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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imensional analytical solutions were used for forward and back diffusion of trichloroethylene (TCE) and

tetrachloroethylene (PCE) in a single system with high- and low-permeability layers. Concentration profiles in a low-

permeability layer, diffusive fluxes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high- and low-permeability layers, and contaminant

persistence in the high-permeability layer due to back diffusion were simulated with a comparison of semi-infinite

and finite analytical solutions. In order to validate the analytical solutions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one-

dimensional analytical solutions developed by Yang et al. (2015) were compared with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 When compared with Yang et al. (2015), the analytical solutions used in this study showed good

agreements (NSE = 0.99). When compared with semi-infinite analytical solutions, TCE and PCE concentration profiles

in the low-permeability layer, the diffusive fluxes, and the contaminant tailings of the high-permeability layer were

underestimated.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analytical solutions based on the effective diffusion coefficient,

the thickness of the low-permeability layer, and the diffusion time in the TCE and PCE contaminated site, a term of

dimensionless diffusion length (Zd) was used. If the Zd is less than 0.7, the semi-infinite solutions can be used to

simulate accurate concentration profiles in low-permeability layers. If the Zd is greater than 0.7, the reliability of

simulations may be improved by using the finite solutions.

Key words : analytical solution, DNAPL, diffusion, low-permeability layer, TCE

본 연구는 대수층과 저투수층이 존재하는 단일시스템에서 trichloroethylene (TCE)과 tetrachloroethylene (PCE)의

거동에 대해 1차원 확산 해석해를 사용하여 저투수층의 농도 분포, 대수층과 저투수층의 경계면에서 확산 선속, 그리

고 역확산에 의한 대수층의 오염 지속성을 모델링하였다. 모델링에 사용된 해석해는 이전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의 해석해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을 고려한 해석해를

모두 사용하였다. 제시된 해석해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의 해석해와 Yang et al.

(2015)이 개발한 1차원 확산 해석해의 결과를 Nash–Sutcliffe 유효계수(NSE )로 비교하였다. 저투수층의 농도 분포, 확

산 선속, 그리고 대수층의 오염 지속성 등 모든 결과에서 무한한 조건의 해석해를 이용하였을 때 과소평가되는 결과

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해의 결과와 Yang et al. (2015)이 개발한 해석해의 결과는 높은 일치

성(NSE = 0.99)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석해를 실제 오염된 부지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유효확산계수,

저투수층의 두께, 그리고 확산된 시간을 이용하여 확산 거리(Zd )라는 용어를 소개하였다. 확산 거리가 0.7 보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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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의 해석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확산 거리가 0.7 보다 큰 경우 저투수층의 두께

가 유한한 확산 해석해를 사용하여야 모델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해석해, DNAPL, 확산, 저투수층, TCE

1. 서 론

지하수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주로 이류(advection),

분산(dispersion), 확산(diffusion), 그리고 흡착(sorption)

등 복잡한 물리적 및 화학적 과정을 통해 거동된다

(Chon et al., 2007; Lee et al., 2013; Chang et al.,

2018). 특히, 확산은 용질의 농도 구배에 의해 이동되

는 현상이며, 저투수층(low-permeability layer)을 오염

시키는 주요 기작으로 알려져 있다(Mackay and

Cherry, 1989; Chapman and Parker, 2005; Brown et

al., 2012). 예를 들어, 중비수용상액체(dense non-

aqueous phase liquid, DNAPL)로 지하 시스템이 오

염된 경우, DNAPL의 비중은 물보다 높기 때문에 중

력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며, 수리전도도가 낮은 저투수

층에 도달하면 저투수층 경계부 위에 축적된다

(Anderson et al., 1992). 이후, DNAPL은 용존된 상

태(dissolved phase)로 지하수의 유동방향에 따라 흐르

게 되며, 오염운(plume)을 형성한다. 이때 용존된 상태

의 DNAPL은 확산을 통해 저투수층으로 이동하게 되

며, 이러한 현상을 정확산(forward diffusion)이라고 한

다. 그리고 양수처리법(pump and treat), 물리적 장벽

(physical barriers), 수리적 봉쇄(hydraulic containment)

등의 정화공법으로 오염원(source zone)을 제어 및 제

거하게 되면, 대수층 내 DNAPL 농도가 감소하게 된

다. 그로 인해 농도 구배가 역전되어 저투수층에 저장

된 DNAPL은 대수층(high-permeability layer)으로 다

시 방출되며, 이를 역확산(back diffus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하수 오염 정화 분야에서 저투수층의 존재는

오염물질의 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역확산 현상은 대수층의 오염을 장기간 지속시킨다

(Chapman and Parker, 2005; Sale et al., 2008; Yang

et al., 2015; Yang et al., 2017).

