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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강점을지닌생물학적처리기술(특히오염토양

site 7%), Solidifica-

을 제자리에 두고 처리하는 in-situ 기술)들에 대해서

tion/Stabilization 19%,

는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생물학적

Thermal desorption

처리기술은 물리·화학적 처리기술과 비교하여 소요

8%, Bioremediation

비용대 처리효율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6%, 기타기술 8% 이었

며, 특히 오염지역이 광범위하거나 오염물 농도가 낮

다. 이로 미루어, 미국에

은경우에는타처리방식보다비용면에서월등한것으

서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난분해성 물질(일부 VOC:
1. 서언

미국의Love Canal 사건(1979으로대표되는토양오
)
염사고는여타환경오염사건과는매우다른몇가지특

[그림1] Bioaugmentation 적용현장
(Dover, AFB, Delaware)

시 선호도가높은기술은

다른원인은원상회복에 비용이너무나많이 소요된다

Volatile Organic Compounds, PAHs: Poly-Aromatic

는 데에 있었다. 대형 토양오염의 원인자로 결정되면,

Hydrocarbons 등)의 처리가과제이고, 유해한분해중

Stabilization, Incineration 등임을 알 수 있다.(US

이는 곧 기업을 폐쇄해야 할 지경에 처하기 때문이다.

간물질 축적, in-situ 처리의 복잡성 등이 앞으로 해결

EPA, 1998) 그러나대체로처리효과가기대에미치지

그만큼토양오염은치유가어렵다는것이다.

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조속한 원상회복이

못하여, 최근에는복원비용을최대한으로줄일수있는

SVE, Solidification/

징을나타내었다. 보통 오염의 발견시기가오염원인행

Superfund 사업은, 그러나, 여러가지복원기술들이

불필요한 지역에서는 자연정화 기능을 이용한

NA 및 PRB(Permeable Reactive Barrier)와 같은 기

위 시기로부터 오랜기간 경과한 후라는 것과 움직이지

개발되는 계기가 되어, 폐수나 대기, 폐기물 처리에서

NA(Natural Attenuation)이큰관심을끌고있다. 어

술에대한관심이매우높아지고있다.

못하는흙이토양층사이로지나가는지하수를오염시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생화학적 지식을 축적할

차피 뾰족한 대안이 없는 터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오염을넓은지역으로확산시켜나간다는것이다.

수있게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을현장여건에맞게보

NA는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NA는 단순

완·발전시켜적절히활용한다면기술적으로는오염토

방치와는 전혀 다른 기술로, 오염의 확산이 진행되지

독일의정화기술연구는기존기술의최적화와신기

양및지하수를충분히정화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않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속

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VEGAS(Versuchse-

적인Monitori이필요하다.
ng

inrichtung zur Grundwasser-und Altlastensan-

지하수오염은당장인간의건강을위협하게되었고,
이때문에미국은 1980
년 Superfun
라는특단의조치
d
를내놓게되었다. 유럽, 일본등공업선진국들도비슷

본고에서는외국의오염토양및지하수복원기술및

한상황이었으나, 대체로미국의추이를지켜보면서자

우리 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국의형편에알맞는대책을수립해나가고있는것으로

그리고복원기술들의발전전망을알아보고자한다.

독일

ierung) 프로젝트는 in-situ 기술의 현장규모 시험을
미국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보여진다. 그러나미국의Superfund 사업은결국실패

