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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모형시험과 수치해석을 통한 SVE의 효율성 평가

Evaluation of Efficiency of SVE from Lab-scale Model Tests and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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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il Vapor Extraction (SVE) has been extensively used to remove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from the vadoze zon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moval mechanism during SVE operation, laboratory modeling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nd
tailing effect could be observed in later stage of the experiment. Tailing effect means that removal rate of contaminants gets
significantly to decrease in later stage of SVE operation. Also, mathematical model simulating the tailing effect was used,
which considers rate-limited diffusion in a water film during mass transfer among gas, liquid, and solid phases. Measurement
data obtained through the experiment was used as input data of the numerical analyses.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f each parameter on required time to reach final target concentration.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con-
centration in the soil phase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a liquid and gas diffusion coefficient larger, actual path length shorter,
and water saturation sm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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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SVE 공법은 휘발성 유기물로 오염된 불포화대의 정화 공법으로 널리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SVE 적용시 오염물
제거 기작을 관찰하기 위해 모형조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SVE의 주요 특징인 tailing 현상, 즉 후반부로 갈수록
제거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는 꼬리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 막에서의 확산 제약 현상을 고려할 수 있는 수
치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조 시험 결과와 구축된 수치 모델링을 통해 SVE의 전형적인 특징이 꼬리 현상을 적절하게
모사할 수 있었다. 또한 4가지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총토양농도의 백분율은 액상확산계수가 클수록, 가스상
확산계수가 클수록, 실제확산경로가 짧을수록, 물포화도가 작을수록 빠르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토양공기추출법, 토양 오염, 모형 시험, 수치 해석, 꼬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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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양공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이하 SVE)은 불포

화 토양에 흡착된 유류 오염물 중 휘발성이 강한 유기 화합

물(volatile organic compound, 이하 VOC)을 정화하는 원

위치 방법으로 진공 추출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SVE는 토양

내 공기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오염된 증기를 추출하는 방법

으로, 추출정을 통해 토양 내의 공기를 추출하면 토양 내에

흡착되어 있던 오염물 중 휘발성이 강한 오염물은 휘발하여

대기로 빠져나가게 된다. SVE 공법은 이차오염과 같은 부작

용이 거의 없고, 소요 비용도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설치가

용이하고, 다른 미생물 공정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아 광범위

하게 오염된 지반의 오염도를 초기에 급격하게 감소시키고

자 할 때 널리 이용되고 있다(Travis와 Macinnis, 1992; 박

준범과 하태균, 2005). 이러한 장점으로 1982년부터 1999년

까지 미국 환경청(US EPA)의 Superfund 현장에 적용된 정

화 기술의 50% 이상을 SVE가 차지하기도 하였다(US
EPA, 2001). 

이렇듯 SVE는 운용초기에는 정화 효율이 매우 뛰어나지

만, 공정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는

tailing 현상이 나타난다. Tailing 현상이란, 일정 농도까지는

정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그 시점 이후부터는 잔류 유출

농도가 꼬리(tail)처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로 인해 운영 후

반부로 갈수록 정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따라서 SVE

공법을 통해 오염지반을 성공적으로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tailing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 SVE 현장 적용과 병행하여

제거 기작에 대한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SVE

공법의 적용성을 향상시켜왔다. Arocha 등(1996)은 토양을

두 가지 크기의 기공을 가진 흡착제로 파악하고 톨루엔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지열연구부 지하수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

**정회원ㆍ교신저자ㆍ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and Champaign 박사후 연수연구원 (E-mail  : minwseo@uiuc.edu)
***정회원ㆍ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지열연구부 지하수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

 



− 138 − 大韓土木學會論文集

흡착 속도론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Farrell과 Reinhard(1994)

는 기체 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토양에 흡착하는 현상을 네

가지 과정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Fischer 등(1996)은

SVE의 효율성과 tailing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SVE 모사 모형조 실험을 수행하고 tailing 현상을 보

다 잘 설명하는 국부평형가정(local equilibrium assumption,

이하 LEA)과 1차 kinetic 방정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Huang과 Goltz(1999)는 SVE의 해석해를 통해

