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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군 사격 훈련으로 사격장에는 다수의 불발탄들이 발생한다. 이런 불
발탄들에 포함된 화약물인 2,4,6-trinitrotoluene (TNT)와 중금속(Cu, Zn,
Cd과 Pb)은 풍화작용으로 탄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되며 사격장 토양을
오염시킨다. 사격장 토양에 존재하는 TNT와 중금속의 오염의 문제는
비단 TNT와 중금속의 독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강우에 의
해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이 되어 주변 환경의 토양과 수계를 오염시킨다
는 점이다(Cao et al., 2003; Lee et al., 2011). 현재 TNT는 USEPA에서
C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있고(USEPA, 2012), 중금속의 독성은 이미 널
리 알려져 있다(USDA, 2000). 사격장에서 주변 환경으로의 오염물질의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격장 내부 토양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
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격장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
고 지속적인 사격 훈련과 이 때 발생되는 불발탄의 안전문제로 사격장
내부 토양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가 어렵다. 사격장 내부 토양의 오염에
대한 관리는 사격장 토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유출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격장에서 주변 환
경으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격장에서 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 공병단에서
개발한 오염물질 이동해석 프로그램인 Training Range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characterization System (TREECS)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사격장 부지의 지리학적⋅지질학적 특성과 사격장에서 발생한 강우
기록을 사용하여 부지 특이성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
물질의 사격장에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 특성을 평가한다. TREECS를 통
해 토양침식(soil erosion), 표면유출(runoff)과 지하수유출(leaching)로 유
출되는 화약류의 양을 구했다. 그 결과, 초기 오염농도에 무관하게 3가지
유출 경로 중, 토양침식을 통해 67%의 TNT가 유출이 되고, 이는 세 경
로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다. 지하수침투를 통해 초기 TNT
오염양의 20%가 유출되고, 표면유출을 통한 TNT의 유출은 13%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오염양의 80%는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과 표면유출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된다고 판단했다. 두 유출 경

로를 통한 오염물질의 유출은 현행 법규상 오염확산방지시설의 설치로
유출되는 방류수와 퇴적토에 대해서 방류수의 수질 기준과 퇴적토의 농
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가 되고 있다. 반면 지하유출을 통한 오염물
질의 유출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출저감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오염물질의 지하유출 감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실내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pilot scale의 토조 실험 장치를 제작했다(Larson et al,
2004; Larson et al., 2005). 일반적인 사격장토양의 토양 특성과 유사한
마사토 미사와 주문진사로 토조 실험 장치를 채웠다. 불발탄에 의한 사
격장 토양 오염은 대부분 표토 1cm에서 발생하였기에 토조 실험 장치도
동일하게 표면으로 부터 1 cm의 심도만을 사격장에서 발견된 최고 농도
인 TNT (160 mg/kg-soil)와 중금속(Cu, Zn, Pb: 800 mg/kg-soil and
Cd: 24 mg/kg-soil)으로 인공오염 시켰다(USEPA, 1988). 지하수로 유출
되는 TNT와 중금속의 양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사격장 토양표면에
Monpotassium Phosphate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는 방안이 연구
가 되었다(Jung, 2014). 오염물질의 유출 저감을 위해 MKP와 Bentonite
는 각각 토양 무게에 대해 5%와 10%를 사용했고, 인공오염토양과 혼합
한 뒤 실험을 진행했다. pH 4.2의 SPLP (USEPA, 1994) 용액으로 40일
동안 18번의 강우 모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표면유출수과
지하유출수를 각각 채취하고, 각 유출수 내에 존재하는 TNT와 중금속
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강우 모사가 완료된 후 토조 토양을 심도
별로 3개의 구역으로 나눠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에 잔존한 TNT
와 중금속의 농도도 분석하였다. 18번의 강우 모사를 진행하는 동안 토
조 실험 장치를 통해서는 지하유출만이 발생했다.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경우 유출된 TNT의 총 양은 살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58%
적은 것을 확인했다. 4 가지 중금속은 모두 MKP와 Bentonite의 살포에
관계없이 유출된 농도가 매우 낮았다. 토조 실험 장치 내의 토양에 존재
하는 TNT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심도별 농도는 MKP와 Bentonite를 살
포하지 않은 경우 살포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하유출수와
토양에 존재하는 TNT의 총 양과 초기 오염양을 비교한 결과,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경우 총양이 유지가 되었지만, 살포하지 않은 경우
는 전체의 절반정도만이 확인이 되었다. MKP에 존재하는 phosphate에
의한 중금속의 안정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Tessier 연속추출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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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결과 4 종류의 중금속에서 모두 5단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상
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1단계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선별적 수준의 생태위해성평가(Screening Level Ecological Risk
Assessment)를 결과를 위해서 종민감도분포(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 SSD)를 작성했다. 문헌적 조사를 통해 TNT에 대한 다양
한 독성값을 누적분포함수로 표현한 후 통계적 외삽법을 통해 HC5와
HC50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새 수생태에 대한 TNT의 예측무영향농도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PNEC)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불
확실도에 따라 예측무영향농도는 40-88 ㎍/L의 농도 범위를 가졌다.
MKP와 Bentonite 살포하지 않았을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TNT의 농
도는 0.415 mg/L이고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경우 0.031 mg/L으로
각 경우에 따른 환경예측농도(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PEC)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경우의 유해지수(Hazardous
Quotient, HQ)를 도출하면,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은 경우
4.72-10.38의 범위로 분포하고 모두 1보다 큰 값을 나타냈기에 위해하다
고 판단했다.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경우 1보다 작은 0.35-0.78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MKP와 Bentonite 살포를 통해서 TNT의
유출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주요어 : TNT, Heavy metals, TREECS, Lysimeter, Screening
Level Ecological Risk Evaluation
학 번 : 2014-2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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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군 사격 훈련으로 사격장에는 다수의 불발탄들이 발생한다. 이런 불
발탄들에 포함된 화약물인 2,4,6-trinitrotoluene (TNT)와 중금속은 풍화
작용에 의하여 탄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이 되며 사격장 토양을 오염시킨
다. 사격장 토양의 TNT와 중금속의 오염의 문제는 비단 TNT와 중금속
의 독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강우에 의해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이 되어 주변 환경의 토양과 수계를 오염시킨다는 점이다(Cao et
al., 2003; Lee et al., 2011). 사격장이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지만, 사격장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생물체 내에 TNT나 중
금속이 다량 발견되고 있다. 현재 TNT는 USEPA에서 C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있고(USEPA, 2012), 중금속의 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USDA, 2000). 사격장에서 주변 환경으로의 오염물질의 유출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사격장 내부 토양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가 필요하다. 하지
만 사격장은 산악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고 지속적인 사격
훈련과 이 때 발생되는 불발탄의 안전문제로 사격장 내부 토양에 대한
적극적인 정화가 어렵다. 사격장 내부 토양의 오염에 대한 관리는 사격
장 토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유출을 저감시키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격장에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국방부에서는 군 사격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 및 관리
를 위해 ‘군 사격장 등 환경오염 관리지침’ 및 ‘군 사격장 오염확산 방지
지침’ 등의 군 사격장 환경관리 관련지침을 제작하였다. 여기에는 운영
중 군 사격장에서 주변 환경으로의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오염확산방지시설(토류벽, 침사지, 저류지, 침강지, 정화식물, 탄두회수대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정기적으로 오염확산방지시설의 방류수/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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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관리하며 각각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허용기준과 폐
기물관리법 상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Jung et al., 2015). 따라서 사격장에서 지하유출을 통한 TNT와 중
금속에 유출에 대해서 적절한 시설 설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사격장에서 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 공병단에서
개발한 오염물질 이동해석 프로그램인 Training Range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characterization System (TREECS)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사격장 부지의 지리학적⋅지질학적 특성과 사격장에서 발생한 강우
기록을 사용하여 부지 특이성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
물질의 사격장에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토양
침식(soil erosion), 표면유출(runoff)과 지하수유출(leaching)로 유출되는
화약류의 양을 구할 수 있다.
Monopotassium phosphate (MKP)와 Bentonite를 이용한 유출저감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Jung and Nam, 2014). 토양 무게의 5%의 MKP와
10%의 Bentonite를 사용한 유출 저감은 Batch sorption test를 통해서
토양 흡착 계수의 증가로 확인을 하였다. 하지만 이를 사격장에 적용하
여서 MKP와 Bentonite의 살포에 따른 TNT와 중금속의 유출 저감 확인
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유출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pilot scale의 토조 실험 장치를 제작하였다(Larso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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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사격장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을 평가하고 오
염물질의 유출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MKP와 Bentonite가 오염물질의 유
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이를 통한 유출 특성의 변화를 선별
적 수준의 생태위해성 평가를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TREECS modeling을 통해서 사격장에서 오염물질의 유출 특성
을 평가하고, MKP와 Bentonite의 살포를 통해서 변화되는 유출
특성을 알아본다.
(2) 사격장 토양과 유사한 마사토 미사를 이용한 토조 실험 장치를
통해 MKP와 Bentonite의 오염물질의 유출 저감 효과 평가한다.
(3) TREECS modeling을 통해서 MKP와 Bentonite의 살포를 통해
감소되는 지하유출량을 이용하여서 선별적 수준의 생태위해성평
가를 통해 유해지수의 변화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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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사격장에 존재하는 화약류 오염물질인 TNT와 중금속이
사격장 내부에서 주변 환경으로 확산 시, 유출 경로별 유출되는 양에 대
해 평가하고,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해 토양 무게에 5%의 MKP와
10%의 Bentonite의 살포가 이들의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추진할 연구의 세부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격장에서 유출 경로에 따라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확인
사격장 오염물질의 유출평가는 TREECS를 통해 경로별 유출되
는 양을 파악하고, 토양 무게의 5% MKP와 10% Bentonite 살포
로 변화되는 TNT의 토양 흡착계수를 이용하여 사격장에서 경로
별 유출되는 양의 변화를 도출한다.
(2) 토조 실험 장치를 통한 MKP와 Bentonite의 오염물질 유출저감
효과평가
사격장 토양과 유사한 토성인 마사토 미사를 이용하여서 토조
실험 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유출수로 유출되는 TNT의 양을 산
정하고, MKP와 Bentonite 살포 시 유출되는 TNT의 양을 산정
한다.
(3) 오염물질의 유출저감 효과와 선별적 수준의 생태위해성 평가 영향
MKP와 Bentonite의 살포로 변화되는 TNT의 토양 흡착계수를
통해 TREECS에서 산정되는 지하유출수 내 존재하는 TNT의
양을 도출한다. TNT가 존재하는 지하수의 하천 유입 시 농도를
결정하고, 선별적 수준의 생태위해성평가를 진행하여 MKP와
Bentonite의 살포로 인한 유해지수의 변화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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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연구
2.1 2, 4, 6–trinitrotoluene (TNT)
2,4,6-trinitrotoluene (TNT)는 폭탄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약물질로
1891년 독일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을 시작한 이래로 현대 군사무기에 널
리 사용되고 있다. TNT는 톨루엔에 3개의 니트로기가 2번 4번, 그리고
6번 자리에 추가로 붙어서 생성된 질산화 방향족 화합물이다. 화학식은
C7H5N3O6이며 구조는 Fig 2.1과 같다.

