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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및 초고압 세정 중 하나를 이용한 정화능력을 갖는 유체를 토양

층으로 주입하기 위한 주입 관정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주입 관정의 제1 벽 또는 제1 바닥에 구비된 주입노즐을 

통해, 상기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및 초고압 세정 중의 하나를 조절할 수 있는 고압하에서, 상기 유

체를 주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주입된 유체는 상기 토양층을 교반하고 세정하고 오염물질을 분리하거나 분해

하며, 상기 토양층으로부터 상기 오염물질 중의 분해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하는 상기 유체를 복수의 회수 관정을 통해

회수하므로써 상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된 토양층을 정화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오염된 토양층, 정화 방법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구현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염된 토양층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된, 오염된 토양층을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3은 주입 관정과 회수 관정의 위치를 보여주는 개념도이다.

도 4는 플랜트의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도 5는 오염된 토양층의 정화 단계의 순서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6은 관정의 배치와 교대를 보여주는 평면도이다.

도 7은 관정의 교대를 고려한 시공순서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도 8a 내지 도 8d는 회수 관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도면이다 : 도 8a는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도, 도 8b는 단면도, 도 

8c는 스크린을 보여주는 확대도이고, 도 8d는 슬릿(slit)의 위치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해한 화학물질로 오염된 토양층(토양, 기반암 및 지하수)을 원 위치에서(in situ) 정화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잘 알려진 중금속 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염소계 화학물질 (이하 VOC라 함), 예를 들어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테트

라클로로에틸렌과 같은 유기용매에 의한 토양층의 오염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중금속 및 

VOC (이하 또한 오염물질이라고도 함)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거되어 무해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적 접근방법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생분해를 이용한 인시투(in situ)적 정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오염된 토양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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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화를 위한 장치가 개발되어 왔다.

또한, 더 짧은 시간 안에 유기염소계 화합물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을 조합

한 방법이 주목을 끌고 있다. 바로 그 현장에서 (in situ) 오염된 토양층을 정화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이러한 방법이 오염물질을 함유하는 토양의 대규모 굴착, 운송 또는 재매립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정화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물리적/화학적 방법과 미생물학적인 방법(생물정화기술)을 사용하는 정화 방법에 대한 몇가지 예가 알려

져 있다. 오염된 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지하수맥을 이용하여, 오염물 흐름의 하류에 위치한 회수장치로 

오염된 물을 회수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또한 흐름의 하류에서 오염된 물을 처리하기 위한 영역

을 가지며, 그 곳을 지나가는 오염물을 처리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오염물질(VOC)의 흐름의 상류에 미생물과 영양물

질을 주입하여 오 염된 지역에 확산시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오염된 토양층을 정화하는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접근 방법이며,

지하수의 흐름에 의존한다. 그 방법들은 오직 지하수로 흘러 들어온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오염된 토양층 전체에 걸쳐서 모든 오염물질을 용출시킴으로써 모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적용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시간이 요구된다. 지하수의 흐름은 일정하지도 균일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모으

고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주입된 화학물질, 미생물 및 영양물질이 오염된 토양층의 전체에 걸쳐 확산되기도 어

렵다.

게다가, 정화를 위해 사용된 화학물질이 복잡한 층 구조로 인해 다른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되어 왔다.

생물학적 처리기술에 관련된 앞에서 언급한 방법 중에서, 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분해 능력을 갖는 박테리아를 도입하

는 방법인 생물학적 증대방법 (biological augmentation)은, 주위의 토양층에 박테리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확산을 일

으켜, 유해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공공연히 적용하는 것은 2차적인 오염의 우려때문에 어

려울 것이다.

기존의 진공 추출 방법에서는, 오염된 토양층에서의 감압으로 인해 지하수의 수위(level)가 올라간다. 이에 따라, 오

염물질이 위에 언급된 VOC인 경우에, 진공 추출법에 의해 오염물질이 추출될 수 있는 지역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정

화의 효율이 낮아진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지하수면 아래의 포화 영역의 깊은 곳에 있는 오염된 토양층의 물에 존재

하는 VOC를 휘발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면보다 높은 곳의 오염된 토양층의 일부분만이 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공추출법은 관정(well)의 가장 깊은 부분에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하, 유해한 화학 물질에 의해 오염된 토양층의 처리에 요구되는 항목들을 설명한다.

첫번째, 오염된 토양층에 대한 바로 그 현장에서의 완벽한 정화 뿐만 아니라 2차적인 환경 오염의 확산을 막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화 방법이 요구된다. 이 방법을 위해서는, 물리적 작용, 화학 반응, 미생물의 대사 및 고압 세정 중 하

나를 이용하는 정화 능력을 갖는 유체가 관정을 통해 주입될 때, 오염된 토양층의 가장 밑부분까지 정화할 수 있고 화

학물질 및/또는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두번째, 유체가 한 관정을 통해 주입되고 다른 관정을 통해 회수되는 경우에, 중금속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을 포함하

는 넓은 범위의 오염된 토양층에 대해서도 일정하고 효율적으로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세번째, 중금속을 포함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고정(solidifying) 정화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

다.