토양수에서 가스상으로의 분자 확산이 전체 이동 확산 속도

를 지배함을 확인하고, 해석해가 복잡한 수치해석의 검증 도

구로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Yoon 등(2002)은 SVE에 대한

변수 연구(parametric study)를 통해 SVE를 통한 오염물 제

거 시 비평형 질량 이동은 토양 평균 입자 크기와 가스상

속도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확인하였으며, Hoeg 등(2004)은

상간 물질 이동을 모사하기 위해서 이중막(two film) model

을 적용하여 실험실에서 수행된 SVE 결과에 대한 수치해석

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특정 물질에서는 흡착 과정이 전체

거동 양상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Chen 등

(2007)도 분자 확산(molecular diffusion)과 분산(mechanical

dispersion)을 주 제거기작으로 고려하는 해석해와 두 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SVE를 통한 제

거 기작에는 두 가지 거동 특성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병환 등(1999)이 SVE 공법을 모사하

는 실험과 수치 계산을 통해 토양의 수분함량, 오염물질, 인

공토양의 종류가 오염물의 탈착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한 바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토양과 유기 화합물의 탈착

관계식이 유기화합물의 잔존 농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

였다. 박준석 등(2003)은 유류로 오염된 현장 주유소를 대상

으로 SVE 공정 적용시 연속 추출과 간헐 추출 운전의 효

율성을 검토하였다. 현장 적용 실험 결과, 공기주입정의 상

단(head) 압력이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났으며, 1시간 가동

후 3시간 휴지한 간헐 추출모드가 연속 추출모드보다 더 효

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국내에서 SVE

와 관련하여 몇몇 실내 실험와 현장 적용성 평가가 이루어

졌지만(김재덕 등, 2000; 김학윤과 오재일, 2004), 아직

SVE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 정립과 효율적인 현장 적용에

는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SVE에서의 tailing 현상의 기작에 대해 검

토하고, SVE 모사 실내 모형조 실험을 수행하여 SVE 공법

을 통한 오염물 제거 기작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SVE의 주

요특징인 tailing 효과를 모사할 수 있는 수치모델을 실내

모형조 실험결과에 적용하여 tailing을 일으키는 오염물 제거

근본 기작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수연구를 통해 네 가

지 변수(액상 확산계수, 가스상 확산계수, 물 포화도, 실제

확산경로)가 SVE 제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SVE에서의 Tailing 효과

SVE는 가솔린과 같은 저밀도 유류 오염물 정화에 대해서

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휘발성이 적은 디젤연료, 난방유, 등

유나 휘발성이 없는 윤활유 등에는 비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VE 운영 기간 후반부

에 나타나는 tailing 현상에 의한 효율 저하는 NAPL(non-

aqueous phase liquid), 토양수, 그리고 토양에 흡착되는 오

염물질이 추출압에 의해 가스 상태로의 물질 이동이 발생할

때, 토양수로부터 가스 상태로의 이동 속도가 제약되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자(McClellan과

Gillham, 1992; Grathwohl과 Reinhard, 1993; Wehrle와

Brauns, 1994)는 SVE에 의한 오염물 제거 시 공정 후반부

에서 오염물의 농도가 더 이상 크게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보고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간극수에서의 확산에 의한 물질

이동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SVE 공법의 적용

시 유기액상의 제거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Baehr 등,

1989; Lingineni와 Dhir, 1992).

일반적으로 지중에 존재하는 오염물들은 세 가지 상

(phase), 즉 토양입자, 간극수, 토양증기에 분배되어 있다. 이

중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오염물의 이동은 주로 토양으로부

터의 탈착, 간극수를 통한 확산, 토양증기로의 휘발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SVE를 통한 오염정화 효율성을 평가하

고 정확한 제거 기작을 모사하기 위해서 수치 모델링을 수

행할 때에는 이러한 오염분배 현상과 각 상(phase)간의 물질

전달과정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간 오염

물 전달 과정 중 수용액상에서 분자확산으로 인한 물질전달

지체효과가 최종 오염정화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휘발성 오염 물질의 토양증기로의 분배는 간극에 존재하는

토양수와 토양 매질의 흡착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오염물질

이 주로 NAPL로 존재할 때는 상당한 양의 오염물질은 토

양간극에 잔류하게 되며, 토양증기추출로의 오염물 분배는

각각의 성분의 상 압력에 의해 조절된다. 하지만 수용성 오

염물질이 흡착성이 낮은 모래 혹은 자갈로 구성된 지반에

존재하는 경우, 오염물질은 주로 간극수나 간극에 존재하며,

SVE에 의한 오염물 제거는 액상으로부터 기체상태로의 상분

배 과정을 통해 제거된다. 한편 토양이 유기물을 다수 포함

하고 있어 높은 흡착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오염물은 토

양 표면, 간극수, 간극에 모두 존재하게 되며, SVE 적용시

오염물 제거는 탈착, 확산, 휘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Yang 등, 1999).

