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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global trend to consider contaminated low-permeability zones as one of the primary management targets

for the remediation of DNAPL contaminated sites. In addition, studies on the persistence caused by back diffusion

of DNAPLs from low-permeability zon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worldwide. On the other hand, the studies

for domestic groundwater contamination with the low-permeability zon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the forward and back diffusions of DNAPL through low-permeability zones and suggests the importance

of them by reviewing representative previous studies, especially on back diffusion and plume persistence. We

proposed six diffusion scenarios and analytical solutions based on various boundary conditions of low-permeability

zones. FI (forward diffusion into infinite domain) and BI (back diffusion form infinite domain) scenarios illustrate

forward and back diffusion in which the depths of a low-permeability layer are assumed to be infinite. FFN

(forward diffusion into finite domain with no flux boundary) and BFN (back diffusion from finite domain with no

flux boundary) scenarios describe forward and back diffusion for a finite domain of a low-permeability layer with

no flux boundary at the bottom. When the bottom of a low-permeability layer is considered as flux boundary,

forward and back diffusion scenarios correspond to FFF (forward diffusion into finite domain with flux boundary)

and BFF (back diffusion from finite domain with flux boundary). The scenarios and analytical solutions in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determination of an efficient remediation method based on site characteristics such as a

thickness of low-permeability zones or duration of contaminatio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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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는 DNAPL오염부지 정화처리 과정에서 오염된 저투수성 매체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고려하며, 저투수성 매

체로부터 역확산하는 오염물질과 대수층 오염 지속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지하수 분야

에서는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논문은 저투수성 매체에서 오염물질의 정확산 및 역확산 현상을 소

개하고 대표적인 연구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조건에 따른 6

개의 정확산 및 역확산 시나리오와 각각의 시나리오에 사용된 해석해를 제시하였다. FI (forward diffusion into

infinite domain)와 BI (back diffusion from infinite domain) 시나리오는 저투수성 매체의 깊이를 무한하게 가정한

경우, 정확산과 역확산 시나리오를 나타내며 과거 대다수의 저투수성 매체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최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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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저투수성 매체의 깊이를 유한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한 경계에서 정확산 시나리오는 FFN

(forward diffusion into finite domain with no flux boundary), 역확산 시나리오는 BFN (back diffusion from finite

domain with no flux boundary)이다. 또한 저투수성 매체 하부 경계를 통한 오염물질의 이동이 가능할 때 정확산 시나리

오는 FFF (forward diffusion into finite domain with flux boundary), 역확산 시나리오는 BFF (back diffusion from

finite domain with flux boundary)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와 해석해를 사용한 모델링은 저투수성

매체의 깊이 또는 오염 노출 기간 등의 현장 특성에 맞는 오염처리 공법을 선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모델링

결과는 대수층의 정화 이후에도 역확산으로 발생하는 오염의 지속기간, 오염 정도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

율적인 오염 정화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정확산, 역확산, 저투수성 매체, DNAPL, 해석해

1. 서 론

Dense Non-Aqueous Phase Liquid (DNAPL)는

인화성이 낮고 유기 화합물과의 용해성이 높은 물질로

써, 1960~70년대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금속 탈지제,

도료, 접착제, 냉매 등의 원료로 널리 이용되었다. 그

러나 인체 유입 시 신장 및 간 기능 저하, 발암성 등

의 복합적인 인체 위해성이 밝혀지면서(Allemand et

al., 1978; Elcombe et al., 1985; Russell et al.,

1992) 대부분 국가에서는 DNAPL의 사용을 규제하였

으며 동시에 DNAPL의 외부 유출 시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DNAPL은

지하수 환경에 유출 되었을 경우, 물보다 높은 밀도로

인해 대수층 내부에서 복잡하게 분포할 수 있기 때문

에 오염원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거동 특성을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Kueper et al., 2014; 한국환경산