네번째, 관련된 시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오염된 토양층이 매우 효과적으로 파쇄될 수 있도록 최적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번째, 휘발성 오염물질의 매우 효율적인 회수 방법이 요구되는데, 즉 강 제 정화방법을 이용하여 토양층에 남아

있는 휘발성 오염물질의 제거를 가능하게 하여 높은 수준의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VOC의 정화를 위해 오염된 토양층에서 오염물질을 휘발시켜 진공펌프로 오염물질을 포함하는 공기를 추출하는 경

우, 펌프에 의해 그 층의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포화된 영역에서 지하수의 수위는 올라간다. 포화된 영역에서 지하

수면 아래의 오염된 토양층의 물에 존재하는 VOC를 휘발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면 위의 오염된 토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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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되어, 정화의 효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뒤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VOC의 정화를 위해서 지하수면이 낮아져야 한다.

여섯번째, 유체의 원하지 않는 확산을 제어하므로써, 정화 매체로서 사용되는 유체의 총량을 줄여 첨가제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적인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정화 매체로 사용되는 유체가 물이라

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이 없으면, 무제한적인 사용은 낭비로 이어지고 2차적인 환경오염의 확산을 일으킬 수도 있

다. 이것은 또한 첨가제 비용의 불가피한 상승을 수반한다.

일곱번째, 관정의 굴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갯수의 관정이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 여덟번째 내지 열번째 항목에서 기술되는, 기존 방식의 정화 시설 및 기법을 병용하여 정화의 효율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여덟번째, 기존의 유체 세정 (fluid washing) 방법을 고려한 개선된 방법이 필요하다.

아홉번째, 기존의 고압 세정 방법(high-pressure washing)을 고려한 개선된 방법이 필요하다.

열번째, 기존의 유체 세정 장치를 고려한 개선된 방법이 필요하다.

아홉번째 항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지하수면 아래 제2오염토양층에 있는 VO

C를 휘발시키지 않은 채 남겨놓고, 지하수면 위로 제1오염토양층 만이 정화되기 때문에, 회수 관정(collection well)

이 가장 깊은 부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이 요구된다.

열한번째, 2차적인 환경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플랜트(plan

t) 구조가 요구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오염된 토양층을 원위치에서 완전히 정화할 수 있고, 2차적인 환경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즉,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및 고압세정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는 

정화능력을 갖는 유체가 한 관정을 통해 주입되고 다른 관정을 통해 회수될 때, 화학물질 및/또는 미생물에 의한 부작

용을 피할 수 있는, 오염된 토양층을 정화하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 오염된 토양층 정화 방법을 제공한다: (a) 오염된 지층에,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

응, 미생물의 대사와 그것의 촉진(promotion) 및 고압세정 중의 하나를 이용함으로써 정화 능력을 갖는 유체를 주입

하기 위한 주입 관정을 형성하는 단계; (b) 주입 관정의 제1 벽(wall) 또는 제1 바닥에 구비된 주입 노즐(nozzle)을 통

해,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와 그것의 촉진 및 고압세정 중의 하나가 제어될 수 있는 압력하에 상기 

유체를 주입하는 단계. 이 방법은, 주입된 유체가 토양층을 교반하고 세정하여 오염물질을 분리하거나 분해하며, 토양

층에서 분해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함유하는 유체를 다수의 회수 관정들을 통해 회수하므로써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점토(clay)나 침적토(silt) 같은 토양층을 이루는 입자에 붙어 있거나 또는 이암층의 작은 입자에 

붙어 있는 오염 물질들은, 최적으로 조절된 조건하에서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및 고압세정 중 하나

의 방법에 의해 무독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오염된 토양층을 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 하는데, 이 방법에서 주입 관정의 주입 노즐들은 수직방

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정화 능력을 갖는 유체를 회수하기 위한 회수 관정과 주입 관정을 바람직한 간격으

로 굴착하는 단계; 주입 관정과 회수 관정에 대해 주입 및 회수의 역할을 교대하는 단계; 및 상기 회수 관정 중에서 중

금속으로 이루어진 오염물질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수 관정과 그 근방의 회수 관정에 이온 교환 물질과

흡착 물질을 충진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온 교환 물질과 흡착 물질의 예로서는 제올라이트(zeolite), 알로폰(allophone), 이모졸라이트 (imogolit

e) 및 활성탄(activated charcoal) 등 이 있다. 유독성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들은 흡착제의 역할을 하는 이온교환 

물질 및 흡착 물질에 의해 흡착되어 무해하게 변화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유체가 한 관정을 통해 주입되고 다른 관정을 통해 회수될 때, 넓은 영역의 오염된 토양층에 대해 

균일하고 효율적인 정화 처리가 달성된다. 더 나아가, 중금속으로 이루어진 오염물질들은 오염된 토양층의 바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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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고정 정화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다른 특징으로서, 본 발명은 이온교환 물질, 흡착 물질 및 중금속 함유 광물질을 생성하는 용액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유체속에 혼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오염된 토양층의 정화 방법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중금속을 갖는 오염물질들은 

바로 그 오염된 토양층에서 고정 정화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 본 발명은, 20 - 500 MPa의 압력으로 가압된 액체와 0.1 - 1.0 MPa 로 가압된 기체 둘다 또는 

상기 액체나 상기 기체 중 어느 하나를 주입 관정으로 주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오염된 토양층의 정화 방법을 제공

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오염된 토양층이 유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점토, 침적토 또는 이암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20 - 5

00 MPa 로 가압된 액체는, 그 토양층을 박편상으로 파쇄하여 균일한 미세 입자들로 만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유체

를 토양층으로 침투시켜 교반하고 세정할 수 있다.