Mackay and Cherry (1989)는 DNAPL로 오염된

부지에서 양수처리법을 이용한 지속적인 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수층의 오염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현상의

원인으로 저투수층에서 발생되는 역확산의 가능성을 제

기하였다. 이후, 다른 연구자들은 trichloroethylene

(TCE)과 tetrachloroethylene (PCE)으로 오염된 현장

에서 시추코어를 이용하여 저투수층의 농도 분포를 측

정하였으며(Ball et al., 1997; Liu and Ball, 2002),

1차원 확산 해석해(analytical solution)를 이용하여 역

확산으로 발생되는 대수층의 오염 지속성을 규명하였

다(Ball et al., 1997). 또한, Chapman and Parker

(2005)는 DNAPL에 오염된 부지에서 저투수층 오염

분포 데이터와 수치 모델링을 통하여 역확산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역확산은 수십년 또는 그

이상으로 매우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

라서, 오염된 저투수층에서 발생되는 역확산은 대수층

의 오염을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이

후 오염된 저투수층과 대수층의 오염 지속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오염 부지에서 역확산을 규명 하기 위한 현장 측정

데이터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근 연구자들은 실내 실험을 통해 오염물질의 역확산

및 오염 지속성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모델링에 사용되어왔다. Brown et al. (2012)는 저투

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semi-infinite domain)에서

Fick의 법칙을 기반으로 1차원 확산 모델을 이용하여

저투수층의 PCE 농도 분포와 저투수층과 대수층의 경

계면에서 발생되는 선속(flux)을 모델링하였다. Chapman

et al. (2012)는 렌즈 상의 저투수층이 존재하는 2D

flow 챔버에 유색의 추적자(fluorescein)를 사용하여 역

확산 현상을 시각화 하였으며, 수치 모델링을 통하여

오염 지속성 뿐만 아니라 저투수층 내부의 농도 분포

를 이미지화 하였다. 또한, Yang et al. (2014)는 유색

의 추적자(Brilliant Blue FCF and Ponceau 4R)를

이용한 실내 실험에서 색상 강도에 따른 저투수층 내

추적자 농도 분포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1

차원 확산 해석해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하지만,

유한한 두께를 가지는 저투수층을 대상으로 저투수층

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을 고려한 확산 해석해를 사용

하여 농도 분포를 모델링한 결과 챔버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와 불일치성이 발견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Yang et al. (2015)는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

을 고려한 1차원 확산 해석해와 중첩법(method of

images)을 적용하여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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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 domain)을 고려한 1차원 확산 해석해를 개발하

였다(Bear, 1972).

저투수층 내 확산에 의한 농도 분포는 Fick의 법칙

을 통해 유도된 1차원 확산 해석해를 이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으며, Fick의 법칙은 열이동(heat transport)

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열이동 해석해를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한 1차원 확산 해석해로 변형하여 저투수층에서

TCE와 PCE 농도 변화를 모델링하였으며, 2) 본 연구

에서 제시된 해석해와 기존에 사용되었던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을 고려한 해석해의 결과를 비교하

였다. 그리고 3)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해의 타당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Yang et al. (2015)이 개발한 1차

원 확산 해석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4) 제시된

해석해를 이용하여 역확산에 의해 발생되는 대수층 내

TCE와 PCE 오염 지속성을 모델링하였으며, 5) 확산

거리에 따른 적절한 1차원 확산 해석해를 사용하는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개념모델 설정

지상 탱크 누수에 의해 지표면에 노출된 DNAPL은

물보다 높은 비중으로 인해 저투수층까지 가라앉고 저

투수층에 도달한 DNAPL은 저투수층 경계부 위에 축

적되어 오염원(source zone)을 형성하게 된다(Fig. 1).

오염원에서 용존된 상태의 DNAPL은 오염 제어 경계

면(source control plane)을 통과하여 대수층의 지하수

유동방향을 따라 이류와 분산을 통해 이동하게 되며,

오염 제어 경계면 하부지역(near source zone)에 오염

운을 형성하게 된다. 대수층의 오염물질은 정확산을 통

해 저투수층으로 이동하게 되며(Fig. 1a), 이후 오염원

의 제거 혹은 정화로 대수층의 DNAPL 농도가 감소

하게 되면 농도 구배의 역전현상으로 저투수층에서 역

확산이 발생된다(Fig. 1b).