업기술원, 2010; 이종열, 2014). 따라서 DNAPL로 오

염된 지하수 및 토양의 정화는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

로 인식되어왔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DNAPL 오염부지를 정화

하기 위해 다양한 처리방법 중 양수처리법(pump &

treat, P&T)을 적용한 지하수 복원사업이 주로 실시되

었다. 당시 DNAPL 오염 지역에서 수행되었던 양수처

리법은 오염원 지역(contaminant source zone) 또는

오염운 지역(contaminant plume zone)의 지하수를 양

수하여 지상에서 정화처리를 거친 후, 처리된 지하수

를 대수층으로 재주입하는 현장 정화처리법(in situ

remediation)으로 대수층의 수리적 봉쇄(hydraulic

containment)를 통하여 DNAPL 오염부지의 효율적인

정화처리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수처리 과정

에서, 오염물질의 농도 감소 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꼬

리끌림(tailing)현상과, 양수처리 종료 직후, 감소하였던

대수층 내 오염물질의 농도가 반등(rebound)하는 현상

으로 인해(Fig. 1), 정화기간이 연장되고 소요 비용이

증가하는 등 정화처리 실패 사례가 보고되었다. 또한

관련 정부 기관에서는 이와 같이 대수층 내 오염물질

의 농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

을 제시하지 못하였다(EPA, 1992a, EPA, 1992b; Liu

and Ball, 1998; Philip and Walter, 1993). Mackay

and Cherry (1989)는 대수층 내 오염물질의 농도 반

등 및 꼬리끌림 현상이 오염된 저투수성 매체로부터

오염물질이 역확산(back diffusion)에 의해 기인하였음

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1980~90년대에 수행

된 대다수의 지하수 오염 연구들은 화학공학 및 환경

공학자들의 주도로 오염물질을 동정하고 오염물질 종

류에 적절한 정화처리공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국

한되었으며(EPA, 1992b; Wiedemeier et al., 1999),

저투수성 매체에서 일어나는 역확산에 의한 대수층 오

염 지속성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

국방부 주관의 대규모 지하수 정화 프로젝트(SERDP/

ESTCP)와 함께 ISCR (in situ chemical reduction),

PRB (permeable reactive barriers)등의 현장 정화방

법을 비롯한 다양한 정화처리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기

Fig. 1. Conceptual breakthrough curves with plume tailing and

rebound effects during conventional pump and treat systems

(modified from Keely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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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으며, 오염원 지역(source zone)의 부지 특성

화를 통한 정화처리와 관련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Hadley and Newell, 2014). 특히 오염원의 수리

지질학적 불균질성과 오염물질의 분포 특성을 반영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오염원 지역에서 오염물질 질량

의 감소와 오염운 지역(plume zone)에서 오염물질 플

럭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실내 실험과 모델링 연

구가 주로 수행되었다(Chen and Jawitz, 2008, 2009;

Falta et al., 2005a, 2005b; Jawitz et al., 2005;

Parker and Park, 2004; Rao et al., 2003; Zhu and

Sykes, 2004). 또한 오염원 지역의 부지특성화 연구를

기반으로 적절한 정화공법을 오염원 지역에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성공적으로 감소시킨 사례가 보고

되었다(Geosyntec Consultants, 2004; Hadley and

Newell, 2014; McGuire et al., 2006; NRC, 2005).

그러나 오염운 지역의 대수층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준

치 이상의 오염물질 농도가 관측되었으며, 전체 오염

부지를 성공적으로 정화해낸 사례는 거의 드물었다. 이

후 지하수 오염 분야는 지하 매질에서 오염물질이 어

떻게 거동하는지에 대하여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

으며, 기존의 오염물질의 동정 및 정화 분야에서 점차

오염물질 모델링 분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

다(Hadley and Newell, 2014).

Wilson (1997)은 DNAPL 오염원 지역의 정화처리

이후, 오염물질의 역확산으로 대수층 내 오염물질의 농

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음을 최초로 수학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Ball et al. (1997)과 Liu and

Ball (2002)은 DNAPL로 오염된 현장부지의 토양 코

어시료를 분석하여 저투수성 매체 내 오염물질의 농도

분포를 깊이에 따라 나타내었으며, 해석학적 방법을 사

용하여 시간에 따른 저투수성 매체내 오염물질의 농도

분포 양상을 모델링하였다. Chapman and Parker

(2005)은 오염운 지역의 trichloroethylene (TCE)농도

를 측정하여, 오염원 차단 이후에도 오염된 저투수성

매체 내부의 오염물질이 대수층으로 역확산을 통해 음

용수 기준 이상의 농도로 대수층을 오염시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Parker et al. (2008)은 저투수성 매체에

서 대수층으로 역확산을 통해 이동한 TCE와 TCE의

분해 산물(daughter products)이 지하수 흐름에 따라

형성하는 오염운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확인하였으며,

렌즈상의 오염된 저투수성 매체에서 인접한 대수층으

로 역확산하는 오염물질 농도의 지속성을 수치학적으

로 모델링 하였다.

