h, but increased more rapidly

at the early stage of reaction. To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serpentinization of (ultra)mafic rocks and

hydrogen generation, the distribution of Fe in minerals during reactions will be determined. Furthermore,

new experimental studies are requir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hydrogen generation.

Key words : serpentinization, (ultra)mafic rock, hydrogen, peridotite,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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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제방 누수방지를 위한 재해예방계측시스템 설치 및 결과분석

Analysis of Results of the Measurement System
to Prevent Leakage of Levee i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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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2013년 경주시 산대저수지, 2018년 보성군 모원저수지 등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제방 붕괴와 2020년

8월의 기록적 폭우에 의한 제방붕괴로 화개장터가 물에 잠기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저수지와 하천제방의 붕괴

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있다. 또한,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 지진발생 빈도 증가로

인근 시설물, 특히 농업분야의 저수지 붕괴나 누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 저수지의 노후가 심해질수록 누수

가 잦으나, 눈에 쉽게 보이는 콘크리트 시설물 갈라짐 등과는 달리 제방사면이 풀에 가리거나 사석피복의 경

우 누수를 발견하기 어렵고, 유로나 원인을 찾기가 쉽지않다. 누수부위가 집중호우나 지진에 의해 붕괴로 이어

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체계적인 누수계측 및 대책수립으로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번 연

구는 육안점검과 달리 재해계측시스템 중 제방 수위계측기 설치와 비저항조사용 전선 매립으로 상시 누수와

수위변화량을 관측하여 누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연구 위치인 저수지 댐마루 외제측에 물

리탐사 측선을 매설하고 분기당 전기비저항의 변화를 관측하였으며, 탐사결과 비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3지

점의 댐마루 내제와 외제측에 1세트 씩 총 6공의 위치에 수위계측기를 설치하고 RTU(원격단말장치)를 통해

수위변화를 상시관측하였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육안점검 결과와 서로 비교분석하였다. 누수로 인해 포화대가

형성되어 비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점은 현장에서 사면 누수를 확인하였고 외제측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

으며, 수위가 낮은 지점의 원인 분석을 위해 소금물로 유로를 추적한 결과 누수의 원인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상시, 정기점검 뿐 아니라 집중호우나 지진발생 시기에 비저항과 수위계의 변화를 관측한 결과 집중호우에

의한 변화는 상관성이 있었으나, 지진은 진앙지가 멀어 상관성이 거의 없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진 1등급

이상의 저수지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상시관측 중이며, 1종 저수지와 포용조수량 500만톤 이상의 방조제에 누

수계측계, 2종 저수지이자 제고가 14m 이상인 저수지는 제방변위계측기를 설치하고 10분 단위로 관측하고 있

다. 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관리의 저수지도 지진계측시스템, 수위계측시스템, 제방

변위계측시스템 등의 설치 및 상시관측 확대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y words : 지하수관측, 강변지하수, 지하수위, 지역지하수관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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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지하수 함양을 위한 농어촌형 저영향개발 시설 개발

Development of an agricultural LID(Low Impact Development) system for pure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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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시설원예단지에서 발생하는 상습적 겨울철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어

촌형 저영향개발(LID) 시설을 개발하였다. 하천 인근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는 하천수의 유도함양으로 인해

지하수 수량부족 문제가 덜 하지만 하천에서 멀어질수록 지하수 수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 수

막재배 시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으로 지하수위 하강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하우스 주민들이 더 깊은 심도에

경쟁적으로 관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이용함으로써 겨울철 상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액제조에 사용되는 질산, 토양개량을 위한 질소 비료의 영향으로 질산성질소 오염에 따른 수질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농어촌형 저영향개발(LID) 시설은 겨울철 수막재배에 이용 후 버려지는 물을 주입하는 자연형 시

설로 지하수의 수위 상승효과를 도모함과 동시에 투수성이 높은 모래자갈, 석회, 우드칩을 사용하여 수질 개선

효과를 실험 할 예정이며, 시설 내부 여과물질의 탈질작용으로 청정 지하수를 인공함양 시킬 예정이다. 지하수

인공함양 시 지하수위 및 수질 측정을 위하여 여재부, 함양부에 층별 관측공을 설치하였고, 시설물 인근으로

충적 관측공을 설치하여 인공함양 시 수위 및 수질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농어촌형 저영향개발(LID) 시설

의 운영에 따른 인공함양 및 질산성 질소 저감 평가로 하동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물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시설원예단지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물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기술개발 사업「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농어촌형 저영향개발

(LID) 기술 개발」과제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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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 기원 토양의 광물학적 특성이 Cs 흡착 및 탈착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mineralogical properties of a granite orgin soil on Cs adsorption and
de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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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원전사고, 핵실험, 방사성 폐기물 처분 등에 의하여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방사

성 핵종 중에서도 Cs은 반감기가 30.2년으로 고에너지 β입자와 γ선을 방출하는 유해한 방사성 원소이다.

토양에 유출된 Cs은 토양 입자에 고정되기 때문에 추출이 어려우며, Cs의 흡착 및 탈착 특성은 토양의
물리화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는 세슘 오염토양 복원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기반암이 주로 화강암인 국내 원자력 발전소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화강암 기원 토양의 광물학적

특성이 세슘 흡착 및 탈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토양 시료는 중생대 복운모 화강암에서 발달한 토양의 모재층(C층)에서 채취하였다.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토성, 광물 조성, 유기물 함량, pH, EC, cation exchange capacity(CEC), 수용성 양이온 및 음

이온 함량 등)을 파악한 후, Cs을 이용한 흡착속도실험(1 mg L, 30 mg L 에서 1주 반응)과 등온흡착

실험(1~300 mg L 에서 24시간 반응), H , Na , K , Mg에 의한 탈착실험(10 mg kg , 420 mg kg 

Cs을 첨가한 토양)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슘 흡착 및 탈착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의 광물학
적인 특성을 확인하고자 세슘 흡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탄산염, 유기물, 철 및 망간 산화물)을 제거하고 토양

내 입단을 완전히 분리시킨 후 입도 분리한 토양 시료를 준비하였고, 이것을 대상으로 입도별 CEC 측정,

X-ray diffraction(XRD), radio-cesium interception potential(RIP) 분석과 현미경 관찰을 시행하였다.

토양 시료는 유기물이 0.53% 함유된 사양토(sandy loam)로 pH 6.73, EC 24.50 μS cm, CEC 1.34 cmol
kg 인 특징을 보였다. 주 구성 광물은 quartz, feldspar, mica이고, 점토 입자는 mica, hydroxy-interlayer

vermiculite(HIV), vermiculite, kaolinite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s 흡착속도실험 결과, Cs
농도와 관계없이 반응 초기(6시간)에 빠른 흡착을 보이다가 반응 속도가 점점 감소하면서 48시간 이후에는 흡

착평형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pseudo second order model에 가장 적합하였다. 등온흡착실험은 저농도에서 고

농도로 갈수록 흡착량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dual site langmuir model과 가장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착실험 결과, 공존 이온 존재 시 저농도 Cs 흡착 토양에서는 낮은 이온 농도에서 일정하게 탈
착되나 고농도 흡착 토양에서는 공존 이온의 농도와 비례하여 탈착되었다.

이러한 세슘 흡착 및 탈착 양상은 복운모 화강암 기원 토양의 광물학적 특성상 흡착 능력이 다른 흡착자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풍화된 운모의 영향임을 지시한다. 즉, 저농도에서는 흡착에 비가역적인 풍화된 모서리

자리에 의해, 고농도에서는 가역적인 외부 표면 자리나 층간 자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 : cesium, granite orgin soil, weathered mica, frayed edge site (FES), cation exchange

capacity (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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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처분장 내 공학적 방벽 소재로 사용되는 압축 벤토나이트의 매질 내 가스

거동 특성 규명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gas in the medium of compacted bentonite used
as an engineered barrier material in the nuclear waste dispos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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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내 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로 인해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

방안에 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하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하는 방안으로 지질학적 심층 처

분이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다. 지질학적 심층 처분은 다중 방벽 시스템으로 설계된 지층 심부에 사용후핵연

료를 보관하는 구리 저장용기를 반영구적으로 매장하는 처분 방법으로 다중 방벽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 방사

성 물질의 생물권 유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지질학적 심층 처분

장 내에서 공학적 방벽 소재로 사용되는 압축 벤토나이트의 매질 내 가스 거동 특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압축 벤토나이트 시료는 경주에서 발원하는 KJ-Ⅱ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압축된 벤

토나이트 블록(건조밀도: 1.6g/cm3)을 제조하여 사용했다. 실험에 앞서 XRF, XRD, SEM-EDS, TEM 분석을

통해 KJ-Ⅱ 벤토나이트의 광물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XRF & XRD 분석을 통해 KJ-Ⅱ 벤토나이트는 국외

에서 주로 사용되는 Na형 벤토나이트가 아닌 Ca 함량이 월등히 높은 Ca형 벤토나이트임을 확인하였다. 벤토

나이트의 주성분은, 높은 팽윤성, 낮은 수리전도도, 높은 이온흡착력, 낮은 유기물의 함량 등의 특성을 가지는

몬모릴로나이트로 밝혀졌으며, TEM 분석을 통해 몬모릴로나이트에서 관찰되는 층상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입

자간 다공성과 층상 시트의 두께가 약 0.5 - 1.0nm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과 같이 설계된 실내 실험 장비를 이용하여 지하 저장소 온도/압력 조건에서, 공학적 방벽 매질

내 가스(수소가스) 흐름을 모사하기 위한 가스 거동 칼럼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 공학적 방벽으로 사용될 압축벤토나이트 코아 내 가스 거동 실험 모식도

제조된 압축 벤토나이트의 포화도는 0%로 완전 건조 상태로 수행되었으며, 수소 가스 거동의 경우 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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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 공극 내를 이동하는 유체의 breakthrough curve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저장용기 주변 완충재 매질이

건조하게 유지되는 처분 초기 환경에서 발생 가스의 압력이 낮아도 완충재 내부로 가스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내 모사 실험을 통해 압축 벤토나이트 코어의 수분 포화도, 다양한 구속

압력과 주입 압력 조건에 따른 breakthrough curve, 유효가스투과율 등 가스-물의 상대적 거동에 대한 모델링

에 적용할, 의미 있는 가스 거동 관련 매개 변수 값을 도출할 예정이다.

Key words : 가스 거동, 방사성폐기물, 벤토나이트, 인공방벽, 핵폐기물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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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gel 공법을 이용한 calcium phosphosilicates의 합성 및

이를 이용한 +6가 우라늄 이온 제거

Sol-gel synthesis of calcium phosphosilicates for the removal of uranium(+Ⅵ)
from aqueou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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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ries of calcium phosphosilicates, alternatives to hydroxyapatite, were synthesized in the system

P2O5-CaO-SiO2 by sol-gel method. Three materials, Ca30P45Si25 (CPSⅰ), Ca35P53Si12 (CPSⅱ) and Ca40P60
(CPSⅲ), were obtained by varying the ratio of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which served as a Si

source. The resultant materials were subjected to X-ray diffraction and Brunauer-Emmett-Teller (BET)

analyses to examine their surface properties (e.g., mineralogical compositions, surface area, pore volume

and average pore size).

Subsequently, they were assessed for the U(Ⅵ) sorption capacities as a function of pH. The results of

sorption experiments showed that (1) how effective these materials are for removing U(Ⅵ) (2) which one

had the highest sorption capacity (3) how the adsorption behavior depends on the pH. Also, the

concentration of phosphorus, calcium and silicon was considered to determine the most efficient calcium

phosphosilicate among three materials.

Key words : sol-gel method, calcium phosphosilicate, uranium, adsorption, XRD, 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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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지하수·토양 정화 방법은 오염된 대상 부지 내에서의 처리 가능 여부에 따라 크게 지상처리(Ex-situ

Remediation)와 지중처리(In-situ Remedi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지상처리 기술은 오염된 지하수 및 토양을

양수 및 굴착하여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며, 지중처리 기술은 오염된 지하수 및 토양을 양수 또는 굴착하지 않고

지중에서 직접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상처리 중 지하수 정화 방법으로는 양수처리법(Pump&Treat) 등이

있으며, 토양 정화 방법으로는 토양경작법(Land Farming), 토양세척법(Soil Washing) 등이 있다. 지중처리 중

지하수 정화 방법으로는 화학적산화법(ISCO, In-Situ Chemical Oxidation), 투수성반응벽체(PRBs, Permeative

Reactive Barriers) 등이 있으며, 토양 정화 방법으로는 토양세정법(Flushing) 등이 있다.