이러한 다양한 상(phase) 사이의 물질이동에 대한 고려는

SVE를 모사하는 수치모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

구에서는 LEA를 적용하여 액상으로부터 가스상으로의 상

(phase)간 물질 이동을 정의하였다(Fischer 등, 1996). 

3. SVE 모형조 구성 및 특성화

3.1. SVE 모형조 구성 및 실험 절차

SVE 공법을 모사하는 실내 모형조 실험은 120 cm×

75 cm×5 cm 크기의 모형 토조에서 수행되었으며, 실험장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모형조는 물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

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고 실험 중 외부로의 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아크릴, 유리, 테프론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

였으며, 모형지반은 주문진 표준사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주입구와 추출구를 모래 지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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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벽(screen)을 설치하였으며, 전면은 투명 아크릴로 제작하

여 실험 과정 동안 모형조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 지반 내 증기 상태의 오염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28개의 채취지점을 모형조의 전면에 격자 모양으로 설치하였

다. 시험 중 토양 가스 흐름은 멤브레인 펌프에 의해 유도

되고 유량계로 측정하였다. 이때 공급되는 공기는 실리카젤

에 의해 1차로 건조되고, 활성탄 카트리지에 의해 정화시킨

후 주입시켜 오염된 공기와 수분 유입을 최소화시켰다. 또한

2개의 압력 센서를 모형조 양끝에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발시키는 진공압력을 측정하였다.

상부로부터 균일하게 물을 침투 및 배수시킨 후 일정기간

방치하여, 모형 지반의 초기 불포화 상태를 구현하였다. 이

후 불포화 모형지반을 오염시킨 후 SVE 적용 시험을 수행

하였다.

3.2 모형 지반 구성 및 특성화

모형조 내 모래 지반은 전체 모형조 높이를 4구간으로 나

누어 조성하였으며, 함수비, 포화도, 모형조 내 간극 수압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형 지반 조성 중 TDR(time

domain reflectometry) 센서와 수분장력계(tensionmeter)를

모형조 내에 설치하였다. 각 측정 장치의 설치 깊이는 모래

의 표층을 기준으로 TDR 센서의 경우는 -20 cm(TDR1)와

-50 cm(TDR2), 수분장력계의 경우 -20 cm(TM1)와 -30 cm

(TM2)였다. 모형 지반은 건조된 주문진표준사로 조성되었으

며, 시험전 정량펌프로 물을 주입 및 배수하여 불포화 모형

지반을 조성하였다.

정량펌프는 2.5 l/min의 속도로 물이 주입과 배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총 2회에 걸쳐 포화 및 불포화 조건을 수위 조절

을 통하여 모사하였다. 물이 주입되는 동안 각각의 깊이에

설치되어 있는 TDR 센서와 수분장력계에서 수위 변화에 따

른 함수비와 간극수압을 5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

료는 LogoSens에 측정시간 단위로 자동 저장되었으며, 시험

이 종료된 후 LogoSens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료

를 취득하여 분석하였다.

물 주입 전 초기 체적 함수비는 건조 상태와 비슷하였으

며, 이로부터 서서히 물을 주입하여 모래지반 상부면까지 수

위를 상승시켜 포화상태를 유도하였다. 그 후 주입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수한 후 다시 주입과 배수를 반복하였다. 이 과

정을 진행하는 동안 모래 지반에 설치된 각 센서를 통해 함

수 특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림 2는 물의 주입과 배수시 모형조 내 지반의 함수비와

간극수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 지표면 아래 -20 cm

와 -30 cm에 설치된 수분장력계에서는 모형조 하단부에서부

터 1차 주입과 동시에 간극수압 측정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후 1차 배수 초기에는 간극수압이 0으로 떨어

짐을 확인하였다(그림 2(a)). 1차 배수가 완료된 상태로 약

900분간 유지한 상태에서는 간극수압이 0.005로 일정하게 나

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2차 주입이 완료되는 시간까지 지

속된 후, 2차 배수 시작과 동시에 급격히 감소하여 간극수

압이 0으로 내려갔다. 배수가 완료된 후 약 300분간 유지한
그림 1. SVE 모사 모형조 구성

그림 2. 물 주입에 따른 간극수압과 체적 함수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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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는 다시 간극수압이 상승하여 0.005의 일정한 간극

수압을 보였다.