토양층이 VOC로 오염된 경우에, 0.1 - 1.0 MPa로 가압된 기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토양층에서 지하수와 혼합됨으

로써 기포를 생성한다. 이 기포들의 살포효과로 침투, 교반 및 세정 효과가 증가되고,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들을 액

체와 함께 지표면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오염물질의 무독화 처리가 용이하게 된다.

기체가 혼합되므로써, 물리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또는 고압세정의 효과가 향상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 본 발명은, 감압 펌프를 사용하여 회수 관정으로부터 유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오염된 

토양층의 정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VOC 같은 휘발성 오염물질들의 휘발을 증가시켜, 무독화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 본 발명은, 회수 관정들로부터 회수된 유체를 무독화처리하고, 이 무독화된 유체의 일부 또는 전

체를 재순환시킴으로써, 처리에 사용되는 유체의 총량을 줄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된 토양층의 정화 방법을 

제공한다. 화학물질과 미생물의 양도 또한 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을 가져온다. 더 나아가, 유체가 폐루프(closed loop

)안에서 순환되면, 2차적인 오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 본 발명은, 각각의 회수 관정의 제2 벽 또는 제2 바닥에 구비된 흡수 포트(absorbing port)로부

터 오염된 토양층을 통해 주입 관정의 주입 노즐에 이르는 수평 거리가 약 0.5 - 50 m 인, 오염된 토양층의 정화 방법

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본 출원인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기초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 본 발명은, 회수 관정으로부터 회수된 유체의 무독화 처리 단계가 오염물질들을 흡착하는 과정 

및/또는 폭기 과정을 포함하는, 오염된 토양층의 정화 방법을 제공한다. 기존의 방법들은 본 발명에 선택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현존 자원의 최대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의 정화에 관련된 사업 설비에 요구되는 비용을 줄

이게 될 것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구현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구현예의 설명을 위해 사용된, 오염된 토양층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또

는 미생물의 대사를 이용한 정화능력을 갖는 유체(2)를 주입하는 주입 관정(3) 및 복수의 회수 관정(4)을 소정의 간격

으로 오염된 토양층(1)을 굴착하여 만든다(도3 참조). 유체(2)는 물과 공기의 2상(two phase)복합물로, 제1 세정 매

체인 물과 제2 세정 매체인 공기에 제3 세정매체가 추가될 수 있다.

유체(2)는,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또는 미생물의 대사를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하에서, 주입 관정(3)의 벽에 

위치하는 다수의 주입 노즐(5)을 통해 주입된다. 그 다음 유체(2)는 오염된 토양층(1)에 침투하여 오염된 토양층(1)을

교반, 세정하여, 그곳으로부터 오염물질(6)을 분리한다. 유체(2)는, 초고압축 펌프(7)에 의해 0.5 - 0.7 MPa로 가압된

300 m 3 /hour의 공기와 20 - 200 MPa로 가압된 60 - 210 liter/min의 물을 포함한다. 유체(2)는 이러한 압력에서 

주입 관정(3)에 주입되어, 토양층이 점토, 침적토, 또는 이암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토양층(1)에 성공적으로 침투

한다. 유체(2)의 압력과 양은, 예를 들면 입자와 고체 상태, 지하수 및 오염물질(6)의 종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금속에 의해 오염된 토양층에 대해서는, 이온교환 물질, 흡착 물질 또는 중금속 함유 광물질 생성 용액 중 적어도 

하나를 유체(2)에 혼합하여, 상기 오염 토양층 자체에서 고정 처리를 함으로써 중금속으로 이루어진 오염물질의 정화

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올라이트, 알로폰, 이모졸라이트, 활성탄 또는 중금속 함유 광물질 형성 용액으로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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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 알루미늄 용액(silica alumina solution)중 적어도 하나가 유체(2)와 혼합된다. 이온 교환 물질과 흡착 물질은,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에 대해 흡착제(absorbents)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6)을 흡수하여, 오염물

질(6)을 무독화시키게 된다.

오염된 토양층이 일반적으로 유체(2)가 침투하지 못하는 점토, 침적토, 또는 이암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고

압에서 가압된 주입수(20)에 의한 교반과 세정에 의해 토양층이 파쇄되므로 유체(2)가 토양층에 침투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된다. 토양층이 VOC에 의해 오염된 경우에,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또는 앞서 기술된 공기의 

살포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체(2)의 압력을 조절하므로써 정화가 촉진될 수 있다.

펌프(7)의 공급 파이프는 주입 관정(3)의 지표면(ground surface)에 위치한 입구(30)에 기밀방식으로 연결된다. 펌

프(7)의 압력과 유체(2)의 내용물은 제어장치 (control box, 미도시)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천공작업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금속 파이프로 이루어진 로드(rod)(31)는 주입 관정(3)에 위치한다. 주입수(20)에 의한 교반과 세정의 효과

는 로드(31)의 굴착에 의해 구동되는 주입 노즐(5)의 회전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또는 미생물의 대사를 이용한 정화는, 주입 노즐 (5)를 통해 주입되는 주입수(20)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된 토양층(1)에 대한 교반과 세정에 의해 조절된다. 무독화되지 않은 오염물질(6)을 일부 포함하는 유

체(2)를 회수 관정(4)으로부터 회수함으로써 모든 오염물질(6)을 토양층(1)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그런 후에 지상 

플랜트(ground plant)에서 유해한 물질과 무해한 물질로 분리된다(도 4 참조).

