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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in-situ soil remediation technologies is developed

and then applied to electrokinetic remediation technique in the field trial tests during 150days. The

developed system is consisted the controlled program based on internet web page, data logger,

measurement instruments and so on. In the measured items there are pH, temperature, electrical

current and potential, vacuum pressu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ystem is successively

applied to electrokinetic remediation technique, and further research considering economic view and

multi purpose system for in-situ soil remediation technologie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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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지반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수많은 지반정화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원위치 지반정화기술. ,

은 오염지반을 굴착이나 제거 없이 원지반 상태 그대로 정화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수요

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실제 샘플링을 통해 분석하지 않으면 토양정화 진. ,

행도나 문제점을 평가하기 매우 어렵고 실제 샘플링이 이루어 진다하더라도 그 회수와 비용이 총 사업,

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현장위치가 격오지나 격리된 특수지역 위험지역인 경우 그리고. , ,

계측자가 상주하거나 빈번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총 정화 비용에 큰 부담을 가하지 않으면서 정화 진행도 평가 및 시스템의 유기적 운영을 위

한 관련 파라미터의 원격무인 실시간 계측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현장 시험 시공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반에 동전기 정화기술을 적용하여 지반속의 오염물을 음극

으로 이동 배수시켜 복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원위치 동전기 정화 기술의 적용시 온도의 상승이나 전.

력의 설계 용량 초과 등이 발생하여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설계에 반영

된 오염지반의 거동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김병일 등 이러한 단점들을( , 2004).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지반조사 및 정밀한 설계를 필요로 하며 세심한 시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

나 실제 정밀한 설계에 따라 시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일치는 상존하는 것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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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불일치 발생원인은 설계과정에서의 단순화 및 이상화가 행해지고 그 결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공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예측 제거하기 위한 방,

안의 하나로 현장계측 실시간 모니터링 에 근거한 시공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토질조건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특히 세립지반에 특히 효율적인 동전기 정

화 기술의 현장 적용시 주요 변수인 전류 및 전압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인증된 관련자가pH,

정화 진행도를 열람 및 평가하고 측정된 변수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최적화 시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적용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용2.

계측항목 및 방법2.1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계측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계측 계획 수립시 매우 중요하다 즉 불. ,

필요한 계측을 방지하여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조(

삼덕 등 일반적으로 동전기 정화시 주요 계측항목으로는 전압 전류 압력 부압 및 온도, 2004). , , ( ), pH

등이 있다 전압은 오염물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측되며 전류의 경우 경제성 및 정화작업 완. ,

료시점 등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온도의 경우 지반내 저항 증가에 따라 온도가 상승하면 지반내. ,

건조 현상 등이 발생하여 전류가 흐를 수 없는 부도체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온도 측정을 통해 건조현

상의 발생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각 섹션별 전류 깊이에 따른 전압 및 온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봉을 제작하였다 측정봉은 각, .

목에 굵은 구리전선을 부착한 형태로 편의성과 측정위치 그림 를 고려하여 미리 실내에서 제작하여( 1)

시험 시공시 설치하였다 또한 진공압의 효율을 파악하고자 추출시스템내에 진공압 측정기를 설치하여. ,

실시간 계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온도는 지중 온도 배경온도 와 양극 전극봉 인접부의 온도를. , ( )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온도가 원 지반상태의 온도 배경온도 보다 이상 상승했을Thermocouple , ( ) 10℃

때는 주입유량을 늘리거나 강제 주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가적으로는 전원 차단까지도 가,

능하도록 하였다.

전체 전압측정방법 회( )(1 /2hr)① Ⓥ

극과 극에 연결→ ⊕ ⊝

지점별 전압측정방법 회( )(1 /2hr)② Ⓥ

극과 지점별로 연결→ ⊕

전류측정방법 회( )(1 /2hr)③ Ⓐ

극에 연결된 전선에 스위치처럼 연결→ ⊝

전극에서의 측정 회pH (1 /2hr)④

전극 내부 용액의 측정pH→ ⊕

의 경우 추출 용액의 측정pH→ ⊝

온도측정 회(1 /2hr)⑤

극에서 깊이 내외에서 측정10cm→ ⊕

그림 측정 지점 상세 및 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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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분석 시스템2.2

현장계측의 결과는 시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현장을 벗어나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장계측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실시간 현장.

계측이 가능해지면 자료의 분석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현장계측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구환경전문가그룹 한양대학교( , 2004; , 2004).

자동화 계측은 센서 데이터로거 컴퓨터로 구성된다 컴, , Multiplex Module-Bus Cable(Rs 232/485), .