용존된 상태의 DNAPL이 확산을 통해 대수층과 저

투수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균질 등방한

대수층과 저투수층이 하나씩 있는 지하 시스템을 설정

하였다. 모델링에 사용한 오염물질은 TCE와 PCE이며,

오염원과 가까운 지역의 지하 시스템은 저투수층(길이

15 m ×폭 10 m ×두께 0.7 m)이 대수층(길이 15 m × 폭

10 m ×두께 5 m) 아래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2a). 용존된 상태의 TCE와 PCE는 대수층에서

X축 방향으로 이류와 분산을 통해 일정하게 이동되며,

저투수층에서는 주로 확산을 통해 이동된다. 지하 시

스템에서 X축이 0 m인 지점을 오염 제어 경계면으로

설정하였으며, 오염 제어 경계면을 통과한 TCE와

PCE는 오염원과 가까운 지역에서 최대 용해도인 1100

mg/L와 200 mg/L의 상태로 대수층 폭 전체에 존재한

다. 오염원은 15년 동안 지속되어 대수층의 오염 제어

경계면에서 상대 농도(C /C0)는 항상 1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물리적 장벽을 통해 오염원이 고립되어 용존된

TCE와 PCE가 오염 제어 경계면을 통과하지 못하고

상대 농도가 0이 되는 단계 변화(step-change)를 가정

하였다(Fig. 2b). 본 연구에서는 오염 제어 경계면에서

의 저투수층 농도 분포 및 대수층에서 오염 농도를 1

차원 확산 해석해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2.2. 확산 해석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확산 해석해는 저투수층의 두께

가 무한한 조건과 유한한 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수식을 사용하였다. 대수층과 저투수층을 이동하는 오

염물질의 선속과 저투수층의 농도 분포는 Fick의 제 1

법칙(식 (1))과 Fick의 제 2법칙(식 (2))을 사용하여 모

델링할 수 있다.

(1)

(2)

j  ηD
* ∂C

∂z
-------–=

∂C

∂t
-------  D

* ∂2

C

∂z
2

--------=

Fig. 1. Conceptual illustration of DNAPL source and near-

source zones. (a) Forward and (b) back diffusion processes

occur with negative and positive concentration gradients

between the high- and low-permeability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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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는 대수층과 저투수층 사이로 이동하는 오염

물질의 선속[M/L2/T], η은 공극률[dimensionless],

D*는 유효확산계수[L2/T], z는 저투수층의 깊이[L],

C는 오염물질의 농도[M/L3], 그리고 t는 확산이 진

행된 전체 시간이다[T]. 식 (1)과 식 (2)에서 사용된

유효확산계수는 저투수층의 특성을 고려한 매개변수이

며,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τ는 저투수층의 굴곡도[dimensionless], D는

분자확산계수[L2/T], R은 지연계수[dimensionless], ρb

는 용적밀도[M/L3], 그리고 Kd는 분배계수[L3/M]이다.

2.2.1. 저투수층 농도 분포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의 경우(Fig. 3a), 저

투수층 내 오염물질 농도 분포는 식 (2)에 초기조건

C(z > 0, t = 0) = 0, 경계조건 C(z = 0, t > 0) = C0

을 설정하여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C0는 오염물질의 초기농도[M/L3]이다. 저투수

층 두께가 무한한 조건이란, 저투수층이 Z축 방향으로

계속해서 연장되는 반 무한층을 의미하며, 식 (4)를 이

용할 때 대수층과 저투수층의 경계면은 0 m로 설정하

였다(Fig. 3a).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의 경우(Fig. 3b), 저

투수층 농도 분포에 사용된 해석해는 열이동 해석해를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변형시켰으며(Carslaw

and Jaeger, 1952), 식 (2)는 초기조건 C(0 < z < L ,

t = 0) = 0, 경계조건 C(z = 0, t > 0) = C0을 설정하

여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여기서 , ,

그리고 L은 저투수층의 두께[L]로 정의되었다. 본 연

구에서 식 (5)를 사용하여 저투수층 농도 분포를 모델

D
*

  
τD

R
-------  

τD

1  
ρb Kd

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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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z t,( )
C0

--------------  erfc 
z

4D
*

t 

---------------
 

⎝ ⎠
⎜ ⎟
⎛ ⎞

=

C z t,( )
C0

--------------  1  
4

π
---Σ

n 0 =

∞ 1–( )n

2n  1+
----------------e

ζt
θcos–=

ζ  D
*

2n  1+( )2

π
2

4L
2⁄–= θ  2n  1+( )π z 2L⁄=

Fig. 2. (a) The schematic of the high- and low-permeability layers for diffusion simulations; L = 15 m, W = 10 m, H1 = 5 m,

and H2 = 0.7 m. (b) Conceptual plume history of TCE and PCE at a source control plane. A scenario is assumed as a clean

high-permeability layer after exposing by TCE (1100 mg/L) and PCE (200 mg/L) for 15 years.