Fig. 2.1 Molecular structure of 2,4,6-trinitrotoluene
TNT의 용해도는 130 mg/L (at 20℃)로 낮은 편이다. 20℃에서의
증기압은 1.99 × 10-4 mmHg이고, 헨리 상수 값은 4.57 x 10-4 atm/M로
낮은 값을 보인다. 이는 TNT가 액체상에서 잘 휘발되지 않음을 의미한
다. USEPA에서는 TNT의 섭취에 의한 발암 독성치를 0.03
(mg/kg-day)-1로 산정했으며, 주거 지역에서의 선별기준을 21 mg/kg으
로 규정했다. TNT는 인간에게 잠정적인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간이나 피부 염증 및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USEP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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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KP와 Bentonite에 의한 TNT 흡착 향상
Nitroaromatic compounds (NACs)의 토양 흡착에 대해 연구되었고,
TNT와 같은 무극성 유기물질의 토양 흡착은 토양에 존재하는 유기물에
흡착을 하거나 점토광물에 흡착 된다고 알려졌다(Pennington et al.,
1999, Weissmahr et al, 1999). 토양을 구성하는 성분 중 TNT는 토양
유기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점토 광물에 흡착이 된다. 토양 유기물에 대
해서는 hydrophobic sorption으로 흡착이 되는 반면 점토 광물에 대해서
는 electron donor-acceptor (EDA)나 cation-polar interaction으로 흡착
이 진행된다(Weissmahr et al, 1999; Roberts et al, 2007). 특히 점토 광
물에 대한 흡착의 경우, 점토 광물을 구성하는 siloxane에 존재하는 산소
와 TNT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nitro기에 전자를 빼앗겨 양전하를 띄는
벤젠고리와 강한 결합을 한다.
토양에 MKP와 Bentonite의 살포를 통해서 TNT의 토양 흡착능을
증진 시킨다. 이때의 TNT의 토양 흡착은 앞선 점토 광물에서의 흡착
반응과는 다르다. MKP와 Bentonite의 살포는 음전하를 띄는 Bentonite
의 표면에 K+가 결합을 통해서 양이온으로 치환이 되어서 TNT의 흡착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 전기음성도가 C보다 큰 N와 O로 구성되어 전자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정전기적 음전하를 띄는 nitro기가 K+으로 치환된
Bentonite 표면에 EDA 결합을 형성하여 TNT의 흡착이 된다(Roberts
et al, 2007). MKP와 Bentonite의 살포는 사격장 토양을 이외에 TNT가
흡차기 가능한 공간을 제공한다. Bentonite의 표면에서 치환되는 양이온
으로 Ca2+, Mg2+나 Al3+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양이온들은 K+에 비해
서 TNT의 토양 흡착능 증진의 효과가 적다(Jung, 2014; Roberts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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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KP와 Bentonite에 의한 중금속 안정화와 존재
형태의 변화
안정화제와 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반응을 통해 오염물질의 용해도,
유동성 또는 독성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사격장에서는 효과적이다.
Kumpiene et al (2008)에 따르면 인산염계 및 금속 산화물계 물질은 카
드뮴, 납과 아연의 안정화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사격장에서는 인산염계
물질로 알려진 MKP를 사용하여 중금속의 안정화를 진행하였다.
중금속의 안정화를 평가는 Tessier et al. (1979)가 제안한 연속추출
법을 통하여 중금속의 존재형태를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MKP와
Bentonite의 살포 유무에 따른 토양 내 중금속의 존재 형태의 변화를 통
해서 중금속의 안정화를 평가했다.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상대적인
결합세기에 따라서 ① Exchangeable, ② Carbonates, ③ Fe-Mn Oxides,
④ Organic과 ⑤ Residuals의 5가지 존재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Exchangeable 형태는 가장 약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토양입자
표면에 흡착이 되어 있는 상태로, Mg2+에 의해서 쉽게 탈착이 가능하다.
Carbonates 형태는 pH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exchangeable 형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한 형태라 할 수 있다. Fe-Mn
Oxides 형태는 혐기성 조건에서 불안정하여 용출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은 입자들 사이에 cement나 응결된 형대로 존재하거나, 토양입자에 코팅
이 된 형태로 존재한다. Organic 형태는 토양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기물에 결합이 된 것이다. 토양 유기물에는 humic 산이나 furvic 산과
같은 유기물에 대한 흡착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산화 조건에
서는 유기물의 분해를 때문에 유기물에 결합된 중금속들이 용해될 수 있
다. Residuals 형태는 토양 입자의 crystal 구조 내부에 중금속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일반적인 자연환경 조건에서는 용출이 되지 않는다.
인산염에 의한 중금속의 안정화 효과는 중금속이 PO43-와의 결합을
통해 발생된다. Table 2.1은 토조 실험 장치에 존재하는 4 종류의 중금
속에 대해서 존재 가능한 염의 형태를 정리하였다. 모든 염의 용해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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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의 값이 매우 작아서 염의 형태로 토양에 존재한다. 하지만 토조 실
험 장치에서 이러한 중금속의 염들은 토양과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염들의 결합 세기를 직접적으
로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출되는 양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적 세기를
예측할 수 있다.
Table 2.1. Cu, Zn, Cd, and Pb phosphate minerals and its solubility
product constants (Ksp)
Mineral

Cu3PO4(OH)3
Cu2PO4OH
Cu5(PO4)2(OH)4
Cu3(PO4)2
Cu5(PO4)3OH
Zn2(PO4)OH
Zn3(PO4)2
Zn5(PO4)3OH
Cd3(PO4)2
Cd5(PO4)3OH
PbSO4
PbHPO4
PbCO3
Pb(OH)2
Pb3(PO4)2
Pb5(PO4)3OH

Ksp

1.10 E-06
1.00 E-14
1.50 E-20
1.40 E-37
2.40 E-52
2.80 E-13
7.80 E-28
7.90 E-50
5.10 E-33
3.20 E-43
1.60 E-08
1.30 E-10
7.40 E-14
1.20 E-15
4.40 E-45
1.60 E-63

-8-

reference

Eighmy et al. (1997)

Patnaik et al. (2004)
Eighmy et al. (1997)

3. 실험 재료 및 방법
3.1 실험 재료
3.1.1 대상 부지 및 사격장 토양
연구 대상부지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위치한 다락대 사격장이다
(Fig. 3.1). 현재 군 사격훈련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사격장 내
부에서는 사격 훈련으로 다수의 불발탄들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격장 내부 토양에 대해서 총 7번의 토
양정밀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수의 조사 결과 사격장 토양에서는 화약류
오염물질인 TNT와 중금속이 다량 검출이 되었다. TNT의 경우, 최고
160 mg/kg까지 측정되었다. 중금속의 경우 구리, 아연과 납은 최고 800
mg/kg으로 측정되었고, 카드뮴은 최고 24 mg/kg으로 측정되었다.

Fig. 3.1 Darakdae firing rang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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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대 사격장이 사격장을 중심으로 반경 1 km 이내에 한탄강 본류
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Fig. 3.2). 사격장 토양에 존재하는
TNT나 중금속이 강우에 의해 한탄강으로 유입된다. 이로 인해 한탄강
에 존재하는 수생 동식물뿐만 아니라 수자원으로 한탄강과 한탄강 주변
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도 위험성이 나타난다.

Fig. 3.2 Satellite photograph of firing range site with Hanta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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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CS modeling에 필요한 사격장 토양에 대한 TNT의 토양흡착
계수(Kd, L/kg)를 도출하기 위해 사격장에서 채취한 토양을 사용하였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사격장 토양의 표토에서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검출되
었기 때문에 표토 1 cm를 채취하였다. 사격장에서 채취한 토양은 상온
(20-25℃)에서 완전히 건조시켰고, 2 mm이하를 채를 쳐서 사용하였다.
체거름을 통해 얻은 사격장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아래 Table 3.1.
과 같다. 사격장 토양은 sand의 함량이 높은 양질사토(loamy sand)였고,
유기물 함량이 1.48%로 낮다.
Table 3.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firing range soil
Properties
Value
Soil texture
Sand (%)
Silt (%)
Clay (%)
Cation Exchange Capacity (cmol/kg)
Bulk dry density (g/cm3)
Total Organic Carb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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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my sand
84.2
2.36
13.44
15.48
2.62
1.48