지하수면 아래의 오염된 토양층(1)의 물에 존재하는 VOC를 휘발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면 위에 있는 일

부의 토양층만이 정화된다. 그러므로, 회수 관정(4)의 가장 깊은 부분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과 공기의 2상(two phase) 복합물인 유체(2)가 주입 관정(3)을 통해 주입된다. 이런 방식으로, 오

염된 지하수(22)의 통상의 수위(22a)가 다른 수위 (22b)로 낮아지고, 계속해서 오염된 토양층(1)의 불포화 지역이 확

장된다. 따라서 정화는 새로운 불포화지역으로 확장되는데, 이 지역은 한때 공기를 갖지 않은 수면 (22a) 아래의 포화

지역이었다. 그리하여, 지하수면 아래의 VOC로 오염된 층이 공기에 노출되게 되어, 더 깊은 곳까지, 더 넓게 그리고 

더 효율적인 정화가 가능하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이 적용되는 오염된 토양층(1)을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오염된 표면 토양(10)을 포함하는 오염된 토양

층(1)에 존재하는 오염물질(6)을, 대사작용을 통하여 무독화하는 메탄 생성 박테리아(methane producing bacteria)(

21)는, 메탄가스를 포함하는 층에 산다. 어떤 미생물들은 메탄 생성 박테리아(21)와 같이 대사작용에 의해 오염물질(

6)을 무해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미생물들은 미생물의 대사작용으로 물을 정화하기 

위해, 열대어 탱크(미도시)의 물 속에 첨가된다. 미생물을 사용하는 하수 정화 탱크의 정화방법과 유사한 방법도 잘 

알려져 있다.

본 발명은, 바꾸어 말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연의 전체적인 정화 체계를 오염된 토양층(1)에 부분적으로 적용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메탄 생성 박테리아(21), 다른 미생물들, 동물, 및 식물 생태계를 포함하여, 인간의 건

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유체(2)는, 메탄 생성 박테리아(21)의 대사 작용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바람직한 압력으로, 펌프(7)에 의해 가압되어 

주입 관정(3)을 통해 주입된다. 그런 다음 유체(2)는 오염된 토양층(1)에 침투하여, 오염된 토양층(1)을 교반하고 메탄

박테리아(21)의 대사를 증가시켜 정화의 효율을 향상시킨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오염된 토양층(1)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된 지하수(22)는 회수 관정(4)를 통해 회수되고, 유

체(2)의 세정 매체처럼 순환된다. 오염된 지하수(22)에 포함된 자연발생적인 메탄 생성 박테리아가 정화를 위해 사용

되며 만약 박테리아(21)의 양이 충분하게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체(2)에 메탄 생성 박테리아(21)이 인위적으로 

첨가될 수 있다. 또한 메탄 생성 박테리아(21)의 대사 향상을 돕기 위한 가스와 영양물질도 유체(2)에 첨가될 수 있다.

도 2는, 메탄 생성 박테리아(21)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지의 방법을 추가하여 정화를 가속화할 수 있고 효율적으

로 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정화체계가 오염된 토양층(1)에 부분적으로 적용된 예를 보여준다.

도 3은 주입 관정(3)과 회수 관정(4)의 위치를 보여주는 개념도이다. 주입 관정(3)과 회수 관정(4)은 소정의 간격으로

지표(100)에 굴착된다. 입구(30)과 회수 포트(40)은 각각, 주입 관정(3)과 회수 관정(4)을 통해 지상 플랜트에 연결된

다(도 4 참조). 로드의 벽이나 바닥에 구비된 노즐(5)(도 1과 4 참조)과 회수 관정(4)의 벽 또는 바닥에 구비된 흡수 

포트(8) 사이의 거리 D는 0.5 내지 5.0 m로 설정된다. 거리 D는 오염된 토양층(1)에 대한 유체(2)의 침투성 (permea

bility)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거리 D는 침투성이 양호한 모래층일 경우에는 길어지고 또한 유체(2)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 가해진다. 반대로 점토, 침적토, 또는 이암층 같이 침투성이 낮은 토양층에 대해서는 거리 D

가 짧게 정해지고,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진다.

유체(2)가 물과 공기의 복합물이라면, 기포를 가진 초고압 주입수(20) (도 1과 2 참조)이 노즐(5)에 의해 생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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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노즐(5)은 거기에 공급된 가압된 물과 공기를 혼합할 수 있는 모양(미도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

입수(20)는 살포 효과로 토양층을 파쇄할 수 있어서, 점토, 침적토, 또는 이암층과 같은 침투성이 낮은 토양층에 대해 

높은 정화력을 제공한다.

금속 파이프(43)에 구비된 흡수 포트(8)는, 예를 들어 150 mm 길이에 2 mm 폭을 가진, 수 많은 슬릿(slits)을 갖는 

스크린(screen)(47)을 포함한다 (도 8a 내지 도 8d 참조). 만약 스크린(47) 전후에 압력차 즉, 파이프의 바깥쪽은 높

고 안쪽은 낮아서 생기는 압력차가 존재한다면, 유체(2)는 그 곳을 통해 지나갈 수 있다. 막힘방지를 위해 관정벽과 

스크린(47)사이에 존재하는 모래(44)는, 토양과 모래가 불필요하게 회수 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

므로 토양과 모래가 회수 관정(4)을 채워서 완전히 작동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스크린(47)의 형태는 토양층

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는 플랜트의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이동성을 가지며 재사용 가능한 형태의 이 플랜트는 오염된 토양층(1)

위에 세워졌다가 정화가 끝나면 다른 지역에서 또다른 사용을 위해 철거된다. 플랜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계속될 

것이다.