또한 지표면 아래 -20 cm와 -50 cm에 설치된 TDR 센서

에서 측정된 체적함수비도 수분장력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그림 2(b)). 즉 주입과 배수를 2차례 반복한 시

험에서 각 TDR 센서가 설치된 깊이까지 수위가 올라왔을

때 측정값이 급격한 상승하였으며, 그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정도 일정한 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 cm에 설

치된 TDR1의 경우에는 주입과 배수시 측정된 함수비 차이

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50 cm의 TDR2는 함수비 차이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불포화 지반

조성시 주입이 물이 중력 배수되면서, 모형조 하단부가 더

큰 함수비를 보이기 때문에 나탄난 것으로 보인다. 두 종류

의 측정 장치를 통해 배수 후 1일(1,440분) 이내에 함수 분

포가 일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조 내부 함수 분포가 안정화된 후 모형조의 각 위치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포화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3에 도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모형조 내부의 포화도가 상부

에서는 낮고, 하부에서 높게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실내실험에서 사용된 모래와 조성된 모형 지반의 특

성은 표 1와 같다. 

4. SVE 실험 결과

4.1 모형조 실험 결과

모형조 내부가 안정화된 후, 2,220 mg/L 농도를 갖는 톨루

엔을 모형조 상부에 균일하게 침투시켰다. 이 때 톨루엔의 물

에 대한 최대 용해도는 520 mg/L이기 때문에 실제 증류수에

직접 톨루엔을 녹인 것이 아니라, 톨루엔을 일단 친수성의 알

코올에 녹인 후 다시 이 용액을 증류수에 섞어 2,220 mg/L

의 농도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거의 모든 톨루엔은 NAPL

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용해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투입된 톨루엔는 토양 표면에 흡착되거나, 액상으로 용해되기

도 하며, 일부는 토양 증기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때 오염물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MiniRae 2000

portable PID를 사용하여 VOC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토양 대기는 실제 채취한 후 분석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채

취 포트에 삽입된 가스관을 PID와 직접 연결시킨 후 PID의

펌프를 통해 토양 가스를 일정 속도로 흡입하면서 약 1-2분

정도 농도 값이 안정된 후에 측정하였다. 따라서 PID에 의

해서 측정된 토양 가스 농도는 가스관 주변의 대표적인 토

양 대기 농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톨루엔 오염물은 고상과 액상간의 흡탈착 작용과 액상과

기상간의 증발과 액화작용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상

간의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초기 상태에서의 오염물 농도 분

포는 비평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충분히 시간이 지

난 후 상(phase) 사이에 오염물의 물질전달과정이 평형상태

에 도달되었을 때 토양 증기 추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톨루

엔 투입 후 시간에 따른 토양 증기 농도를 측정하여, 12일

경과 후 모형조 내부가 평형상태에 도달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이 때 초기 농도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조

중앙부에서 약 1,000 ppm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후 진공압을 가하여 시간에 따른 토양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오염물 제거시 가해진 진공흐름(rate)은 27.5

m3/day였다. 토양 가스 농도는 초기에 5분 간격으로, 그리고

농도가 어느 정도 감소한 이후에는 측정 주기를 10분, 20분,

70분으로 늘려 오염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총 SVE 적용

시간은 120분이었으며,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변화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d)에 따르면 120분이 경과 후 농도는 최

고 20 ppm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3. 모형 실험조 내부 수분 포화도 분포

표 1. 주문진표준사의 기본 물성 및 조성 지반의 특성

Parameter Value

Specific gravity 2.64

Specimen diameter, cm 10

Cross section area, cm2 78.54

Specimen length, cm 12.74

Specimen weight, g 1595

Wet density, g/cm2 1.594

Water content, % 0.20

Dry density, g/cm2 1.592

Void ratio 0.66

Porosity 0.40

Degree of saturation, % 0.80

Coefficient of permeability (cm/sec) 0.3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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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5를 통해 토양 가스 저감의 공간적 분포를 살

펴보면, 초기에는 출구 부분에서부터 농도가 감소하다가,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이 낮은 농도대가 모형조의 중심과 토양

상단부분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 초기에는 상

대적으로 큰 공기흐름이 출구 부분에서부터 발생하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형조 중심으로 유사한 공기 흐름이

유도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형조 상부가 하부에 비해 더 빠른 오염물질 저감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상부가 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분