국내의 경우, 새로운 정화제 또는 정화기술을 개발

하여 현장 오염부지에 적용하고 이에 따른 정화능력

및 효율성을 평가한 연구들(Ju et al., 2008; Kim et

al., 2014; 환경부, 2014)과 실내 또는 현장실험을 통해

균질한 대수층에서 DANPL의 거동을 모델링하는 연구

들이 이루어졌다(Kim and Lee, 1997; 조윤주 등,

2010; 전우현 등, 2017). 반면 대수층의 불균질성을 고

려하거나, 오염된 저투수성 매체의 확산 메커니즘 또

는 대수층 오염 지속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

수층 내 위치하고 있는 저투수성 매체를 통한 정확산

(forward diffusion)과 역확산(back diffusion)에 대해

설명하고,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조건에 따른 해석학적

용질이동 모델링을 소개하며, 정확산 및 역확산 현상

과 대수층 오염 지속성의 상관관계를 다룬 최근 연구

동향을 국내 지하수 분야에 소개하고자 한다.

2. 정확산과 역확산의 개념

오염물질은 지하 매체에서 이류, 분산, 확산, 흡착

등 다양한 유동 메커니즘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동한다. 여러 종류의 지하 매체 중, 다공성 암반 또

는 점토와 같이 투수성이 낮은 매체에서 오염물질은

주로 확산을 통해 이동한다(Foster, 1975; Gillham et

al., 1984; Mackay and Cherry, 1989; Yang et al.,

2017b). 오염물질의 확산은 농도구배에 의해 발생되며

농도의 구배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된다. Fig. 2

는 렌즈상의 저투수성 매체가 불균질하게 분포하는 지

하 시스템에서 시간에 따른 대수층 내 DNAPL 오염

물질의 거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Fig. 2a는 토양층

상부 표면에서 DNAPL에 의한 오염이 시작되는 오염

초기단계를 나타낸다. 오염원 지역에서의 자유상(free

phase)의 DNAPL은 물보다 무거운 밀도로 인해 불포

화대(unsaturated zone)와 상대적으로 투수성이 높은

대수층(aquifer)을 통과하여 이동한다. 자유상 DNAPL

은 사질토와 같이 수리전도도가 높은 대수층에서는 중

력에 의한 연직 방향의 이동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점토

층 또는 기반암과 같은 저투수성 매체(low permeability

zone)를 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공극의 크기때

문에 저투수성 매체 내부로 유동하지 못하고 상부에

축적되어 자유상의 오염 pool을 형성한다. 이후

DNAPL은 저투수성 매체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대수층

내부에서 계단 형태의 분포(source zone architecture)를

띄며(Fig. 2a), 용존상(dissolved phase)의 DNAPL은 이

류-분산을 통해 지하수의 유동방향에 따라 점차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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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걸쳐 오염운(contaminant plume)을 형성한다

(Fig. 2b). 여기서 지하 시스템은 오염 제어 경계면

(source control plane)을 기준으로 자유상의 DNAPL

이 분포하는 오염원 지역(contaminant source zone)과

용존상의 오염물질이 분포하는 오염운 지역(contami-

nant plume zon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용존상

의 DNAPL 농도는 저투수성 매체보다 대수층에서 더

높게 형성되며, 고 농도인 대수층에서 상대적으로 저

농도인 저투수성 매체 내부로 확산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Fig. 2b). 이와 같이 대수층에서 저투수성 매체방