주입 관정(3)과 회수 관정(4)는 천공 장치(boring unit)(50)에 의해 천공된다. 금속 파이프로 된 로드(31)는 드릴처럼 

토양 내에서 회전하여 주입노즐(5)을 통해 주입된 초고압수(20)에 의한 살수 작용으로 오염된 토양층(1)에 대해 교반

과 세정 효과를 준다.

도 4에서, 통상적으로 천공 장치(50)는 오직 주입 관정(3)에만 연결된다. 그러나, 천공장치(50)는 처음에 회수 관정(4

)을 천공하는데도 사용되며, 관찰, 회수 또는 주입 관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모든 관정의 천공이 끝난 뒤에, 천

공 장치(50)는 주입을 위해 사용되는 관정에만 연결되는데, 주입 관정은 로드(31)의 드릴같은 회전을 필요로 한다.

회수 관정(4)의 회수 포트(40)이 대기압에 개방되지 않고, 스위칭가능한 밸브(switchable valve)(42)를 통해 모(母) 

회수 파이프(mother collection pipe) (41)에 연결되면, 회수된 유체(2)의 오염은 모 회수 파이프(41)에 연결된 계기

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진공펌프(51)는 유체(2)를, 회수 관정(4)으로부터 모 회수 파이프(41)를 경유하여 뚜껑(미도

시)이 있는 2개의 탱크로된 노치 탱크(notch tank)(52)로, 모두 끌어 올린다. 오염물질(6)과 VOC같은 오염된 기체를 

포함하는 오염된 물을 포함하는 유체(2)의 경우에, 침전에 의해 노치 탱크(52)에서 오염물질(6)을 제거하므로써 오염

된 물은 정화될 수 있다. 이는, 제1조에서 오염물질(6)을 대강 침전시킨 다음, 제1조로부터 V-자형의 컷아웃(cutout)

을 통과하는 상등액층을 제2조에 유입시켜 침전시키고, 다시 제2조의 상등액을 폭기 장치(53)에 보내는 방식으로 수

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침전제의 첨가는 성능 향상을 위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다. 노치 탱크(52)에서, V-자형의 

컷아웃을 통과하는 액체의 유속은 노치(notch)에 의해 표시되는 물의 수위를 사용하여 측정된다. 그런 뒤 오염된 물

은 폭기 장치(53)로 보내져서, 무독화 처리된다. 폭기 장치(53)에 의해 분리된 VOC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는 유

해한 기체는 활성탄 탑(55)에 의해 무독하게 변화된 후, 대기중으로 방출된다. 폭기 장치(53)에서 무독화된, VOC를 

포함하는 물은 두 개의 탱크로 이루어진 물 탱크(54)에 임시로 저장되었다가 재순환된다.

노치 탱크(52)에서 수행된 오염물질(6)의 제거를 위한 침전 처리는 물 탱크 (54)에서 실시될 수도 있으며, 더 나은 정

화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침전이 부가적으로 물 탱크(54)에서 행해질 수 있다.

연속적으로 정화 작업을 계속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물 탱크(54)에 임시로 저장된 물은, 초고압의 펌프(7)에 의해 약 2

00 MPa로 가압되고, 약 0.5 MPa로 가압된 공기와 혼합되어,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잠재된 유체(2)를 형성하며, 유체

(2)는 천 공 장치(50)를 통해 입구(30)를 통하여 주입된다. 그런 후 유체(2)는, 지표 아래에 위치한, 주입 관정(3)의 벽

에 구비된 주입 노즐(5)를 통해 오염된 토양층(1)에 주입된다. 가압된 물과 공기는 각각 주입노즐(5)로 공급되고, 거

기에서 함께 혼합되어, 고압 세정 효과를 발생시킨다. 유체(2)는, 제1 세정 매체인 물, 제2 세정 매체인 공기 그리고 

제3 세정 매체로 이온 교환 물질, 흡착 물질 또는 중금속 함유 광물질 생성 용액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게 된다.

초고압으로 가압된 주입수(20)는, 살포(sparging)와 살수(sprinkling)의 복합효과를 갖는데, 이것은 오염된 토양층을 

파쇄하고 세정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주입수(20)는 오염된 토양층(1)이 낮은 침투성을 같는 점토, 

침적토, 또는 이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오염된 토양층(1)에 대하여 높은 세정 효과를 발휘한다. 초고압의 주입

수(20)과 살포되는 압축 공기가, 물에 용해되어 토양 입자에 의해 흡착되어 있는 오염물질(6)과 접촉하여, 물과 토양 

입자로부터 오염물질들을 기화시키므로써 오염물질을 분리 제거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높은 압력 조건하에서 포화영역의 지하수위가 떨어짐에 따라 불포화지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정화될 면적이 증가될 

수 있다. 특히, 지하수에 함유되어 있을 때는 휘발되지 않는 VOC가, 고압 조건하에 오염된 토양층(1)에서 지하수위가

떨어지면 공기 중에 노출되어 기화되고, 보다 효율 적인 정화가 달성될 수 있다.