3.1.2 TNT 용액
실험에 사용한 TNT는 유기용매인 아세토나이트릴(acetonitrile,
ACN)에 100 g/L로 용해되어 냉장 보관했다. 실험 시 아세토나이트릴에
녹아있는 TNT는 3차 증류수에 희석을 하여서 교반 후 사용하였다.
TNT의 용해도가 130 mg/L로 물에 잘 녹지 않고 보관 중인 TNT 용액
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용액 제조 시 아세토나이트릴을 이용하여 희석을
한번 하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한 번 더 희석했다.
TNT의 흡착 실험에 이용 된 TNT 용액은 최대 50 mg/L에서 최소
2 mg/L로 총 9개의 서로 다른 농도로 제조하였다. 2번 희석을 통해서
100 mg/L를 제조한 뒤 50 mg/L 용액을 제조했다.
HPLC에서 사용되는 표준 용액의 농도는 1 mg/L, 2 mg/L, 4 mg/L
와 6 mg/L 총 4개로 제조하고 냉장 보관을 했다. 이는 TNT의 토양 흡
착실험 분석뿐만 아니라 토조 실험 장치를 이용한 TNT의 유출량 분석
에서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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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장치 및 방법
3.2.1 TREECS modeling
사격장에서 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 공병단에서
개발한 오염물질 이동해석 프로그램인 Training Range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characterization System (TREECS)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사격장 부지의 지리학적⋅지질학적 특성과 사격장에서 발생한 강우
기록을 사용하여 부지 특이성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강우에 의한 오염
물질의 사격장에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 특성을 평가한다. TREECS의 기
본 가정과 경로별 유출량 산정하는 방법은 Dortch, M, S. (2009)를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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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법
Z b : Surface soil layer (m)
A : Firing range total area (m2)
L : Constant source loading (g/yr)
F r : Runoff flux (g/yr)
F e : Erosion flux (g/yr)
F l : Leaching flux (g/yr)
M : Mass of contaminant (g)
t : Time (yr)
Ctt : Total contaminant concentration on a total volume (g/m3)
V : Firing range soil volume (m3)
E : Annual average erosion rate (m/yr)
qw : Annual average Darcy water infiltration rate (m/yr)
F dp : Factor to convert from total concentration on a total volume
basis to dissolved concentration on a water volume basis
Ɵw : Soil vlumetric moisture content or ratio of water volume ot total
volume; Ɵw can’t be greater than soil porosity (fraction)
ρb : Soil dry bulk density (g/cm3)
Kd : Distribution coefficient for partitioning constituent between soil
particles and water (L/kg)
P :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m/yr)
N : Soil porosity (fraction)
de : Soil exchange layer thicknes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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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EECS modeling formulation
토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사격장 토양 전체에 대해서 균
일하다고 가정한다. 실제 사격장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는 다양한
농도의 점오염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균일한 토양
오염 농도를 통해 사격장에 주입된 오염물질의 총량(g)을 산출하여 동일
한 총량에 사격장 전체 토양에 대해 균일한 농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TREECS는 정적평형상태(steady-state)를 가정함으로써 시간을 유
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서 제거할 수 있다. 사격장 토양에 주입되
는 오염물질의 양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이는 각 경로
별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또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한다. 오
염물질들은 즉각적인 용해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정적평형 상태
이기 때문에 세 경로별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들인 토
양 침투율(qw), 표면 유출율(Q)과 토양침식율(E )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
한 값을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표면 유출과 토양침식을 통한 오염물질의 유출에서는 용해된 오염물
질 뿐만 아니라 토양에 흡착된 오염물질도 연관이 있다. 이와는 달리 지
하유출을 통한 오염물질의 유출에는 오직 용해된 오염물질만이 관련이
있다. 정적평형상태를 통해서 지하유출을 통해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은 모두 지하수로 유입된다.
정적평형상태를 통해 가장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 있고, 보수적인
경우에 대해 modeling을 진행하게 된다. 가장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오염물질들의 헨리상수가 매우 낮기 때문에 휘발로 인한 손
실을 고려하지 않고, 분해반응 또한 고려하지 않는다.
Fig. 3.3은 TREECS 프로그램에서 강우에 의해서 주변 환경으로 유
출되는 오염물질의 유출 경로를 나타냈다(Dortch et al. 2009). 앞 선 가
정들을 통해서 사격장 부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은 토양침식, 표면유
출, 및 지하유출의 세 가지의 유출 경로로만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고 이
때 지배방정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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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식 (2)는 사격장 전체 토양에 대해 오염물질이 면적 전체에 균일하
게 오염되어있다는 가정을 통해 도출한 오염물질의 평균 농도(g/m3)와
오염물질 양(g)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2)



    

  

아래의 식 (3)은 지하유출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산정하는 식이
다. 강우로 토양의 공극은 물로 포화되고 이 때, 오염물질은 공극수에 용
해되어 지하로 유출한다(Johnson and Dortch, 2014).
(3)

      

F dp는 오염물질의 초기 유입량과 포화된 토양 공극수에 용해된 양의 관
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고 아래 식 (4)와 같다.
(4)



  
     

(3)과 (4) 식을 통해 지하유출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토양흡착계
수와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흡착 계수가 클수록 유출되는 양은 감소한
다.
아래의 식 (5)는 토양침식으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산정하는
식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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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을 통해 단위 면적당 연평균 토양침식량(m3/m2/yr)만큼의 토양이
사격장 주변지역으로 유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토양침식으로 유출
되는 오염물질량은 초기 토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비례관계에
있다. 이는 토양 흡착이 되거나 또는 공극수에 용해되어있는 오염물질의
모두를 의미한다.
표면유출을 통한 오염물질의 유출량을 산정하는 식은 아래 (6), (7)
과 같다.
           
   
 
   

(7)

(6)

오염물질의 흡착계수가 낮을수록 표면유출을 통해 사격장에서 주변지역
으로 유출하는 오염물질량은 증가하게 된다.

Fig. 3.3. Conceptual transport model of TRE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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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NT 흡착 실험
TREECS modeling에 사격장 토양에 대한 오염물질의 특징으로
TNT의 토양흡착계수(Kd, L/kg)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사격장 토양과
다양한 농도의 TNT 용액으로 흡착실험을 진행했다. TNT의 토양흡착실
험은 50 mL teflon tube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2 g의 사격장 토양과
TNT 수용액 20 mL를 혼합하여 reciprocating shaker (SH30L,
FINEPCR FINEMOULD PRECISION IND.CO., KOREA)에서 120 rpm
으로 하루 교반하였다. 이 때, 사용된 TNT 수용액의 농도 조건은 아래
Table과 같다. 교반 뒤, 4℃ 16,000 g로 10분 동안 원심분리를 하고 상등
액은 0.45 ㎛ GHP syringe filter로 거른 후 HPLC로 분석하였다.
TNT의 유출 저감 대책으로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게 된다.
MKP와 Bentonite에 의한 TNT의 토양 흡착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서 앞선 방법과 동일하게 흡착실험을 진행하였다. 다만 토양에 추가로
주입해주는 MKP와 Bentonite의 양은 토양 무게에 대해 각각 5%와
10%로 하였다.
토조 실험 장치에 사용되는 마사토 미사에 대한 TNT의 토양 흡착
계수의 도출 도한 앞선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Table 3.2 Soil sorption test of TNT with MKP/Bentonite treated soil
and untreated soil
Soil conditions
TNT solution concentration (mg/L)
2
4
6
8
10
2g soil
2 g+ soil
0.1 g MKP 10 20 30 40
50
0.2 g+ Bent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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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토조 실험 장치를 통한 유출 평가
(1) 토조 실험 장치 및 토양 충진
사격장 토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들은 강우에 의해서 주변 환경으
로 유출된다. 연구 대상 사격장에서 유출 경로별 오염물질의 유출량의
평가와 MKP와 Bentonite의 오염물질 유출 저감 효과의 검증은 어렵기
때문에, pilot scale의 토조 실험 장치를 이용해 유출 평가를 진행하였다.
토조 실험 장치는 polyethylene을 사용하여 가로 x 세로 모두 60
cm와 높이 30 cm의 크기로 만들었다(Fig. 3.4). 강우에 의해 표면유출수
와 지하유출수의 발생을 모두 고려하여, 바닥 지점과 바닥에서부터 높이
24 cm의 지점에 유출수를 채취할 수 있는 배출구를 만들었다. 강우 모
사를 위해, 토조 실험 장치 위에 아크릴로 만든 강우 살포 장치를 만들
었다.

Fig. 3.4 Cross section of lysimeter and the collection line of runoff
and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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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조 실험 장치는 자갈, 주문진사와 마사토 미사의 순서로 아래에서
부터 차례대로 채웠다(Fig 3.4). 39 kg의 자갈을 사용하여 바닥에서부터
높이 6 cm까지 채운 뒤 주문진사나 마사토 미사의 유실을 막기 위해 가
로x세로 모두 2 m인 부직포를 이용하여 토조의 내부를 덮었다. 부직포
내부에는 49 kg의 주문진사를 사용하여 높이 8 cm로 쌓았다. 마지막으
로 2mm 체거름을 한 마사토 미사 48.6 kg을 이용하여 9 cm의 토양층을
만들었다. 토조 실험 장치에 사용된 마사토 미사와 주문진사의 물리화학
적 특징은 Table 3.3과 같다. 주문진사와 마사토 미사는 모두 토성이
sand이고, 유기물 함량이 매우 낮았다.
MKP와 Bentonite는 각각 표토 5.4 kg (심도 1 cm)의 5% (0.27
kg)와 10% (0.54 kg)를 인공오염 시킨 마사토 미사와 혼합하여 토조 실
험 장치에 채웠다.
Table 3.3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decomposed granite soil
and silica sand
Physicochemical types
Value
(A) decomposed granite soil
Soil texture
Sand (%)
Silt (%)
Clay (%)
Cation exchange capacity (cmol/kg)
Total Organic Carbon (%)
Soil pH
(B) silica sand
Soil texture
Sand (%)
Silt (%)
Clay (%)
Cation exchange capacity (cmol/kg)
Total Organic Carbon (%)
Soil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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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93.28
0.24
6.48
6.39
0.06
6.9
sand
98.00
1.48
0.52
0.79
0.21
6.8

(2) 토양 인공오염
토조 실험 장치를 이용한 오염물질의 유출 평가를 위해서 사격장 토
양과 유사한 토성의 마사토 미사를 TNT와 4 종의 중금속(구리, 아연,
카드뮴과 납)으로 인공오염 시켰다. 사격장 토양에서는 오염물질이 표토
1 cm까지 검출되었기 때문에 토조 실험 장치에서도 동일하게 토양 1
cm, 5.4 kg에 대해서 인공오염을 시켰다. 인공오염에는 수용액 상태의
화약류 오염물질인 TNT와 4 종류의 중금속(구리, 아연, 납과 카드뮴)를
사용하였고 마사토 미사를 수용액으로 수침시켰다. 이 때 필요한 수용액
은 토양의 pore volume로 결정했고(Schweertfeger and Hendershot,
2012), 540 mL였다.
각 오염물질의 목표 농도는 7번의 토양정밀 조사 결과 사격장에서
측정된 최고 농도로 정하였다(Table 3.4). 인공오염 시킬 각 오염물질의
농도는 TNT는 160 mg/kg으로 하였고, 구리, 아연과 납은 800 mg/kg으
로 하였으며, 카드뮴은 24 mg/kg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서 5.4 kg의 토
양에는 TNT가 864 mg이 존재해야하고, 구리, 아연과 납은 4320 mg이
존재해야하며, 카드뮴은 129.6 mg이 존재해야한다. 따라서 각 오염물질
은 pore volume인 540mL의 증류수에 대해서 앞선 무게만큼 존재해야한
다. TNT는 1 L의 1.6 mg/L의 TNT 용액을 제조하여 540 mL만 토양
수침에 사용하였다. 구리 용액은 Cu(NO3)2와 삼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농
도를 126 mM로 하였다. 아연 용액은 Zn(NO3)2와 삼차 증류수를 사용하
여 수용액의 농도를 123 mM로 하였다. 납 용액은 Pb(NO3)2와 삼차 증
류수를 사용하여 38.6 mM의 농도로 제조하였고, 카드뮴은 Cd(NO3)2와
삼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용액 농도를 2.14 mM로 제조하였다.
Table 3.4 Concentrations of TNT and Heavy metals for soil spiking
Contaminanats
Target concentration (mg/kg)
TNT
Cu, Zn, Pb
Cd