US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로끝나게되었다. 그주된이유는토양오염의특성때

Agency에서는
)
미국 7개정부부처주관연방복원기술

pump-and-treat, Soil flushing 기술의최적화및신공

자문회의를 통해, 토양/지하수 복원기술을총 64개(토

정 개발, 불포화토양 내의 NAPLs(Non-Aqueous

양, 저니, 슬러지처리기술-32개, 지하수, 지표수, 용출

Phase Liquids)의 처리, 토양 및 지하수 내의 염화탄

문이었다. 즉 오염 시기가 너무 오래 전이라 원인자가

2. 선진국의 복원기술 개발 및 적용

누구인지알기어렵거나, 알더라도이미책임능력을상

VEGAS 프로그램의 주요 연구 내용은 기존의 in-situ

실한경우, 그리고제2, 제3의원인자가한지역을중

지하수·토양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미국, 유럽

수 처리기술-17개, 배출가스 처리기술-5개)로 분류하

화수소류에 대한 in-situ microbial reductive

복하여 오염시키게 되어,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등의선진국들은오랜기간(10～20년) 동안수많은시

고 있다.(<표 1> 참조) Love Canal 사고 이후 1980
년

dechlorination 기술개발, 토양내PAHs 처리를위한

할 지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원인자로

행착오를 거치면서 복원기술들을 개발하였다. 현장에

Superfun
가조성된이래,
d
1982년부터 1997
년까지의

in-situ bioremediation 기술개선방안연구등이다.

지목된기업들끼리 서로변호사를고용하여책임을피

서의 선호도가 높은 기술은 처리효과가 확실한 소각,

복원기술동향을주요기술의 현장적용 비율로나타내

하거나 경감하려 들었고, 결국 반 이상의 돈이 변호사

고형화(이상토양 처리), Pump-and-treat(지하수, 토

어 보면, in-situ 기술에서는 SVE 27%, Solidifica-

비용으로쓰였다는말까지나오게되었다. 그러나이처

양 동시처리) 등과 처리효과가 좋으면서 저렴한

tion/Stabilization 6%, Bioremediation 5% 이며, ex-

네덜란드에서는 1980
년대 약 10년 간의 기술발전

럼 치열하게 책임모면을 위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 또

SVE(Soil Vapor Extraction) 기술 등이다. 처리비용

situ 기술에서는 Incineration 21%(off-site 14%, on-

및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열적 처리(소각), 토양세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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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오염토양/지하수복원기술분류 (USEPA)
Contaminated Source
Treatment
Soil, Sediment, Sludge

Groundwater, Surface water, Leachate

척, 생물학적처리등크게세종류의정화방법이구축

한 고형화/안정화기술(Solidification/stabilization), 그

되었다. 이 중 열적처리와 토양세척 기술이 주로 많이

리고유류오염부지에대한처리기술이속한다.

쓰이고 있으며, 생물학적 처리기술은 현재까지는
Landfarming 기술 정도만 실용화되어 있고, 기타 생

1 Bioventing
Biological

33 Co-metabolic Treatment

2 Enhanced Bioremediation

34 Enhanced Bioremediadation

3 Land Treatment

35 Natural Attenuation

4 Natural Attenuation

36 Phytoremediation of Organics

5 Phytoremediation
6 Electrokinetic Separation

in-situ
Physical/chemical

37 Aeration

7 Fracturing

38 Air Sparging

8 Soil Flushing

39 Bioslurping

9 Soil Vapor Extraction

40 Directional Wells

10 Solidification/Stabilization

41 Dual Phase Extraction
42 Fluid/Vapor Extraction
43 Hot Water or Steam Flushing/Stripping

물학적처리기술들은아직개발단계이다. 이들은굴착
된 토양을 위주로 한 기술들이지만 in-situ 처리에도
응용 가능하며, 대부분의 in-situ 기술들이 현재 실증

환경정책 기본법 제1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연구의 여지가 많다. 네덜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1998년 총 2,99개
3 (전국

란드외 오염부지 복원기술 적용의 우선순위는 in-situ

망 : 998, 지역망: 1995) 측정지점에 대하여, 전국망

처리, ex-situ 처리, Isolation(고립화)의순이다.

은 12개항목(중금속6, 일반5, pH), 지역망은9개항
목(PCB, 유기인, 페놀제외)을조사하였다.