Fig. 3. Schematics of forward diffusion for a high-permeability layer bounded by a low-permeability layer at bottom. (a)

semi-infinite domain and (b) finite domain.



1차원 해석해를 이용한 저투수성 매체에서의 확산에 관한 연구 15

링할 때 대수층과 저투수층의 경계면을 L로 설정하였

다(Fig. 3b).

오염원의 제거로 농도 구배 역전에 의해 오염물질이

저투수층에서 대수층으로 역확산할 때 저투수층에서 오

염물질의 농도 분포는 식 (2)에 초기조건 C(z > 0,

t = 0) = 0, 경계조건 C (z = 0, 0 < t ≤ T ) = C 0, C (z

= 0, t > T ) = 0을 설정하여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

한 조건에서 식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6)

그리고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의 경우, 식

(2)에 초기조건 C(0 < z < L , t = 0) = 0, 경계조건

C(z = 0, 0 < t ≤ T ) = C0, C(z = 0, t > T ) = 0을

설정하여 식 (7)로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T는 대수층의 오염이 시작되고 정화된 시점까

지의 시간[T]이다.

2.2.2. 확산 선속 및 총 누적 질량

정확산 선속(forward diffusive flux)은 식 (4) 그리

고 식 (5)를 식 (1)에 대입하여 z에 대해 미분한 값

으로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의 경우 식 (8)

그리고 유한한 조건의 경우 식 (9)로 나타낼 수 있다.

(8)

(9)

비슷한 방법으로, 역확산 선속(back diffusive flux)은

식 (6) 그리고 식 (7)을 식 (1)에 대입하여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의 경우 식 (10) 그리고 유한한 조

건의 경우 식 (11)로 나타낼 수 있다.

(10)

(11)

대수층과 저투수층의 경계면을 통과하는 확산 선속

은 식 (8)과 식 (10)에 z = 0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으

며, 식 (9)과 식 (11)은 z = L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

다. 확산 선속 해석해의 결과는 오염물질의 거동방향

에 따라 양수(정확산: 식 (8)과 식(9))와 음수(역확산: 식

(10)과 식(11))로 표현되며, 본 연구에서 확산 선속의 해

석해 결과는 모두 양수값으로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유한한 두께를 가지는 저투수층에서

TCE와 PCE의 총 누적 질량은 식 (9)와 식 (11)을 시

간(t )에 대해 적분하여 식 (12)와 식 (13)으로 나타낼

수 있다.

(12)

(13)

대수층과 저투수층의 경계면을 통과하는 오염물질의

총 질량은 확산 선속과 동일하게 z = L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다. 이때 식 (12)에서 ε은 적분하는 과정에

서 생성되는 적분 상수로 t = 0일 때 이동되는 질량도

0으로 하여 적분 상수를 구할 수 있다. 역확산 선속과

대수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수층 내의 TCE와 PCE

농도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4)

여기서 Ce는 대수층에서 오염물질의 농도[M/L3],

Ai는 대수층과 저투수층의 경계면 넓이[L2], Ac는 대

수층의 단면적 넓이[L2], 그리고 q는 대수층의 비유량

(specific discharge)[L/T]을 의미한다.

유효확산계수는 TCE = 4.15 × 10-10m2/s, PCE =

2.65 × 10-10m2/s로 Chapman and Parker (2005)과

Fetter et al. (2018)에서 얻은 값을 식 (3)에 대입하

여 계산한 값이다. TCE와 PCE의 용해도는 1100

mg/L와 200 mg/L이며, 저투수층의 공극률은 0.6, 정

확산되는 기간은 15 yr, 그리고 대수층의 비유량은 2.4

× 10-5m/s으로 설정하였다. 그 밖에 모든 수식에 사용

된 매개변수들은 표 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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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Nash-Sutcliffe 유효계수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과 유한한 조건에서

두 모델링 값의 일치성은 Nash–Sutcliffe 유효계수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 )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식 (15)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Legates and McCabe, 1999; Nash and Sutcliffe,

1970).

(15)

여기서 N은 데이터의 총 개수, O는 저투수층의 두께

가 유한한 조건의 데이터 값, 는 O의 평균 값, 그

리고 P는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의 데이터

값이다. 유효계수는 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일치성을 나타낸다.