향으로 용존상의 DNAPL이 이동하는 현상을 정확산

(forward diffusion)이라고 하며, 이는 두 매체간 농도

구배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한다. Fig. 2c는 오

염원 차단(source zone isolation), 오염원 직접 정화

법(source zone targeted injection) 등의 물리-화학적

인 현장 정화(in situ remediation)처리법을 통해 오염

원 지역의 오염물질이 정화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오염운이 형성되는 대수층은 저투수성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리전도도가 높아 단기간에 오염물질의 질

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오염된 저투수성 매체는

낮은 수리전도도와 불균질한 분포 특성 때문에 직접적

인 정화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저투수성 매

체 내 높은 오염물질 농도와 정화활동을 통해 감소된

대수층의 오염물질 농도로 인해 대수층과 저투수성 매

체 사이의 농도구배는 역전된다. 이와 같은 농도구배

의 역전에 의해 저투수성 매체 내부의 오염물질이 대

수층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역확산(back diffusion)이라

고 하며, 저투수성 매체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오염물

질은 정화처리가 완료된 오염 부지를 다시 오염시킨다

(Fig. 2d). 역확산은 정확산과 마찬가지로 층간 농도구

배가 평형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 오염된 저투수성 매

체는 역확산을 통해 장기간 동안 오염물질 농도를 높

게 유지시키는 제 2의 오염원으로 작용한다(Chapman

and Parker, 2005; Parker et al., 2008; Seyedabbasi

et al., 2012; Stroo et al., 2012; Yang et al.,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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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계 조건에 따른 정확산 및 역확산의 해

석학적 모델링

3.1. 무한 경계 조건

지하 시스템에서 오염물질은 투수성이 높은 대수층

에서는 이류-분산으로, 저투수성 매체의 내부와 대수층

과 경계면에서는 확산을 통해 주로 이동한다. 저투수

성 매체에서 오염물질의 확산 플럭스( j )와 시간에 따

른 오염물질 농도(C ) 변화는 Fick의 제 1, 2법칙을

Fig. 2. Conceptual illustration of forward and back diffusion

for DNAPL in a groundwater system. (a) Stage 1, Source

distribution and architecture; (b) Stage 2, Forward diffusion

into low permeability; (c) Stage 3, Source remediation; (d)

Stage 4, Back diffusion and plume per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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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계산될 수 있다.

(1)

(2)

여기서 D*는 유효 확산계수[L2/T], η은 공극률

[dimensionless], z는 저투수성 매체의 깊이[L]를 나

타낸다.

식 (1)은 확산 플럭스를 나타내며, 단위 시간당 저투

수성 매체와 대수층의 경계면(z = 0)을 기준으로 이동

하는 용질의 질량[M/L2/T]을 계산할 수 있다. 식 (2)

를 사용하여 특정 시간에서 저투수성 매체 깊이에 따

른 오염물질 농도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식 (2)의 해

는 저투수성 매체의 깊이가 무한(C (z = ∞, t = 0)

= 0)한 초기조건과 시간에 따라 저투수성 매체의 오염

물질 농도가 일정(C (z = 0, t > 0) = C0)한 경계조건에

서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Carslaw and Jaeger,

1959).

j ηD
*∂C

∂z
-------–=

∂C

∂t
-------

∂ j

∂z
-----– ηD

*∂
2

C

∂z
2

---------–= =

Fig. 3. Schematics and aquitard concentration profiles for forward diffusion into (a, b) infinite domain (FI), (c, d) finite with

no flux boundary (FFN), and (e, f) finite domain with flux boundary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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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 (3)은 일정 시간(t )동안 무한한 깊이의 저투수성

매체 내부로 정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C /C0)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3a는

무한한 경계 조건에서 정확산(forward diffusion into

infinite domain, FI) 시나리오를 나타내었으며 Fig. 3b

는 식 (3)을 사용하여 깊이에 따른 저투수성 매체 내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오염물질

은 대수층과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면(z = 0)을 통해 무

한한 깊이의 저투수성 매체 내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는 대수층과 경계면(z = 0)에서 1

로 가장 높으며, 저투수성 매체의 깊이에 따라(z > 0)

임의의 정확산 시간 t1에서 t 3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

을 보인다. Fig. 4a는 농도구배 역전으로 인해 무한한

저투수성 매체에서 대수층으로 역확산하는 시나리오

(back diffusion from infinite domain, BI)를 나타낸다.