160
800
24

- 21 -

(3) 강우 모사 및 유출수 채취
2010년 강우 자료를 바탕으로 강우 모사에 필요한 인공강우의 부피
를 결정했다. 2010년 동안 총 110번의 강우가 발생했고, 이 때 1년 동안
축적된 단위면적당 강우량은 171 cm3/cm2/year이였다. 이를 바탕으로 총
면적이 3,600 cm2인 토조 실험 장치에서 한번 강우 모사를 위해 필요한
인공강우량은 5.6 L이였다.
인공 강우는 USEPA에서 제안하는 인공강우 제조 방법에 따라 황산
(H2SO4)과 질산(HNO3)을 무게비로 6:4로 혼합하여 희석을 통해 pH 4.2
± 0.05로 맞추었다(USEPA, 1994). 2.8 L를 2번 제조하여서 총 5.6 L를
살포하였다. 강우 모사는 40일 동안 총 18번 진행하였다.
강우 모사 시 표면유출과 지하유출이 발생한다. 각 유출수 배출구에
5 L의 갈색병을 배치하여 각 유출수를 포집한다. 강우 모사를 시작하고
5시간 뒤에 포집병을 제거하였다. 각 유출수는 0.45 ㎛ GHP syringe
filter로 여과한 뒤, HPLC로 유출수 내 존재하는 TNT 농도를 분석하였
고, ICP-OES로 유출수 내 존재하는 중금속의 농도를 분석하였다.
(4) 토조 토양 채취
40일 동안 총 18번의 강우 모사를 진행한 뒤, 토조 실험 장치의 토
양 내에 존재하는 TNT와 중금속의 수평/수직 이동성과 전함량 분석 및
중금속의 존재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토조 실험 장치 내 토양 시료를 채
취하였다. 토조 실험 장치의 토양은 아래의 그림 Fig. 3.5과 같이 오염물
질의 수직 이동성 분석을 위해 심도에 따라서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누
고, 수평 이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총 12개의
구역에 대해서 토양 시료를 채취하였다. 수평 구역은 반시계방향으로 A,
B, C, D로 구분하였고, 상대적으로 낮은 경사면에 B와 C 구역이 위치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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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시료 채취 시 구역별로 토양 시료를 잘 혼합하여 토양 1 kg을
채취하였다. 60℃ 오븐에서 일주일 동안 토양을 건조시켰다.

Fig. 3.5 Cross section of lysimeter and the soil sampling sections
(5) 토조 토양 내 TNT 전함량
본 연구에서는 메탄올이나 아세토나이트릴을 이용한 추출방법을 이
용하여 토양에 존재하는 TNT를 추출하였다(ISO, 2010). 이 방법은 125
mL teflon tube에 토조 실험 장치에 채취한 토양 20 g과 40 mL의 아세
토나이트릴을 담고, Wisebath (Wise. Laboratory Instruments,
Germany)에서 수평 이동거리 10 cm와 100 cycles/min으로 16시간 동안
추출한다. 교반 후, 아세토나이트릴를 채취하여, 4℃ 16,000 g로 10분 동
안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은 0.45 ㎛ GHP syringe filter로 여과한 뒤,
HPLC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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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조 토양 내 중금속 전함량
총 12개의 구역으로 나눈 토양에 존재하는 4 가지 종류의 중금속의
농도를 분석하기 위해 USEPA 3052를 수행하였다(USEPA, 1996). 반응
용기에 토양 1 g을 18 mL HNO3, 6 mL HF, 2 mL H2O, 2 mL H2O2와
혼합한다. Microwave (MARS 6 230/60, CEM, USA)를 사용하여 시료
의 온도를 20℃에서 서서히 180℃까지 올린 채 10여분 유지를 시켜 토양
매질을 분해시켜 잔류성 원서들을 추출하다. 반응 후 남은 용액은 0.45
㎛ GHP syringe filter로 여과한 뒤, 3차 증류수로 50 mL까지 희석을 시
킨 후 ICP-OES로 분석하였다.

Fig. 3.6 Experimental apparatus used for soil di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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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양 내 중금속 연속추출
토조 실험 장치의 토양 내 존재하는 중금속(구리, 아연, 카드뮴, 납)
의 존재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Tessier et al. (1979)의 연속추출법과
USEPA 3052를 수행하였다. Tessier 연속추출법은 토양 내 양이온 중금
속의 존재형태의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중금속의 결합 형태의
세기에 따라 5 단계로 구분한다. USEPA 3052는 질산과 불산을 통해 토
양 매질의 산화를 통해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들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USEPA, 1996). 단계별 추출용액과 추출조건은 Table 3.5와 같다.
중금속의 존재형태 분석을 위해서 50 mL conical tube에 1 g의 토
양과 각 단계별 추출용액을 넣고 추출 조건에 따라서 추출하였다. 추출
을 완료한 뒤, 4℃ 16,000 g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고, 상등액은 0.45
㎛ GHP syringe filter로 여과한 뒤, ICP-OES로 분석하였다.
Table 3.5 Heavy metal extraction method of Tessier’s sequential
extraction and USEPA 3052 method
Steps Chemical forms
Extractants Extraction conditions
Exchangeable
ratio
0.5 M MgCl2 (pH=7)
fraction*
101:8minS/Lshaking
to carbonate 1 M NaOAc (pH=5)
1:8
ratio
2 Boundoradsorbed
specially
2 hrS/Lshaking
*
1:20
S/L
ratioblock
to
Fe
and
0.04
M
NH
2OH*HCl
3 Bound
6
hr
ina
heating
Mn oxides*
in 25% HOAc
at 96±3℃
0.02
M(pH=2)
HNO3 3.2
+ 30%
1:8aS/L
ratio block
to
organic
4 Bound
H
O
M
3
hr
in
heating
2
2
and sulphides*
NH4OAc
at 85±3℃
18 mL HNO + 6 mL Microwave digestion
5 Residual fraction† HF++2 2mLmL3 HHO2O2
according
to USEPA
3052 method
2
*Tessier et al., 1979 †USEPA, 19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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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선별적 수준의 생태위해성평가
선별적 수준의 생태위해성평가(Screening Level Ecological Risk
Evaluation)는 오염물질 혹은 독성물질의 노출로 인해 생태계 내에 존재
하는 생명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생태효과의 개연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격장 토양에 존재하는 TNT가 강우에 의해
지하유출로 지하수로 유출되어 한탄강에 유입될 경우에 대해서 선별적
수준의 생태위해성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탄강에 존재하는
생태 종에 대한 TNT의 독성치를 통해서 이용하여 예측무영향농도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PNEC)을 도출하고 현장측정농도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PEC)를 사용하여 유해지수
(Hazardous Quotient, HQ)를 도출했다.
선별적 수준의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공중보건환경
연구소(RIVM, The Dutch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TNT에 대한 생태독성자료를
사용하여 종민감도분포(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 SSD)를 도출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태독성자료는 미국환경청(USEPA)에서 제공
하는 ECOTOX database를 참고하였다. 종에 따른 다양한 독성 자료들
의 독성종말점 중에서 NOEC (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무영
향관찰농도)와 EC10만을 사용하였다. TNT에 영향을 받는 수생종으로 어
류, 무척추동물, 갑각류, 조류, 균류 등을 사용하였고, 이들 중 한탄강에
서 존재가 확인이 된 종들만 사용하여 종민감도분포에 활용하였다. 종민
감도분포는 RIVM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ETX 2.0을 이용하여 TNT의
독성 값에 대한 주어진 TNT의 농도에서 영향을 받는 종의 비율을 통해
도출하고, log-normal 분포를 누적분포함수로 표현한 후 외삽을 통해 적
용한다.
생태학적 기준으로 활용되는 예측무영향농도는 HC5와 HC50의 기하
평균으로 도출한다. HC5는 모든 종들 중에서 95%를 보호하는 기준 농도
이고, HC50는 모든 종들 중에서 50%를 보호하는 기준 농도이다. 각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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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값들은 전체 종들에서 5%와 50%의 종들의 영향을 받는 비율일 때
종민감도분포에서 y 축의 값들이 0.05와 0.5일 때 x 값들로 나타난다. 예
측무영향농도는 HC5를 불확실도(Uncertainty Factor, UF)로 나눈 값과
HC50의 기하평균으로 정의한다. 불확실도는 전문가의 판단으로 1에서 5
사이의 값으로 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도출을
위해서 불확실도를 범위로 정하였다(Kim et al., 2015). 유해지수는 현장
측정농도를 예측무영향농도으로 나누어 구하고, 그 값이 1보다 크면 위
해하다고 판단하고, 1 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면 생태위해적 영향이 없다
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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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3.3.1 TNT 분석 방법
TNT의 농도는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eparations Module (Waters 2690, Waters,
USA)에 추가적으로 Photodiode Array Detector (Waters 996, Waters,
USA)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Fig. 3.7). HPLC의 분석 조건은 Table. 3.6
과 같다.
Table 3.6 Operational conditions of HPLC for TNT concentration
analysis
Analysis conditions
Value
Shiseido
(4.6 mm l.D. x 250 mm, MG)
20 ㎕
30℃
1.2 mL/min
20% water : 80% methanol
252-256 nm (254 nm)
3.5-4.5 min (4 min)

Column
Injection volume
Column temperature
Flow rate of carrier fluid
Isocratic elution condition
Analysis wavelength
TNT reten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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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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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중금속 분석 방법
토조 유출 실험으로 발생되는 표면유출와 지하유출수 내 중금속 농
도와 토조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농도는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iCAP 4700 SUO,
Thermo Scientific ,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Fig. 3.8). 본 기기는
RF power 1350 W, Auxiliary gas와 Nebulizer gas 0.5 L/min으로 하였
다. 측정모드는 중금속에 대해서는 Axial로 설정하였고, 칼륨에 대해서는
Radial로 설정하였다. 각 중금속들은 용액의 희석을 통해 농도의 범위가
0.01-10 mg/L으로 맞춰서 측정하였다. 분석 파장은 중금속마다 다르며
각 중금속마다 대표 파장은, 구리(324.754 nm {104}), 아연(213.856 nm
{458}), 납(182.205 nm {485}), 카드뮴(226.502 nm {449})과 칼륨(766.490
nm {44})으로 하였다.