2.2.4. 확산 거리

Yang et al. (2015)은 확산 거리(Zd )를 사용하여 저

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과 유한한 조건에 사용되

는 확산 해석해의 선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확산 거리

는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변수인 유효확산

계수, 확산된 시간, 그리고 저투수층의 두께를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6)

3. 해석결과

3.1. 저투수층 농도 분포

Fig. 4는 식 (4)와 식 (5)를 사용하여 15년 동안 정

확산에 의한 TCE와 PCE의 저투수층 농도 분포를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TCE와 PCE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투수층에 축적된 오염물질

농도가 점점 증가하였다. 1년 동안 정확산이 진행된 경

우, TCE와 PCE는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과

유한한 조건 모두 저투수층의 0.45와 0.35 m 지점까지

도달하였다. 5년 동안 정확산이 진행된 경우, 저투수층

의 0.7 m 지점에서 TCE 상대 농도는 저투수층의 두

께가 무한한 조건(C /C0= 0.05)보다 유한한 조건(C /C0

= 0.11)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Fig. 4a). 15년

동안 정확산이 진행된 경우도 저투수층의 0.7 m 지점

에서 TCE의 상대 농도는 두께가 무한한 조건(C /C0

= 0.26)보다 유한한 조건(C /C0= 0.52)에서 2배 높게

유지하였다. PCE의 정확산은 TCE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며, 5년 동안 정확산이 진행된 경우 저투수층의

0.7 m 지점에서 상대 농도는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C /C0= 0.015)보다 유한한 조건(C /C0= 0.03)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Fig. 4b). 이후 시간이 계속

경과되어 정확산이 15년 동안 지속된 경우도 저투수층

의 0.7 m 지점에서 PCE의 상대 농도는 두께가 무한

한 조건(C /C0= 0.16)보다 유한한 조건(C /C0= 0.32)

에서 2배 높게 유지하였다. 동일한 시점에서 두 조건

모두 TCE와 PCE 상대 농도는 서로 다른 값을 나타

냈으며, 이러한 이유는 TCE와 PCE의 유효확산계수

차이 때문이다. TCE의 분자확산계수는 PCE보다 더

높은 값을 가지며, TCE의 지연계수는 PCE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저투수층 내에서 TCE의 확

산 거동이 PCE보다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표 1).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식 (4))과 유한한 조

건(식 (5))을 이용한 TCE와 PCE의 농도 분포는 시간

이 경과할수록 점점 불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NSE  1.0  
Σn 1=

N

On  Pn –( )2

Σ
n 1=

N

On  O –( )
2

-----------------------------------–=

O

 ∞–

Zd  
4D

*

t

L
--------------=

Table 1. Model input parameters for TCE and PCE concentration profiles in the low-permeability layer, flux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high- and low-permeability layers, total accumulated mass, and breakthrough curves of TCE and PCE in the

high-permeability layer

Parameter TCE PCE Units

Solubility, C0 1100 200 mg/L

Molecular diffusion coefficient, D 8.3 × 10-10 7.5 × 10-10 m2/s

Retardation factor, R 1.2 1.7 -

Tortuosity, τ 0.6 0.6 -

Effective diffusion coefficient, D* 4.15 × 10-10 2.65 × 10-10 m2/s

Porosity of low-permeability layer, η 0.6 0.6 -

Source duration, T 15 15 years

Specific discharge of high-permeability layer, q 2.4 × 10-5 2.4 × 10-5 m/s

Molecular diffusion coefficient (D) and retardation factor (R) were obtained from the literature (Chapman and Parker, 2005;

Fetter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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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효계수(NSE )로 나타내었다(Fig. 4). 정확산이 1

년 동안 지속된 경우 식 (4)와 식 (5)를 이용한 TCE

의 농도 분포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NSE = 1),

5년 동안 지속된 경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NSE = 0.99). 이후, 15년 동안 지속된 경우 무한한

조건과 유한한 조건의 유효계수는 0.24로 점점 불일치

하는 모습을 보였다. PCE의 경우 TCE와 비슷하게 1

년 동안 지속된 경우 식 (4)와 식 (5)의 결과값이 일치

하였으나, 15년 동안 정확산이 지속된 경우 유효계수가

0.89까지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식 (5)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Yang et al. (2015)에서 개발된 해석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모델링 결과, 식 (5)를 사용하여 얻은 결

과와 Yang et al. (2015)에서 개발된 해석해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NSE = 0.99),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식 (5)의 해석해는 저투수층의 두께

가 작을수록, 확산지속시간이 길수록 식 (4)의 해석해

결과보다 더욱 정확한 모델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식 (6)과 식 (7)을 사용하여 역확산이 발생