포화도가 낮고 이로 인해 공기 흐름 속도가 증가하여 발생

한 것이다. 즉 본 모형조 시험을 통해 모형조 내의 오염물

질 저감은 모형조 내부에서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기

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부터 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SVE 운영시간에 따른 관측 지점별 VOC 농도는 그림 6

과 같다. 각 열(column)별로 상부에서부터 세 개의 관측점

에 대해서 동일한 그래프에 나타냈으며, 첫 번째 컬럼부터

여섯 번째 컬럼으로 가면서 저감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5에서 출구부터 오염 저감이 발생한 것

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약

20분 경과 후부터 모든 위치에서 저감속도가 급격히 감소하

였다.

감소 경향을 살펴보면 초기 오염물 농도의 약 70%가 줄

어드는데 약 20분이 소요된 것에 반하여, 이후 약 90%까지

오염물이 저감되는 될 때까지는 몇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

후반부로 갈수록 제거 효율이 급격하게 감소함(tailing

effect)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4.2 실험 결과 고찰

SVE 공법 적용시 시간에 따른 오염물의 저감 양상을 보

여주는 그림 6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에는 선형의 급격한

기울기를 보이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농도 감소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두개의 서로 다른

오염물 감소 기울기를 보이는 것은 오염물 저감에 두 가지

의 다른 과정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그림 4. 톨루엔 침투 12일 경과 후 토양 가스 농도 분포 (단위 ppm)

그림 5. SVE 작동 시간에 따른 토양 휘발성 가스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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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Gierke 등(1992)에 따르면 가스와 물 사이의 접촉부

의 막 저항은 가스와 물 사이의 물질 이동과정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이며, 오히려 간극에 존재하는 물에서의 오염물 확

산이 오염물 제거에 중요한 제한요소라고 제시한 바 있다.

SVE가 수행되는 토양 내 간극은 그림 7에서와 같이 공

기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은 다시 각각 얇은 막(film)

과 쐐기(wedge) 형태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쐐기모양의

액상을 통한 오염물 제거 보다는 막으로부터의 제거가 좀

더 빠르다. 그 이유는 막(film)이 토양 가스와 좀 더 가깝

게 접촉하기 있기 때문에 확산에 의한 오염물 제거가 좀

용이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하였던 초

기에 빠른 오염물 제거는 막으로부터 VOC 제거에 의한

것이고, 반면에 오염물 저감의 꼬리치는 부분은 쐐기모양으

로부터 확산에 의해 제거되는 기작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VE에서 초기에는 급격한 농

도 감소를 보이다가 적용 후반부로 갈수록 tailing 현상을

보이는 것은, SVE 초기 가스 상태에서 압력차에 의한 오염

물 제거는 액상에서 가스 상 쪽으로의 확산에 의한 물질이

동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상간 물질 전달과정이

비평형상태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SVE의 제거기작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가지 현상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모델링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Yang(1999)와 EPA(2001)에 의해서 막 이론을

접목시켜 개발된 수학적 모델을 본 실험 모형조에 적용하여,

SVE 제거 효율에 미치는 주요 오염물 제거 기작 특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로부터 오염물의 꼬리치면서 감소하는

현상, 즉 tailing 현상을 모사하고자 시도하였다. 

5. SVE 시험 결과 수치 해석

5.1 SVE 개념 모델링

본 장에서는 Yang(1999)와 EPA(2001)에 의해서 개발된

모델을 실제 실험실 규모의 SVE 관측값에 적용하여, 복원기

간 동안 토양 내 총 오염물 농도의 변화를 계산하여 복원이

언제까지 수행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지배방정식은 분자확산제약을 가정하여 얻은 해석해를 사용

하였다. 

일반적으로 간극에 존재하는 물은 토양 입자와 이송 가스

흐름 사이 간극 내 얇은 막이나 혹은 입자 사이 홈(wedge)

에 집합체로서 존재한다(그림 7). 따라서 토양에 흡착된 오

염물이 휘발로 제거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양으로부터

탈착되어야 하고, 이후 간극수를 통해서 확산되는 과정을 거

쳐야 한다. 본 수치 모델은 LEA와 first-order kinetics를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가스상과 액상 사이

의 물질이동과, 액상과 고체상 사이의 물질이동을 동시에 모

의할 수 있다. 여기서 LEA를 평형모델로 first-order

kinetics를 동적모델로 고려하였다. 이때 세 개의 상평형계에

그림 6. SVE 작동시간에 따른 오염물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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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화학종 i의 오염물 질량은 다음과 같다(Yang 등, 1999).