퓨터에서 계측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후 데이터로거로 전송하면 데이터로거에 입력된 정보에 따라 계측

명령을 에 전송하고 는 그에 따라 계측을 수행하여 센서의 계측데Multiplex Module , Multiplex Module

이터를 데이터로거로 전송하여 다시 현장컴퓨터로 전송한다 현장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설정된 일, .

정한 시간간격으로 중앙 데이터 베이스에 전송되며 이는 웹서버에 접속되어 실시간으로 웹페이지를 통,

하여 규정된 그래프 양식으로 보여진다 데이터로거는 계측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고 중앙제어프로그. ,

램에서 입력된 한계값을 초과하면 벨이나 무선호출을 할 수 있다 데이터로거를 원거리에서 조절함으로.

써 현장에서 무인으로 모든 계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림 참조, ( 2 ).

그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2.

본 연구에서 적용된 계측분석 시스템은 현장에서 계측된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

여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수행되는 것을 추구하였으며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보다 안정하고 신속하,

며 정확하게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때 중앙제어프로그램은 서버를 중심으로 운영. IT

되고 현장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며 자료의 수집을 제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중앙통제 기능을 담당한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자료화 된 정보들은 분석모듈에 의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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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분석되어 지고 만약 설정된 한계값을 초과할 경우 경보시스템 즉 메일서버 또는 서버를, SMS

통제하여 이나 문자 메세지로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경고를 전달한다 그림 참조E-Mail ( 2 ).

일련의 과정을 거친 모든 데이터는 웹서버를 통하여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

며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자료화되어 필요에 의해 자료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적용 결과3.

그림 은 정화과정 중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 을 제시한 것으로 정화시작 후 일과 일3 (event) , 2 30 34～

그리고 일 지점에서 현장 관련 시설의 보수로 인한 정전으로 시스템의 전력공급이 이루어지지 못83~84

했다 또한 일 지점에서 일 동안 동절기에 발생한 급격한 온도저하로 인해 현장으로 유입되는 전. , 43 10

체 수도가 동파됨으로써 수압식 진공펌프로의 물공급과 세척제 등의 주입이 이루어 지지 못했으며 시,

스템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역시 중단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전극에의 전원공급은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림 와 에는 시간경과에 따른 전류 및 심도별 전압분포를 나타내었다 정화기간 내내4(a) (b) . 5~8mA

정도로 유사한 전류가 유지되었고 전압은 양극에서 음극 방향으로 깊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2~25V).

그림 는 진공압 분포를 음극 전극봉 추출시스템 의 길이에 따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그림이다5(a) ( ) .

초기 진공압 -0.5kg/cm
2
에 대해 전체 길이가 인 음극 전극봉의 중간 지점에서는 대략10m (5m)

-0.4~-0.5kg/cm
2
범위의 값을 보였으며 끝부분 에서의 진공압은, (9m) -0.3~-0.4kg/cm

2
범위의 값을

보여 진공추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진공압 손실이 발생됨을 보였다 그러나 시.

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는 유입수 와 유출수. 5(b) (anolyte)

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유입수의 는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유출수의 경우에는(catholyte) pH . pH 2 , pH

정도의 값을 보였다 유출수의 가 정도로 유지된 이유는 첫째 양극부 주입시스템 에 주입된 구연7 . pH 7 , ( )

산 가 음극부에서 발생되는 염기전선을 중화시켰기 때문이며 둘째 음극 시스템에서 진공추(citric acid) , ,

출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음극에서 형성된 OH
-
이온이 상대적으로 시료내부로 침투하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그림 은 양극 부근의 지반내 온도분포와 기상 변화에 따른 대기 온도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대상6 .

정화 영역이 동결심도에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내 온도가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대기0℃

온도보다 지반 내 온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동절기 정화 작업을 고려하여 모든 주입 배관에.

대하여 열선을 처리한 결과로 약 로 주입용액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 .℃

0 20 40 60 80 100 12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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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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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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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동파

2.5~2.10
정전

에러 발생시 전송된 핸드폰 문자메시지

그림 정화사업 기간내 현장 발생 현황3.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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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4.

본 연구에서는 원위치 정화 기술 중의 하나인 동전기 정화 기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

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계측데이터의 수집부터 이벤트.

전송까지 각 시스템의 연동이 원활이 이루어져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을.

고려한 시스템의 개발 대상 지역에서의 이벤트 발생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다양한 원위치 지반정화기술에 적용 가능한 범용 시스템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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