Fig. 3.8 ICP-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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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TREECS를 이용한 사격장 유출 특성 평가
4.1.1 TREECS modeling 인자 도출
TREECS modeling을 통해서 강우에 의해 사격장에서 주변 환경으
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을 평가했다. TREECS modeling에 필
요한 인자들은 Jung (2014)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다만 사격장 토
양에 대한 TNT의 흡착계수는 실험을 통해 도출했다.
(1) TNT 토양 흡착 계수 도출
TNT의 토양 흡착은 토양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 외에도 점토광물의
함량이나 교환성 양이온의 종류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Pennington
et al., 1999; Jung, 2014). 2 g 사격장 토양과 5 가지(2, 4, 6, 8, 10
mg/L)의 서로 다른 농도의 TNT 용액을 혼합하여 사격장 토양에 대한
TNT의 흡착 계수를 도출해보았다.
하루 교반 후, 수용액 상에 남아있는 TNT의 농도에 따른 토양에
흡착된 TNT의 농도 그래프는 Fig 4.1과 같다. 초기 TNT의 농도가 높
을수록 흡착 평형 후 수용액에 남아있는 TNT의 농도는 증가했다. 저농
도 범위에서는 토양에 흡착된 TNT의 양과 수용액 상에 존재하는 TNT
의 양은 선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용액상의 TNT 농도와 흡착된
TNT 농도의 관계를 선형회귀 분석하여 사격장 토양에 대한 TNT의 흡
착 계수 (Kd, L/kg)를 도출하였다. 선형회귀 분석 결과 TNT의 흡착실험
결과는 “y = 2.28x + 0.083”을 따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격장
토양에 대한 TNT의 토양 흡착 계수는 2.28 L/kg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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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Sorption test result of TNT with firing range soil plotted as
sorbed concentratin (Cs) and solution concentration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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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인자
실험으로 도출한 TNT의 사격장 토양에 대한 토양 흡착계수를 제외
한 TREECS modeling에 필요한 인자들은 Table 4.1과 같다. TREECS
에 필요한 인자들은 크게 사격장 토양 특성, 사격장 지형학적 특성과 사
격장의 강우 특성으로 나누어진다.
사격장 토양 특성은 사격장 토양의 토성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사
격장 토양의 토성은 모래(sand), 실트(silt), 및 점토(clay)가 각각
84.20%, 2.36%, 그리고 13.44%로 구성이 되어 양질사토(loamy sand)로
판단되었다. 토성이 양질사토인 것을 통해서 사격장 토양의 토양용적밀
도, 수분함량 및 공극률을 각각 1.49 mg/m3, 12%, 및 43.70%로 결정하
였다.
Jung (2014)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락대 사격장에 대한
총 7번의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하였고 사격장 토양에 존재하는 TNT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검출된 TNT
의 농도 중 가장 최고 농도를 각 해의 대표농도로 정하였다. 2009년은
19.0 mg/kg으로 가장 낮은 농도였고, 2010년은 73.80 mg/kg으로 최고로
높은 농도였다. USEPA (1988)에 따르면 토양에서 유출 가능한 토양 심
도는 1 cm 이내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격장 전체 면적에 존재하는
TNT의 양과 단위 면적 당 TNT의 농도(g/m2)를 도출하였다.
사격장에서 일 년 동안 토양유실양은 아래의 식 (8)과 같은 토양유
실예측공식(Universal Soil Loss Equation, USLE)으로 산정한다(Dortch
et al., 2009).

Y = R * K * LS * C * P (8)
Y는 일 년 동안 토양유실양(tons/ha/yr)이며 강우인자(R, MJ/mm/ha),
토양침식성인자(K, tons/ha/R), 경사인자(LS), 작부관리인자(C)와 토양관
리인자(P )의 곱으로 도출할 수 있다. 강우인자(rainfall and ru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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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R)는 토양유실을 발생시키는 강우의 영향을 고려하며 40.53
(MJ/mm/ha)를 사용했다. 토양침식성인자(soil erodibility factor, K)는
토양유실에서 토양 입자의 분포와 토양층의 특성을 반영하며 0.22
(tons/ha/R)로 하였다. 경사인자(slope length-gradient factor, LS)는 토
양유실에 대한 경사의 영향을 반영하며 28.60이다. 작부관리인자(cover
factor, C)는 토양피복인자로 표면에 존재하는 식생의 영향을 고려한다.
다락대 사격장 토양의 60% 이상이 풀로 덮여있기 때문에 0.042로 하였
다. 토양관리인자(support practice factor, P )는 경사지 보전 관리의 영
향을 반영하며, 별도의 토양관리활동이 없기에 1로 하였다(Table 4.1).
이를 통해 사격장에서 일 년 동안 유실되는 토양 양은 4.452
tons/acre/yr (단위환산 시, 6.69E-4 m3/m2/yr)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전
체 사격장에 대해서 일 년 동안 0.669 mm의 토양이 유실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기상청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별 강우량과 최저/최고 온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TREECS에서 강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하는
Hydro-Geo-Characteristics-Toolkit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의 각 해의 연평균 강수량, 연평균 침투량, 연평균 표면유출량을 산출하
였다(TaBLE 4.1). 2011년은 다른 두 해에 비해서 강우 일수는 적지만
총 강우량이 가장 많았다. 누적된 총 강우량에 비례하여 강우의 지하유
출량과 표면유출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2011년이 다른 두해에 비해서 경
로별로 유출되는 강우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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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TREECS modeling operation parameters; soil and sit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meteorological data
(A) Soil characteristics
Parameters
Soil bulk density
Volumetric moisture content
Porosity
Fractional organic carbon content
Kd for TNT with firing range soil

Value
1.49
0.12
0.437
0.0148
2.28

Unit
g/cm3
unitless
unitless
unitless
mL/g

(B) Exposed maximum TNT concentrations for 3 years
Years
2009
2010
2011

Exposed maximum conc.
(mg/kg-soil)
73.80
160.00
59.60

* J.W., Jung, 2014, Ph.D dissertation

(C) Soil erosion parameters for USlE
Parameters
Rainfall factor (R)
Soil erodibility factor (K)
Slope length-gradient factor (LS)
Crop management factor (C)
Conservation Practice factor (P)

* From a report published by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D) Annual meteorological parameters
Parameters
Avg. annual Rainfall
Avg. annual infiltration
Avg. annual Runoff
Avg. annual Rain Days

2009
1.32
0.23
0.51
112

Years
2010
1.23
0.21
0.59
118

Mass per unit area
(g/m2)
1.10
2.38
0.89

Value
40.53
0.22
28.60
0.04
1.00

2011
1.60
0.34
0.66
110

* HGCT result with annual rainfall data from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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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J/mm/ha
tons/ha/R
unitless
unitless
unitless
Unit
m/yr
m/yr
m/yr
days/yr

4.1.2 TREECS modeling 결과
TREECS를 이용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격장에서 주변 환경으
로 지하유출, 토양침식과 표면유출을 통해서 유출되는 TNT의 양을 도
출했다. 3년 동안 초기 오염양에 따른 경로별 유출양을 단위 면적당
TNT의 양으로 정리하였다(Table 4.2).
Table 4.2 Mass distribution of TNT in three migration pathway
(leaching, soil erosion, and runoff)
Migration pathway
Initial concentration
Leaching
Soil Erosion
Surface runoff

TNT concentration (g/m2)
2009
2010
2011
1.100
2.380
0.890
0.220
0.476
0.175
0.745
1.595
0.587
0.135
0.309
0.128

초기 오염량이 2.380 g/m2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는 2010년의
유출 결과를 보면 각 경로별로 유출되는 오염량 역시 다른 두 해 보다
많이 유출된다. 2010년의 경로별 유출 결과를 보면, 토양침식으로 가장
많은 양인 1.595 g/m2의 TNT가 유출되고, 0.476 g/m2의 TNT가 지하유
출을 통해 유출되며, 가장 적은 양인 0.309 g/m2의 TNT가 표면유출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된다. 오염양이 가장 적은 2011년의 경로별
유출 결과에서도, 토양침식으로 가장 많은 양인 0.587 g/m2의 TNT가 유
출되고, 0.175 g/m2의 TNT가 지하유출을 통해 유출되며, 가장 적은 양
인 0.128 g/m2의 TNT가 표면유출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된다. 이
를 통해 다락대 사격장에서 토양침식으로 통해서 가장 많은 양이 주변
환경으로 유출이 되며, 지하유출, 표면유출 순으로 유출되는 양이 많았
다. 이는 초기 오염 농도의 차이에 의해 경로별 유출되는 양은 달랐지만,
다른 두 해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TNT의 초기 오염양에 따른 유출경로별 유출양의 차이를 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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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격장 초기 오염양에 대한 각 경로별 유출양의 비(g/g)를 구하였
다(Fig. 4.2). 초기 오염양이 가장 많은 2010년의 경로별 유출량의 비를
본다면 전체 TNT 오염양의 68%가 토양침식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유
출이 된다. 전체 오염양에 대해 20%가 지하유출을 통해 유출이 되고, 가
장 낮은 비율인 12%만이 표면유출을 통해서 유출된다. 초기 오염양이
가장 적은 2011년의 경우, 토양침식을 통해 전체 오염양의 66%가 유출
되고, 지하유출로는 20%가 유출되며, 표면유출로는 14%가 유출된다. 이
는 앞선 2010년의 유출 결과와 비교해 본다면, 유출 경향성에서는 차이
가 없으나 토양침식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감소하고 상
대적으로 지하유출과 표면유출을 통한 TNT의 유출량이 증가하였다. 이
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년도마다 발생한 강우량의 차이 때문이다.
2010년의 총 강우량이 단위 면적당 1.23 m인데 반해 2011년의 총 강우
량은 단위 면적당 1.60 m이고, 20010년 표면유출과 지하유출로 유출되는
강우량은 0.80m인데 2011년의 경우, 표면 유출과 지하유출로 유출되는
강우량은 1.00 m이다. 이에 따라 2011년이 2010년 보다 표면유출과 지하
유출로 유출되는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두 경로로 유출되는 TNT의 비
율이 증가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의 유출 경향 각 경로별로 유출되는
경로별 유출되는 비율은 각 해에 발생한 강우양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했지만, 3 경로의 유출 경향과 유출되는 비율에서는 차이가 낮았다.
이러한 것은 3.2.1 절에서 각 경로별 오염물질의 유출되는 양을 산정하는
식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각 유출 경로 별 유출되는 비율을 사격
장의 면적과 초기 오염양에 무관하고, 사격장의 지리적 특성과 토양 특
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며, 연도 별로 차이가 발생 가능한 강우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사격장에 존재하는 TNT는 강우에 의해 3 가지 경로를 통해 주변
환경으로 유출이 되며, 평균적으로 초기 오염양의 20%, 67%와 13%가
각각 지하유출, 토양침식과 표면 유출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된다.
- 37 -