45 In-Well Air Stripping

Thermal

Biological

11 Soil Vapor Extraction
(Thermally Enhanced)
12 Biopiles

47 Bioreactors

13 Composting

48 Constructed Wetlands

14 Fungal Biodegradation
15 Landfarming
16 Slurry Phase Biological Treatment

ex-situ

Physical/chemical

17 Chemical Extraction

49 Adsorption/Absorption

18 Chemical Reduction/Oxidation

50 Air Stripping

19 Dehalogenation

51 GAC/Liquid Phase Carbon Adsorption

20 Separation

52 Ion Exchange

21 Soil Washing

53 Precipitation/Coagulation/Flocculation

22 Soil Vapor Extraction

54 Separation

23 Solar Detoxification

55 Sprinkler Irrigation

24 Solidification/Stabilization

56 Ultraviolet Oxidation

25 Hot Gas Decontamination
26 Incineration
Thermal

27 Open Burn/Open Detonation
28 Pyrolysis

3.1 토양오염현황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처리결과를 보

44 Hydrofracturing
46 Passive/Reactive Treatment Walls

3. 국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현황

덴마크

토양측정망 2,993
개 조사지점 중, 18개 지점(약

덴마크에서사용되는일반적인기술로는굴착및부

0.6%이토양오염
)
우려기준을초과하였다. 전국망(토

지 외 처리/처분 기술이다. 신기술들은 공공투자 사업

지용도별) 중에서는 12개 지점이 As, Cu, Cd, Pb에

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등록·해제 절

대하여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였으며, 이중 3개

차가 매우 엄격하고, 토양복원기준 및 처리토양 처분

지점은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발표되었

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으며, 매립처분이대안기술에

다. 토지 용도별로는 답8, 전3, 임야 1개지점이었으

비해저렴하기때문이다. 그리고덴마크에서는개인이

며, 지역으로는 광산주변 5, 공장주변 3, 매립지 주변

소유한 오염부지의 평균 면적이 비교적 작으므로, in-

2, 기타 2개소이고, 대책기준 초과지역은 광산주변 2,

situ 복원기술은실질적으로적용이어렵다. 덴마크에

매립지주변1개소였다.

서 사용하는 신기술로는 SVE, ex-situ 생물학적 처리

지역망(오염원별) 중 6개 지점이 As, Cu, Cd, Pb,

기술(Landfarming, composting), in-situ 기술(Soil

Hg에 대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

flushing, bioremediation) 등이있다.

중 3개지점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다. 오염

29 Thermal Desorption
Containment

30 Landfill Cap

57 Deep Wall Injection

31 Landfill Cap Enhancements

58 Ground Water Pumping
59 Slurry Walls

Other treatment

32 Excavation, Retrieval, and Off-Site
Disposal

Air Emissions/Off-Gas Treatment Technologies
60 Biofiltration
61 High Energy Corona
62 Membrane Separation
63 Oxidation
64 Vapor Phase Carbon Adsorption
자료) Remediation Technologies Screening Matrix and Reference Guide(http://www.clu-in.org)

원별로는 광산주변 2, 하천주변 2, 기타 2개 지점이었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 현재 오염부지에 적용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는 기술중에는 차단(Containment), 굴착

으며, 토지용도로 구분하면 전, 답, 임야, 체육용지 1,
대지 2개소였으며, 대책기준 초과지역은 광산주변 1,
하천주변2개소였다.

(Excavation), 양수 및 처리(Pump and treat),

현재 국내에서는 오염토양량에 대한 실측치는 없고

Soilventing 그리고생물학적복원기술등이포함된다.