BI 시나리오에서 깊이에 따른 저투수성 매체 내 오염

물질의 상대 농도는 전체 확산 시간(t )동안의 오염물

질 농도에서 역확산 시간(t − T )동안의 오염물질 농도

를 빼 줌으로써 나타낼 수 있으며, (C (z = 0, 0 < t

< T ) = C0, C (z = 0, t >T ) = 0)의 경계조건에서

아래의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Carslaw and

Jaeger, 1959).

(4)

여기서 T는 대수층 정화활동 이전에 오염물질이 정확

산을 통해 저투수성 매체에 축적된 시간을 나타낸다.

Fig. 4b는 깊이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분포를 식

(4)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정확산 이후에 대수층에

서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된 환경을 가정하였다. 대

수층과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면(z = 0)에서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C /C0)는 0으로 가장 낮으며, 임의의 역확

산 시간에 따라(t4< t5< t6) 저투수성 매체 내부의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3.2. 유한 경계 조건

식 (3)과 (4)는 저투수성 매체에서 오염물질의 농도

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해 저투수성 매체의 하부 경계를

무한 또는 반 무한하게 가정하여 도출한 해석해이다

(Seyedabbasi et al., 2012; Starr et al., 1985; Tang

and Aral, 1992a, 1992b; Yang et al., 2015, 2017b).

그러나 실제 지하시스템에서의 저투수성 매체는 깊이

가 유한하며, 오염물질은 저투수성 매체의 하부 경계

를 통해 다른 매질로 이동하거나 제한되는 지하시스템

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가 유한

한 시스템의 오염물질 농도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해 식

(3) 또는 (4)를 사용하는 경우, 저투수성 매체 내 오염

물질의 농도는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

3.2.1. 오염물질 이동이 제한된 유한 경계 조건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가 유한한 시스템에서 오염물질

의 농도 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해 Yang et al. (2015)은

식 (3)과 (4)에 method of images를 적용하여 저투수성

매체의 깊이가 유한하고 하부 경계를 통한 용질의 이

동이 제한되어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한 해석해를 제시

하였다. Method of images는 식 (3)과 (4)에서 저투

수성 매체의 깊이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중첩

의 원리를 통하여 추가해 주는 방법이다(Bear, 1972;

Yang et al., 2015). Fig. 3c는 저투수성 매체의 두께

가 유한하며, 하부 경계(z = L)에 오염물질의 이동이 제

한되는 시나리오(forward diffusion into finite domain

with no flux boundary, FFN)를 나타낸다. FFN 시나

리오에서 깊이에 따른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는 식 (3)

에 method of images를 적용하여 식 (5)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Yang et al., 2015).

(5)

여기서 n은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를 초과하는 오염물

질의 농도를 중첩시킨 횟수를 나타낸다. 

Fig. 3d는 식 (5)를 사용하여 FFN 시나리오에서 깊

이에 따른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를 나타낸다. 저투수

성 매체 내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가 시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은 Fig. 3b의 FI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FFN 시나리오의 경우 저투수성 매

체 최하부 지점(z = L)에서 시간t 2와 t 3의 오염물질

상대 농도는 약 0.31, 0.76이며, FI 시나리오는 약

0.16, 0.39로 FFN 시나리오의 상대 농도가 FI 시나리

오의 상대 농도 보다 동일 시간(t 2, t 3)에서 약 2배

높게 나타난다. 이는 식 (5)에서 method of images를

적용함으로써 FI 시나리오에서 하부 경계(z = L)를 통

과하여 밖으로 나가는 오염물질이 FFN 시나리오에서

는 나가지 못하고 경계 내부로 쌓이기 때문이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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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에서는 경계조건에 관계없이 두 시나리오 모두 거의

유사한 상대 농도 분포를 보인다. 이는 저투수성 매체

하부 경계(z = L)에 오염물질이 도달하지 않은 시간

(t1) 이전에는 저투수성 매체의 두께가 유한한 시스템

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식 (3)을 사용하여

저투수성 매체 내 오염물질의 농도 분포의 모델링을

할 수 있다. FFN 시나리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역확산 시나리오의 경우, BI 시나리오의 식 (4)와 동일

한 방법을 통하여 식 (6)으로 나타낼 수 있다(Yang et

al., 2015). 식 (6)은 저투수성 매체의 유한한 깊이

(z = L)를 가지고 있으며, 하부 경계를 통한 오염물질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경계조건을 가지고 있다(Fig. 4c).