최근 미국 환경청(US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동안 110개소에서 적용된 지하수 정화 방법을 조사한 결과, 복합 적용을 고려하여 지상처리는 20%를

차지하였고, 지중처리는 51%를 차지하였다. 지중처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법

(Bioremediation)으로 지중처리 내 2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화학적 처리법(Chemical Treatment)이

24%, 열적처리법(Thermal Treatment) 5%, 투수성반응벽체(PRBs, Permeative Reactive Barriers) 5% 순으로

적용률을 보였다. 또한 110개소 중 71%의 지점이 기술적 처리뿐만 아니라 제도적 규제와 함께 병행되었으며,

20%의 지점에서는 자연저감법(MNA, Monitored Natural Attenuation)을 동반하였다.

또한 2015년에서 2017년 동안 175개소에서 적용된 토양 정화 방법을 조사한 결과, 복합 적용을 고려

하여 지상처리 29%, 지중처리 20%, 방지 및 처리 67%로 전체적으로 방지 및 처리법이 가장 우세하게 적용되

었으며, 지상처리가 지중처리보다 9% 더 많이 적용되었다. 토양 정화 지점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방법은 방지

및 처리법에 해당하는 현장 내 방지법(On-site Containment)이 46%로 가장 많이 적용되었으며, 지상처리에서

는 물리적 분리(Physical Separation)로 13%, 지중처리에서는 고형화/안정화법과(Solidification/Stabilization),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열적처리법(Thermal Treatment)이 각각 5%로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지하수 정화 지점과 같이, 토양 정화를 시행한 175개소 중 71% 지점이 제도적 규제를 함께 병행하였

다.

초기 지하수·토양 정화 방법으로는 지상처리 방법이 우세하게 적용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류오염, NAPLs, 유기오염물질을 정화 대상으로 한 연구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지중처리 방법이 정화 현장에 많이 적용되었다. 그 중 투수성반응벽체는 현재까지 다양한 오염 물질 처리를

위한 반응물질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현장 적용의 한계성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해당

과제에서는 오염물질에 따른 반응물질 선정, 투수성 반응벽체를 오염현장에 실제로 적용하고 유지관리를 통해

다양한 정화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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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15년-2017년간 적용된 지하수·토양 정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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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구간내 수직 다점온도 모니터링을 통한 단열발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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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오염부지복원 등의 사업 수행 시, 지중환경내 오염 현황의 평가, 오염의 이동경로 예측, 지중 매체와의

반응을 통한 오염의 거동 예측을 위해 지중환경의 부지특성에 관한 정확한 평가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요소

기술 개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지중환경 진단을 위한 기술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지특성화의 한 가지 방편으로써 암반내 다점온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단열 특성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해당실험은 암반 내 존재하는 단열의 발달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실험으로 관정을 통해 고

온의 지하수를 주입한 뒤 미리 설치된 수직의 다점온도 센서를 통해 각 지점에서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방

법이다.

따라서, 암반구간내 지하수의 온도를 높인 후 심도별 온도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각 심도별 온도 변화가 큰

지점에서의 Aperture를 비교하여 암반내 단열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입시설 설계 및 구축은 암반 구간에서 열수를 주입한 후 시간에 따른 심도별 온도 변화를 파악하며, 이를

위해 1m간격의 온도센서가 부착된 장비를 나공의 암반 관측정(BH-3, BH-5)에 설치하였다.

주입할 열수는 5ton의 물탱크내 저유된 지하수를 온수히터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연결된 펌프를 이용하여

암반관측정내 나공 구간에 주입하였다.

암반 구간 내 단열분포 특성 파악을 위한 실험은 다점온도 센서가 설치된 암반 나공 전구간에 온수 주입을

통해 수온을 상승 시킨 후 이후 변화하는 온도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치된 다점 온도센서의 각 지점별 측정된 온도변화 자료는 심도별 RTA(Relative Temperature Ambient)

온도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시간에 따른 각 심도별 온도변화는 일부구간 상대적으로 빠른 온도변화를 보이는 구간을 확인하였

으며, 이는 해당 구간이 단열 발달로 인한 구간별 투수성이 커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

해 기 시추조사 결과의 심도별 단열분포조사 결과와 비교 하였다.

Key words : 암반대수층, 단열상태, 다점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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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보존을 위해 첨가한 질산에 의한 침전물 형성이 토양 내 중금속의 생물학적접근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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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Unified Bioaccessibility Research Group of Europe Method(UBM)는 토양 내 중금속의 생물학적접근

성(bioaccessibility)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1]. 인체 침 모사액, 위액 모사액, 장액 모사액

및 담즙 모사액으로 토양 내 중금속을 용출하여 경구 섭취를 통한 인체 전이량을 평가한다. UBM에서는 최종

분석대상 시료의 보존을 위해 질산(67% 질산 1 mL)을 첨가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진의 사전 연구에

서 다량의 침전물 형성이 확인되었다. 기기분석 전 형성된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0.45 µm 필터로 여과를 수

행하는 문헌들이 다수 보고된 바 있으나[2-5], 침전물과 소화액 내로 용출된 중금속 간의 반응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UBM을 이용한 중금속의 생물학적접근성 평가 시, acidification을 목적으로 첨

가한 질산이 유발하는 침전물 형성이 생물학적접근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대상 원소에 대해 정

량화하였다. 인체 소화과정 모사액 혼합액(침 모사액 + 위액 모사액 + 장액 모사액 + 답즙 모사액)에 총 16종

의 대상 원소(Ag, As, B, Ba, Cd, Co, Cr, Cu, Hg, Ni, Pb, Sb, Se, Sn, Sr, Zn)을 50 µg/L 농도로 각각 주입

하고, 1 mL의 질산을 첨가하여 침전물의 형성이 생물학적접근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침전

물을 포함한 소화액을 USEPA method 3052[6]를 이용하여 산분해한 분석 시료와 별도의 산분해 없이 0.45

µm 시린지 필터로 여과한 분석 시료를 준비하였고, 이를 희석 후 collision cell을 장착한 ICP-MS로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Ag, Hg, Sn을 제외한 13개 원소에서 두 분석 시료의 측정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 반면 Ag, Hg, Sn은 0.45 µm 시린지 필터로 여과한 분석 시료에서 0에 가까운 농도가 검출되어 침전물

과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시료의 보존을 위해 첨가한 질산과 소화과정 모사액 내 존재하는

단백질과의 반응을 통해 형성된 침전물은 특정 원소와 반응할 수 있으며, 단순히 여과를 통해 분석대상 시료

를 준비할 경우, 생물학적접근성 평가 시 과소평가의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Key words : UBM, 생물학적접근성, 질산 전처리, 침전물,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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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주기적인 산화환원전위의 변화(redox oscillation)가 토양 중 비소의 존재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벼 재배환경을 모사하여 microcosm 실험을 수행하였다. 100 mg/kg의 As(V)로 인공오

염시킨 논 토양에 환원(침수) 및 산화(배수) 조건을 각각 2회씩 번갈아 가며 부여하였으며(환원기간: 20일, 산

화기간: 28일), 볏짚(1% w/w) 및 황산염(280 mg/L)을 추가하여 시비조건을 모사하였다. 각 조건이 종료되면

토양시료를 회수하고 Wenzel 연속추출 분석을 실시하여 비소의 존재형태를 확인하였다. 토양의 Eh (redox

potential) 분석 결과 실험기간동안 침수 및 배수에 의해 환원 및 산화조건이 교대로 나타났으며, 환원기간 중

약 –100 mV ∼ -200 mV 및 산화기간 중 약 +40 mV ∼ +160 mV를 나타냈다. 또한 환원기간 중 공극수 내

총 비소 농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산화기간 중 감소하였다. 이는 환원기간 중 철산화물의 환원성 용해

및 산화기간 중 철산화물의 재형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기적인 산화환원전위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 내 비소의 존재형태를 F1 (nonspecifically sorbed As), F2 (specifically sorbed As) 및 F3

(As bound to amorphous Fe oxides)에서 F4 (As bound to crystalline Fe oxides)의 형태로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재환원 시 공극수로 방출된 비소 및 철의 농도는 첫 번째 환원기간에 비해 감소하였다. 본 연구 결

과를 통해, 주기적인 산화환원전위의 변화가 비소로 오염된 토양에서 비소의 존재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redox oscillation, redox transition zone, arsenic fractionation, iron 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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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오

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비슷함을 증명하고, 해당 오염물질이 대상 부지의 기반암으로부
터 기인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밖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당 오염물질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
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 수행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평가 대상부지의 토양오염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임을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기원에 대한 증명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부지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주변지역의 토양분석결과와 유사성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부지와 주변

지역에서 각각 최소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 분석 후 USEPA에서 제공하는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 대상부지 내부와 주변지역 불소오염도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XRD 등을 이용한 광물학적 분석결과, 해당 조사부지의 시료에서 운모류, 석영, 장석류, 형석, 각섬
석 순으로 높은 광물 함량을 보였고 이중 불소의 원인광물로 예상되는 운모류는 백운모와 흑운모, 리튬운모로
구성되었다. 조사시료의 총 운모류 함유량과 불소농도는 비례적 선형관계(R2=0.68)를 보였으며, 이 결과는 해
당 연구부지의 불소 오염원인은 인위적인 오염이 아닌 기반암 내 광물에 의한 자연기원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원별 추출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화강암 운모류에 의한 자연기원 불소 오염시료와 비료공장에서 발

생되는 인위적 불소 오염시료를 개별 추출제(0.01M CaCl2, 0.43M HNO3, 0.4M PBET_Glycine)에 의한 단일추
출 및 Xu et al.(2006)의 단계별 연속추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상대적으로 불소 결합력이 약하고 수용성이 높
은 인위적 오염시료에서 높은 추출능을 보였으며, 결합력이 강한 광물에 의한 자연기원 시료에서는 4단계의
잔류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부지 내ㆍ외 토양 및 기반암을 채취하여 오염도 분석 및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의성 해석,

광물학적 특성분석, 선택적 단일추출 및 단계별 연속추출 등 다양한 실험방법을 통하여 오염도의 양상 및 기
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기 평가 인자에 대한 오염 가능성의 척도를 상대적 등급으로 표기하고
수치화하여 향후 오염기원 판별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Key words : 불소 오염토양, 자연기원 입증, 지질학적 특성분석, 오염기원 판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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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 하류 유역의 산사태 위험성 분석

Vulnerability of landslides in the Paldang Dam downstream watershed

이용웅, 배민서, 김주희, 이순재*

Yongwoong Lee, Min Seo Bae, Juhee Kim, Soonja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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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산사태에 의한 재해 관리의 방안으로 산사태 위험도 지도가 개발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산림청에서 작

성한 바 있다. 산사태 발생은 지형, 지질, 기후, 식생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미

국에서 개발된 산사태 위험성 분석기법을 팔당댐 하류 유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국내 산림청에서 제공된 산

사태 위험도 지도와 비교하여 기존 방법의 보안 및 개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사도, 강수량, 사면 안

전율, 식생지수 등의 주요 영향 요인을 래스터화한 후, ArcGIS Pro의 Raster Function 및 기존 연구에서 제시

된 선형회귀방식을 이용해 산사태 위험도 지도를 작성하였다. 강수량 래스터는 2021년 대한민국 강수량 정보

(기상청)의 스플라인 보간법을 이용해 구축하였고, 사면 안전율 래스터는 수치표고모델(ArcGIS Living Atlas),

정밀토양도(농촌진흥청)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정규식생지수(NDVI) 분포 래스터는 Landsat-8 위성영

상 multispectral landsat (NASA EOSDIS)를 이용해 해석하였다. 작성한 팔당댐 유역 산사태 위험성 지도를

국내 산림청 산사태 위험성 지도와 교차비교한 결과, 산사태 고위험 지점은 두 지도에서 유의미하게 중복되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범주가 비슷한 변수의 통합이 산사태 위험성 평가에 유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각 변수에 대해 임의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표준적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표준적 산사태 위험성 지도 작성을 위해서는 각 변수별 상관관계와 산사태

위험성에 대한 기여도가 반영되는 표준화된 가중치 부여 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Key words: Landslide Vulnerability, Paldang dam watershed, geological and topological factors,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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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한 계단식밭 조성

Creation of Terraced Fields for Reducing Muddy Water in Highlan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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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한강 상류에 위치한 고랭지밭은 강우 시 흙탕물 발생으로 인한 하천 수질악화 및 상·하류 간 지역주

민 갈등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한강 상류의 고랭지밭 밀집 분포지역을 비점

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강원지역에만 흙탕물로 인

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 남·북한강 상류에 7개가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강원도 비점오염원관리

지역에 사후관리 위주의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약 1,400여개소에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여 최근에는 발생원 관리 위주의 저감방안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은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자체를 저감하는 발생원 관리의 일환으로 경사도를