100
Runoff
Erosion
Leaching

TNT discharge ratio

80

60

40

20

0
2009

2010
TIme (years)

2011

Fig. 4.2 Percentage of TNT mass flux to initial amount with
TREECS modeling results with three migration pathways (runoff, soil
erosion, and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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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조 실험 장치를 이용한 MKP와 Bentonite의 유
출 저감 효과 평가
국방부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격장에는 주변환경으로 오염물질의 유
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확산방지시설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배출되는 방
류수는 방류수 농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게 되어있다. TREECS
modeling의 결과는 사격장에서 유출되는 TNT의 전체 양의 80%를 차지
하는 토양침식과 표면유출은 오염확산방지시설에서 관리하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적절한 시설적 관리가 불가능한 지하유출을 통한 오염물질의
유출에 대한 유출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토조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유
출 저감 대책으로 알려진 MKP와 Bentonite를 오염토양에 살포하여서
유출 저감 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4.2.1 TNT의 유출 평가
(1) 유출수 내 TNT 농도
토조 실험 장치는 강우 모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표면유출수와
지하유출수를 채취하게 설계되었다. 40일 동안 총 18번의 강우 모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하유출에 의한 TNT의 유출이 발생되었다. 지하유출수
의 부피와 지하유출수 내에 존재하는 TNT의 농도를 측정하여 40일 동
안 유출수 내 TNT 농도 변화를 나타내었다(Fig. 4.3). 토조 실험 장치
토양에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았을 때 유출수에서 측정된
TNT의 농도는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였을 때 유출수에 존재하는
TNT 농도보다 약 2 배 높게 측정되었다. 강우 모사가 진행될수록 유출
수에서 측정되는 TNT의 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강우 모사를
진행하는 동안 공통적으로 포집되는 유출수의 양에 비례하여서 유출수
내에 존재하는 TNT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18 번의 강우 모사를
진행하는 동안 총 5 번의 건조기가 존재하고, 평균적으로 3일의 간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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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건조기를 지난 후 강우 모사를 진행한 결과, 상대적으로 지하유출
수의 부피와 유출 수 내 TNT의 농도 모두 낮았다. 이는 건조기를 거치
면서 상층부의 토양이 건조되었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유출수의
부피로 인해 TNT의 농도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3).
18번의 강우 모사를 통해 토조 실험 장치에서 유출된 TNT의 총량
은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은 경우 243.5 mg이였고,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경우 88.7 mg이였다. TNT 오염양을 160 mg/kg
(864 mg)에 대해서 각각 28.2%와 10.3%를 차지하였다. MKP의 K+이
Bentonite의 표면에 흡착이 되어 토양 외에 TNT가 흡착이 가능한 구역
을 제공하기 때문에 TNT의 토양 흡착능은 증가한다. MKP와 Bentonite
를 살포한 경우 토양 흡착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우에
의해서 유출되는 TNT의 양이 감소하였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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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TNT concentration in leachate with MKP/Bentonite treated
soil (⚫) and untreated so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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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Concentrations of four contaminants in the leachate
(A) Soil without MKP/Bentonite treatment
# of rain Volume
Concentration (mg/L)
TNT
Cu
Zn
Cd
event
(L)
1
1.08
7.50 2.80E-03 2.08E-2 8.14E-04
2
4.50
6.26 2.37E-03 7.03E-2 5.70E-03
3
4.50
3.75 4.51E-03 7.89e-2 1.57E-03
4
4.56
3.40 2.64E-03 4.75E-2 1.10E-03
5
5.30
3.51 2.45E-03 3.56E-2 5.97E-04
6
4.97
3.30 2.73E-03 7.33E-2 1.42E-03
7
5.45
2.57 2.28E-03 4.19E-2 1.22E-03
8
5.40
2.70 2.82E-03 1.46E-2 8.10E-04
9
4.33
2.79 1.92E-03 2.88E-2 5.40E-04
10
5.00
2.87 3.99E-03 2.60E-2 5.64E-04
11
5.41
2.46 2.14E-03 1.91E-2 4.92E-04
12
3.76
1.98 2.52E-03 3.58E-2 5.93E-04
13
5.11
2.76 1.90E-03 3.13E-2 6.29E-04
14
4.34
2.07 2.41E-03 2.60E-2 5.05E-04
15
5.27
2.24 4.42E-03 1.58E-2 6.46E-04
16
3.98
2.04 3.12E-03 1.98E-2 3.98E-04
17
5.47
1.98 4.02E-03 1.36E-2 3.22E-04
18
5.12
2.00 3.29E-03 1.33E-2 2.80E-04
(B) Soil with MKP/Bentonite treatment
1
3.35
1.63
0.269 6.16E-2 8.15E-03
2
5.28
1.54
0.261 6.39E-2 7.19E-03
3
5.37
0.89
0.301 4.30E-2 4.96E-03
4
4.56
1.48 5.95E-2 1.97E-2 1.87E-03
5
5.03
1.28 6.18E-2 1.80E-2 1.62E-03
6
5.33
1.42 7.32E-2 2.04E-2 1.59E-03
7
5.46
1.11 4.32E-2 1.36E-2 9.58E-04
8
5.35
1.21 4.95E-2 1.39E-2 9.08E-04
9
4.40
0.98 5.68E-2 1.56E-2 6.17E-04
10
5.18
1.13 4.43E-2 1.05E-2 5.18E-04
11
5.13
0.91 3.75E-2 1.36E-2 4.36E-04
12
4.53
0.72 2.24E-2 2.15E-2 3.05E-04
13
5.48
0.84 2.77E-2 3.64E-2 4.10E-04
14
4.00
0.52 4.74E-03 3.88E-03 4.92E-04
15
5.28
0.64 2.81E-2 7.71E-03 2.25E-04
16
4.21
0.61 4.79E-03 4.99E-03 2.00E-04
17
5.23
0.66 9.41E-03 5.02E-03 1.83E-04
18
5.15
0.58 7.85E-03 4.94E-03 1.99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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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1.26E-05
3.54E-05
2.61E-05
1.82E-05
2.58E-05
5.94E-06
1.10E-06
4.20E-06
2.11E-06
1.08E-06
9.20E-07
3.67E-06
1.59E-06
2.36E-06
2.08E-06
1.44E-06
1.68E-06
4.53E-06
8.50E-05
1.40E-05
ND
ND
1.00E-06
8.00E-06
1.60E-05
6.00E-06
4.00E-06
8.00E-06
ND
3.90E-05
6.50E-06
3.85E-05
2.85E-05
2.70E-05
3.50E-06
9.00E-06

(2) 토조 토양 내 TNT 농도
40일간 총 18번의 강우 모사를 마친 뒤, MKP와 Bentonite의 살포에
따른 토조 실험 장치 내에서의 TNT의 수평과 수직 이동성을 비교해보
았다(Fig. 4.4). Top, Middle과 Bottom의 세 개의 수직적 구역과 시계방
향으로 나눈 4개의 구역으로 하여 총 12개의 구역의 토양에 존재하는
TNT의 전함량 분석을 진행하였다.
강우 모사를 동안 표면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Top 구역의 A와
D 구역의 TNT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하는 B와 C 구역에
존재하는 TNT의 농도는 높게 측정되었다(Fig. 4.4). 이는 토조 실험 장
치를 6도 기울였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토양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A, D 구역과 B, C 구역의 TNT의 농도 차이는 감소하였다. Top,
Middle과 Bottom 수직적 구분으로 나눈 세 구역에 존재하는 TNT의 농
도는 공통적으로 토양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TNT의 농도는 감소하였
다.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토조 토양에서 측정되는 TNT의 농도가
살포하지 않은 토양에서 측정되는 농도보다 모든 심도에서 높았다. 이것
은 K+으로 충진 된 Bentonite가 강우와 함께 수직이동을 하였기 때문이
라고 판단되고, MKP와 Bentonite에 TNT가 토양에 더 많이 흡착이 되
어 유출되지 않고 잔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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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TNT concentration in the lysimeter soil at depths of 0-3 cm
(Top), 3-6 cm (Middle) and 6-10 cm (Bottom); (A) soil with
MKP/Bentonite; (B) soil without MKP/Bent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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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수 내 존재하는 TNT의 양과 토양 존재하는 TNT의 전함량을
정리하였다(Table 4.4). 864 mg의 동일한 초기 오염양에 대해서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은 경우 지하유출수로는 214.3 mg의 TNT가 유
출되었고, 토양에는 238.9 mg의 TNT가 존재하였다. 이는 초기 오염량에
대해서 각각 24.8%와 27.7%의 비율을 차지하며 총 52.5%의 회수율을 보
였다.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경우, 지하유출수에는 88.7 mg의 존재
하였고, 토조 토양에는 738.2 mg의 TNT가 존재하였다. 이는 초기 오염
양에 대해 각각 10.3%와 85.4%를 차지하며, 총 회수율은 95.7%였다.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경우, 지하유출을 통해 유출되는 TNT의 양
의 감소와 더불어 토조 토양에 존재하는 TNT의 양 또한 증가하였다.
토조 실험 장치의 설계상 지하유출수와 표면유출수를 통해 토조 실험 장
치의 외부로 유출된 TNT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조 실험 장치 내 토양에
존재해야 한다.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토조 실험 장치에서는 이러
한 가정을 잘 따르지만,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은 토조 실험
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전체 오염양의 24.8%가 지하유출로 유출되었
고, 토조 토양에서는 존재해야하는 TNT 양의 ~40%만이 검출되었다. 이
를 통해서, MKP와 Bentonite의 살포하지 않은 토양에서는 40일 동안 강
우 모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하유출을 통한 유출 외에 TNT의 분해반응
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었다. 미생물에 의한 TNT의 분해나 자외선에
의한 TNT의 광분해 등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수 있다.
Im et al (2015)은 토양에서의 TNT의 광분해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
데, 토양에 존재하는 TNT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광분해 되는 속도의
차이와 MKP에 의한 광분해 억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다.
Table 4.4 Total mass from the lysismeter test with leachate and soil
Soil without
Initial TNT mass MKP/Bentonite
Leachate (mg)
0
214.3
Soil (mg)
864
238.9
Sum
864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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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with
MKP/Bentonite
88.7
738.2
826.9

4.2.2 중금속의 유출 평가
(1) 유출 수 내 중금속
40일 동안 총 18번의 강우 모사를 진행하는 동안 지하유출에 의한
지하유출수만 발생되었다. 지하유출수의 부피와 지하유출수 내에 존재하
는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하여 40일 동안 유출수 내 중금속의 농도 변화
를 나타내었다(Fig. 4.5). 토조 실험 장치 토양에 MKP와 Bentonite를 살
포하지 않았을 때와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였을 때 유출수에 존재
하는 중금속의 농도는 매우 낮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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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leachate with
MKP/Bentonite treated soil (⚫) and untreated so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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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OES로 측정 결과,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 중금속의 농도는 모두
ICP-OES의 LOD (limitation of detection)의 범위에측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ICP-MS를 이용하여서 유출수에 존재하
는 중금속 4종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구리의 처음 3회의 유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유출수 내 존재하는 농도는 0.1 mg/L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강우 모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유출되는 중금속
의 양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 이외의 유출되는 특성은 없다
고 판단되었다.
18번의 강우를 통해 토조 실험 장치에서 유출된 TNT의 총량은
MKP와 Bentonite를 살포와 무관하게 전체적인 양이 적었다. 초기 인공
오염양에 대한 유출량의 비율은 모두 0.2%보다 적은 비율로 파악되었다
(Table 4.5). 이를 통해서 사격장에서 중금속의 유출은 대부분 토양침식
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중금속의 유출에는 MKP
와 Bentonite의 영향은 없다고 파악된다.
Table 4.5 Percentages of Heavy metal of leached mass to total
amount
Percentage
Soil without MKP/Bentonite
Soil with MKP/Bentonite

Cu
< 0.2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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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
< 0.1
< 0.1