(6)

식 (6)은 저투수성 매체로부터 대수층으로 역확산할

때(back diffusion from finite domain with no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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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s and aquitard concentration profiles for back diffusion from (a, b) infinite domain (BI), (c, d) finite

domain with no flux boundary (BFN), and (e, f) finite domain with flux boundary (B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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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BFN) 저투수성 매체의 오염물질의 상대 농

도를 나타낸다. 

Fig. 4d는 식 (6)을 사용하여 BFN 시나리오에서 역

확산하는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를 깊이에 따라 나타낸

다. 대수층과 저투수성 매체 경계면에서 역확산으로 인

해 상대 농도가 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양 방향으

로 확산하여 Fig. 4b와 유사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

인다. 저투수성 매체의 최하부 지점(z = L)에서 BI 시

나리오 보다 BFN 시나리오의 오염물질 상대 농도가

모든 시간(t 4, t 5, t 6)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FI 시

나리오에서 무한한 저투수성 매체 내부로 오염물질이

이동한 반면, FFN 시나리오는 일정 깊이(0 < z < L)

의 저투수성 매체 내에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FI 시나

리오보다 FFN 시나리오에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더 높

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3.2.2. 오염물질 이동이 가능한 유한 경계 조건

Fig. 3e는 저투수성 매체의 깊이가 유한하며, 저투수

성 매체 하부 경계를 통해 오염물질이 반대편 대수층

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forward diffusion into finite

domain with flux boundary, FFF)를 나타낸다. FFF

시나리오에서 저투수성 매체 내 오염물질의 농도 분포

는 식 (3)에 method of images를 사용하여 아래의 식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Yang et al., 2017b).

(7)

Fig. 3f는 식 (7)을 사용하여 FFF 시나리오의 저투

수성 매체 내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를 나타낸다. 상부

대수층과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면(z = 0)에서 오염물질

의 상대 농도(C /C0)는 1이며, 저투수성 매체로 이동한

오염물질은 정확산하여 하부 경계면(z = L)을 통해 대

수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FI 또는 FFN 시나리

오에서 시간에 따라(t 1< t 2< t 3) 저투수성 매체 내부

의 오염물질 상대 농도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과 달리

(Fig. 3b and d), FFF 시나리오에서는 하부 대수층과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면에서 오염물질 농도는 모든 시

간에서 0으로 나타난다(Fig. 3f). FI 또는 FFN 시나리

오에서는 저투수성 매체 내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가 모

든 깊이에서 점차 t >t 3(t 3이후 시간)에 1로 수렴하는

반면, FFF 시나리오의 경우 시간이 증가하여도 저투수

성 매체 내 상대 농도는 t 3의 사선 형태로 수렴하여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steady state 상태를 유지한다.

Fig. 4e는 FFF 시나리오 이후 역 확산이 발생하는

시나리오(back diffusion from finite domain with

flux boundary, BFF)를 나타내며, 식 (8)은 해당 시나

리오에서 저투수성 매체 내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를

나타낸다.

(8)

Fig. 4f에서 저투수성 매체 내 오염물질은 상부 대

수층 방향으로 역확산하는 동시에 하부 대수층을 통하

여 지속적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BFF 시나리오의 경

우, 다른 역확산 시나리오(BI와 BFN)보다 저투수성 매

체 내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가 동일 시간(t 4, t 5, t 6)

에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개념 모델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앞서 제시한 각각의 시

나리오와 이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분포 해석해를 종

합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4. 오염물질 플럭스(flux)

저투수성 매체에서 오염물질의 확산 플럭스는 앞서

제시한 농도분포 해석해를 식 (1)에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 시나리오의 확산 플럭스는 식

(3)을 식 (1)에 대입한 뒤 미분하여 아래의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Bear, 1972).