개략적인 추정치가 나와 있다. 석유류의 경우, 석유류

최근에는 3개 분야의 연구가장려되고있으며, 여기에

단위 누유시설 개소 기준, 석유류 단위 BTEX

는in-situ bioremediation，Soil washing 잔류물에대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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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단위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3.2～6.7% 정도나 되었다. 한편, 1995년도 국립환경

석유계 탄화수소) 누출량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약

연구원이유기염소계화합물에의한지하수오염우려

, 유독물은유독물단위누출시설
40,00～5
0 28,0003m

<표3> NRC Ranking Criteria for Difficulty in Remediating Ground Water

지역 100여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에

3

개소 기준으로 하여 추정한 결과 2,400m이하, 휴·

의하면, 공업용수 수질기준(TCE : 60ppb, PCE : 20

폐금속광산은 휴·폐금속광산 단위 시설개소 기준으

ppb초
) 과지점이TCE는 38%, PCE는14%나 되었으

3로

Dissolved(Degra
Hydrogeology

des/Volatilizes)

Homogeneous,
Single Layer

로 산정한 결과 801,00～1
0 7,270,000m 추정되었

며, 생활용수 및 음용수 기준(TCE : 30ppb, PCE :

다. 그러나, 이는제한된범위의국내·외자료를이용

10 ppb)을 초과한 지점은 각각 TCE는 15.6%, 9.1%

Multiple Layers

하여 최소한으로 추정한 것으로, 현재 오염실태가 파

이었으며, PCE는 6.2%, 3.6%이었다. 휘발성 유기화

Heterogenous,

악되지않은매립지, 군사시설, 공단지역, 금속이외의

합물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은 해마다 증가하

Heterogenous,

일반 폐광산지역, 석유 비축시설 지역, 송유관 매설지

고있는추세이며, 이는지하수의흐름에의해더욱확

Multiple Layers

역 등에 대한 오염토양량까지 포함하면 그 양은 훨씬

산될것으로판단된다.

Homogeneous,

Single Layer

Fractured
Bedrock

더많아질것으로생각된다.

Strongly

Mobile

Pollutant

Mobile

Strongly Sorbed,

Dissolved

Dissolved

Sorbed,
Dissolved(Degra

Separate

Separate

Phase

Phase

DNAPL1)

DNAPL2)

des/Volatilizes)
1

1~2

2

2~3

2~3

3

1

1~2

2

2~3

2~3

3

2

2

3

3

3

4

2

2

3

3

3

4

3

3

3

3

4

4

주) 1 : least difficult, 4 : most difficult.
주1) LNAPL : Light Non-Aqueous Phase Liquid
주2) DNAPL : Dense Non-Aqueous Phase Liquid

4. 국내 토양 및 지하수 정화기술 현황

3.2 지하수오염현황

전국의 지하수 수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약

기술, 1995～1998가있다.
)

술인 NA, 식물을 이용한 정화기술(Phytoremedia-

1,50여
0 개소에서 매년 2회씩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

국내에서는 지하수·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현재 국내에서 Full-scale 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연

tion), PRB(Permeable Reactive Barrier) 등과 여러

고 있다. 지하수 수질기준에 의거하여 1994
년～1998

된 토양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1994
년에 지하수환경

구로는, MNA(Monitored Natural Attenuation) 기술

공정들을조합·응용한기술이주요관심사가되고있

년 사이의 조사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보전법, 1995년에는토양환경보전법을제정하여현재

의 국내 적용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톨루엔으로 심하

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의 특성(토립자에 대한 흡착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질인 TCE(Tetrachlo-