완화하고 경사장을 축소하여 조성하는 계단식밭을 2020년부터 매년 시범 조성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의 목적은 강원도 고랭지에 시범 조성된 계단식밭에 대해 소개하고 환경적·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

후 계단식밭의 자발적 확대 조성이 이뤄지기 위함에 있다. 시범 조성된 계단식밭은 도암호 유역(평창군 대관

령면)에 2개소, 자운지구(소양호 상류, 홍천 내면)에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경사도 15 ~ 27 %의 경사진 고랭

지밭을 2 ~ 3 %의 계단식으로 단(壇)을 두어 조성하였다. 단의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사면안정화 시설인

개비온(gabion), 식생개비온, 식생토낭 및 코이어네트(coir-net)와 피복식물 식재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비점오

염저감시설 중 수로 시설인 우회수로(플룸관),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 외부 유거수의 유입 방지 및 내부 유거수

의 배수가 용이 하도록 조성하였다. 환경적(흙탕물 저감) 효과는 장마철 강우 시 계단식밭과 경사진 고랭지밭

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를 채집하여 부유물질(SS) 및 탁도를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경우 해당

지역(홍천, 평창) 영농 소비 지표를 농민 인터뷰 및 문헌 자료 수집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환경적 효과 분

석 결과, 경사밭에 비해 계단식밭은 낮은 강우량 및 강우강도에서 강우 유출이 일어나지 않거나(강수량 20

mm 이하, 누적강수량 100 mm 이하) 유출량이 현저히 적음을 확인하였으며, 흙탕물 저감효과는 유량가중 평

균농도(EMC, SS mg L-1) 기준 대비 87.8 %의 저감효과를 확인하였다.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객토(56.9 %),

비료(41.1 %) 및 인건비 사용량 절감이 가능하고, 고부가가치 작목전환에 따른 작물 생산 수익이 1.2~1.8배 증

가하여 종합적으로 약 2.3배의 농가소득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계단식밭 조성에 따른 경작

지 손실 비율은 평균 20 % 수준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법에 대한 추가적인 문헌 연구와 이

를 고려한 효율적인 영농방법 연구 및 지역민의 환경인식 개선 등이 수반된다면 계단식밭의 자발적 확대 조성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Key words : highland field, muddy water, terraced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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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광원리 홍천군 자운리 홍천군 창촌리

평창군 용산리 평창군 차항리

Fig. 1. 강원지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계단식밭 조성 사례(원주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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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물질, 아세테이트 및 황산염이 지중환경내 미생물학적 철환원, 황산염 환원에

미치는 대한 영향: 컬럼 실험

Effects of Cement Debris, Acetate, and Sulfate on Microbial Iron and Sulfate

Reduction in Subsurface Environment: A Colum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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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CDW) is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urbanization and

population growth. CDW usually contains concrete debris, wood (organic matter), and drywall (gypsum).

Although many countries have tried to reduce CDW by recycling, landfills still remain a common CDW

disposal method. Previous studies extensively investigated the landfill site itself or leachate from a liner

system consisted of landfill. However,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potential effects of the CDW

leachate to the subsurface environment near the landfill site on microbial iron and/or sulfate reduction.

Thus, this study focused on the potential impact of leachate, which mainly contains cement materials, on

the subsurface environment at the landfill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organic carbon and/or sulfate

using flow-through column experiments. Every column consisted of two layers, one of which is the CDW

layer and the other of which is the surrogate of the landfill underground soils. The CDW layer consists

of a mixture of soil and concrete debris from a construction site. Artificial groundwater was used as the

feed solution to simulate water movement in soils. As the proxy of other constituents of CDW (besides

cement debris), acetate (20 mM) and sulfate (10 mM) were also added in the artificial groundwater.

Alkaline leachate in the CDW layer soil containing cement materials increased the initial pH (5.8) of the

lower soil layer to pH 10-11 when flow through started. Iron- and sulfate- reduction did not occur when

acetate was absent. In the presence of acetate, iron reduction occurred in the soil layer with the decrease

in pH from 10 to 9 slowly over 160 days. In the presence of both acetate and sulfate, iron- and sulfate-

reduction occurred simultaneously, and pH remained at around 8. The results highlight that iron- and/or

sulfate reduction can occur even in alkaline pH when leachate from cement debris, organic acids, and

sulfate are present as contaminants in landfill subsurface environments.

Key words : CDW leachate, alkaliphilic iron reduction, sulfat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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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VOC Sampling and Analysis using Micro Sorbent Tu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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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are very toxic and harmful. They could be mutagenic or

carcinogenic to human and other organism in soil and aquatic environments. Ground-water contamination

is considered primarily the reason of soil VOCs. A wide variety of VOCs such as toluene,

trichloroethylene (TCE), tetrachloroethylene (PCE), and ethylbenzene are found easily as principal

pollutants in contaminated soils from such as military base and industrial site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soil VOCs is required as part of the site assessment.

Soil VOC analysis is usually followed several complex steps such as solvent extraction, back

extraction, purification, and dewater process. In this case, it is also necessary to cope with various wastes

such as waste reagent and organic solvent waste. In this study, micro-sized adsorption tube (needle trap

device, NTD) is manufactured and carried out to improve and simplify the analytical process for soil VOC

analysis.

The NTD is one step sampling and injection sorbent tube optimized to gas chromatograph. It is

eco-friendly because it does not need any solvent to extract VOCs from soil and other sample matrix.

DVB, PDMS, and Carboxen were used as adsorbents packed inside the needle. In this report, fabrication

method and structure of sorbent tubing and optimized experimental conditions of sampling flow rate,

breakthrough, desorption temperature and time, and carryover are discussed. Also, two different sampling

techniques for soil VOC analysis are introduced; first, direct active sampling of VOCs from soil pores in

different depth and second, purge and trap sampling of VOCs from direct soil samples.

Key words : Soil VOCs, Micro Sorbent Tubing, Needle Trap Device, Active Sampling, Purge and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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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활동이 수질환경에 대한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9

년부터 2020년 우리나라 농업용 지하수 수질에 대한 변동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농업용수 수질기준과

OECD 기준에 따른 수질 상태지표를 산정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용 지하수 수질 관리 기준은 지하수법의 농·어

업용수 기준을 따르는데 이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조사지점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OECD의 지하수 수

질 상태지표 기준은 국가 음용수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질산염과 인을 함유하는 지하수 조사지점 비율을 나타

내는데 우리나라 음용수 수질기준은 질산태 질소가 10 mg/L이며 인에 대한 기준은 없다. 조사기간 동안 농업

용 지하수 수질은 EC 0.26～0.38 dS m-1, NO3-N 4.98～7.54 mg L-1, Cl- 20.1～29.3 mg L-1, Ca 23.4～44.5 mg

L-1, Na 14.8～21.2 mg L-1 이었으며, 영농형태별 지하수의 NO3-N 농도는 밭, 시설재배, 논 순으로 높았다. 농

업용 지하수 수질 관리기준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 상태는 pH 0.0～6.7%, NO3-N 1.3～6.4%, Cl- 0.0～0.4%,

As 0.0～0.5%이었고, OECD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 농업용 지하수의 질산염 상태지표는 12.3∼21.0%이었는데,

본 연구에 활용된 수질 변동 자료는 지하수의 질산태 질소만 있어 OECD 수질 상태지표의 경우 이에 대한 수

질 상태지표만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환경자원인 농업용 지하수의 수질 현황을 평가한 결과로 농작물

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 상태를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장기적으로 구축된 결

과를 OECD 농업용수 수질지표, 공익형 직불제 시행 등의 국가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농업용수, 지하수, 수질, 상태지표

Table. Status of agricultural ground water in 2009～2020.

Properties
EC

(dS m-1)
NO3-N
(mg L-1)

Cl-

(mg L-1)
SO42-

(mg L-1)
Ca

(mg L-1)
Na

(mg L-1)
K

(mg L-1)

Paddy fields 0.27 4.88 23.6 16.9 25.0 16.5 2.77

Upland 0.27 6.84 19.0 15.3 21.0 14.4 3.46

Plastic film house 0.31 6.39 24.9 22.9 30.8 16.5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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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hare of monitoring sites in agricultural areas exceeding national agricultural water

threshold limits for nitrates in groundwater

Year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hare of monitoring
sites exceeding

threshold limits (%)
14.6 16.5 17.7 12.9 12.3 15.3 16.0 18.0 14.8 19.0 21.0 20.1

* National drinking water threshold limits for nitrate-nitrogen in Korea = 10 mg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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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기존 진행되었던 연구에서 도출된 표토훼손지역 복원 기술을 기반으로 토양 특성에 따른 토지용도, 복

원기법, 모니터링기법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복원에 대한 관리를 진행

하였다. 토지 용도에 적합한 토양 상태로 복원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토양 상태를 유지 및 최적 상태로 관리하

고 이를 Web GIS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의 지속성 평가기술 개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표토훼손 지역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통계기반 복원지역 침식성 평가와 모니터링 기반 복원지역 기능적

지속성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통계기반 복원지역 침식성 평가는 과거 기상자료, 침식모델 입력자료 구성(R,

K, LS, C, P factor, land use 등), 토양침식량 모의(토양침식모델 – USLE), 복원지역 침식량 모니터링(현장

측정, LIDAR)을 통한 연 단위 토양침식량을 산정하고, 모니터링 기반 복원지역 기능적 지속성 평가를 위하여

물리적 기능지표, 화학적 기능지표, 생태적 기능지표 평가를 통한 표토 질 변화분석을 진행하여 복원에 따른

침식성 및 기능적 지표 목표 수준과 비교하는 것으로 표토훼손 복원지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시나

리오를 정의하였고, 사용자 기반의 복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토양요소 추천 알고리즘으로 계수-기반

(Counting-Based)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과 지식 기반 추천, 데이터기반 AI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

에게 복원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더욱 효과적인 표토훼손지역 사후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

하였다. 표토훼손지역 복원 기술을 바탕으로 표토 훼손 지역의 기능을 복원하고, 복원 지역 사후관리의 지속

성 평가기술을 제공하여 표토 훼손 지역의 사전평가, 복원, 사후관리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표토훼손, 표토복원, 환경인자, 사후관리 지속성 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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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ruction of Z-scheme heterojunction photocatalyst is an effective way to achieve superior

pollutant degradation efficiency. In this work, the Ti3C2 MXene quantum dots (MQDs) decorated

flower-like In2S3 combined with SmFeO3 Z-scheme heterojunctions were successfully synthesized for the

degradation of sulfamethoxzole, 4-chlorophenol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The crystal structure,

composition,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In2S3/MQDs/SmFeO3 (IMS) composites were comprehensively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Photoluminescence, and UV-diffuse reflectance spectroscopy analysis.

The removal rates for sulfamethoxazole and 4-chlorophenol were as high as 97.9% and 95.3% in 120 and

90 min, respectively. The IMS-3 heterojunction composite exhibited the enhanced photocatalytic activity

than pure In2S3 and SmFeO3 and their binary counterparts. The favorable photocatalytic activity of IMS-3

composite can be ascribed to the improved separation efficiency of charge carriers and effective transfer of

electrons by the introduction of MQDs in the Z-scheme system. In addition, the MQDs act as an electron

mediator and bridge for the photogenerated charge carriers at the interface. The radical quenching

experiments demonstrate that O2•− and •OH were the major free radicals in the degradation process.

Finally, the all-solid-state IMS heterojunction-based Z-scheme photocatalytic mechanism was proposed.