하였을 때 저투수층의 농도 분포를 시간의 경과에 따

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1년 동안 역확산이 진행된 경

우, TCE의 상대 농도(C /C0)는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

한한 조건(식 (6))과 유한한 조건(식 (7)) 모두 저투수

층의 0.29 m 지점에서 각각 0.58과 0.66으로 가장 높

은 상대 농도를 보였으며, 0.7 m 지점에서 각각 0.27

과 0.56으로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Fig. 5a). 4년

동안 역확산이 진행된 경우, 저투수층의 0.7 m 지점에

서 TCE의 상대 농도는 두께가 무한한 조건(C /C0=

0.29)보다 유한한 조건(C /C0= 0.58)에서 2배 높은 값

을 보였으며, 무한한 조건에서 가장 높은 상대 농도는

저투수층의 0.45 m 지점에서 0.36을 나타냈다. 10년

동안 역확산이 진행된 경우, 저투수층의 0.7 m 지점에

서 TCE의 상대 농도는 두께가 무한한 조건(C /C0=

0.21)보다 유한한 조건(C /C0= 0.41)에서 2배 높게 유

지하였다. PCE의 역확산은 TCE와 유사한 거동을 보

이며, 1년 동안 역확산이 진행된 경우, 가장 높은 상대

농도는 두 조건 모두 저투수층 0.2 m 지점에서 확인되

었으며, 0.7 m 지점에서 상대 농도는 무한한 조건(C /C0

= 0.17)보다 유한한 조건(C /C0= 0.35)에서 높게 나타

났다(Fig. 5b). 4년 동안 역확산이 진행된 경우, 가장

높은 상대 농도는 무한한 조건과 유한한 조건 모두 저

투수층의 0.3 m 지점에서 각각 0.35와 0.43으로 나타

났으며, 저투수층의 0.7 m 지점에서 상대 농도는 저투

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C /C0= 0.2)보다 유한한 조

건(C /C0= 0.41)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후

시간이 계속 경과되어 역확산이 10년 동안 지속된 경

우 저투수층의 0.7 m 지점에서 상대 농도는 두께가 무

한한 조건(C /C0= 0.19)보다 유한한 조건(C /C0=

0.38)에서 2배 높게 유지하였다.

오염원이 고립된 이후, 저투수층의 TCE와 PCE 농

도 분포는 대수층과 저투수층의 경계면에 가까워질수

Fig. 5. Concentration profiles of (a) TCE and (b) PCE in

the low-permeability layer during back diffusion with

multiple times. Simulations are from Eqs. (6) (solid line)

and (7) (dashed line) and are compared to simulations from

Yang et al. (2015) (circle). Agreements between semi-

infinite and finite analytical solutions are evaluated based

on the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

Fig. 4. Concentration profiles of (a) TCE and (b) PCE in

the low-permeability layer during forward diffusion with

multiple times. Simulations are from Eqs. (4) (solid line)

and (5) (dashed line) and are compared to simulations from

Yang et al. (2015) (circle). Agreements between semi-

infinite and finite analytical solutions are evaluated based

on the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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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상대 농도는 0을 향해서 급격하게 수렴하였으며,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저투수층의 상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정확산과는 달리 농도 구배가 역전

되어 역확산으로 저투수층에 저장되어 있던 TCE와

PCE가 대수층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Fig. 5에서 식 (6)과 식 (7)의 결과를 비교한 유효계

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TCE

의 경우 유효계수는 0.27 (t − T = 1 yr)에서 -0.02 (t − T

= 10 yr)로 감소하였으며, PCE의 경우도 유효계수는

0.68 (t − T = 1 yr)에서 0.17 (t − T = 10 yr)로 감소하

였다.

무한한 두께를 가지는 저투수층에 식 (4)를 사용하

여 모델링할 경우, 확산 초기 단계(1~5년)에서는 신뢰

도 높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오차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

어, Fig. 4에서 정확산이 15년 동안 지속되었을 때 대

수층과 저투수층 간의 농도 구배가 무한한 조건보다

유한한 조건에서 더 작게 나타났으며, 15년 이후 역확

산이 지속되는 동안 농도 구배는 무한한 조건보다 유

한한 조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농도

구배의 차이로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과 유한

한 조건에서 서로 다른 거동을 보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많은 격차가 발생된다.

3.2. 확산 선속 및 총 누적 질량

Fig. 6은 식 (8), (9), (10), 그리고 (11)을 사용하여

TCE와 PCE가 대수층과 저투수층의 경계면에서 확산

선속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TCE와 PCE는 정

확산과 역확산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비슷한 선속 변화

를 보이나 TCE (C0= 1100 mg/L)와 PCE (C0=

200 mg/L)의 초기농도에 의해 두 선속 값은 약 10 배

차이를 보였다. TCE와 PCE의 정확산 선속은 확산이

시작된 시점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약 3년 동

안 선속이 급격하게 감소된 이후 완만한 기울기를 보

였다. 또한, 약 5년 이후부터 확산 선속은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이 유한한 조건보다 항상 높은 값

으로 나타났으며, 더 많은 질량의 TCE와 PCE가 저

투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장벽이

설치된 15년 이후, 저투수층에 저장된 두 오염물질은

대수층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역확산이 시작된 시점

에서 TCE와 PCE의 확산 선속은 가장 높은 값을 보

였다. 역확산이 계속되면서 약 2년 동안 확산 선속은

급격하게 감소되었으며, 이후, 완만한 기울기를 보였다.