(1)

여기서 아래첨자 s, w, g는 각각 토양, 토양 공극수, 토양

증기를 의미하고, MT,i는 토양 내에 존재하는 화학종 i의 총

질량[M]을 의미한다. NAPL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

을 때(Hoeg 등, 2004), 토양의 체적, 공극율, 그리고 물포화

도 사이에서 물질분배식인 식 (1)은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다.

(2)

여기서 토양의 체적 VT [L3], ρb는 흙의 밀도 [M/L3], Cs,i

는 토양 내의 화학종 i의 농도[M/M]이고, 공극율 φ
[dimensionless], 물포화도 Sw [dimensionless], Cw,i는 토양

공극수 내의 화학종 i의 농도[M/L3]이며, Cg,i는 토양 증기

내의 화학종 i의 농도[M/L3]이다. 

토양 영역과 주변공극수사이의 오염물 탈착현상은 선형탈

착모형을 사용해서 특성화할 수 있다. 

(3)

여기서 Koc는 토양과 물의 분배상수[L3/M]이고, foc는 유기탄

소량[dimensionless]이며, Kd는 흡착 분배계수[L3/M]이다. 토

양 증기와 토양 공극수 사이의 화학종 i에 대한 분배는 다

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

여기서 H는 Henry's law constant[dimensionless]이다. 여기

서 식 (2)~(4)를 이용하면 토양에서 화학종 i의 총 질량

MT,i와 토양농도 CT,i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5)

여기서 토양농도 CT,i는 토양 내에 존재하는 화학종 i의 총

질량(MT,i)을 토양의 체적(VT)으로 나눈 값[M/L3]이다. 

보통 SVE 공법 운용 중에 시간에 따른 가스농도를 관찰

한다. 추출정에서 시간에 따른 오염물 농도의 감소를 보이는

데, 특히 초반에는 급격한 농도 감소를 보이다가 나중에 꼬

리치는 모습으로 아주 서서히 농도가 감소된다. 따라서 토양

내 오염물 제거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언제까지 SVE

운용을 수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효율성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고, 실제 실험실 규모의 SVE 관

측값을 적용하여, 복원기간동안 토양 내 총 오염물농도의 변

화를 계산하여 복원이 언제까지 수행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지배방정식은 분자확산제약을 가정한

식을 도입하여, 해석해를 구하였다. 여기서 일차원적인 확산

은 아래식으로 표현된다.

(6)

여기서 D는 실제확산계수[L2/T]이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7)

여기서 τg는 공극을 채우는 가스의 tortuosity factor

[dimensionless], τw는 공극을 채우는 물의 tortuosity

factor[dimensionless], Dg는 free-gas 분자 확산계수 [L2/T],

Dw는 free-water 분자 확산계수[L2/T]이다.

총 오염물농도의 초기조건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8)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9)

(10)

여기서, L은 확산경로이며, 식(6)~(10)을 이용하여 Carslaw

와 Jaeger(1959)의 해석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11)

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12)

여기서 실제 평가에 필요한 변수는 시간에 따른 평균농도이

다. 따라서 전 영역에 대해서 적분하고, 다시 이를 전 영역

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난다.

MTi Ms i, Mw i, Mg i,+ +=

MTi VTρbCs i, VTφSwCw i, VTφ 1 Sw–( )Cg i,+ +=

Cs i, KdCw i, focKocCw i,= =

Cg i, HCw i,=

CT i,
MT i,
VT

---------- ρb

Kd

H
------

φSw

H
--------- φ s Sw–( )+ + Cg i,= =

∂CT

∂t
--------- D

∂2
CT

∂x
2

------------=

D
τgDg τwDw+

Kdρb φSw Hφ 1 Sw–( )+ +
---------------------------------------------------------=

CT x 0,( ) f x( )=

CT 0 t,( ) g t( )=

CT L t,( ) g t( )=

CT x t,( ) 2
L
--- e

Dn
2π2

t– L
2⁄
sin

nπx
L

---------
⎝ ⎠
⎛ ⎞

n 1=

∞

∑=

f x′( )sin
nπx′

L
----------
⎝ ⎠
⎛ ⎞

0

 L

∫ dx′ n 1 1–( )n
–( )πD

L
------- e

Dn
2π2

t′ L
2⁄

0

 t

∫ g t′( )dt′+

f x′( )sin
nπx′

L
-----------
⎝ ⎠
⎛ ⎞ x′d

0

 L

∫
L

nπ
------ f1 fi 1+ fi–( )cos

xin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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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 1=

j 1–

∑ 1–(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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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L
------ 1 1–( )n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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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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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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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n

