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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온 열탈착 공법을 이용한
유류오염토양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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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리 및 효율적 정화기술의 적용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1980년
러브운하 사건 이후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본 기고에 앞서, 지난 봄호에서 오염토양 정화기술의 종류 및 실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를 제정하고 Superfund 프로그

제 설계 적용사례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오염토양

램을 통해 다양한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시행해왔고 캐나다, 독일,

정화기술 중 고농도 유류오염토양 정화 시 많이 사용되는 저온 열

네덜란드 또한 오염토양 방지를 위한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

탈착 공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제 유류오염토양을 대상으로 다

여 활발한 토양정화사업을 통해 수많은 복원공법이 개발되고 실

양한 운전조건에서 오염물질의 처리효율을 비교하여 여러 인자에

용화 되어왔다.

따른 열탈착 성능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공법 적용에

국내의 경우 토양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오염토

필요한 운전인자 도출 및 오염특성에 따른 공법 선택을 위한 자료

양의 복원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5년 토

로 활용하고자 한다.

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 오염물질 및 오염
지역 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

2. 열탈착 공법

설치의 의무화 등의 구속력 있는 오염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 국내 오염토양 복원은 경미한 누출사건이 발생하여 복원한

2-1. 오염토양 정화 개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2001년 국내에서 최초로 대규모로 수

최근 유류 지하 저장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류 누출과 군부대에

행되었던 부산 문현지구의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

서 토양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유류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의

고 있다.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류 저장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족

약 150억 원 규모의 정화사업이 실시되었던 부산 문현지구는 사

으로 인해 오염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토양 및

업수행 전에 TPH에 대해 전체 시료 중 52.5%가 토양오염 우려

지하수의 오염문제는 주변 생태계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잠재적

기준(2,0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수면 부근에

인 위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지하수나 토양공기를 따

LNAPL(Light Non-Aqueous Phase Liquid)이 형성되어 있었다.

라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또한 중질

처리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토양의 오염도와 특성에 따라 3가지

유 및 고농도의 경질유로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 원하는 수준까

공법을 적용하여 오염농도가 낮고 점토성분이 적은 토양은 토양

지 복원하는데 많은 비용과 함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경작법을, 윤활유 등으로 오염되거나 상대적으로 고농도로 오염

따라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된 토양은 간접 가열 방식의 열탈착 공법을 적용하였고, 야적 기

일단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오염원의 형태에 따른 통합된 관

간 중에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오파일 공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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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2003년 6월 기준으로 TPH 평균 잔류농도는 271

표1

오염토양 물리화학적 특성

ppm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 우려기준 2,000ppm의 약
13.5%로써 목표기준을 달성하였으며 지하수 조사결과에서도 자

물리화학적 특성

값

pH

6.3

함수율(%)

19.0

2-2. 오염토양 정화공법

유기물질 함량(%)

4.6

오염토양 정화기술은 처리공정에 따라 생물학적 처리기술, 물리 ·

전기전도도(㎲/㎝)

17.0

양이온치환용량(meq/100g)

16.3

연수 수준으로 정화되어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내었다.

화학적 처리기술, 열적 처리기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의
특성 및 부지 특성에 따라 단일기술로 적용되거나 여러가지 기술
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장 적용이 우
수하고 경제적인 생물학적 정화기술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고
농도로 오염된 지역이나 난분해성 물질이 포함된 토양의 경우 열
탈착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3-2. 열중량 분석
열중량 분석(TGA, Thermo Gravimetric Analysis)은 일정 조건으
로 가열하면서 시료의 무게 변화를 관찰하는 분석이다. 이 분석
을 통하여 시료에 포함된 물질의 열 조건에 따른 변화 양상을 이

2-3. 열탈착 공법
열탈착 공법이란 유류오염지역의 굴착된 오염토양을 열탈착 장치
에 투입하여 토양 중에 포함된 유기성분이 휘발될 수 있도록 토양
의 온도를 충분히 상승시키고, 토양 중의 유기성분을 기체 상태로
변화시켜 이를 연소 및 흡탈착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는 오염토양