이하, 정화와 관련된 운전작업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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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오염된 토양층(1)을 정화하기 위한 단계의 순서를 보여주는 흐름도이다. 먼저 단계 S1에서, 토양층이 점토, 침

적토, 또는 이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도, 초고압에서 가압되고 주입 노즐(5)을 통해 주입된 주입수(20)에 의해 토

양층(1)이 파쇄된다. 그리하여 오염된 토양층(1)은 높은 침투성을 갖게 되어 초고압에서 가압된 주입수(20)의 도움으

로 유체(2)가 초고압 조건하에서 주입된다. O.5 - 0.7 MPa에서 가압된 300 m 3 /h의 공기와 20 - 200 MPa에서 가

압된 주입수(20)의 혼합으로 효과적인 유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400 MPa를 초과하는 더 높은 압력을 적용하는 것은 

장치에 관련된 개량에 많은 비용이 듦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양층의 파쇄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예가 설명될 것이다. 20-30 liters/min으로 주입수(20)이 오염된 토양층(1)에 주입되면, 포화된 영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단계 S2). 이 포화된 영역에 존재하는 유체(2)는 그곳으로부터 나가도록 힘을 받아 그 결과 

주입수(20)의 양과 같은 양이 인위적으로 배출된다. 만약 관정(4)에 흡수 포트(8)가 존재한다면, 포화된 영역에 있는 

유체(2)는 흡수 포트(8)과 관정(4)를 통해 오염물질(6)과 지표면으로 함께 모아진다. 유체(2)가, 예를 들어 약 2 m 로 

정해진, 주입 노즐(5)와 흡수포트(8) 사이의 거리 D를 지나가는 동안, 그 사이에 있는 오염된 토양층(1)을 정화한다. 

거리 D는 토양층(1)의 특성과 오염물질(6)의 특성에 따라 0.5 - 5 m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다.

흡수 포트(8)을 통해 회수 관정(4)로 이동하는 유체(2)는 기포 상승의 도움으로 회수 관정(4)에서 위로 펌핑된다. 또

한 진공펌프(51)는, 다수의 회수 관정(4)이 연결되는 모(母) 회수 파이프(41)를 통해 유체(2)를 펌핑한다 (도 4 참조).

또한, 가압된 공기는 회수 관정(4)에 펌핑효과를 주어, 이것에 의해 토양층(1)의 불 포화영역을 세정하는 유체(2)가 

위로 펌핑된다 (단계 S3). 이와 관련하여, 펌프(7)에 의해 발생된 고압과 펌프(51)의 감압 간에 압력 차이가 오염된 토

양층(1)에서의 휘발성 물질의 휘발을 촉진하여, VOC 같은 잔류물질의 완벽한 회수를 가능케 한다.

진공펌프(51)의 유체 흡입구를 통해 회수된, VOC를 함유하는 유체(2)는 폭기 탱크(53)에서 폭기되어 (단계 S4), VO

C를 포함하는 기체와 VOC가 포함되지 않은 물로 분리된다. 유체(2)가 완전히 무해한 물질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면, 이것은 배출될 수 있다 (단계 S7). 또는 재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유체(2)는 세정 매체로 재사

용될 것이다 (단계 S8). 예를 들어, 무독화된 물은 임시로 물 탱크(54)에 저장된 후 초고압의 펌프(7)에 의해 주입 관

정(3)으로 다시 주입된다.

VOC가 제거된 물이 중금속을 포함한다면, 무독화 과정은 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실행된다(단계 S5). 단계 S5에서 실

행되는 과정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는 기술이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VOC가 포함된 유체(2)가 폭기 장치(53)에서 폭기되는 동안 (단계 S4), 유체(2)로부터 분리된 VOC를 포함하는 유해

성 기체는 활성탄 탑(55)로 들어가서 유해한 복합물들의 무독화 흡착처리를 거쳐(단계 S6), 대기로 방출된다 (단계 S

7).

도 5의 흐름도에서는 유체가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또는 고압세정 중 어떤 효과로 정화가 행해졌

는지는 명백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 2에서 예시적으로 설명된 오염된 토양층(1) 은 자연발생적인 메탄 생성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유체(2)는 미생물 대사를 이용 한 정화능력을 갖는 것이다.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또는 초고압 세정에 적합한 물질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겠다. 앞서 언급된 

메탄 생성 박테리아와는 다른, 혐기성 메탄 생성 미생물을 위한 영양물질로는 젖산, 메탄올, 에탄올, 초산, 구연산, 피

루브산 및 폴리펩톤 같은 잘 알려진 메탄 생성 미생물 증식용 영양물질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황산 환원 미생물 증식을 위한 영양 물질로서는, 젖산, 메탄올, 에탄올, 초산, 구연산, 피루브산, 폴리펩톤 및 당 함유 

유기물질과 같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영양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종속 영양형 혐기성 미생물 증식을 위한 영

양물질의 예로서는, 맥주 양조 폐수, 전분 폐수, 낙농 폐수, 제당 폐수, 맥주 찌꺼기, 두부 찌끼 및 왜(slime)와 같은, 

메탄 발효 처리의 대상이 되는 유기 폐수나 폐기물 자체등이 있다.

유체(2)에 첨가하기 위한 무기 환원제로서는, 환원철, 주철, 철-실리콘 합금, 티타튬 합금, 아연 합금, 망간 합금, 알루

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칼슘 합금 및 그것들의 용해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물질인 

것이 바람직하다. 환원제의 존재하에,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및 미생물의 조합을 이용하는 환원성 할로겐화(redu

cing halogenation)가 촉진될 수 있다.