Key words : MXene quantum dots, sulfamethoxazole, 4-chlorophenol, and Z-scheme photo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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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기반 금속-유기 골격체와 환원 그래핀 옥사이드가 포함된 알지네이트 생체흡착제를
이용한 수중 tetracycline, ciprofloxacin 제거연구

Effective sequestration of tetracycline and ciprofloxacin by Al-based metal
organic framework and reduced graphene oxide immobilized alginate biosorbents

from aqueou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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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항생제의 종류인 Tetracycline (TC)와 Ciprofloxacin (CIP)는 수생 및 가축 등 질병 예방을 위해서 사

용되고, 가축 사료의 효율성 증대 및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TC와 CIP는 수생태계에 잔류해

있는 동안 내성체를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중 환경에서 TC와 CIP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

한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을 기반으로 하는 metal-organic framework

(MOF)를 합성하고 환원된 그래핀옥사이드 (rGO)로 소재를 보강하여 다기능성, 다공성 복합체를 합성한 후

이를 바이오폴리머의 종류인 alginate로 가교결합하여 3차원의 생체흡착제 Alg@MOF-rGO를 합성하였으며,

배치 및 컬럼실험을 통해 TC와 CIP 제거효율 및 제거기작을 분석하였다. Alg@MOF-rGO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ray diffraction,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rmogravimetric analysis, Zeta potential 기법을 사용하였다. 배치실험

결과에 따르면 TC, CIP에 대해 상온에서 12시간 흡착 후 Alg@MOF-rGO의 최대 흡착 용량은 9.16 mg/g,

8.52 mg/g으로 나타났다. TC와 CIP에 대한 kinetics 실험을 통해 흡착제거 데이터는 pseudo-second-order

kinetics 모델을 따르며 또한 TC, CIP에 대한 isotherm 실험 결과 모두 Langmuir isotherms model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C, CIP에 대한 공정인자에 대한 영향성 실험결과 TC와 CIP 모두 pH가 증가할수록

흡착능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온도가 높아질수록 흡착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재사용성

실험 결과에 따르면 TC와 CIP 모두 3회 재사용 할 때까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TC, CIP가 수소 결합, 산화-환원 반응,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Alg@MOF-rGO는 향후 활성탄을 대체하여 다양한 항생제 물질의 제거에 재사용

이 가능한 효율적인 소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테트라사이클린, 시프로플록사신, MOF,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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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기반 금속-유기 골격체와 천연 점토가 포함된 생체고분자 하이드로젤의 합성:

tetracycline 계열 항생제의 흡착 강화 광분해 연구

Novel biopolymeric hydrogel assembled with Fe-based metal organic framework
and natural clay: Adsorption enhanced photodegradation of tetracycline antibiotics

i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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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Tetracycline (TC)와 oxytetracycline (OTC)는 TC계 항생제의 일종이며, 주로 동물의 세균 감염 예방

및 치료와 인체에 사용된다. 대부분의 폐수처리장은 TC계 항생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이를 효

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체 공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 TC와 OTC의 효율적인 제거

를 위해 Fe 기반의 metal-organic framework (MOF)와 물리 화학적인 안정성의 향상을 위해 천연 점토인

montmorillonite (MMT), sepiolite (SEP)를 합성하였고, 이를 바이오폴리머의 일종인 alginate와 가교 결합하여

3-D 비드 형태의 생체고분자 하이드로젤 CAMIL-MMT, CAMIL-SEP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AMIL-MMT

와 CAMIL-SEP는 X-ray diffraction, Fourier transform infrared, Brunauer, Emmett, Telle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X-ray fluorescence, Thermogravimetric analysi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그

리고 zeta potential 분석을 통해 물리 화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최대 흡착 용량 실험 결과, 25 °C에서

12시간 흡착 후 TC와 OTC에 대한 CAMIL-MMT의 최대 흡착 용량은 24.6 mg/g와 26.1 mg/g로 나타났고,

CAMIL-SEP의 최대 흡착 용량은 각각 19.7 mg/g와 18.7 mg/g로 나타났다. CAMIL-MMT와 CAMIL-SEP를

대상으로 kinetic과 isotherm 실험 결과, CAMIL-MMT의 TC에 대한 흡착 반응은 Elovich 모델을, OTC에 대

해선 유사 2차 반응 모델을 따르며, CAMIL-SEP의 TC에 대한 흡착 반응은 유사 1차 반응 모델을, OTC에

대해선 유사 2차 반응 모델을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MIL-MMT의 TC, CAMIL-SEP의 TC, OTC

에 대한 흡착 반응은 Langmuir 모델, CAMIL-MMT의 OTC에 대한 흡착 반응은 Freundlich 모델이 더 적합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 이온 실험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음이온 조건에서 기존보다 흡착능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재사용성 실험 결과 TC의 경우, CAMIL-MMT와 CAMIL-SEP 각각 5회 재사용 후에도

83,98%, 80.92%의 효율을 유지하였으며, OTC의 경우 CAMIL-MMT와 CAMIL-SEP 각각 5회 재사용 후에도

90.02%, 90.99%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 인자에 따른 영향성 실험에서는 pH가 낮을수록, 온도가 상

승할수록 흡착능이 증가했다. TC와 OTC의 제거 기작은 수소 결합, π-π 상호작용, 정전기적 인력 등으로 설

명이 가능하며, 흡착 후 잔류하는 TC와 OTC 또한 광분해를 통해 제거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Key words : Tetracycline, Oxytetracycline, MOF, 흡착, 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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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머드 기반 탈황석고 및 재생황산 첨가 비료의 제조 및 상추 시험 재배

Red Mud-based fertilizer with desulfurized gypsum and regenerated sulfuric acid
: growth test for lett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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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산업 공정으로부터 다양한 부산물의 발생이 야기된다. 레드머드는 보크사이트를 이용한 알루미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써 알루미나 수요량 증가에 따라 발생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제련과정 중에 사

용되는 NaOH로 인해 Na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작물의 염스트레스 등을 발생시킨다. Ca를 주성

분으로 하는 석고를 이용한다면 레드머드 내에 존재하는 Na+와의 치환반응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Na의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부산물인 레드머드, 석유정제탈황석고, 재생황산을 이용하여 무

기성분 및 미량영양원소를 포함하는 비료를 제조하였다. 중금속 함량과 화학성을 분석하여 비료에 대한 평가

를 하였으며, 작물생육에 시험 적용하여 생육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비료제조는 레드머드에 대해 석고를

30 wt% 및 50 wt%로 혼합 후 재생황산을 이용하여 pH 6 ~ 7 수준으로 중화하였으며, 이를 RMG30 및

RMG50으로 명명하였다. 상추에 대한 시험재배는 pH 6.02의 토양에 0 ~ 15 wt % 수준으로 적용하여 생육지

표를 조사하였다. RMG30 및 RMG50은 pH 6.66 및 6.25, EC 74.5 및 51.0 dS/m로 분석되었다. RMG30에 대

한 실험구 토양은 pH 6.99 ~ 8.38, EC 8.85 ~ 20.2 dS/m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RMG50에 대한 실험구 토양은

pH 6.67 ~ 7.75, EC 10.3 ~ 17.2 dS/m의 범위로 토양에 대한 혼합량이 증가함에 pH 및 EC의 상승이 관찰되

었다. 탈황석고에서 Ni의 함량이 높게 분석되어 이에 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었으나, RMG30 및 RMG50을 일

정량 혼합한 실험구 토양에서 Ni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다. 상추

생육 실험구별 발아율은 혼합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RMG30에 비해 RMG50에서 개선된 생육지표가

관찰되었다. 또한, 낮은 EC를 보인 실험구 토양에서 생육한 상추가 비교적 높은 생육지표로 관찰되어, RMG30

및 RMG50은 작물의 염류저항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s : 레드머드, 석유정제탈황석고, 재생황산, 상추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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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에서 전기전도도 및 온도 수직 프로파일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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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연안지역은 담수(지하수)와 염수(해수)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밀도가 큰 해수층이 담수층 하부로 침투

하며 수리적 평형관계를 갖는다. 해수침투는 과다한 지하수 사용,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조석의 영향,

강수량 및 증발산량에 따른 물수지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인위적 및 자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해수침투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

을 위해서는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담염수 경계면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주로 주요이온 및 안정동위원소

를 이용한 담수-해수 혼합비와 전기전도도 및 온도를 이용한 수직 프로파일 등이 사용된다. 특히, 전기전도도

및 온도를 이용한 수직 프로파일은 로거(logger)와 지하수위계만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해수침투 가능성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측정값을 통해 담수 구간, 담-염수 혼합 구간, 해수 구간의 깊이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

다. 하지만, 수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연속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정한 속도로 수

직 프로파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균일한 해상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객체들과 디지털 장치를 만들

기 위한 아두이노(arduino)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직 프로파일이 가능한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장치는 컨트롤부(아두이노, 브레드보드, 스텝모터 드라이버), 동력부(스텝모터, 브레이크), 전력부, 지지

대부로 구성되어 있다. 컨트롤부는 설정된 시간마다(주로 1시간 간격) 일정한 속도로 정해진 깊이만큼 로거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조절한다. 동력부는 스텝모터가 펄스 신호에 의해 정밀하게 작동하며, 정지시(전원 차단)

브레이크 작동으로 로거가 흘러내리지 않는 역할을 한다. 전력부는 아두이노, 스텝모터 드라이버, 스텝모터, 브

레이크에 전원을 공급한다. 지지대부는 이와 같은 장치가 거치되며, 지하수 관정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

는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니터링 장치를 사용하면 관정 깊이에 따른 고해상도(수 mm에서부터 수 cm까지

설정 가능)의 전기전도도 및 온도자료를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로 획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석, 강우 강도,

수문변화, 계절 변화에 따른 담-염수 혼합 구간의 변동을 2D 이미지로 구현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실시간 해수침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monitoring, vertical profile, electrical conductivity, temperature, sea water intrusion,

freshwater-seawat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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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여과 하천수의 농업생산 기여도 평가 연구

Contribution of sand-filtered stream water to agricultural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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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연구는 모래여과 하천수의 공급에 의한 재배작물 생산량의 변화, 농가소득 변화, 그리고 영농편의 증

가 여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농업통계 분석 결과, 모래여과 하천수 공급 후 공급수량이 풍부

해지고 안정화 됨에 따라 기존에 재배면적이 없던 딸기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대부분의 작물들이 유사하거나 약간 감소한 반면, 파프리카와 딸기 등 고소득 작물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단위면적당 작목별 농가소득은 매년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딸기 작목에서는 증가하였다. 이는 모

래여과 하천수가 기존 개별관정에 비해 풍부한 수량을 공급함에 따라, 물을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 작물인 딸

기로 전환되어 농가소득을 증대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노동력 절감 효과와 노즐

막힘, 겨울철 농수 확보 등에 대한 농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또한 재배 안정성이 확보되어

재배작목을 고소득 작물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조사되었다. 향후 가압장과 일반 양수장을 이용한 물

공급의 차이 분석, 유수율 분석, 가압장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비 절감 및 가압장 시설 수명연장을 위한 조치

사항, 부스터 펌프를 기설 양수장이 아닌 취수원(강)에 직접 설치할 때의 장단점, 지열을 이용하는 방안, 완속

여과, 갈대숲을 이용한 수질개선, 수변공간 및 여가공간에 대한 확보 및 관광자원화 방안, 그리고 습도와 온도

조절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로 연구될 수 있다면, 더욱 풍부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사업「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농어촌형 저영

향개발(LID) 시설 개발」과제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Key words : 모래여과, 하천수, 고소득 작물, 농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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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탄광산 주변 비소오염 논토양의 개량방식(안정화/복토두께) 변화에 따른

비소의 벼 전이특성

Transfer of Arsenic from Paddy Soils to Rice Plant in Soil Amendments in
Abandoned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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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폐석탄광산 주변지역의 농경지는 폐금속광산과 같이 비소(As)의 오염관측 빈도가 높다. 그러나 그 농

도분포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폐석탄광에서는 대부분 35 mg/kg 미만의 우려기준(농경지 25 mg/kg)을 조금 넘

는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폐광산 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시 적용하고 있는 농경지 복토 두께를 기존

의 40 cm에서 20 cm로 낮추는 방안을 실내 컬럼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본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대규모 시험구를 조성하여 오염토양으로부터 농작물로의 비소 전이량 감소를 위한 20 cm 두께의 비

오염토 복토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대상 시험구가 설치된 장소는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폐석탄광산 지역의 농경지(논)이었다. 대상 농경

지의 비소 농도는 표토기준 29 mg/kg ～ 44 mg/kg으로 우려기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본 농경지에 5 m

× 15 m 크기의 시험구를 4개 설치하였다. 각 시험구별 처리조건은 ①대조구(control), ②표토 안정화, ③단순

복토(20 cm), ④표토 안정화/복토(20 cm)이었다. 안정화에 사용된 안정화제는 석회석(CaCO3)이며, 지표로부터

20 cm 이내 혼합심도 대상 토양의 무게비 대비 5% 물량을 사용하였다. 5월 중순 벼를 식재하였으며, 현지의

농업활동 관행에 따라 시비처방 및 용수공급을 하였다. 9월말에 적용성 확인을 위한 검체를 채취하였다. 채취

대상은 벼 뿌리와 쌀알(현미)이었다.