해할 수 있으며, 특히 유류오염물질의 경우 열적조건 변화에 따른
상 변화, 특성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온도변화에 따른 시료의 변
화 분석을 통해 열탈착 반응조의 온도범위를 설정하고자 열중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표 2>에 제시한 분석조건에서 채취한 오염토
양 시료의 열중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화공법 중 하나이다. 열탈착에 필요한 열은 외부로부터 공급되
어 토양입자에 전달되고 반대로 증발된 오염물질은 토양입자로부

표2

열중량 분석조건
분석조건

터 외부로 이송된다.
이 공법은 단기간에 오염토양을 처리해야 할 경우와 오염물

Temperature Condition

값
25~800℃

질이 토양과 강하게 흡착되어 물리 ·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공법
으로 처리하기 힘든 오염토양에 주로 적용한다. 열분해 형태
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운전 온도에 의해 고온열탈착

Temperature Variation Rate

5℃/min

Charging Gas

N2 gas

(400~800℃)과 저온열탈착(약 400℃ 이하)으로 구분된다. 특
히 저온 열탈착 공법은 소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온도가 낮
아 에너지 소모가 적고,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 토양

Balance Sensitivity

0.1㎍

Sensitivity

< 1㎼

의 성질을 파괴하지 않아 처리 후 곧바로 되메움이 가능한 장점
을 지니고 있다.

3. 저온 열탈착 공법 운전인자 특성 분석

Sample Plate

Aluminum

열적조건에 따른 시료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오염
토양시료의 열중량 분석을 수행하여 온도가 증가함에 따른 질량

3-1. 오염토양 특성

변화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토양시료에는 유류오염물질뿐만

적용된 토양은 수도권에 위치한 군부대의 유류저장탱크에

아니라 고온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각종 유기물 등이 함유되어

서 연료로 사용되던 경유 등이 유출된 지역의 오염토로서, 초

있고, 오염물질의 질량은 전체 토양질량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기 유류 오염농도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Total Petroleum

시료량을 열중량 분석기기의 최대 분석질량인 10㎎을 사용하여

Hydrocarbon) 기준으로 약 4,500ppm의 고농도 오염토양이다.

대상 오염물질의 열변화에 따른 질량변화를 보다 명확히 관찰할

오염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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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양의 함수율에 따른 처리효율
토양의 함수율에 따른 열탈착기 내부의 온도변화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해 습윤 토양시료(함수율 19.0%)와 이를 풍건시킨 건조 토양
mass(mg)

시료(함수율 2,9%)를 사용하였다. 습윤 토양시료와 건조 토양시료
를 열탈착기에 가열시키는 동안 열탈착기 내부의 온도변화를 [그
림 3]과 [그림 4]에 각각 나타내었다. Channel 1은 열탈착기 중앙
온도를, Channel 2는 열탈착기 시료 투입구 온도를 나타낸다.
temperature(℃)

[그림 1] 온도변화에 따른 오염토양의 질량변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400~500℃ 범위의 질량변화는 토양에
된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절대량이 전체 토양의 질량에 부족하기
때문에 본 그래프에서 오염물질들의 열변화에 따른 변화를 관찰
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림 2]에 나타낸 단위시간 변화에 따른 질

temperature(℃)

포함된 일반적인 유기물의 휘발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량변화율(dW/dt) 그래프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오염물질의 거

[℃]Channel 1
[℃]Channel 2

동변화를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time(min)

temperature(℃)

temperature(℃)

dW/dt

[그림 3] 열탈착기 내부 온도변화(건조 토양시료)

[℃]Channel 1
[℃]Channel 2

[그림 2] 온도변화에 따른 질량변화율

[그림 2]에서 굵은 선은 전체의 흐름을 보기 쉽게 나타낸 이동 평
균 선이며, 역시 일반적 토양에 함유된 유기물질의 손실이 일어나

time(min)