시행 중에 있지만, 오염토양과 지하수 복원기술은 초

게 오염되어 있는 119,0002m면적의 부지에 대하여

성, 비중, 이동 상태 등)과 지반의 상태(지층, 균일성,

roethylen에대해,
e)
전체조사대상지점의 0.7～2.9%

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주도 하에

1999
년부터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국립환경연구원,

공극률, 암반의 존재 여부 및 위치 등)에 따라 개개의

정도가 먹는물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PCE

수행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연구로는, 국립환경연구원

1999) 또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VOC 물질을 제거하

기술들이 적용에 제한을 받으므로, 지반 내에 인위적

(Perchloloethyl도
en0e.)4～1.3%
의 조사지점이 기준

에서수행하는선도기술개발사업(G-7 Project: 오염토

기 위한 300ton 규모로 Biofarming 기술 적용 연구가

으로 수로를 형성시켜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해 주는

치를 초과하였다. 청색증의 원인물질인 질산성질소가

양/지하수 정화기술 개발, 1994～2000과
) 한국과학

수행되었던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BTEX 물질로 오

Pneumatic fracturing 등의 보조기술 개발도 함께 진

먹는물수질기준을초과한곳이전체조사대상지점의

기술연구원이수행한STAR Project(환경복원및재생

염된 주유소 주변에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SVE

행되고 있다.(<표 3> 참조) 또한, 국내·외 모두, 향후

기술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폐기물매립지 부족에 대비하여, 기존의 비위생매립지

<표2> 전국지하수수질기준초과현황
조
오염원별
지역

조사
지점

사

결
초

를정화하는동시에조기에안정화하는방안도다각적

과
과

항

목

으로 연구되고 있다. 국내의 관련기술은 아직 초보적

초과
지점

초과율
(%)

계

TCE

PCE

Cd

Pb

Cr6+

페놀

pH

COD

NO3-N

-

Cℓ-

11

8

8

6

-

-

52

-

103

-

1994

1,539

185

12.0

188

1995

1,546

156

10.1

169

19

10

-

2

-

5

7

8

101

17

1996

1,527

110

7.2

127

26

6

-

-

-

-

9

10

42

34

1997

1,513

153

10.1

163

44

13

1

-

1

-

5

5

81

13

1998

1,538

154

10.0

154

45

20

-

1

1

2

7

10

49

19

5. 오염토양·지하수 복원기술의 전망

인 단계에 있으나, 앞서언급한G-7 프로젝트등의성
과로개념적정립은이루어져가고있다. 또한향후 10

5.1 국내·외기술발전 전망

년간 환경부에서 주관할 최대의 연구개발사업인 핵심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화기술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

환경기술개발사업(Eco-technopia 21)에서도 주요 연

는 바, 향후에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in-situ 기

구과제로삼고있어, 향후급속한발전이기대되고있다.

특집기획

오염 토양 및 지하수 복원기술의 현황과 전망

New technologies : in-situ Ground Water Remediation
- Dual-phase extraction
- Circulating wells (UVB)
- Steam flushing
- Dynamic underground stripping
- Cosolvents/surfactants (enhanced flushing)
- Natural attenuation of nonchlorinated compounds/hydrocarbons
- Phytoremediation
- Vertical barrier walls

[그림3] Fate and transport of organic chemicals in phytoremediation
(Laboratory experiments with 14C-isotopes)

[그림5] 자연정화원리

다양한오염매체(토양, 지하수, 하천, 호소 등)에 적용

지상으로는Monitoring well 외의구조물이 필요 없다

이가능하다.

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PRB 기술은 보다 많은 오

- Reactive treatment walls
- in-situ oxidation (with Fenton's reagent)

[그림2] Sustainable landfill

대한연구가최근주목을받고있다.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중, 토양오염, 지하수 복원 관

과거에는호기성매립등의방안이주로 이용되었으

염물질을처리하기위해다양한반응성물질을개발하
투수성반응벽체(Permeable Reactive Barrier, PRB)

고, 보다 깊은 심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

나, 현재침출수의재순환, 매립폐기물의 Compos화,
t

1996
년 이후, 투수성 반응벽체 연구가 활발히 진행

용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 중인 반응성 물질로

공기 및 영양물질 주입 등에 의한 매립 폐기물의분해

되고 있다. 토양 내에 지하수 흐름과 수직 방향으로,

는 0가 급속철, 미생물, 산소발생 물질, 활성탄, 톱밥,

속도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림 2]는

오염물질을처리하는반응성있는물질을채운수직벽

dithionite, zeolite, surfactant modified silicates,

ECS(Environmental Control Systems, Inc.)의

을 설치하여, 지하수가 이를 통과하는 동안 지하수 내

organobentonites 및hydroxyapatite 등이있다.