정확산 선속의 결과와 반대로 약 3년 이후부터 역확산

선속은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에서 항상 높은

값으로 무한한 조건보다 많은 질량의 오염물질이 대수

층으로 역확산 하였다.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식 (8)과 식 (10))과

유한한 조건(식 (9)와 식 (11))의 해석해를 사용할 때,

두 조건에서 선속 차이는 대수층과 저투수층 사이의

농도 구배가 다름을 의미하며, 이는 해석해의 선택에

따라 저투수층의 오염물질 저장량과 방출량이 달라짐

을 알 수 있다.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은 무

한한 조건보다 오염물질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제한

적이다. 따라서, 정확산이 진행되는 동안 대수층과 저

투수층 사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농도 구배는 식

(8)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식 (9)를 사용하였을 때 대

수층의 농도와 더 빠르게 평형을 이룰 수 있다. 이러

한 해석은 Fig. 4와 5에서 설명한 저투수층 농도 분포

결과의 해석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정확산이 15년 동

안 지속된 시점에서 저투수층의 TCE와 PCE 상대농

도는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에서 더 높은 값

을 가진다(Fig. 4). 또한, 역확산의 선속은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에서 더 높은 농도 구배를 형성하

Fig. 6. Calculated diffusive flux of (a) TCE and (b) PCE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low- and high-permeability layers.

Simulations during forward diffusion using Eqs. (8) and (9) and during back diffusion using Eqs. (10) and (11) are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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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더 많은 질량의 오염물질이 저투수층에서

대수층으로 역확산 된다.

Fig. 7은 식 (12)와 식 (13)을 이용하여 대수층과

저투수층의 경계면에서 이동하는 TCE와 PCE의 총

누적 질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정확산이 진행되는 15

년 동안 TCE와 PCE는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면적

당 각각 321.8 g과 47.4 g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

확산이 진행되는 동안 기울기는 점점 감소하였는데, 이

는 대수층과 저투수층의 농도가 점점 비슷해지면서 경

계면을 통과하는 TCE와 PCE의 확산 선속이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 오염원이 고립된 후 저투수층에 존재

하는 TCE와 PCE의 총 누적 질량은 초기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역확산이 진행되는 동안 누적 질량은 완

만한 감소 패턴을 보였다.

3.3. 대수층의 오염 지속성

Fig. 8은 식 (10)과 식 (11)의 모델링 결과를 식

(14)에 대입하여 오염원이 고립된 이후의 역확산에 의

해 발생한 대수층 내 TCE와 PCE 농도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TCE와 PCE 파괴곡선의 tailing은 역확산

선속(Fig. 6)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대수층 내

TCE의 초기농도(C0= 1100 mg/L)가 PCE의 초기농도

(C0= 200 mg/L)보다 5배 높기 때문에 오염원 고립 이

후 역확산의 영향으로 TCE가 더 높은 농도로 대수층

에 존재하게 된다. 또한, 역확산 선속은 저투수층의 두

께가 유한한 조건(식 (11))이 무한한 조건(식 (10))보다

더 높은 값을 보이기 때문에 대수층의 TCE와 PCE의

농도도 더 높게 유지되었다.

역확산에 의한 TCE와 PCE의 오염 지속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TCE와 PCE의 미 음용수의 최대허용 기

준(maximum contaminant level, MCL)인 5 μg/L

(U.S. EPA, 1985a; U.S. EPA, 1985b)를 기준으로 저

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과 유한한 조건의 해석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의

해석해를 사용할 경우, 오염원이 고립된 이후 TCE와

PCE의 대수층 내 오염은 38년과 7년 동안 음용수 기

준을 초과하였으며, 두께가 무한한 조건의 해석해를 사

용할 경우보다 5년과 2년 이상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였

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지하수 정화 분야에서 저투수층

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을 고려한 해석해를 사용하여 역

확산을 모델링할 경우 지하수 오염 정도를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유한한 조건을 고려한 확산 해석해가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확산 거리

Fig. 9는 식 (16)을 사용하여 확산 거리(Zd )에 따른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과 유한한 조건에서 해

석해 결과의 일치성을 유효계수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계산 결과 확산 거리가 0.7 보다 작을 경우 유효계수

Fig. 7. Total accumulated mass of TCE and PCE in the

low-permeability layer during forward diffusion (Eq.