Cd
< 0.1
< 0.1

Pb
< 0.1
< 0.1

(2) 토조 토양 내 중금속 전함량
40일간 총 18번의 강우 모사를 마친 뒤, MKP와 Bentonite의 살포에
따른 토조 실험 장치 내에서의 중금속의 수평/수직 이동성을 비교해보았
다(Fig. 4.6). Top, Middle 그리고 Bottom의 세 개의 수직적 구분으로 3
개의 구역의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전함량 분석을 진행하였다.
토양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모든 중금속의 전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4.6). MKP와 Bentonite의 살포와는 관계없이 토양
심도에 따라 측정된 토양 내 중금속의 농도는 유사한 농도를 나타낸다.
지하유출을 통해서 유출된 중금속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유출되
지 않은 중금속은 모두 토조 토양에서 회수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전함
량 분석으로 측정된 중금속의 농도를 통해 토조 토양 내에 존재하는 중
금속의 양을 도출해 보았다(Table 4.6). 구리, 아연, 납의 경우 인공 오염
시킨 양이 4320 mg이고, 카드뮴 129.6 mg이다. 회수한 중금속의 전함량
분석을 본다면 MKP와Bentonite의 살포와 관계없이 중금속이 모두 회수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
Table 4.6 Total amount of Heavy metals in the lysimeter soil
mg
Initial mass
Soil without MKP/Bentonite
Soil with MKP/Bentonite

Cu
4320
4713
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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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
4320
4029
4562

Cd
129.6
120
120

Pb
4320
4358
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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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soil extract from the
lysimeter at depths of Top (0-3 cm), Middle (3-6 cm) and Bottom
(6-10 cm) with MKP/Bentonite treated soil (⚫) and untreated so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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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조 토양 내 중금속의 존재형태
MKP와 Bentonite에 의한 중금속의 유출 저감효과나 이동성의 변화
는 크게 없었다. MKP가 중금속의 고정화/안정화에 효과가 있음을 문헌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MKP와 Bentonite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
이온 중금속의 존재형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Tessier 연속추출법을
사용하였다. 각 단계 별 금속의 존재형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백분율로
정리하였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중금속의 각 존재형태에 대한 존재
량을 도식적으로 나타냈다(Fig 4.7).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은 토조 토양 내 존재하는 중금속
의 존재형태의 비율은 좌측의 막대 그래프이고, MKP와 Bentonite를 살
포한 토조 토양 내 존재하는 중금속의 존재형태의 비율은 우측 막대 그
래프이다. 4가지 중금속에서 모두 MKP와 Benonite의 살포의 영향으로
인해 존재형태가 달라졌다. 각 중금속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한 존재
형태는 달랐다. 하지만 4 가지 중금속 모두 공통적으로 이동성이 가장
높은 1단계의 존재형태의 비율적 감소와, 이동성이 가장 낮은 잔류물 형
태의 5단계의 비율적 증가가 뚜렷하다. 구리와 아연 같은 경우, 2단계 존
재형태의 증가와 3단계 존재형태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반면 카드뮴의 경
우 4단계 존재형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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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hanges of sequential extraction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soil used to lysimeter leaching test depending on
combination of reagents; (F1) exchangeable fraction; 0.5 M MgCl2,
(F2) Bound to carbonate or specially adsorbed; 1 M NaOAc (pH=5),
(F3) Bound to Fe and Mn oxides; 0.04 M NH2OH*HCl in 25% HOAc,
(F4) Bound to organic and sulphides; 0.02 M HNO3 + 30% H2O2,
(F5) Residual fraction; HNO3 + HF + H2O2 +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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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KP와 Bentonite 처리 시 사격장의 TNT 유출
특성 변화
토조 실험 장치를 통해서 오염토양과 MKP와 Bentonite의 혼합에
따른 TNT의 유출 저감 효과를 검증하였고, MKP와 Bentonite 처리가
사격장에서 TNT의 지하유출 저감 대책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
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선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토양 무게의 5% MKP
와 10% Bentonite의 살포시 다락대 사격장에 TNT의 경로별 유출량에
대해서 평가해 보았다.

4.3.1 TREECS modeling 인자의 도출
4.1.1 절에서 TREECS modeling을 위해 도출한 여러 인자들 중 사
격장 토양과 TNT의 흡착 실험을 통해 도출된 TNT의 토양 흡착 계수
를 제외한 나머지 인자들은 모두 동일한 값을 사용하다.
2g의 사격장 토양에 토양 무게의 무게비로 5% MKP와 10%
Bentonite를 추가하고 5 가지(10, 20, 30, 40, 50 mg/L)의 서로 다른 농도
의 TNT 용액을 혼합하여 TNT의 흡착 계수를 도출해보았다.
하루 교반 후,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토양에 대한 용액 상에
남아있는 TNT의 농도에 따른 토양에 흡착된 TNT의 농도 그래프는
Fig 4.8과 같다. 초기 TNT의 농도가 높을수록 흡착 평형 후 수용액에
남아있는 TNT의 농도는 증가했다. Fig 4.8을 Fig. 4.1과 비교해보면, 5
배 더 높은 농도의 TNT 용액을 이용해서 흡착 실험을 진행했지만, 흡
착 평형 후 수용액 상에 남아있는 TNT의 농도는 비슷했고 MKP와
Bentonite를 살포를 하면 상대적으로 토양에 흡착되는 TNT의 양이 증
가했다. 용액상의 농도와 흡착된 농도의 관계를 선형회귀 분석하여 사격
장 토양에 대한 TNT의 토양 흡착 계수 (Kd, L/kg)를 도출하였다. 선형
회귀 분석 결과 TNT의 흡착실험 결과는 “y = 111x – 3.17”와 같았다.
이를 통해서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사격장 토양에 대한 TNT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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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흡착 계수는 111 L/kg임을 알 수 있었다.
앞선 사격장 토양에 대한 흡착 계수가 2.28 L/kg이였고 사격장 토양
에 MKP와 10% Bentonite를 살포함으로써 토양에 대한 약 50배의 TNT
의 흡착능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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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TNT sorption test with MKP/Bentonite treated firing range
soil and plotted as sorbed concentration (Cs) and solution
concentration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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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TREECS modeling 결과
지하수 유출 저감을 위해서 사격장 토양에 토양 무게비로 5%의
MKP와 10%의 Bentonite를 살포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격장에서
지하유출, 토양침식과 표면 유출, 3 가지 경로를 통해 주변 환경으로 유
출되는 TNT의 양을 평가해 보았다. TREECS modeling 결과를 단위 면
적당 TNT의 무게로 환산을 하였다(Table 4.7). MKP와 Bentonite를 살
포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토양침식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강
이 많았다. 초기 오염량이 2.380 g/m2으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는
2010년의 유출 결과를 보면 2.270 g/m2의 TNT가 토양침식으로 유출되
고, 0.036 g/m2의 TNT가 지하유출을 통해 유출되며, 0.074 g/m2의 TNT
가 표면유출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된다. 오염양이 가장 적은
2011년의 경로별 유출 결과에서도 토양침식으로 가장 많은 양인 0.833
g/m2의 TNT가 유출되고, 0.042 g/m2의 TNT가 표면유출을 통해 유출되
며, 가장 적은 양인 0.015 g/m2의 TNT가 지하유출을 통해 주변 환경으
로 유출된다. 이를 통해 MKP와 Bentonite 살포는 경로별 유출 경향에서
도 차이를 야기 시켰으며, 토양 침식을 통한 TNT의 유출은 증가 시켰
고, 표면유출과 토양 침식을 통한 유출양은 저감 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Table 4.7 Mass distribution of TNT in three migration pathway
derived from using MKP/Bentonite treated soil sorption coefficient;
leaching, soil erosion, and runoff
Migraton pathway
Initial concentration
Leaching
Soil Erosion
Surface runoff

TNT concentration (g/m2)
2009
2010
2011
1.100
2.380
0.890
0.017
0.036
0.015
1.047
2.270
0.833
0.036
0.07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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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절의 TREECS modeling 결과와 동일하게, 사격장 초기 오염량
에 대한 각 경로별 유출량의 비(g/g)를 도출하였다(Fig. 4.9). 초기 오염
양이 가장 많은 2010년의 유출량의 비에서는 전체 TNT 오염양의 95%
가 토양침식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유출이 된다. 전체 오염양에 대해
3.5%가 표면유출을 통해 유출이 되고, 가장 낮은 비율인 1.5%만이 지하
유출을 통해서 유출된다. 초기 오염양이 가장 적은 2011년의 경우, 토양
침식을 통해 전체 오염양의 94%가 유출되고, 표면유출로는 5%가 유출
되며, 표면유출로는 1%가 유출된다. 이러한 변화는 앞선 TREECS
modeling 결과와 동일하게 2010년과 2011년의 강우량에 의해서 발생했
고 또한 MKP와 Bentonite의 살포를 통해 증가한 TNT의 토양 흡착 계
수가 표면유출량과 지하유출량을 결정하는 F dp 값도 변화시켰기 때문이
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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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discharg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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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Percentage of TNT mass flux to initial amount with
TREECS modeling results using the TNT sorption coefficient derived
with MKP/Bentonite treated soil; leaching, soil erosion, and l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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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유출 경향은 토양침식을 통해서 가
장 높은 비율의 TNT가 주변 환경으로 유출이 되고, 표면유출을 통해서
는 두 번째로 많이 유출이 되며, 지하유출을 통해서 가장 낮은 비율로
유출이 되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강우량의 차이 때문에 경로별 유
출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경로별 유출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MKP/Bentonite 살포 시 사격장에 존재하는 TNT는 강우에 의해 3 가지
경로를 통해 주변 환경으로 유출이 되며, 초기 오염량의 1.5%, 94.7%와
3.8%가 각각 지하유출, 토양침식과 표면 유출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된다.
4.1.2절에서 다락대 사격장에서 TNT의 유출 특성을 파악했고, 지하
유출로 유출되는 TNT의 유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해 사격장 토양에
MKP와 Bentonite의 살포한 경우 TNT의 유출 특성을 파악했다(Table
4.8). MKP와 Bentonite의 살포를 통해 토양침식으로 유출되는 TNT의
양은 27.7% 증가하고 표면유출과 지하유출로 유출되는 TNT의 양은 각
각 9.2%와 18.5%씩 감소했다. 이를 통해서 MKP와 Bentonite의 살포는
TNT의 지하유출의 유출량 저감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Table 4.8 Mass distribution of TNT in three migration pathway
(leahcing, erosion, and runoff) with the presence of MKP/Bentonite
and the absence of MKP/Bentonite using TREECS modeling
Percentage
Without MKP/Bentonite
With MKP/Bentonite