Sustainable landfill의 개념을 나타낸다. 공기와 침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다.([그림 4] 참조) PRB

수로 폐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분해가 완료된 매립지

는불량매립지정화및오염지하수, 토양의처리에획

- 오염토양및훼손생태계복원기술개발

는 굴착하거나 재활용한다. 유사한 기술로, 독일의

기적공법으로평가되고있다.

·오염지하수및매립지를복원할수있는유효한회복기술개발

Burghhof 매립지에 적용되었던 Smell well system이

리학, 화학, 생물학적과정에의해 오염토양/지하수를

·환경미생물을이용한환경정화기술개발

있다. 이는 저압으로 공기를 유입-유출시켜 수로를 형

처리하는방법으로, 생분해, 확산, 분산, 흡착, 휘발, 화

· 중금속또는잔류농약등으로인한토양오염의무해화기술실용화

성하지않고수분조절이가능하도록하여매립지를조

학적·생물학적안정화및분해등광범위한반응들이

기에안정화시키는공법이다.

작용한다. NA는인위적공정이사용되지않으므로, 시

련연구방향은다음과같다.
- 토양및생태위해성평가기술확립
· 토양오염원에 대한 GIS를 이용한 Data-Bas가
e 구축되고 종합적
인관리시스템개발
·자연환경파괴의사회적, 경제적손실평가방법을도입한규제시스
템보급

폐기물 매립지에 있어서는, 침출수와 LFG(Land

인간의 활동이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양한 물

간과위치에따른오염물질의감소율과감소방식의모

5.2 주요기술전망
매립지안정화기술

자연정화(Natural Attenuation, NA)

델링과 측정이필요하다. 현재 Superfun
에서
d NA 수

Phytoremediation

식물을 생장시켜 이들로 하여금 토양/지하수 내 오

행 지침을연구중이며, 미국 공군에서도 NA의적용성

Fill Gas) 등 2차 오염의 제어가 핵심 기술 중의 하나

염물질을 정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염화유기용매에

이며, 이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도 상당히 진척되어

는 포플라가, 연료 및 중금속에는 잔디 등의 목초류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2차오염의 저감이 아닌, 매립된

사용된다. Phytoremediation은 VOC, 연료계 오염물

PRB은수동적정화기술(Passive system)로써운영

이기술로처리가능한오염물질은휘발성유기물질,

폐기물의실질적안정화를이루기위한적극적방안에

질, 폭약및무기오염물질등여러종류의오염물질과

비가 적게 소요되며 지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준휘발성유기물질 그리고 유류 탄화수소이다. 할로겐

[그림4] PRB(투수성반응벽체)의개념

을 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 그러나, EPA에서는 특별
한경우에만적용하고있다.

특집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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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olvent Flushing은 광범위한 오염물질에 적용이

부대 유류오염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오염토양 및 지하수 복원

가능하며, 약간의 작업만으로 기존의 Pump-and-

을 알아보면, in-situ 기술로는 SVE가 가장 우선적으

분야가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treat system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오

로 검토해 볼 기술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때문에 복원기술의 개발, 개량을 위해 앞으로 해야할

염 지역이 오히려 확장될 수도 있고, Surfactant를 회

Bioventing, 자연정화(NA) 순이된다.([그림7] 참조)

일이무궁무진하다. 특히우리나라는지형이복잡하고

수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추출된 지하수에

만약정화가시급히요구되는경우에는, Bioventing과

지질구조와 기후가 미국, 유럽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서 Surfacta와오염물질을
nt
추가로 제거해야하는점

자연정화는 적용할 수 없고 SVE나 Thermally

외국기술을그대로들여와사용할수없다. 따라서우

등이해결되어야한다.

enhanced SVE가 가장 유력한 기술이 된다. ex-situ

리나라환경여건에맞는저렴하고신뢰성있는복원기

기술을 원할 때는 저온 열탈착이나 Composting 등이

술들을개발하여야한다.