쌀알과 벼 뿌리 분석결과 20 cm 복토조건에서 비소 전이감소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쌀

알의 경우 복토없이 안정화만 실시한 경우 18%, 단순 복토 시 48%, 표토 안정화/복토 시 59%의 농도감소가

확인되었다. 벼 뿌리의 경우 안정화만 실시한 토양에서 대조구 대비 다소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단순 복토 시

84%, 표토 안정화/복토 시 89%의 농도감소가 확인되었다. 특히, 안정화 처리 후 복토를 한 경우 쌀알에서

11% 포인트, 벼 뿌리에서 5% 포인트가 더 낮아지는 등 추가적인 농도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소의 오염농도가 높지 않은 폐석탄광산 지역 농경지에서 광해방지사업을 할 경우

기존 적용된 두께보다 낮은 20 cm 복토만으로도 충분한 오염물질의 농작물 전이감소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Key words : As, paddy, rice, amendment, abandoned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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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토양의 정화 방법에 따른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변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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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석유계총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 TPH)로 인한 토양 오염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1], 휘발유

및 경유와 같은 물질들은 토양 심층부 및 대수층까지 도달하여 농업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2]. 이러한 유류오염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화 공법이 개발·적용되어 왔으며, 정화 토양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정화 과정 이후 토양의 특성 변화 파악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공법으로 정화된 토양의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 토양 세척(soil

washing, SW), 토양 경작(landfarming, LF), 열탈착(thermal desorption, TD) 방법으로 정화된 토양의 물리성

(토성, 수분함량, 내수성 입단화), 화학성(pH, 전기전도도, 양이온치환용량, 유기물 및 유효인산 함량), 생물성

(토양 호흡, 토양 효소) 등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토양 내 TPH 제거율은 SW가 92.1%로 가장 낮았고,

LF와 TD에서 각각 98.2%, 98.7%를 나타내었다. 토양 물리성 분석 결과 SW는 사양토(sandy loam)로, LF는

식양토(clay loam), TD는 양질사토(loamy sand)로 나타났으며, 내수성 입단화는 SW가 53.0%, LF가 12.2%,

TD가 89.1%로 열탈착 과정을 거친 토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양 pH는 LF에서 7.8로 가장 낮았으며,

SW와 TD는 각각 8.3과 8.4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고, 전기전도도는 SW와 LF에서 각각 0.5 dS m-1, 0.4

dS m-1로 나타났고, TD에서 1.1 dS m-1로 가장 높았다. 토양 유기물 함량은 TD에서 13.2 g kg-1으로 SW

(5.9 g kg-1)와 LF (8.4 g kg-1)보다 높았으며, 유효인산 함량은 SW에서 29.8 mg kg-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토양 호흡 분석 결과 LF에서 40.1 CO2 mg-1 kg-1 day-1로 가장 높았으며, SW에서 32.7 CO2 mg-1 kg-1 day-1,

TD에서 22.9 CO2 mg-1 kg-1 day-1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양 효소(arylsulfatase, beta-glucosidase,

dehydrogenase, phosphatase, urease)의 활성 분석 결과 arylsulfatase, dehydrogenase, phosphatase, urease의

활성은 LF에서 가장 높았으며, beta-glucosidase는 TD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본 연구 결과를 통

해 유류오염 토양의 정화 공정별로 정화토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이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들은 차후 다양한 토양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화토의 토양 질 평가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1. The result of soil enzyme activities in soil washing (SW), landfarming (LF), and thermal desorption (TD)

Arylsulfatase

(PNP μmol h-1 g-1)

β-glucosidase

(PNP μmol h-1 g-1)

Dehydrogenase

(TPF μg h-1 g-1)

Phosphatase

(PNP μmol h-1 g-1)

Urease

(μg NH4-N g-1 2h-1)

SW 0.58±0.13 0.67±0.09 1.80±0.21 1.39±0.39 3.78±0.58

LF 1.06±0.22 0.65±0.12 11.75±1.20 6.71±2.14 13.34±4.85

TD 0.26±0.02 0.82±0.01 1.17±0.11 0.66±0.05 2.99±0.43

Key words : Agricultural environment, Soil properties, Remediation, Soil enzym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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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world, due to growing food demand, pig (swine) farming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farming of

pig produce manure and associated malodorous and volatiles to the environment causing serious health

problems to the nearby residents. Although, manure malodorous and volatiles induce adverse health

indices, it is very difficult to mitigate or remove with available mitigation/removal based technologies.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 surfactant foam based technology to reduce initial emission of odors and

volatiles, and the degradation in long term by odor/volatiles degrading bacteria. The stored swine manure

was sprayed (using automatic foam generation system) with surfactant foam (0.2% AOS + 0.3% Gelatin)

loaded with odor/volatiles degrading bacteria.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different swine manures

in Yongin city, Korea in different seasons. In this study, the surfactant foam (foam quality 99.0-99.2%; 3h

stable) have suppressed the generation of odor and volatiles from the manure, maintaining foam physical

barrier, and odor/volatiles reducing bacteria degrade the malodorous which is found to be effective after

12h of first foam spray. In the swine manure, ammonia (NH3); only major component in the manure was

reduced in the range of 90-100% removal efficiency which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25-43%)

and swine manure venting technology (30-57%). In this experiment, the removal of NH3 by bio-foam

from the swine manure was not affected by the seasonal change. The bio-foam technology for odor and

volatiles removal can provide effective means for malodorous and volatiles mitigation from swine manure.

Herein, surfactant foam produce perfect physical canopy (physical process) in the manure and blocks the

escaping of gases. Moreover, the bacteria in the foam infiltrate into the manure and degrade the odors

and volatiles (biological process). Thus, the combined physical and biological process can provide useful

insights into manure remediation and malodorous emission control.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Smart Farm R&D Foundation, funded by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orea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Grant number:421010-03).

Key words: Swine manure, Malodorous compounds, Bio-foam, Od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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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odern society, fossil fuels still occupy a large part of the energy source. Unfortunately, this

fossil fuel frequently leaks into the subsurface environment due to the anthropogenic activities or

unexpected accidents, resulting in serious contamination. Fossil fuels contain a variety of organic and

inorganic compounds and are referred to as total petroleum hydrocarbons (TPH). This TPH is highly

toxic to organisms and has the potential to pose serious diseases not only to bacteria, animals, plants, but

also to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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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method of TPH biodegradation in-situ, TPH
biodegradation by injecting oxygen has been most commonly used.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to

this method because dissolved oxygen is consumed very quickly by aerobic bacteria due to the low

solubility of oxygen. In addition,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PH biodegradation in an aerobic

condition, but anaerobic TPH biodegradation studies are limited, and technology development is remarkably

insufficient compared to aerobic TPH biodegradation. For this reason, anaerobic TPH biodegradation has

drawn grat attention recent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re　1)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anaerobic

TPH degradation by indigenous including fermenting bacteria and iron reducing bacteria and 2)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soil heterogeneity on correlation of biogeochemical properties by comparing

geochemical properties of each soil sample. TPH has been released from underground storage tanks at the

military base since 1980s and has resulted in an elevated concentration of TPH in soils. Twenty soil cores

each with 6 to 10 m lengths were taken. TPH, Fe(II), total bacterial, and diesel degrading bacterial

populations were determined at every 0.5-meter interval of the cores. And microbial community analysis

was performed by selecting some of the soil samples. We obtaine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PH and

Fe(II) (Rs=0.414, p<0.001), TPH and total bacterial population (Rs=0.593, p<0.001), and TPH and diesel

degrading bacterial population (Rs=0.407, p<0.01). Furthermore, in the correlation between TPH and Fe(II),

we divided the two properties into high and low concentrations and interpreted by dividing them into four

cases [i.e., high TPH (>500 mg kg-1) and high Fe(II) (>450 mg kg-1), high TPH and low Fe(II), low

TPH and high Fe(II), and low pH and low Fe(II)] with each microbial community. Alpha diversity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presence of high TPH regardless of Fe(II) concentrations, suggesting that high

concentrations of TPH exerted a strong selective pressure on indigenous bacterial community. In high

TPH and low Fe(II) case, some fermenting bacteria including Patescibacteria (phylu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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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obacterales (order)　were more abundant suggesting that TPH biodegradation　is likely　occurred via

fermentation. In contrast, in high TPH and high Fe(II) case, iron reducing bacteria including Geobacter

(genus)　and Desulforomonadia （class) were more abundant suggesting that TPH biodegradation is likely

coupled with microbial Fe(III) reduction. The results provide additional insight on anaerobic TPH

biodegradation coupled with dissimilatory Fe(III) reduction, which is necessary in evaluating impact of

TPH on indigenous microorganisms and designing effective remediation strategies in contaminated sites.

Key words : TPH biodegradation, anaerobic iron reduction, iron reducing bacteria, indigenous microbi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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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내 양돈사의 대부분은 사육효율과 작업편의성을 고려해서 돼지 사육상 아래쪽에 분뇨저장피트가 설

치되어 있는 슬러리돈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돼지가 배설하는 분뇨와 돈사 청소수 등을 비롯하여 돈사 내

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유기성 배출물질은 분뇨 저장피트에 일정기간 저장된 후 필요시 외부로 배출되어

액비화나 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원료로 이용되어진다. 액비화의 경우에는 배출된 돈분뇨슬러리를

고액분리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액상물을 대상으로 하여서 주로 생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부숙시킨 후에 유

기성 비료자원으로서 작물경작지에 시용한다. 작물은 이온화된 비료성 물질을 뿌리부에서 흡수하여 영양원으

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돈분뇨슬러리는 액비화과정을 거치면서 작물이 흡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

환되어지는데, 호기적 부숙과정은 이러한 전환과정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돈분뇨

슬러리를 대상으로 하여 폭기를 시행한 처리구와 폭기하지 않은 처리구의 액비성분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한

돈분뇨슬러리를 저장하는 기간의 경과에 따른 성분변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액비반응조에 공급하는 공기의 양

은 가축분뇨처리시설표준설계도 해설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온기준으로 액비 1m3 당 1분에 30 리터의 공

기를 브로워를 사용하여 공급하였다. 총 10개의 시험용 반응조에서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친 돈분뇨슬러리

액비의 부숙도를 측정한 결과 비폭기 구에 비해 폭기한 처리구에서의 부숙완료 판정결과가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고,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숙중기 액비가 부숙완료 액비로 전환되는 경우가 더 발생하였다. 시험용 액

비의 수분함량 평균값의 경우 당초 97.90% 수준이었으나 4개월의 저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분함량은 폭기처

리구의 경우 96.82%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에 비폭기처리구의 경우에는 97.33%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액비를

폭기하는 경우에 수분함량의 감소정도가 비폭기처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시

험구의 액비 수분함량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폭기여부와 시험기간의 경

과에 따른 액비의 pH 평균값은 당초 8.82 수준이었지만 4개월의 저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폭기처리구의 pH는

7.57로 낮아진 반면에 비폭기 처리구의 경우에는 8.75 수준을 보임으로써 액비를 폭기하는 경우에 액비의 pH

가 더 많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질소함량 역시 액비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폭기처리구의 경우가 비폭기 처리구에 비해 질소성분 감소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액비화 개시시

0.198 mg/L 수준이었던 질소함량은 4개월의 처리기간이 경과한 후에 폭기처리구의 질소함량은 0.076 mg/L 수

준으로 낮아진 반면에 비폭기 처리구의 경우에는 0.121 mg/L 수준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액비를

폭기하는 경우에 액비 중의 질소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산의 경우에는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그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감소정도는 비폭기 처리구가 폭기처리구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생물에 의한 인의 흡수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폭기 여부에 따른 반

응조 내의 침전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반응조내 엑비의 중간부 또는 상층부 중의 고형물 분포정도가 다

르게 나타나는데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칼리의 농도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농도가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비폭기구에 비헤 폭기처리구에서 그 증가정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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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폭기처리구에서의 수분증발 정도가 비폭기구에 비해 상태적으로 더

높음에 따른 농축현상이 나타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폭기처리구 시험반응조 10개 중에 칼리농도 증가

가 최고치를 나타낸 정도는 약 16% 수준이었다. 구리와 아연의 농도는 모두 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

차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폭기처리구에 비해 비폭기 처리구에서의 감소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경

우도 폭기와 비폭기에 따른 액비 중의 침전정도의 차이가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액비 중의 염분 농도도

구리, 아연의 경우와 마찬가지 현상을 보였는데, 염분 역시 생물학적 반응에 의해 감소되지 않고서 액비증발에

의한 농축이나 침전현상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Key words : aeration, maturity, storage, pig manure slurry, Liquid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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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로 인해 점차 예측 불가능한 기상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 여파로 사

회・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가뭄 뒤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긴

장마와 때아닌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기후 변화는 이러한

피해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활용성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뭄과 홍수 등이 반복

되어 일어난다는 것은 가용 가능한 수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활용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하 대수층에 물을 저장하는 인공함양

은 이에 부합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공함양 과정을 통해 지하 대수층에 물을 저장하면서 각종 오

염물질의 여과 및 용존 유기탄소에 대한 생물학적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cterial regrowth

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assimilable organic carbon(AOC)이 인공함양 중 미생물에 의해 제거되는 양상을 확인