(9)

식 (9)는 무한한 깊이의 저투수성 매체 내부로 정확

산을 통해 이동하는 오염물질의 플럭스를 나타낸다. 이

와 동일한 방식을 통해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오염물질

의 확산 플럭스 해석해를 구할 수 있으며, 대수층과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면(z = 0)에서 확산을 통해 이동

하는 플럭스 해석해를 Table 2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 제시한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조건에 따른

플럭스 해석해를 사용하여, 임의의 정확산 기간(t = 9

yr)과 역확산 기간(t − T = 12 yr) 동안 저투수성 매체

와 대수층의 경계면(z = 0)에서 시간에 따른 확산 플럭

스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먼저 FFF 시나리오는 하부 경계를 통한 오염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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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정확

산 기간에 저투수성 매체와 대수층간 농도구배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FFF 시나리오의 플럭스는

t = 9 yr에서 약 14.4 g/m2/yr로 가장 높게 유지되었

다. 역확산 기간에는 저투수층의 상하부 경계면을 통

해 오염물질이 이동하기 때문에, BFF 시나리오의 오

Table 1. Analytical solutions for concentration profiles in an aquitard during forward and back diffusion with different

domain boundary scenarios

Boundary 

Condition
Concentration Profile Equations References

FI
Bear 

(1972)

FFN
Yang et al. 

(2015)

FFF
Yang et al. 

(2017b)

BI
Bear 

(1972)

BFN
Yang et al. 

(2015)

BFF
Yang et al.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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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tical solutions for diffusive flux at the aquifer-aquitard interface (z=0) with different domain boundary

scenarios 

Boundary Scenarios Diffusive Flux Equations References

FI Bear (1972)

FFN This study

FFF Yang et al. (2017b)

BI Bear (1972)

BFN Yang et al. (2015)

BFF Yang et al. (2017b)

where .

jF C0η
D

*

πt
------=

jF C0η
D

*

π
------

1 Σ
n 1=

∞

1–( )n f
 

2nl( )+

t

---------------------------------------------------
⎝ ⎠
⎜ ⎟
⎛ ⎞

=

jF C0η
D

*

π
------

1 Σ
n 1=

∞

f
  

2nl( )+

t

---------------------------------------
⎝ ⎠
⎜ ⎟
⎛ ⎞

=

jF C0η
D

*

π
------

1

t

-----
1

t T–

-------------- –⎝ ⎠
⎛ ⎞=

jB C0η
D

*

π
------

1 Σ
n 1=

∞

1–( )n f
 

2nl( )+

t

---------------------------------------------------
1 Σ

n 1=

∞

1–( )n f
 
 ' 2nl( )+

t T–

-----------------------------------------------------–
⎝ ⎠
⎜ ⎟
⎛ ⎞

=

jB C0η
D

*

π
------

1 Σ
n 1=

∞

 f 2nl( )+

t

---------------------------------------
1 Σ

n 1=

∞

 f ' 2nl( )+

t T–

-----------------------------------------–
⎝ ⎠
⎜ ⎟
⎛ ⎞

=

f z( ) 2  
z

2

–

4D
*

t
----------- ⎝ ⎠

⎛ ⎞  f ' z( ) 2  
z

2

–

4D
*

t T–( )
------------------------- ⎝ ⎠

⎛ ⎞exp=,exp=



108 김창민 · 양민준

염물질 플럭스는 세 시나리오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

는 양상을 보였다(Fig. 5). 반면 FFN 시나리오는 저투

수성 매체의 하부경계를 통한 오염물질의 이동이 차단

되어 저투수성 매체 내부에 오염물질이 축적되기 때문

에, 대수층과 저투수성 매체의 층간 농도구배의 평형

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투수성 매체와

대수층의 경계면에서 FFN 시나리오의 오염물질 플럭

스는 t = 9 yr에서 약 7.7 g/m2/yr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정확산 기간 동안 저투수성 매체 내 오염물질의

상대 농도는 FFN 시나리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Fig. 3), 이는 역확산 기간의 BFN 시나리오의 층간

농도구배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역확산 기간(t − T = 12

yr) 동안 BFN 시나리오의 오염물질 플럭스가 가장 높

게 유지되었다(Fig. 5).