2π2
t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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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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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간극 내에 가스와 물의 분포상태 (Fischer 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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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본 연구에서는 FORTR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식 (13)

을 풀었으며, 제시된 확산모델을 통해 오염물 거동을 평가하

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SVE 운영 종료 시간

산정과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5.2 실험결과를 이용한 토양 농도 변화 추정

SVE 모형조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시간에 따른 증기상 농

도 결과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총 토양농도의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관측점 1에서 관측된 시간에 따른

증기상 농도 변화를 추세식으로 나타내고, 이를 경계조건으

로 이용하여 식(13)을 풀었다.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는 다음

과 같은 회귀분석식을 회귀모형으로 이용하였다.

(14)

여기서 y는 증기상 농도를 나타내고, x는 시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변수를 변환해서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15)

(16)

변환된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17)

식 (17)의 계수 a, b, c는 관측정에서의 증기 내 오염물

농도를 통해 산정하게 된다(그림 8). 

여기서 식(17)을 풀기 위해 이용된 관측점 1의 농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식 (18)과 같다.

(18)

여기서 y는 증기상 농도를 의미하고, x는 SVE 운용 시간

(분)을 의미한다. 즉 식 (18)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

여기서 t는 SVE 운용 시간[T]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 (13)

의 경계치 g(t)는 식 (5), (9), (10), (19)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20)

또한 초기 토양 내 공극수의 농도는 모형조에 넣은 톨루

엔의 총질량을 물의 총부피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적용된

초기 토양 내 공극수의 농도는 2,220 mg/L이다. 이때 오염

물은 주입되자마자 토양과 토양 내 공극수, 토양 증기 사이

에서 오염물은 상평형을 이루며, 초기 토양농도는 전 영역에

서 동일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식 (11)에서

초기 토양의 농도 f(x)는 식 (4), (5), (8)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쓸 수 있다.

 (21)

위의 조건들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계산

하였으며, 특히 오염물 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변수, 즉 액상 확산계수, 가스상 확산계수, 물포화도, 실제

확산경로를 변화시켜가면서 시간에 따른 총 토양농도의 변

화율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총 토양 농도변화는 총 토양농도

를 초기 총 토양농도로 나눈 값으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식 (13)을 풀기 위한 입력된 계수는 표 2에 정리하였으며,

이렇게 계산된 각 조건에 따른 토양농도의 변화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를 통해 본 수치 모델링이 SVE의 전형적인 특징이

tailing 현상, 즉 SVE 후반부에서 오염물 감소 속도가 급격

히 줄어드는 현상을 적절하게 모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든 경우에서 오염물 제거가 두개의 다른 기울기를 보이며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로부터 본 수치 모델링이 SVE 적용시

오염물 제거에 관여하는 작용하는 두 종류의 제거 기작을

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9에 따르면, 총토양농도의 백분율은 액상확산계

수가 클수록, 가스상 확산계수가 클수록, 실제확산경로가 짧

을수록, 물포화도가 작을수록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즉 이

는 액상확산계수가 클수록, 가스상 확산계수가 클수록, 실제

확산경로가 짧을수록, 물포화도가 작을수록 SVE 운용기간이

단축되어짐을 의미한다.

만약 총 토양농도 20 mg/l가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최종

정화 목표라고 가정하면 (SVE 공법만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1 1–( )n
–( )nπD

L
---------- e

Dn
2π2

L
2

t t′–( )⁄
g t′( ) t′d

0

 t

∫

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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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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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1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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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Y aX
2

bX c+ +=

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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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0013x 0.0022+ +
--------------------------------------------------------------------=

y t( ) Cg 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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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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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 ) CT 0 t,( ) CT L t,( ) Cg t( ) 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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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φ 1 Sw–(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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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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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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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간에 따른 증기상 농도의 회귀분석결과 (지점 1)

표 2. 총 토양농도 변화율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 상수

Parameter Value Units

Porosity 0.4

Bulk density 1.68 gsolids/cm3
soil

Henry's Law Constant 0.26 (ug/cm3
air)/(ug/cm3

water)

Soil-water partition coefficient 0.8 (g/kgsolids)/(g/Lwater)

Free air diffusion coefficient 636.68 cm2/day

Free water diffusion coefficient 0.0804 cm2/day

Water Saturation 0.30 cm3
water/cm3

void

Effective path length 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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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실제 법정 기준 농도보다 높게 가정함), 이는 본 시험

에서는 초기 총 토양농도의 약 1%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시험 조건에서 네 개의 변수에 따라 총 토양농도가 초기 농

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산정하면 표 3과

같다. 