Migration pathways
Leaching Erosion
Runoff
20
67
13
1.5
94.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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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선별적 수준의 생태위해성 평가
유해지수의 도출 시 필요한 예측환경농도는 한탄강에 유입되는 지하
수의 TNT 농도이다. 예측무영향농도는 종민감도분포를 통해서 도출한
다. 이 두 농도의 비를 통해서 유해지수를 결정하게 된다.
4.4.1 예측환경농도(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PEC ) 결정
TREECS modeling에 필요한 인자들 중에서 강우인자는 TREECS
에서 제공하는 HGCT를 통해 결정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총 발생한 강
우량 중에서 지하유출로 지하수로 유입되는 양을 단위면적당 0.207
m3/m2/year로 도출할 수 있었다(Table 4.1). 지하수로 유출되는 강우량은
MKP와 Bentonite의 살포와 무관한 고정된 값이다. TREECS modeling
결과 사격장에서 지하유출을 통해서 유출되는 TNT의 양을 도출할 수
있었다. MKP와 Bentonite의 살포의 유무에 따라 지하수로 유출되는
TNT의 양을 통해 지하수로 유입될 때, TNT의 농도를 도출하였다
(Table 4.9).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로 유입되
는 지하유출수에 존재하는 TNT의 농도는 2.300 mg/L이고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면 지하유출수 내 TNT의 농도는 0.174 mg/L까지 감
소하였다.
Jung (2014)은 1년 동안 다락대 사격장에서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지
하수의 총 유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1년 동안 전체 지하수 유량
에 존재하는 TNT의 농도를 산출할 수 있었다(Table 4.9).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은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기 직전 지하수에 존재
하는 TNT의 농도는 0.415 mg/L이고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경우,
동일한 지하수 유량에 존재하는 TNT의 농도는 0.031 mg/L으로 도출되
었다. 이 두 TNT의 농도는 MKP와 Bentonite의 살포 유무에 따른 선별
적 수준의 생태위해성평가에서 사용될 예측환경농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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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TNT concentration in the groundwater
TNT concentration
in soil (g/m2)
in leachate (mg/L)
in groundwater (mg/L)

Soil without
MKP/Bentonite
0.476
2.30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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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with
MKP/Bentonite
0.036
0.174
0.031

4.4.2 예측무영향농도(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PNEC ) 결정
USEPA ECOTOX에서 TNT에 대한 생물종의 독성자료를 수집하였
다. 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TNT에 대한 종민감도분포를 도출하였
다. y축은 사용된 전체 종들 중에서 주어진 농도에 영향을 받는 종의 비
율로 나타낸다. 선별적 예측무영향농도는 유해농도인 HC5와 HC50값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HC5는 모든 종들 중에서 95%의 종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농도이고, HC50은 모든 종의 50%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 농
도이다. HC5와 HC50는 y 축의 값이 0.05와 0.5일 때의 x 축의 값을 의미
한다. Fig. 4.10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종민감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HC5는 30.29 ㎍/L으로 도출되고, HC50는 257.5 ㎍/L로 도출되
었다. 불확실도를 1-5로 하여서 HC5 값과 HC50 값의 기하평균으로 예측
무영향농도를 도출하였고, 불확실도에 따라 40-88 ㎍/L로 결정되었다.
ℊ

Fig. 4.10 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 (SSD) for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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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유해지수 결정
TREECS modeling 결과를 이용하여 현장측정농도(PEC)을 결정하
였고, 독성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TNT에 대한 종민감도분포를 통해 예
측무영향농도(PNEC)을 결정하였다(Table 4.10). 현장측정농도의 경우,
사격장에 MKP와 Bentonite의 살포의 유무에 따라 한탄강 유입 직전 지
하수 내 TNT의 농도인 0.415 mg/L와 0.031 mg/L로 결정 하였다. 예측
무영향농도의 경우 불확실도가 1-5임을 감안하여 40-88 ㎍/L의 범위로

결정되었다.
유해지수의 정의는 현장측정농도를 예측무영향농도로 나눈 값이다. MKP와
Bentonite의 살포 유무에 따라 현장측정농도 값이 바뀌어 유해지수 값의 변화가
나타났다.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은 경유 유해지수가 4.72-10.38의 범
위로 존재하여 1 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위해성이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경우 유해지수가 0.35-0.78의 범위로 1 보다 작은
값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서 MKP와 Bentonite의 살포를 통해 지하유출 되는
TNT의 양을 감소시키며 위해성의 감소에도 영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Table 4.10 Derivation of Hazardous Quotient (HQ) with two TREECS
modeling results with and without MKP and Bentonite
PNEC
PEC
HQ
(mg/L)
(㎍/L)
Soil without MKP/Bentonite
Soil with MKP/Bentonite

0.415
0.031

- 59 -

40-88

4.72-10.38
0.35-0.78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격장 토양에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는 TNT와 중
금속의 유출 특성에 대해 평가하고 오염물질의 유출저감을 위해 사용할
MKP와 Bentonite가 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선별적 생
태위해성평가를 통해 비교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격장에서 강우에 의해서 토양 침식, 표면유출과 지하유출 3 경
로로 오염물질의 이동이 발생하며, 토양침식을 통한 유출량이 가
장 많고 지하유출과 표면유출 순으로 유출량이 많았다. 이를 통
해서 사격장 전체 오염양의 80%가 표면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
과 표면유출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된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한 유출되는 오염물질들은 모두 토양유실방지시설을 통해서
유출관리가 진행이 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하게 되지만,
지하유출을 통한 오염물질의 유출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출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지하유출을 통한 오염물질의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서 사격장
토양과 토성이 유사한 마사토 미사를 이용한 토조 실험 장치를
설치하였다. 사격장에서 측정된 오염물질의 최고 농도들로 인공
하고 40일 동안 총 18번 SPLP 용액을 이용한 강우 모사를 진행
하였다. 강우 모사를 통해서 토조 실험 장치에서는 지하유출만이
발생하였고, 초기 오염양의 28%가 지하 유출수 내 존재하였다.
중금속의 유출의 경우 유출수 내에 존재하는 양이 초기 오염량
의 0.1%보다 낮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 중금속은 지하유
출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3) TNT와 중금속의 유출 저감 대책으로 토양에 MKP와 Bent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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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포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마사토 미사를 이용한 흡착
실험 결과, 마사토 미사에 대한 TNT의 흡착 계수는 MKP와
Bentonite를 살포를 통해 1.56 L/kg에서 125.62 L/Kg까지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토조 실험 장치 토
양에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고 40일 동안 총 18번의 강우
사를 진행하였다. 발생된 지하유출수 내 존재하는 TNT의 양은
초기 오염양의 10.3%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서 MKP와
Bentonite의 살포는 지하유출을 통한 TNT의 유출저감에 효과적
이라고 판단된다.
(4) TNT의 지하유출 저감에 효과가 있는 MKP와 Bentonite를 사용
해 사격장 토양에 대한 TNT의 토양 흡착계수를 도출하였다.
MKP와 Bentonite 살포를 통해서 TNT의 흡착계수는 2.30 L/kg
에서 50배 증가한 111 L/kg으로 나타났다. TREECS modeling에
변화된 TNT의 토양 흡착계수를 반영하여 사격장에서의 유출 특
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하수 침투로 초기 오염양의 1.5%만
이 유출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생태 위해서 평가를 통해서 HC5와 HC50를 각각 30.29 ㎍/L와
257.5 ㎍/L로 도출이 되었다. 불확실도를 고려하여 예측무영향농
도를 40-88 ㎍/L로 도출하였다. TREECS modeling 결과를 바탕
으로 지하수 내 가능한 TNT의 농도를 도출하였다.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에서의 TNT의 농도는
0.415 mg/L이고, MKP와 Bentonite를 살포한 경우 지하수에서의
TNT의 농도는 0.031 mg/L였다. 이를 통해서 MKP와 Bentonite
를 살포 유무에 따른 유해지수를 도출해 보았다.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은 경우 유해지수가 4.72-10.38로 모두 1
보다 큰 값을 가졌고 위해하다고 평가되었다. 반면 MKP와
Bentonite를 살포하지 않은 경우 유해지수가 0.35-0.78로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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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값을 가졌고, 생태위해적 영향이 없다고 도출되었다.
실험을 통해 사격장에서 지하유출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는
TNT의 유출 특성에 대해 평가를 하고, MKP와Bentonite의 살포를 통한
TNT의 토양 흡착 계수 향상으로 인한 유출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MKP와 Bentonite의 살포 유무에 따른 생태위해성을 평가함으로
써 TNT의 유출적마 효과뿐만 아니라 위해성에서의 저감 효과도 확인하
였다. 본 결과는 향후 군 사격장부지의 화약류 및 중금속의 유출 저감에
효과적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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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of
discharge of TNT/Heavy metals and
the reducing effect of MKP/Bentonite
on TNT/Heavy metals using TREECS
and lysimeter
Yu Gihyeon
Civil and Enviri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4,6-trinitrotoluene (TNT) and Heavy metals (Cu, Zn, Cd, and
Pb) in the firing ranges are the matter of the environmental risk due
to their toxicity and high mobility. When the precipitation occurs, the
contaminants in surface soil can be discharged from the firing ranges
to the Hantan river. It is good way to use a systemic model to
predict the amount of contaminants which move to the outside and to
make environmental risk management of firing ranges. Training
Range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Characterization System
(TREECS) Model is chosen to estimate the effluenc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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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taminants via soil erosion, surface water runoff and leaching.
TREECS modeling result showed that 67% of initial TNT was
discharged through the soil erosion and the 20% of initial TNT ran
out the firing range via the leaching. The rest of TNT moved to the
Hantan river via the runoff. Additionally, the sum of soil erosion and
runoff occupy 80% of TNT to the total amoun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soil erosion and surface runoff flow as the main source
of pollutants to the adjacent water body of firing range for TNT.
However, there are some regulations to control the contaminants
movement on the ground with some infrastructures like the soil
conservation facilities which can block the soil and water movement.
Therefore, Only TNT and Heavy metals which go to the
groundwater can be the toxic materials to the aquatic lives. To
investigate the Monopotassium phosphate (MKP) and Bentonite
reducing effect, lysimeter was used (Lason et al, 2005; 2006).
TREECS modeling result with using MKP/Bentonite treated soil
sorption coefficient showed that 94.7% of initial TNT was discharged
through the soil erosion and the 1.5% of initial TNT ran out the
firing range via the leaching. The rest of TNT moved to the Hantan
river via the runoff. Additionally, the sum of soil erosion and runoff
occupy 98.5% of TNT to the total amount. Therefore using the
MKP/Bentonite have effect on the reducing of leaching of TNT.
Screening Level Ecological Risk Assessment was also conducted
with aquatic lives which can find in Korea like the Fish, invertebrate,
crustacean, algae, moss, fungi, aphibians, worm, and molluscs. Their
toxicities was used to draw the 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
(SSD) and derived the HC5 and HC50.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PNEC) was deduce by the geometric mean of HC5 and
HC50 and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PEC) was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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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TREECS modeling results. Hazardous Quotient (HQ) was
found with two modeling results with MKP/Bentonite and with
MKP/Bentonite. From the result, MKP/Bentonite can decrease the HQ
from 4.72-10.38 to 0.35-0.78 and it show that the MKP/Bentonite
have the reducing toxicity to the aquatic lives.
keywords : TNT, Heavy metals, TREECS, Lysimeter, Screening
Level Ecological Risk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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