5. 토의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오염물질의 정확산과 역확산 현상에

대하여 소개하고, 저투수성 매체의 경계조건에 따른 시

나리오와 오염물질의 농도분포 및 플럭스 해석해를 각

각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와 오염

물질의 농도 분포 및 플럭스 모델링을 실제 오염부지

에 적용함으로써, 오염 정화가 적용되는 처리 대상지

역을 결정하고 적절한 정화공법을 선정하는데 핵심적

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장의 저투수

성 매체 내 오염물질 농도분포가 정확산 시나리오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Fig. 3b and d), 오염물질은

저투수성 매체 상부에 자유상의 형태로 부존하고 있으

며, 오염물질은 지속적으로 대수층에서 저투수성 매체

내부로 정확산하고 있는 오염 초기단계(Fig. 2b)로 해

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오염시기에는 저투수성 매체

상부의 오염 pool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정화공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저투수성 매체를 포함

한 전체 대수층의 정화처리가 요구된다. 반면 현장의

저투수성 매체 내 오염물질의 농도분포가 역확산 시나

리오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경우(Fig. 4b and d), 저투

수성 매체 상부에 위치한 자유상의 오염물질이 자연적

으로 용해되었거나 정화처리 과정을 통해 제거된 이후

환경을 나타낸다. 이 때 저투수성 매체 내부의 오염물

질은 역확산을 통해 대수층을 재오염시키는 환경

(Fig. 2d)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오염 단계

에서는 저투수성 매체의 직접적인 정화처리가 요구된

다. 만약 오염된 저투수성 매체가 토양층 심부에 위치

하거나 그 규모가 광범위할 경우 정화활동을 통한 단

기간내 오염물질 농도의 즉각적인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다수의 관측정을 설치

하여 오염부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연저감

법(monitored natural attenuation, MNA)이 적절한

공법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수층 특성을 반영하는 매

개변수인 대수층의 단면적, 저투수성 매체와 대수층 경

계면의 면적, 대수층의 비유량(specific discharge), 그

리고 Table 2에 제시된 역확산 플럭스 해석해를 이용

하여, 역확산 기간동안 대수층의 오염물질 농도변화

(breakthrough curve)를 모델링할 수 있으며 오염운

지속성(plume persistence)을 평가할 수 있다.

쓰레기 매립지의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는 차수벽 또

는 사용 후 핵연료의 외부 누출을 막기위한 인공 방벽

으로 저투수성 매체가 사용되는 경우, FFF 시나리오

의 농도분포 모델링은 저투수성 매체로 구성된 지중

벽체의 사용 연한을 제시할 수 있다. 부분적인 오염물

질의 유출로 인해 저투수성 벽체의 내부 표면에 도달

한 오염물질은 정확산을 통해 저투수성 매체 내부로

이동하며, 시간에 따라 저투수성 매체를 통과하여 이

동하게 된다(Fig. 3e and f). 이와 같은 환경에서

FFF 시나리오의 농도분포 및 플럭스 모델링은 오염물

질이 저투수성 매체로 구성된 벽체를 통과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기간과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질량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오염 방재 매뉴얼의 기본 데이터베이

스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시나리오 및 해석해는 오염원

제어 경계면에서 용존상의 DNAPL 농도가 일정 기간

동안 높게 지속된 이후,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step-

Fig. 5. Simulated diffusive flux at the aquifer-aquitard

interface during the forward and back diffusion with

different domain boundary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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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depletion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하

시스템에서 용존상의 DNAPL 농도는 선형(linear) 또는

지수적인(exponential) 감소 패턴을 띄는 경우가 다수를

이룬다. 따라서 보다 현장조건을 반영한 모델링을 위해

서는 오염원 제어 경계면에서 용존상의 DNAPL 농도

감소 패턴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추가적으

로 실제 현장 특성에 보다 근접한 경계조건을 모델링

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투수성 매체의 종류와 형태,

표면적의 크기 그리고 내부 분포의 불균질 정도를 고

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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