5.3 기술의선정및적용

[그림6] Surfactant and Cosolvent Flushing

유력해진다.

복원기술을 선정,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선진국들의
화 휘발성유기물질, 준휘발성유기물질 그리고 살충제

시행착오를거울삼아실패의확률을줄여나가는것이

는 자연적으로 감소되지만, 이 공정으로는 효과가 낮

필요하다. 그 한 수단으로 수많은 복원기술 중에서 사

으며, 몇몇물질에만적용이가능하다.

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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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복원기술 D/B 및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
안이있다. 현재까지국내·외에서개발되어진복원기

Surfactant and Cosolvent Flushing

Injection well이나 트렌치를 통해 Surfactan와
t

술 D/B프로그램은<표 4>와같다. 이중국내에서개발

Cosolve를함께주입하여오염물질에유동성을부여
nt

된 RemScree은
n 미국 EPA 기술분류(US EPA,

하여 처리하는 기술이다. 이 때, Surfactant는 물과

1994에
) 근거하여 55가지 토양/지하수 정화기술들을

NAPL
의 계면장력을 약화시켜 소수성 유기오염물질

소개하는한편, 사용자의요구(예를들어, 저렴한기술

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Cosolvent는 NAPL
의 용해도

을원하는가, 신속히처리효과를볼수있는 기술을원

를 향상시켜 준다. VOC, 석유계 탄화수소류,

하는가 등)에 가장 부합하는 토양오염 정화기술을 선

PCB(Poly Chlorinated Biphenyl), 살충제 등에 오염

정할수있도록하는 PC용프로그램이다.

된 지하수에 적용이 가능하다. Surfactant and

RemScree을이용하여근래문제시되고있는미군
n

<표4> 국내·외복원기술D/B 프로그램
구분
국외

D/B program
- Vendor Field Analytical Characterization Technology System (VendorFACTS)
- Vendor Information System for Innovative Treatment Technologies (VISITT), Ver. 5.0
- Innovative Treatment Technologies Database (ITT), Ver. 2.0
- Bioremediation in the Field Search System (BFSS), Ver. 2.1

국내

Report(9th Ed.), 1998.

RemScreen Ver. 1.0

2. U.S. EPA, Remediation Technologies Screening Matrix and
Reference Guide, 1994.
3. 건설교통부,“지하수수질측정결과”
, 1999.
4. 국립환경연구원,“자연정화촉진방법을이용한유류오염부지의유기분해능에관
[그림7] RemScreen에의한유류오염토양정화기술평가표
한연구(Ⅰ)”
, 1999.
5. 환경부,“오염토양 복원기술 및 제도발전에 관한 연구용역”
, pp.Ⅲ-1～30,

6. 결론

6. Walter Kovalick, Innovative Ground-Water Technologies:

토양과 지하수는 수질, 대기와 함께 지구의
Biosphe를구성하는
re
주된 요소로서, 인간및동식물
의 성장 및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인자
이다.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로는 건강한 삶을 영위
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복원사업을 통해 오염을 정
화하여야 한다. 특히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물부족사태에직면할것으로예상되므로(201년
1 부터

자료) 환경부,“오염토양복원기술및제도발전에관한연구용역”
, pp. Ⅲ-1～30, 1998
주) RemScreen은무료보급프로그램으로, 필자의연구실홈페이지를통해신청할수있다. (http://club.hanyang.ac.kr/~wastelab)

1998.

연간 20억톤 부족, 건설교통부), 지하수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오염토양과지하수정화는매우중요하다.

Development Status and Trends, Advances in Innovative GroundWater Technologies Conference, 2000.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