(12)) and back diffusion (Eq. (13)).

Fig. 8. Calculated tailings for TCE and PCE with semi-

infinite solution (Eq. (10)) and finite solution (Eq. (11))

during back diffusion from the low-permeability layer.

Fig. 9. Nash–Sutcliffe model efficiency coefficient (NSE)

as a function of diffusion length (Zd) between calculation

with semi-infinite and finite solutions during forward

diffusion (modified from Ya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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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상 1을 유지하고 있으나, 0.7을 초과하는 경우

유효계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는 Yang et al. (2015)에서 보여준 결과와 일치한다.

정확산이 진행되고 1, 5, 그리고 15년이 된 시점에서

TCE의 확산 거리는 각각 0.32, 0.73, 그리고 1.27이였

으며, PCE의 확산 거리는 각각 0.26, 0.58, 그리고

1.01이였다. 즉, TCE와 PCE 모두 정확산의 경과 시

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어떠한 확산 해석해를 사용하여

도 무관하다. 하지만, 5년 이후부터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을 고려한 확산 해석해를 사용하여 TCE의

저투수층 내 농도 분포를 모델링할 경우 정확도는 점

점 감소하였으며, 15년이 된 시점에서 TCE와 PCE의

경우 유효계수는 각각 0.24와 0.89로 정확한 모델링이

불가능하였다(Fig. 4). 따라서, 확산 거리가 0.7 이상을

나타낼 때는 저투수층 두께가 유한한 조건의 확산 해

석해를 사용하여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대수층과 저투수층이 하나씩 있는 단일시

스템에서 TCE와 PCE의 거동을 1차원 확산 해석해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저투수층 내 오염 농도 분포

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

에서 사용할 수 있는 Carslaw and Jaeger (1952)가

제안한 1차원 열이동 해석해를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한 1차원 확산 해석해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그

리고, 변형된 해석해의 모델링 결과는 저투수층의 두

께가 무한한 조건의 해석해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이

유는 오염된 현장 부지에서 저투수층이 유한한 두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저투수층의 두

께가 무한한 조건의 해석해를 사용하여 저투수층 내

오염물질의 농도 분포를 모델링하였기 때문이다.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의 해석해 결과 TCE

와 PCE의 농도 분포는 경계조건보다 아래로 이동하면

서 질량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투수층의 농도 분

포는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에서 더 높은 상

대 농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계조건에 저

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의 해석해를 사용할 경우

TCE와 PCE 농도는 2배 이상 과소평가 될 수 있다.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과 유한한 조건의 해석

해 결과를 비교한 유효계수는 전체 모델링 기간인 25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한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

는 해석해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Yang et al.

(2015)에서 개발된 1차원 확산 해석해와 비교한 결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NSE = 0.99).

유한한 두께를 가지는 저투수층에 무한한 조건의 확

산 해석해를 이용하는 경우, 대수층과 저투수층의 경

계면을 통과하는 TCE와 PCE 확산 선속은 과소 평가

되어 저투수층에서 대수층으로 이동하는 TCE와 PCE

의 질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오

염원 고립 이후 대수층의 TCE와 PCE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기간은 1.2배 그리고 1.4배 과소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

에서 사용되는 해석해는 저투수층의 두께가 얇거나, 확

산 시간이 오래 지속될 경우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

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

건의 해석해는 저투수층의 두께가 두껍거나 확산 시간

이 짧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식이 간

단하고, 사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두 해석해 모두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확산 거리가 0.7 보다 큰 경우는

저투수층의 두께가 유한한 조건의 확산 해석해를 사용

하여야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며, 확산 거리가

0.7 보다 작은 경우는 저투수층의 두께가 무한한 조건

의 확산 해석해를 사용하여도 충분히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실제 TCE와 PCE로 오염된 부지에서 저투수층

이 존재할 경우, 본 연구의 결과는 저투수층의 두께,

오염물질의 유효확산계수, 그리고 확산 시간을 사용하

여 확산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

적인 해석해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확산 해석해를 제시하여 저투수층이 존재

하는 오염부지에서 저투수층 오염 농도 분포와 대수층

오염 지속성을 평가하였으며, 해석해의 결과는 정화사

업에서 필요한 정화공법, 정화비용, 정화기간 등을 판

단하기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의 차수벽,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인공 방벽,

그리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의 덮개암 등과 같이 내

부 물질을 장기간 저장 및 격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투수성 매체를 사용하는 분야에서도 본 연구에서 사

용된 해석해를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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