하고자 한다. 지하 대수층 모사 실험을 통해 유기 탄소 함량에 따른 토착 미생물의 AOC 저감 효율 변화와 칼

럼 내 토착 미생물 군집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Key words : assimilable organic carbon, aquifer storage and recovery system, column experiment,

bioremediation

실험 방법

1.1 지하 대수층 모사 칼럼 제작

본 실험에는 아크릴 칼럼과 주문진 규사(건조사 5호), 남양주 덕소 지역의 대수층 토양(코어 시추를 통한 샘플

링), 유기탄소원인 peat moss가 사용되었다. 주문진 규사는 세척 후 섭씨 550도에서 2시간 이상 소성하여 배

경 유기물의 농도를 제거하여 준비하였다. 대수층 토양과 peat moss는 각각 토양분석과 소성을 통한 강열 감

량을 이용해 유기물 함량 등을 분석하였다. 아크릴 칼럼의 경우 내경 4 cm, 높이 30 cm로 제작되었으며, 동일

한 규격의 칼럼을 다수 제작하여 peristaltic pump를 연결하였고, pump를 통해 인공강수 주입이 가능한 대수

층 모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칼럼 내부에는 주문진 규사를 기본으로 하여 대수층 토양과 유기탄소원인 peat

moss를 충진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peat moss의 양을 각기 다르게 함으로써 각 칼럼별 유기 탄소원 함량을

다르게 설정하였다(Table 1.). 충진이 완료된 칼럼을 2개씩 연결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 371 -



Table 1. 각 칼럼별 조성 및 유기물 함량

1.2 칼럼 내 미생물 부착 과정 및 AOC 저감 실험 진행

대수층 모사 시스템을 구축한 후 먼저 토착미생물의 부착 과정과 이후 동화가능유기탄소에 대한 분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미생물 부착 과정의 경우 초기에 칼럼 내부의 대수층 토양 미생물

을 AOC 용액 주입을 통해 활성화시키고 증식시켜 미생물의 부착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미생물 증식이

원활하지 않아 LB 배지에 대수층 토양을 소량 넣어 배양하여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7일간 미

생물 배지를 순환하여 부착 및 적응 과정을 거친 뒤, AOC가 포함된 인공강수를 주입하여 최종 유출수에서

AOC 농도, 용존산소, DOC, pH 등의 다양한 parameter들의 변화를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토양 분석을 통해

미생물 활성 측정과 종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3 유출수 AOC 농도 측정을 통해 추가 실험 진행

1.1, 1.2를 통해 제작된 지하 대수층 모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 농도의 AOC가 포함된 인공 강수를 지속적

으로 주입해주며 유출수의 AOC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다. AOC의 농도는 flow cytometer를 이용한 FCM 방식

으로 측정할 예정이며, 장기간의 실험을 통해 AOC 저감능 평가 및 칼럼 내 미생물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상

관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지하 대수층 모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칼럼 내 유기물 함량은 고정하고

철 함량을 다르게 조성한 뒤 동일한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기물 함량 변화 실험과 철 함량 변화 실험의

결과를 통해 유기물 함량과 철 함량의 조건에 따라 AOC 저감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여 최적의

AOC 저감 효율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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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ontrol C-1 C-2 C-4 C-6
규사 (g) 600 580 580 580 580

Peat moss (g) 0 0 0.388 1.164 1.94
대수층 토양 (g) 0 20 20 20 20
유기물 함량 (%) 0 0.063 0.126 0.252 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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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광산 또는 제련 활동 등의 영향을 받아 고농도의 황산염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는 심각한 생태

및 인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Biostimulation은 탄

소원 등을 주입하여 환경매질 내 미생물 활성을 촉진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원위치 정화

공법이다. 고농도의 황산염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의 경우, 원위치에 존재하는 황산염 환원 미생물의 활

성을 촉진함으로써 황산염 이온을 황화 이온으로 환원시키고, 이를 중금속 이온과 결합하여 침전되게 함으로

써 황산염과 중금속 이온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연제련소 인근 중금속 및 황산염

오염지하수에 대해, 회분식 실험을 통해 황산염 환원 미생물의 biostimulation을 통한 정화 효과를 평가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연제련소 주변 오염지하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산성 pH 환경에 고농도의 카드뮴, 아연, 및 황

산염 이온이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염지하수 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황산염 환원 미생물의 활성

화를 위해 영양물질을 포함한 탄소원으로 퇴비를 1 g/mL 비율로 주입한 뒤, 호기 조건 또는 glove box를 이

용하여 형성한 혐기 조건에서 각각 배양하였다. 초기 농도 대비 배양 7일 후의 황산염 이온의 상대농도(C/C0)

관찰 결과, 호기 조건(0.95)에 비해, 혐기 조건(0.65)에서 황산염 이온이 더 효과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

다. 혐기 조건에서 카드뮴 이온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아연 이온 또한 0.005의 낮은 C/C0 값을 나타내었다. 호

기 조건과 달리 혐기 조건에서는 황산염 환원 미생물이 전자 수용체로 이용할 수 있는 산소의 유입이 차단되

기 때문에, 황산염 이온의 환원 반응과, 그로 인해 생성된 황화 이온과 중금속 이온의 침전 반응이 활발히 일

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황산염 환원 미생물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학적 이용성이 높다

고 알려진 탄소원인 acetic acid, lactic acid, 또는 LB broth를 퇴비와 함께 주입하여 혐기 조건에서 배양하였

다. 배양 7일 후 황산염 이온 농도는 acetic acid, lactic acid, 및 LB broth를 주입한 경우에 대해 각각 0.60,

0.55, 및 0.72의 C/C0 값을 나타내었으며, 퇴비만 주입한 경우(C/C0 = 0.65)에 비해, acetic acid 또는 lactic

acid를 추가로 주입한 경우 황산염 이온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카드뮴 이온은 모든 샘플에

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아연 이온의 경우 오히려 acetic acid 또는 lactic acid를 추가로 주입한 경우(C/C0 =

0.02 및 0.05)에 비해, 퇴비만 주입한 경우(C/C0 = 0.005) 가장 높은 제거율을 보였다. 퇴비만 주입한 경우의

pH는 8.1로, acetic acid 또는 lactic acid를 주입한 경우(pH 5.2, 5.5)에 비해 높은 pH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약

알칼리성 pH에서는 아연 이온이 황화 이온 뿐 아니라, 수산화 이온과도 결합하여 침전물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서 아연 이온의 제거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실험에서는 X-ray Diffraction

(XRD),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등의 표면분석을 통해 중금속 침전물 종류를 확인하고, 미생물

군집 분석을 통해 황산염 환원 미생물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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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토양 및 지하수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 유출된 경우, 토양 공극에서 기체상태

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건물내부로 침투할 수 있다. 이러한 VOCs의 기체상 거동으로 인해 실내공기질의 저

하를 가져오는 것을 토양증기침투(soil vapor instrusion)라 하며, 오염토양 및 지하수 위해성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불포화토양에서의 공극은 VOCs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빠른 이동 속도를 보이면서 주요 통로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간에 따라 폴리디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 PDMS)에 흡착되는 VOCs 농도를 측정하였

으며, 결과는 아래 Fig 1, 2와 같다. 그림의 좌상단부터 순서대로 vapor pressure가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vapor pressure가 높은 compounds는 2 day 이내에 평형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vapor pressure가

낮은 compounds의 경우, 4~7 day 이내에 평형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VOCs는 지하수 및 불포화토양 공극

을 통해 이동하므로 그에 대한 sampling을 통하여 water & gas PDMS에 흡착되는 VOCs의 농도 비율은 1에

수렴하였다. 각각의 VOCs 종류, 토양의 특성,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및 확산성에 대해 실험하였고, 다양한

인자들을 통해 토양증기침투 메커니즘 연구를 계획한다. 이와 더불어, PDMS에 흡착되는 VOCs의 거동을 확

인하여 수동형샘플러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사용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Key words : soil vapor intrusion, PDMS, passive sampling, risk assessment, VOCs

1.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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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형샘플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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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능한 현장(오지)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2].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농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생물체에 노

출되는 농도를 측정하며[3], 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장기간 관찰이 가능하는 것이다. 일반적

으로 수동형샘플러는 사용하는 흡착상태에 따라 직선구간을 적용하는 키네틱샘플러(비평형 샘플러), 평형구간을 적용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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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Fig 1. Kinetic of VOCs in Gas phase

Fig 2. Kinetic of VOCs in Water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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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액체 시료(sample)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료가 증발함에 따라 가벼운 동위원소부터 제거되어, 남아있는 시

료의 동위원소 값은 원래의 동위원소 값보다 점점 무거워진다. 레일리 분별(Rayleigh Fractionation)은 열린계

의 저장소에서 어떠한 물질의 상변화가 일어날 때 동위원소 성분이 농축 혹은 고갈되는 진화 과정을 나타낸

다. 이러한 레일리 분별은 상변화를 겪기 전 물질의 원래 동위원소 값을 알려주기 때문에 환경지구화학 연구

에서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정 동위원소 분석이 진행되는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의

증발 실험을 통하여 동위원소 분별 곡선을 구하는 것이다. 증류수를 증발시키는 동안 잔류 비율(Remaining

Fraction)을 측정하고, 잔류 비율에 따른 남은 증류수의 O 및 D 분석을 통해 레일리 분별 방정식을 이용

하여 실험실에서의 증발에 의한 물안정동위원소를 측정했다. 본 연구는 액체 샘플의 증발 이전 동위원소 값을

역추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험의 정밀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Key words : 레일리 분별, 동위원소 분별 계수, 물안정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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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남극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 중 하나로, 남극의 식생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가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안정동위원소 기법은 토양 내 유기물 공급원을 추적하고, 과거

생물 분포 및 기후 변동을 이해하는 등 생태와 환경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식물

생태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끼 및 지의류의 C, H, O, N 동위원소를 분석을 통해 지하수, 지표수, 눈 또는 융설, 이슬

등 이끼 및 지의류가 이용하는 수분의 기원을 파악하는 다중동위원소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국

내 수원에 따른 식생 분포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극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분포 변화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등 지구계의 각 권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Key words : 안정동위원소, 남극, 이끼, 지의류, 수원, 생태계, 식생 분포

참고문헌

[1] 김민섭 외, 안정동위원소비 분석 기법의 이해: 시료의 전처리, 분석 및 자료의 해석과 적용, 한국하천호수

학회, 생태와 환경 제46권 제4호, 471-487, 2013.

[2] 홍순규 외, 기후변화에 의한 킹조지섬 생태계 변화 예측기반 구축, 극지연구소, 2017.

[3] Dawson et al., Stable Isotopes in Plant Ecology,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Vol. 33,

507-559, 2002.

저자정보

주저자: 한재경,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지구과학전공, 학부과정

공저자: 정혜정,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지구과학전공, 박사과정

교신저자: 이정훈,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지구과학전공, 교수

- 378 -



KoSSGE 춘계학술대회

2022년 04월 27일-29일 제주 부영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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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하천수-지하수 혼합대의 특성은 하천수 및 지하수의 유입・유출 변동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정일문 외, 2014), 하천수위와 지하수위의 고저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계절에 따라 상

이한 강우 특성은 하천 및 지하수위를 변동시켜 하천수와 지하수 사이 상호작용의 영향범위를 변화시킬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하천 정비를 실시하여 보를 설치한 유역의 경우, 하천 수위를 과거에 비해 높게 유지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하천수-지하수 상호 작용 형태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김규범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계

절에 따라 변화하는 강우 특성을 고려하여 이포보가 설치된 주변 유역에서 하천수-지하수 혼합대 변화를 모

델링하였다. 대상 영역은 남한강 이포보 주변의 이포보 표준유역과 흑천합류점 표준유역으로, GMS (Aquaveo.

USA)의 MODFLOW-USG를 사용하여 하천 경계 부근의 셀을 세분화하여 해상도가 높은 모델을 구성하였다.