많은 양의 환원철과 주철이 전술한 환원제에 포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는 적어도 철-실리콘 합금, 티타늄-실

리콘 합금, 티타늄-알루미늄 합금, 아연-알루미늄 합금, 망간-마그네슘 합금, 알루미늄-아연-칼슘 합금, 알루미늄-

주석 합금, 알루미늄-실리콘 합금, 마그네슘-망간 합금 및 칼슘-실리콘 합금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환원제는 유기산 또는 차아인산(hypophosphoric acid ) 및 철, 티타늄, 아연, 망간, 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으로 이루

어진 염류(salts)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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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원제는, 유체(2)가 보통 주성분으로 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용성 화합물인 것이 바람직하다.

환원제의 농도가 오염물질(6)의 상태에 따라 최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환원제의 양은 미리 각각의 장소에 대해 현

장에서 시험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체(2)에 혼합되는 물질은, 환원제에만 제한되지는 않으며, 산화제 또한 효과적인 작용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도 6은 관정의 설계 및 교대를 보여주는 평면도이다. 도 7은 관정의 교대를 고려한 시공의 순서를 보여주는 흐름도이

다. 주입 관정(3)과 회수 관정(4)의 교대는 도 6 및 7을 참고하여 설명될 것이다.

먼저, 오염된 토양층(1)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지표에 2 m 의 일정간격으로 격자 눈금 모양으로 A,B,C - W,X

,Y 의 순서로 관정을 뚫는다 (단계 S11). 관정 A - Y 각각을 관찰용 관정으로 사용하여, 토양층(1)을 표본추출하므로

써 지층의 오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A에서 Y까지 모든 관정이 천공되면, 관정 Y는 주입 관정(3)으로 지정된다(

단계 S12). 천공용 로드(미도시)를 로드(31)로 교체하는데, 이것은 고압 주입수(20)를 주입하는데 사용되고 펌프(7)

의 공급 파이프에 연 결되는 것으로, 이것이 천공장치(50)가 된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정 Y를 제외한 관정 A- X는 회수 관정으로 지정된다. (단계 S13). 상세한 것은 도 8a 내

지 도 8d를 참고하여 나중에 설명될 것이다. 측정도구는 관정(4)의 회수포트(40)에 연결되고 오염물질(6)의 성분, 농

도 및 분포의 측정이 관정 A-X 각각에서 추출되는 유체(2)에 대해 행해진다. 광이온화 검출기 (photoionization dete

ctor, PID)를 이용한 분석방법 등이 상기 측정에 이용될 수 있다. 정화를 위한 방법의 최적화는 측정결과에 기초하여 

달성된다.

주입 관정 Y 옆에 위치한 관정 Q, R, S, T, U, V, W 및 X는 회수 관정(4)으로 지정되는데(단계 S15), 이것은 교대를 

위한 전형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일 예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주입 관정의 역할은 관정 Y로부터 관정 X로 옮겨진다 (단계 S16). 그리고 주입 관정 X 옆에 위치한 관정 P, 

Q, R, Y, V, W, N 및 O 는 회수 관정(4)으로 지정된다 (단계 S17).

이어서, 관정 W, V, U, T, S, R 및 Q가 순차적으로 주입 관정(3)으로 정해진다(단계 S18). 관정 Q가 마지막으로 주입

관정(3)으로 정해지고 대응하는 회수 관정 A, B, C, R, Y, X, O 및 P 로부터 유체(2)의 회수가 완료된 후에, 측정결과

로 판정하여 만족스럽게 정화되지 않은, 관정 중의 하나가 다음번 주입 관정으로 지정되어, 단계가 반복된다 (단계 S1

9). 정화가 완료되면 총괄적인 평가가 조사해야 할 모든 관정에 대해 행해진다 (단계 S20). 정화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 단계 S12 - 단계 S20이 반복될 것이다.

도 8a 내지 도 8d는 회수 관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8a는 관정을 설명하는 개념도, 도 8b는 단면도, 도 

8c는 스크린을 보여주는 확대도 그리고 도 8d는 슬릿의 위치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지면의 구조가 도 8a에 도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오염된 토양층(1)이 오염되지 않은 토양층(9)과는 다른 종

류의 토양으로 이루어져 14 내지 42 m의 깊이에 있는 경우, 금속 파이프(43)가 관정 속으로 수직으로 삽입된다. 도 8

c와 도 8d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금속 파이프(43) 외주에 구비된 슬릿(48)에 의한 미세공이, 스크린(47)의 기능을 구

비한 흡수포트(8)를 구성하고 있다 (도 3 참조). 스크린(47)은 깊이 11 내지 42 m에 걸쳐서 금속 파이프(43)에 제공

된다. 금속 파이프(43)의 외부원주와 관정의 안쪽 벽 사이의 틈에, 모래(44)(예를 들어 실리카 모래)가 막힘방지를 위

해 채워진다. 블로킹수(blocking water)에 대한 씨일(45)은 지표아래 10 - 11 m의 깊이에 놓여짐으로써, 토양층(1)

이 지표면으로부터 기밀되어 분리된다. 지하 10 m 깊이에서 지표면까지에 존재하는 틈은 매립 토양(46)으로 채워진

다.

만약 에어 팩커(air packer(밀폐 뚜껑)) 또는 두께 30 cm의 콘크리트가 씨일 (45)과 같은 목적으로 기밀방식으로 지

표면을 덮는다면, 유체(2)의 누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도 8b에 도시된, 관정에 수직으로 삽입된 금속 파이프(43)는 필요하다면 들어올릴 수 있다. 도 6에 도시된 관정의 교

대에 있어서, 회수 관정은 주입 관정이 되기도 하고, 다시 그 역으로 교대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각각의 관정에서 행

한 정화에 대한 측정 결과들이 중금속에 의한 오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온 

교환 및 흡착 물질들이 해당 관정 및/또는 그 주변의 관정들 속으로 주입된다.