시간에 따른 증기상 추출 농도의 변화와 총 토양농도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선 증기상 추출

농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시간을 그림 6에서 구하면 약 40분

~60분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총 토양농도가 최종

정화목표(초기 농도의 1%)에 다다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70분~1,100분 정도이다. 즉

오염물 제거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정화 목표에 다다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최종 정화목표치를 20 mg/l로 가정한 경우, SVE 공법

에 의해서 이 수치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SVE 운용시간은

추출된 증기 농도의 tailing 현상이 관찰되는 시점부터 최소

2배 내지 30배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수치 모델링을 통해 최종 정화목표가

tailing 발생 시점 이후에 위치할 때, 최종 정화 목표까지 도

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현장실험을 통해 SVE 적용시 시간에 따른 토양 가스

의 오염도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확보된 자료와 본 수

치 모델링을 통해 각 변수에 따른 tailing 발생 시점과 최종

정화 목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렇게 예측된 시간은 SVE를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정화안

이 적용될 경우, 1차 SVE 적용 종료 시점 결정 등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VE 적용시 제약사항으로 알려진 tailing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SVE 모사 실내 모

형조 실험을 수행하여 SVE 공법을 통한 오염물 제거 기작

을 관찰하였다. 또한 tailing 효과를 모사할 수 있는 수치

표 3. 변수에 따라 총 토양농도가 초기 농도의 1%에 도달할 때
까지 걸리는 시간

Parameter Value
Time to reach at 1% 

total soil concentration
(min)

Free water diffusion coefficient 
(cm2/day)

0.000804 250

0.0804 130

8640 75

Free air diffusion coefficient 
(cm2/day)

318.44 500

636.68 250

1273.36 125

Water saturation
 (cm3

water/cm3
void)

0.1 120

0.3 260

0.5 900

Effective path length 
(cm)

1 70

2 240

4 1100

그림 9. 네 가지 변수에 따른 시간별 총 토양 농도 변화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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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제시하고, 실내 모형조 실험 결과를 적용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SVE에 대한 이론

고찰, 모형조 시험, 수치 모델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모래로 조성된 모형 지반을 톨루엔으로 오염시킨 후,

SVE를 통해 오염물을 제거하는 모형조 실험을 수행하였

다. 오염물 제거 시험을 통해 운전 후반부로 갈수록 정화

효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tailing 현상을 확인하였다. 

2. SVE 적용시 오염물질 감소를 수학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SVE 공정 후반부에서의 속도를 제어

하는 액상에서의 확산 제약 현상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해 LEA와 first-order kinetics를 고려하는 수

치 모델을 적용하여, 이로부터 SVE에서 tailing 현상을

모사하였다.

3. 모형조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시간에 따른 증기상 농도 결

과를 적용하여 수치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시

간에 따른 총토양농도의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시된 수치 모델링은 SVE의 전형적인 특징인 tailing

현상, 즉 SVE 후반부에서 오염물 감소 속도가 급격히 줄

어드는 현상을 적절하게 모사하였다.

4. 구축된 수치 모델링을 통해 4가지 주요 변수가 정화효율

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한 결과, 총토양농도의 백분율은 액

상확산계수가 클수록, 가스상 확산계수가 클수록, 실제확

산경로가 짧을수록, 물포화도가 작을수록 빠르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액상확산계수가 클수록, 가스상 확산계

수가 클수록, 실제확산경로가 짧을수록, 물포화도가 작을

수록 SVE 운용기간이 단축되어짐을 의미한다.

5. 모형시험과 수치 모델링을 통해 최종 정화목표가 tailing

발생 시점 이후에 위치할 때, 최종 정화 목표까지 도달하

는데 많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VE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tailing 발생

시점과 최종 정화목표 사이에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이다. 또한 향후 현장실험을 통해 SVE 적용시 시간에 따

른 토양 가스의 오염도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확보된

자료와 본 수치 모델링을 통해 각 변수에 따른 tailing

발생 시점과 최종 정화 목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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