[그림 4] 열탈착기 내부 온도변화(습윤 토양시료)

는 400~500℃ 범위에서 가장 큰 변위가 나타났으나 200℃ 영
역에서 추세에 변화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다른 토

열원을 주입하여 열탈착기 내부의 중앙부 온도가 300℃에 도달하

양시료에서도 200℃ 부근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질량 변화가 크

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습윤토양은 18분, 건조토양은 6.8

게 나타났으며 Diesel이나 JP-8과 같은 유류물질의 끓는점이

분이 걸렸으며, 열원으로부터 45cm 이격된 열탈착기 시료 투입구

200~300℃ 범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영역이 대상 유류오염물

의 온도는 100~150℃를 보였다. 또한 200℃에서 300℃에 도달하

질의 온도변화에 따른 상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는 시간은 습윤토양은 11분, 건조토양은 4분이 소요되었다. 습윤토

있다. 따라서 본 직접 가열식 열탈착 실험에서 토양시료의 평균

양을 가열할 시 중앙부 온도 200~250℃에서 일정시간 동안 온도

가열온도는 200℃ 내외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것

가 정체됨을 보였으며 이는 투입된 에너지가 토양 속에 포함된 수

으로 나타났다.

분을 수증기로 상변환시키는데 소모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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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와 300℃에서 습윤토양과 건조토양의 TPH 처리효율을

양환경기준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화방법임

분석한 결과 200℃에서 습윤토양은 81.1%, 건조토양은 81.2%,

이 입증되었다.

300℃에서 습윤토양은 91.4%, 건조토양은 100%의 처리효율을 나

본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열탈착 공정을 운영 시 오염물질의

타내었다. 따라서 유류물질의 끓는점이 200~300℃ 범위인 점을

제거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자 결정 및 현장 문제점 해결에 기

감안할 때, 열탈착 공정에서 수분이 충분히 증발되어 처리효율을

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높이기 위해서는 250℃ 이상의 온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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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처리온도 및 체류시간에 따른 처리효율

❷ 이원준, 저온 열탈착 기술(LTTD)을 이용한 Bunker A유의 유류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열탈착기 내 체류시간에 다른 오염토양 처리효율을 알아보기 위
해 처리온도 200℃와 300℃, 체류시간 5분, 10분, 20분 조건에서

    운전조건의 검토, 2006
❸ 강희만 외 3, 유류 오염토양 복원기술의 현장 적용 및 평가, 2001
❹ 하상안 외 1, 저온 열 탈착에 의한 유류 오염토의 처리 조건의 연구, 2007

열탈착 처리 후 처리토양의 잔류 TPH 농도와 열탈착 효율을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처리온도 및 체류시간에 변화에 따른 잔류 TPH  농도
구분

잔류 TPH 농도(ppm)

처리효율(%)

No treatment

4,476.2

-

200℃ 5min

846.3

81.1

200℃ 10min

405.8

90.9

200℃ 20min

103.8

97.7

300℃ 5min

387.0

91.4

300℃ 10min

8.4

99.8

300℃ 20min

2.6

99.9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200℃에서 5분 동안 처리하였을 때 습
윤 토양시료에서 TPH는 약 81% 제거되는 데 그쳤으나, 시간을 증
가시키거나 온도를 높이는 경우에는 처리효율이 뚜렷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 조건에서는 10분 이상 처리해야 90% 이
상의 효율이 나타났으나, 300℃ 조건에서는 5분 정도의 짧은 시
간에도 90% 이상의 TPH가 제거되는 효과를 관찰하였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저온 열탈착 장치를 이용하여 실제 유류오염토양을
대상으로 열중량 분석과 함께 다양한 운전조건에 따른 처리성능
을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토양 내 오염물질을 90% 이상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 200℃에서는 10분, 약 300℃에서는 5분의 처리 시
간이 요구되었다. 열탈착기를 설정한 온도로 상승시키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30분 이내의 처리시간으로 오염물질을 충분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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