도 7과 도 8a 내지 도 8d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온교환물질 및 흡착물질이 분말 또는 과립 형태로 금속 파이프(43)

에 주입된다. 그리고 나서 그 물질들을 관정 깊이 주입한 후에 금속 파이프(43)는 지표면으로 철수시킨다. 이 방법으

로만 제한되지는 않으며, 다른 방법도 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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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교환물질 및 흡착물질로서, 제올라이트, 알루미늄규산염(allophane), 이모졸라이트(imogolite) 또는 활성탄이 사

용된다.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이온교환물질 및 흡착물질들은, 유해물질들을 무독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체(2)가 한 관정에 주입되고 다른 관정을 통해 회수되는 방법은, 대규

모 면적의 오염된 토양층을 균일하고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 이것은 중금속으로 이루어진 오염물질이 오염된 토

양층 내에서 고정 정화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는 뛰어난 장점을 갖는다.

도 4에 도시된 지상의 장치는 도 7에 도시된 단계에 기초하여 작동된다. 오염된 토양층(1)의 정화가 완결된 후에, 장

치는 완전히 제거되고 관정은 원래의 상태로 복구되도록 매립된다.

중금속으로 이루어진 오염물질들은 이온교환물질 및 흡착물질에 흡착되어 무해한 무기물로 고정되어 새어나갈 수 없

게 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오염된 토양층을 원위치에서 완전히 정화할 수 있고, 2차적인 환경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화 방

법을 제공한다. 즉,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및 고압세정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는 정화능력을 갖

는 유체가 한 관정을 통해 주입되고 다른 관정을 통해 회수됨으로써, 화학물질 및/또는 미생물에 의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오염된 토양층을 정화하는 방법과 장치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및 초고압 세정 중 하나를 이용한 정화능력을 갖는 유체를 토양층으로 주입

하기 위한 주입 관정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주입 관정의 제1 벽 또는 제1 바닥에 구비된 주입노즐을 통해, 상기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및

초고압 세정 중의 하나를 조절할 수 있는 고압하에서, 상기 유체를 주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주입된 유체는 상기 토양층을 교반하고 세정하고 오염물질을 분리하거나 분해하며, 상기 토양층으로부터 상기 

오염물질 중의 분해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하는 상기 유체를 복수의 회수 관정을 통해 회수하므로써 상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염된 토양층을 정화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주입 관정의 주입 노즐은 수직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상기 방법은,

상기 정화 능력을 갖는 상기 유체를 회수하기 위한 상기 회수 관정과 상기 주입 관정을 소정의 간격으로 굴착하는 단

계;

상기 주입 및 회수 관정들에 대해 주입 및 회수의 역할을 교대하는 단계; 및

상기 회수 관정 중에서 중금속으로 이루어진 오염물질이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수 관정 및 그 회수 관정 

근방의 다른 회수 관정에 이온교환물질 및 흡착물질을 충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이온교환 물질, 흡착 물질 및 중금속 함유 광물질 생성 용액 중 적어도 하나를 상기 유체에 혼합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20 - 500 MPa의 압력에서 가압된 액체와 0.1 - 1.0 MPa의 압력에서 가압된 기체 모두를, 또는 

상기 액체와 상기 기체 중 어느 하나를 상기 주입 관정으로 주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회수 관정으로부터 상기 유체를 추출하기 위해 감압펌프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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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회수 관정으로부터 회수된 상기 유체를 무독화하고 상기 무독화된 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순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회수 관정의 제2 벽 또는 제2 바닥에 구비된 흡수 포트로부터 상기 오염된 토양층을 

통해 상기 주입 관정의 주입 노즐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0.5 - 5.0 m 로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회수 관정으로부터 회수된 상기 유체의 무독화 단계는 상기 오염물질을 흡착시키는 과정과 

폭기 과정 둘다, 또는 상기 과정들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오염된 토양층과 오염된 지하수가 고압하에서 상기 유체에 의해 세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및 초고압 세정 중 하나를 이용하는 정화능력을 갖는 유체;

오염된 토양층으로 상기 유체를 주입하기 위한 주입 관정;

상기 유체를 회수하기 위한 다수의 회수 관정;

상기 주입 관정의 제1 벽 또는 제1 바닥에 구비된 주입 노즐들;

상기 유체를 가압하기 위한 펌프; 및

오염물질들을 무독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유체는 상기 물리적 작용, 화학적 반응, 미생물의 대사 및 초고압 세정 중 하나가 조절될 수 있는 고압하에 상기 

펌프에 의해 상기 주입 노즐들을 통해 주입되며,

상기 주입된 유체는 상기 토양층을 교반하고 세정하여 상기 오염물질들을 분리하거나 분해하며, 상기 다수의 회수 관

정들을 통해 상기 토양층의 상기 오염물질들 중의 분해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하는 상기 유체를 회수하고, 오염물질들

을 무독 화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에 의하여 상기 분해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무독화시킴으로써 상기 오염물질들을 제

거하는, 오염된 토양층을 정화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오염물질들을 무독화시키기 위한 상기 수단은, 활성탄으로 상기 오염물질들을 흡착하기 위한 수

단과 폭기를 위한 수단 둘다, 또는 상기 수단들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순환될 수 있도록 저장용 탱크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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