지형 및 하천 정보는 수자원단위지도 (국토공간정보포털)와 1:5000의 수치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를 활용하였

으며, 하천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의 관측정보를 이용하였다. 강수량 데이터는 대상 유역에서 가장 가까운 기

상 관측지점인 양평지점으로부터 수집하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월별 강수량을 참고하여, 하절기

에 강우량이 많고 동절기에 적은 강우량을 나타내도록 대상 유역의 강우 특성을 설정하였다. 함양량은 여주지

역 지하수 기초조사 보고서(2015)의 유역별 함양률을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하천수와 지하수 사이 상호작용의

영향범위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하천과 지하수내 추적자 운송 모델링을 이용하여 하천수와 지하수 사이의

경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하천 경계로부터 하천수-지하수 경계까지를 혼합대의 영향범위로 산정하였다. 강우

특성은 10년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정류모의를 수행하고, 이포보 상류 및 하류 지역에서 각

각 혼합대의 시공간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강우량이 가장 많은 10월에는 이포보 하류에 비해 상류에서 혼합대

의 폭이 좁게 모의되었다 (상류 9.6 m, 하류 16.6 m). 갈수기인 2월에는 이포보 상류의 혼합대 폭은 약 7.1 m,

하류는 약 15.0 m로, 홍수기에 비해 각각 2.5 m, 1.6 m 감소하였다. 이는 상류에 비해 낮은 하류의 하천수위

로 인해 하류의 기저유출량이 상류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하천수-지하수 혼합대, 강우, 지하수 함양, 부정류모의

사사

이 성과는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R1I1A1A01075218)

저자정보

주저자: 김재현,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연구교수

공저자: 김민경,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석사과정

교신저자: 이순재,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 379 -



KoSSGE 춘계학술대회

2022년 04월 27일-29일 제주 부영호텔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한 고압 토양 세척 장치의 최적 조건 평가

Assessment of Optimal Conditions for High-Pressure Soil Washing Units for

Remediation of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박상협1, 신미래2, 김태선3, 문덕현1*

Sang Hyeop Park1, Mi Rae Shin2, Tae Sun Kim3, Deok Hyun Moon1*

1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2(주)에이이, 3(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e-mail : dhmoon@chosun.ac.kr

요 약 문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다양한 인간활동으로 인해 토양 환경은 지속적으로 오염되어 왔다. 제련

소, 사격장, 광산 인근 토양 등에서 구리(Cu), 납(Pb), 아연(Zn)에 의한 심각한 오염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되었으며 이러한 중금속 오염토양은 초기에 정화하지 않으면 오랜 풍화작용을 거치며 불안정한 형태에서 안정

적인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제거가 어려워져 가능한 한 빨리 복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Gusiatin & Klimiuk,

2012). Cu, Pb, Zn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국내외에서는 타 공법들과 달리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효율로 오염물질의 영구적인 제거가 가능한 토양 세척법을 적용해왔다. 토양 세척법은 제거 원리에 따라

물리적 선별법과 화학적 용출법으로 나뉘며 물리적 선별법은 토양 입자의 밀도, 소수성 등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중금속 함유 입자를 선별해내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할 오염토양의 양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주로 화학적 용출 전에 전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된다(Dermont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분

리를 기반으로 하는 고압세척장치를 이용하여 Cu, Pb, Zn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토양을 복원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고압세척 장치는 고압수를 이용하여 조립질의 오염토양 입자들을 세립질 토양으로 분쇄 후 밀도

차이를 통해 정화토양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이다. 고압세척 장치의 최적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실

험을 통하여 1-5MPa의 세척압력, 1:1-5의 투입 고액비, 1-3회의 세척 횟수에 따른 세척 후 정화 토양의 농도

를 비교하였다. 오염토양의 초기 농도는 Cu 654.2mg/kg, Pb 494.6mg/kg, Zn 815.2mg.kg으로 모두 토양오염 2

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최적 조건에서 세척된 정화 토양의 농도는 Cu 318.5 mg/kg, 283.4 mg/kg, 467.6

mg/kg으로 2지역 우려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압세척장치는 이동식이며 오염토양을

회분식이 아닌 연속식으로 처리하도록 제작되어 오염 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신속한 복원을 통해 중금속

오염토양을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s : 토양세척, 물리적 선별, 고압세척, 중금속, 최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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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도시화 및 산업화는 대상지역의 불투수면적을 증가시키며 토양층으로의 침투를 억제하여 지하수 함양을 감

소시키면서 직접유출량을 증가시킨다. 강우유출의 증가로 인해 유속이 빨라지고 첨두유량이 증가한다. 또한 이

러한 변화는 비점오염 부하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 확보 및 오염원 관리 측면에서 유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유역관리에는 다양한 수문모델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SWAT,

HSPF 모델의 경우 GIS기반이면서 복잡성을 띄는 모델이고, L-THIA 모형의 경우 GIS기반이면서 비교적 간

단한 모델이고 EPA STEPL의 경우 spreadsheet 형태의 모델이다. 이러한 차이는 수문 모형마다 사용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총량제도 시행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에는 이 목적에 따라 직접유출량

및 기저유출량을 예측하고 계절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비점오염원(T-N, T-P, BOD, TSS)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간편성을 위하여 L-THIA 모형의 입력자료인 강우자료, 토지이용도 및 토

양도만을 이용하여 직접유출량과 기저유출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점오염원은 동일한 입력자료를 이용

하여 EPA STEPL 모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QGIS 기반

으로 지리정보를 분석한 후 Visual Basic 기반으로 GUI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값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Nonpoint source pollution loads Estimation at Watershed-scale (NEW) 모형을 증평군

에 위치한 유역면적 2,995ha에 대해 적용하였는데, 총질소 예측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정

기간에 대해 NSE와 R2는 각각 0.9851와 0.9906였으며,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까지 검정기간에 대해

NSE와 R2는 각각 0.7111와 0.7546였다. 그리고 총인 예측에서는 NSE와 R2가 보정기간에 대해서는 0.8238와

0.9793였으며, 검정기간에 대해서는 0.7356와 0.7690였다. BOD 예측에서는 NSE와 R2가 보정기간에 대해서는

0.7376와 0.9187였으며, 검정기간에 대해서는 0.7236와 0.7596였다. 그리고 TSS 예측에서는 NSE와 R2가 보정

기간에 대해서는 0.9527와 0.9805였으며, 검정기간에 대해서는 0.7981와 0.9032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대상 유역에서의 총질소 및 총인, BOD, TSS 예측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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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EW model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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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유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확대로 강우유출량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증가

하고 지하수위 저하 등 물순환 왜곡에 따른 홍수피해 증가, 하천유량의 감소, 수질오염, 생태계 변화, 도시기후

변화, 갈수 피해요소의 증가, 방재대책 상 물부족 등 다양한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덕진공

원유역(A=3.927㎢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물 순환 관리방안의 대안인 빗물순환 그린인프라시설을 적용하여 물

순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토지이용시 투수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침투, 저류, 체류, 탄소저

감, 지하수함양등 부가적인 유출관리가 가능하도록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산정하였다.

Fig. 1. 덕진공원유역 배수현황 및 배수구역 선정

지하수함양량 및 탄소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를 적용하

였으며, 대상유역의 하수관망도, 지형도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역자료와 관망자료를 구축하였다.

Fig. 2. 배수구역 분할 및 SWMM모형 구축현황

SWMM모형 구축결과 소유역은 237개, 방류구는 5개, 맨홀 275개, 관망275개로 구축하였으며, 지반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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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고, 조도계수, 관경사 및 대수층현황, 지하수 현황을 문헌정보를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별 지하수함양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최승현 등 (2015)를 덕진유역 지하수 함양량

값을 이용하여 지하수함양에 대한 검보정을 수행하였으며, 최근10년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SWMM모형을 통

해 산정된 침투량(Infiltration)과 비피압대수층 증발산량(Upper Zone Evap.), 피압대수층 증발산량(Lower Zone

Evap.), 침루량(Deep Percolation)의 상관관계를 통해 산정된 지하수 함양량을 10년으로 나누어 연간 지하수

함양량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그린인프라시설 중 탄소저감이 가능한 식생형시설 및 침투형시설을 시나리오별로 적용하

여 지하수함양량 및 탄소저감효과를 산정하여 환경부 그린뉴딜사업에 방향성을 구도심 사례에 적용하고, 향후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Key words : 그린인프라, 저영향개발, LID, SWMM, Green Infrastructure, 탄소저감, 지하수함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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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토지이용이나 강수 패턴의 변화는 유역에서의 수문학적 거동을 변화시키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경감 시

나리오 분석과 예측을 위해 Long-Term Hydrologic Impact Analysis(L-THIA) 모델이 이용될 수 있다.

L-THIA 모델은 토지이용과 수문토양군에 따른 CN을 정의하여 강우량에 따른 직접유출량을 분석하는 편리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이 모델을 사용하여 기저유출량을 추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전체 유출을 추정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토지이용과 수문학적 토양군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고 여러 위치의 강우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적인

GIS 소프트웨어인 QGIS에서 토지이용도, 수문학적 토양도, 강우관측지점자료를 이용하여 하천 유량을 추정하

는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한국의 15개 유역에 대해서 토지이용 조건에 의해 월 하천유량을 예측하였

다.

L-THIA 2022 모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서 유역면적 5.841~81,107ha의 15개 유역을 선정하였다. 모형의 보

정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실측 유량 자료에 근거하였는데, 15개 유역에서 NSE는 0.601 ~ 0.868였

으며, R2는 0.743 ~ 0.917였다. 검정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였는데, NSE는 0.611 ~ 0.917였으

며, R2는 0.676 ~ 0.946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L-THIA 2022는 직접유출량 예측만 가능하다는 기존의 모형 한계를 개선하여, 실측 하

천유량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형의 활용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ig. 1. 시범대상유역과 강우관측지점 분포현황

- 386 -



Key words : 하천유량, 기저유출량, L-THIA, QGIS, CN

저자정보

주저자: 이한용, 공주대학교 농공학과 박사과정 hylee@smail.kongju.ac.kr

공저자: 채민서, 공주대학교 농공학과 석사과정 cswoo6432@smail.kongju.ac.kr

교신저자: 박윤식, 공주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 387 -



KoSSGE 춘계학술대회

2022년 04월 27일-29일 제주 부영호텔

제주도 해안지역 지하수의 염수침입 취약성 평가모델 개발

Developing a groundwater vulnerability assessment model for the seawater

intrusion in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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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water intrusion (SWI) is a global issue exacerbated by climate change, sea-level rise, and increased

dependence on coastal freshwater resources. The primary effects of SWI are a decrease in the amount of

fresh water available and contamination of groundwater by salinity. However, the lack of consistent

approaches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SWI hinders the effectiv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groundwater management plans with correspondi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This study is objected to develop a model to evaluate the vulnerability of coastal groundwater to SWI in

a numerical ranking system combined with a statistical approach. Input parameters will be collected from

various references including the annual report of groundwater survey[1], long-term monitoring data from

groundwater monitoring network[2], and geological survey report[3] containing physical information on

monitoring and pumping wells in the coastal area. The model will be calibrated and verified by field

observations in Jeju on the GIS platform.

Key words : coastal aquifer, seawater intrusion, vulnerability assessment, Jeju island,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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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fety of drinking water at campsites i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do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In addition to the field survey, tap

water and groundwater used as drinking water at the campsite were tested according to drinking water

standards, including radon and uranium. In the case of microorganisms with the highest nonconformity

rate, most campsites did not have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facilities, and there were also cases where

campsites with facilities did not operate properly. Therefore, if a UV sterilizer or chlorine generator is

installed, the nonconformity rate can be reduced. In addition, when water quality monitoring standards are

applied, the radon non-compliance rate is similar to that of microorganisms, but since the half-life is

short, if aeration and ventilation facilities are installed in the water tank, the radon concentration could be

reduced to a non-detectable level. In conclusion, the safety of drinking water at campsites, where

microorganisms and radon are major risk factors, can be secured through simple installation of facilities

and proper management.

Key words : Campsites, Groundwater, Radon, Tap water, Water quali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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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il erosion is a key contributor to land deterioration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is is especially

concerning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water erosion poses a severe danger to agricultural output and

food security. Because of the very high erosion rates caused by severe rainfall, steep topography, and

agricultural practices that remove protective soil cover,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serious in the Upper

Blue Nile region.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in northwestern Ethiopia to determine the quantity of

sediment loess that occurred in the uplands and gully cross-sections. From 2018/19 to 2021/21, discharge

and sediment load were measured at the upstream (inlet) and downstream (outlet) ends of the examined

gully. Prior to the 2018 rainy season, two trapezoidal weirs, one at the entrance and the other at the exit

of the gully, were built to calculate the impacts of gully erosion on sediment yield. During the three rainy

seasons, the soil loss from gully was investigated. For three consecutive rainy seasons, the total sediment

loss at the inlet was 14.3, 16.3, and 11.7 t year-1 the total sediment load at the outlet was 38.3, 46.3, and

30.7 t year-1, respectively. The gully section had the higher rate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gully

bank and bed release a substantial volume of soil for runoff during heavy rain events. As a result,

sedimentation has affected several reservoirs and water bodies downstream. The study found that gully

erosion accounts for a significant share of a watershed's total sediment loads. Therefore, l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practices phase is the main focus on gully development hotspots in order to

maintain natural resources and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1482103202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Key words : gully erosion, soil loss, sediment, sustainability, Ethiopian high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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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우리나라 폐기물/폐자원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400,000톤/일 이상 발생하고 있어 막

대한 처리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폐자원의 경우 현재 대부분 소각과 매립지에 의

존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대기오염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

활용 혹은 업사이클링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건설 현장과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자원 중 활용 가능한

목질계 폐자원의 경우 5,258톤/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목 부산물과 병충해 피해목 등 산림 목질계 폐자원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1,000,000톤/년이 발생하였다. 산림 목질계 폐자원은 과거 처분소득 대비 수집 원가가 높

아 매몰되거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나, 우드펠릿/우드칩과 비교하여 높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가중치로 개정됨에 따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목질계 폐자

원(바이오매스)의 열분해를 통해 높은 수득율의 고순도 탄소를 생산하고, 맞춤형 공정을 통한 탄소모노리스

(carbon monolith) 적정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발된 탄소모노리스의 경우 제조과정 중 물리·화학성

조절을 통해 표토의 중금속과 유류를 선택적으로 흡착/추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 흡

착 후 자성을 이용하여 쉽게 수거할 수 있으며, 소각/열탈착을 통해 흡착효율의 감소 없이 20차례이상 재사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환경부 “표토보전관리기술개발사업; 2019002820004"으로 지원받은 과제

임.

Key words : 바이오매스, 중금속, 탄소모노리스, 토양오염, 흡착

참고문헌
[1] Bo Ge, Zhaozhu Zhang, Xiaotao Zhu, Guina Ren, Xuehu Men, Xiaoyan Zhou, A magnetically
superhydrophobic bulk material for oil removal, Colloids and Surfaces A: Physicochemical and Engineering
Aspects, 429, 129-133, Elsevier (2013)
[2] Dae-Woon Jeong, Vijayanand Subramanian, Jae-Oh Shim, Won-Jun Jang, Yong-Chil Seo, Hyun-Seog
Roh, Jae Hoi Gu, Yong Taek Lim, High-Temperature Water Gas Shift Reaction Over Fe/Al/Cu Oxide
Based Catalysts Using Simulated Waste-Derived Synthesis Gas, Catalysis Letters, 143, 438-444, Springer
(2013)

저자정보
주저자: 이종철,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대학원생
공저자: 오세진,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연구교수
공저자: 강민우,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대학원생
공저자: 이훈호,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대학원생
공저자: 신동환,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학부생
공저자: 셉한메센벳, 바히르다르대학교, 조교수
교신저자: 이상수,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부교수

- 393 -



KoSSGE 춘계학술대회

2022년 04월 27일-29일 제주 부영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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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코로나 19라는 전 지구적인 팬더믹으로 인해 외산시약 수급에 의존하고 있는 불확실한 국내 시약 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POPs(Persistent Oragnic Pollutan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에 사용하는 시약(용매) 국

산화를 검토하였다. 극 미량(10-9∼10-12)수준으로 환경 매체 내 존재하는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POPs

분석시약 중 연간 사용량이 50 L 이상이고, 국내 제조사에서 수급이 가능한 용매 4종을 선정하였다. 잔류성유기오

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독성(Toxicity), 잔류성(Persistence), 생물학적 농축성

(bio-accumulation), 장거리 이동(Long range transport)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

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롬협약”(이하 “스톡홀롬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물질이며, 현재까지

30종이 협약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을 위해 전국 4개 매체(수질·대기·퇴적물·토양) 171개 지점

26개 항목에 대한 측정망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국산화 대상은 측정망 운영항목, 사용 용도는

세척, 분석(추출·정제·분석)용도로 구분하였다. 시약 규격 세부 사양 검토, 기기분석을 통한 성능검토(방법검출

한계, 그룹별 lock mass, 이성질체별 ratio check allowance, 매체 별 분석결과 회수율 만족 여부)단계를 거쳐

적용 가능 여부를 최종판단하였다.

POPs 분석 국산시약 적용성 검토 결과 다이옥신, PCBs, 맹독성 살충제인 DDTs와 같은 유기염소계농약류는 세척

용매로, 과불화화합물은 세척 및 분석(세척, 추출, 정제, 기기분석)전과정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Key words : POPs, 스톡홀롬협약, 유기염소계농약류, 과불화화합물

1. 서론

스톡홀롬 협약에 등재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매체 내에서 10-9(10억분의1)∼10-12(1조분의1) 수준의 미량으로

검출되고 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미량분석은 세척, 추출, 농축, 정제과정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n-Hexane, Methylene chloride, Methyl alcohol, Acetone과 같은 유기 용매가 다량 사용되고 있다. 사용되는

용매의 등급(Grade)은 순도가 높은 잔류농약분석용(Pesticide Residue) 외산 시약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산 시약의 공급 지연으로 수급이 불안정하고, 모니터링 지연으로 인한 국가

데이터의 신뢰성 저하 우려가 발생됨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시약 국산화 연구를 시작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POPs 분석을 위해 연간 50 L 이상 사용하는 용매에 대해 국내 제조사에서 공급 가능여부를 확

인하여 최종 4종에 대해 1개 제조사의 국산 시약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국산시은 규격 적합성(순도, 수분함량,

증발잔류물 함량), 성능테스트(정도관리, 매체별 회수율 확인)를 통해 국산 시약의 적용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다. 검토

대상 시료는 환경대기(ES 10100.a), 수질(ES 10102.a), 토양/퇴적물(ES 10103.a) 매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잔류성

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도관리 및 분석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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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규격 적합성

순도, 증발잔류물, 수분함량에 대해 외산(JT Baker, Wako)시약대비 동등 성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2.2 성능테스트

2.2.1 시료분석과정의 정도관리(QA/QC)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과정의 정도관리를 위해 시료채취를 제외한 모든 시험절차를 독립적으로 거친 여러개의

방법 바탕 시료를 측정하여 전체 시험절차에 대한 정도관리를 나타내는 방법검출한계(MDL, Method detection

limit)를 측정하여 정도관리를 수행하였다.

2.2.2 분석기기의 정도관리(QA/QC)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분석기기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기(HRGC/HRMS, High Resolution gas

chromatograph/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의 정도관리를 위해 그룹별 잠금질량(Lock mass) 만족(초

기값 대비±20%) 여부, 이성질체별 ratio check allowance 만족 (±20%) 여부를 확인 하였다.

2.2.3 매체별 시료분석

매체별 분석용 시료는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회수율, 내부표준물질의 피크 면적비 만족 (시료군

평균 ±50%) 여부를 확인하였다. 회수율 평가는 매질효과를 보정 하거나, 시험방법 및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추출 또는 정제단계 이전에 주입하는 정제용 내부표준물질 대비 최종 농축 후 기기분석 직전에 주입하는

실린지 첨가용 내부표준물질의 비로 회수율(%)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규격 적합성 결과

4종 용매(n-Hexane, Methylene Chloride, Acetone, Methanol)의 외산시약(JT Baker, Wako)대비 국산시약의 순도,

증발잔류물, 수분함량 비교 결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1. 4종 용매 중 n-Hexane의 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구 분 외산시약(JT Baker, Wako) 국산시약(S사)

n-Hexane
순도 ≥96.0 % ~ ≥99.0 % ≥96.0 %
증발잔류물 ≤1 ppm  ~ ≤3 ppm ≤2 ppm
수분함량 ≤0.01 % ~ ≤0.03 % ≤0.01 %

3.2 정도관리 결과

시료분석과정의 정도보증/정도관리(QA/QC) 요소인 방법검출한계(MDL:Method detection limit) 측정 결과 과불화

화합물이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 기준을 만족하였다. 스톡홀롬협약 등재물질인 과불화옥탄산(PFOA,PerFluoroOctanoicAcid)

과불화옥탄술폰산(PFOS,PerFluoroOctaneSulfonate)과 과불화헥산술폰산 등 8종을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수행하였다.

Table.2. 과불화화합물의 방법검출한계 검토 결과

구 분 방법검출한계* 측정값

과불화화합물
(PFAS)

대기(Ambient Air) 1.0~10.0 ㎍/㎥ 0.2x10-7~0.5x10-7 ㎍/㎥
하천수/호소수(Water) 20 ng/L 0.073 ~ 0.388 ng/L

토양/퇴적물(Soil/Sediment) 0.5~5 ng/g 0.002~0.012 ng/g

3.3 매체별 시료분석 결과

정도보증/정도관리(QA/QC)기준을 만족한 과불화화합물(8종)에 대한 매체(대기, 수질, 토양/퇴적물)별 시료분석

결과 잔류성오염물질 10303.1)에서 정한 회수율(60∼120%) 기준을 만족하여 국산시약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3.4 세척용매로서의 적용성 테스트 결과

과불화화합물을 제외한 다이옥신 및 퓨란, 유기염소계농약류 등은 정도관리 기준(방법검출한계)을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분석기기(HRGC/HRMS)의 정도관리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세척용매로의 적용(회수율 만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향후 계획

POPs 분석의 국산시약 적용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불화합물의 세척·분석 용매 및 다이옥신 및 퓨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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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용매의 국산화를 완료하였으며, 국산 시약제조사 확대, 분석항목의 단계적 확대(8종→20종→26종)를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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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Oxyteracycline, Validamycin 등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업용 항생제는 농산물 및 동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항생제들은 배설 등으로 인해 토양에 잔류하여 전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러나 이들은 토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서서히 분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하에서

(pH 5.3, 6.3, 7.3, 온도 0-5°C, 20-25°C, 30-35°C) 토양 미생물에의한 토양 중 항생제의 분해정도를 보기 위하

여 토양을 Oxytetracycline 항생제를 이용하여 10 ppm으로 오염시킨 후 토양내 항생제의 농도변화(분해 반감

기)를 관찰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day 1, 7, 10, 15, 20, 30) 토양을 채취하여 LC-MS/MS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Oxyteracycline의 저감정도는 20-25°C와 30-35°C에서의 항생제 분해정도가 85%, 81%로 비슷하게 나타

났으며 0-5°C에서는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pH 조건에서는 pH 6.6에서 85%로 가장 많은 분해가 이

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날씨, 토양의 화학적 조건에 따라 항생제의 분해정도가 다를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Key words : oxytetracycline, 토양, 분해, 온도,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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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highland agriculture with a high slope, a large amount of soil is lost due to excessive input of

agricultural materials such as pesticides and compost. When the soil is lost, nutrients flow into rivers and

cause non-point pollution, causing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oil cover rate on the reduction of soil loss in highland agricultural land

during the growth stage of potatoes and the rest period after harvest.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at the Highland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37˚40 '48.0"N 128˚43'51.0"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located in Daegwall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province. To

measure the soil erosion and runoff a lysimeter was installed, and the test pavements of 2, 7, and 15%

slope were 2.8 m wide and 22.4 m long, respectively. During the growing season, the soil loss at a 2%

slope was 3.9 ton/ha for control and 5.7 ton/ha for potato soil. When the slope was 7%, 28.1 control and

17.5 ton/ha of potato soil were lost. At 15% slope, 84.9 control and 31.9 ton/ha of potato soil were lost. In

the off-season, when the slope was 2%, 3.6 and 12.0 ton/ha were lost in control and potato, respectively.

At 7% slope, 67.3 bare soil and 64.7 ton/ha of potato soil were lost. At a slope of 15%, 179.5 and 66.9

ton/ha of control and potato soil were lost, respectively.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soil loss,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increase the soil coverage rate in the early stages of crop

growth to reduce direct damage from rainfall.

Key words : highland agriculture, potato, soil cover, soi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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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서는 “지하수의 수질관리 계획” 중 하나의 주요 대책으로서 과학적인 수질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질감시 정보의 효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하수수질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실시간 자료 정보 제공 등 수질감시 정보의 효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오염원, 수질정보,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자료가 생산되고, 토양, 불포화대,

포화대와 연계된 효율적인 관리 요구가 증가되면서 연계분석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정보관리체

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지중유체(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대책 마련 및 추가적인 오염 확산 제어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시스템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모니터링은 기술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지중유체의 오염물질 거동에 대한 포화대

및 불포화대의 동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반환경 내 오염물질은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거동 특성이 매우 상이 하다. 오염물질의 거동특

성 및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중환경(포화대 or 불포화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오염물질의 모니터링은 실험실 분석이 대부분 이며 실시간 모니터

링은 pH, EC 등 간단한 항목과 유기 및 무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지중환경 중 포화대와 불포화대의 오염물질의 거동 특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오염물질에 대한 통합해석 기술개발/활용을 토대로 토양/지하수 환경정책적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법규 및 실시간 관측항목 실험실/시범현장 규모의 시험을 통해

측정장비의 정밀도 확인 및 장기간 실시간 관측 위한 모니터링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장비의

실증부지에 대한 입증을 통해 현장에서의 장기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서 장기관

측용 다중 오염물질 측정장비의 제작·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오염부지 및 오염물질 특성에 최적화

된 포화대·불포화대 조사·모니터링 설계 및 운영지침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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