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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요 약 문

단일 균열암반에서 핵종/미생물 복합이동에 대한 수치모델 개발

I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심지층처분 시스템의 안전성 측면에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

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

지만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미생물은 핵종을 전자

수용체로 사용하는 산화/환원반웅을 통해 대부분의 핵종들을 환원시키고， 이렇게

환원된 핵종은 용해도가 떨어져 침전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물학적 산화/환

원반용을 통해 핵종의 이동성을 저해시킨다는 측면에서 미생물의 존재는 긍정적

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크기가 수 때1언 미생물이 동시에 콜로이드(colloid) 특

생을 가점을 고려할 때， 핵종이 미생물 표변에 흡착되어 미생물과 함께 이동함으

로써 핵종의 이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칸과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여기서， 심지층처분 시스템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러한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들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

두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단일 균열 암반에서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상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새롭게 자체 개발

된 수치모벨의 개념 및 개발과정을 소개하고， 가상의 주어진 조건에서 모벨 실행

예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단일 균열 암반에서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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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수치모댈을 새롭게 자체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에서

」」
。 미생물에 의한 핵종의 shuttling 영향，

。 생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미생물의 성장 및 핵종의 산화상태(산화

수) 변화，

。 이에 따른 핵종의 흡착계수 변화， 그리고

。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즉， 생물막(biofilm» 이 핵종이동 지연에 미

치는 영향

동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미생물과 핵종의 반응 이동 지배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

치해석 방법으로는 Operator Splitting Method 중 Strang의 분리 SNI 방식을 채

택하여 컴퓨터 계산 효율 증대를 도모하였고 이는 MATLAB을 이용하여 코드화

되었다.

N. 연구결과

개발된 수치모텔은 용질의 이동 및 분산만을 고려한 해석해를 통한 검증과정

에서 피어슨 상관계수의 제곱값(r2)이 0.99 이상으로 나타나 모텔의 정확성이 입증되

었다. 또한， 암반 코어를 이용한 설험질 칼럼 질험을 염두에 둔 가상 조건에서의

모탤 설행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용갤(핵종)에서 유입량 대비 회수율이 100%에

큰접한 결파를 나타내어 개발된 모텔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핵종 이동에 대한 미생물의 영향은 미생물의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shuttling

효과에 의해 핵종의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미생물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산화/환원반웅에 의한 핵종의 산화상태 변화와 이에 따른 흡착 및 침

전의 증가로 인해 shuttling 효과가 두드러지지 못하고 핵종의 이동생을 갑소시

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암반 균열 표변에 생물막 형성은 전반적인 용질(핵종)

의 이동성을 약 40~5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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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보고서는 단일 균열 암반에서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기 위하여 다양한 현상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새롭게 자체 개발된 수치모델의 개

념 및 개발과정을 설명한 일종의 모텔 사용 설명서 (manu외)이다 따라서， 본 보

고서는 모델 이용자가 모델 질행을 하고자 할 때 활용 자료가 될 것이고， 본 모

델을 확장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모탤 개발자에게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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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 문요약문)

I . Research Title

Development of the numerical model for reactive transport of radionuclide

and bacteria in the single fractured rock

II. Importance and Objective of the Research

On the aspects of safety case of HLW deep geological disposal system,

recently, many researchers in the world have been actively studying about

the bacterial effects on the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fractured rock.

However, the domestic research level related on the area is still insufficient

Bacteria can reduce most radionuclides through redox reactions and thus the

reduced radionuclides tend to more easily adsorb and/or precipitate. Although

those retardation of the radionuclide transport by bacterial redox reactions

reveals a positive aspect, it should not be missed that the radionuclide

transport can be accelerated by adsorbing to mobile bacteria surface which

play a role of colloid.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theory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numerical model, which was newly

developed to examine the bacteri떠 effects on the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single fractured rock, and to test the model by simulating in some imaginary

condition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The numerical model examining bacterial effects on the radionuc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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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in the single fractured rock includes simultaneously:

。 bacteria shuttling effect of radionuclide,

。 bacteria growth and radionuclide utilization through the redox reactions,

。 radionuclide adsorption kinetics, and

。 the effect of biofilrn on the fracture surface.

As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 Strang-splitting Sequential Non-Iterative

scheme which is a Operator splitting method was employed to compute more

efficiently the reactive transport equations of bacteria 와Id radionuclides, and it

was coded using MATLAB program.

N. Results of the Research

From the verification by comparing the simulation results with analytical

solution considering only solute transport and rock diffusion,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greater than 0.99 which demonstrates 앙Ie accuracy

of the model. Since the simulation in the model domain of the single

fractured core rock resulted in well-matched mass-balances for 빙1 solutes,

the robustness and stability of the model could be proved again.

On the aspects of bacteria effects, bacteria shuttling effect was dominant

when bact려a concentration was relatively low, while the retardation of the

radionuclide transport by redox reactions was dominant when bacteria

concentration was relatively high. The formation of biofI1m on the fracture

surface was believed to be able to retard the radionuclide transport in about

40-50%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port is a kind of instruction manual which explain about the theorγ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numerical model newly developed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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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port can guide the potential

model users and can be a referring material for a model developer who is

trying to expand anψor update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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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Case 2에 대한 모델 실행 결과의 미생물 물질수지(mass balance)

(S_b피1: 암반 균열 표변에 홉착된 미 생물， F-bJ1: 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 F_b_out: 암반 균열 유출부를 통하여 모텔링 영역 경계 밖으로

유출된 미생물); (A) 암반 균열 표변에 생물막 고려 않음， (B) 암반 균열

표변에 생물막 고려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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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방사성 폐기물을 생태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키기 위한 심지충처분 기술

개발은 심지충에서의 장기간 핵종이동 특성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수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심지충처분 시스댐으로부터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

은 천연방벽이라 할 수 있는 암반의 균열망(fracture network)이나 MWCF

(Major Water Conducting Feature)를 따라 지표 생태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균

열을 따라 이동하는 방사성 핵종들은 암반 매질， 균열 충진 물질， 다양한 종류의

콜로이드， 유기물， 미생물 등과 상호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B밍k 등， 2008), 암반

매질 공극으로의 확산을 통해서 그 이동성이 감소될 수 있다 (Holtta 등， 2oo8).

방사생 폐기물의 심지충처분에서 천연방벽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

한 핵종 이동 저해 요소 특성들을 이해하고， 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지난 20년간) 심지층처분 시스템의 안전성 측면에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세계 각지에서 활발

히 진행되어 왔다 (Humphreys 등， 2010; <표 1-1».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

이， 섬지층처분 기술 연구에서 특히 핵종 이통과 수치모텔 개발을 포함하는 생지

화학 관련 연구는 조사된 모든 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Humphreys 퉁 (2010)이 조사한 결과«표 1-2» 와 같이， 미생물은 다양한

조건의 지질 환경에서 지하 수백 미터까지 다양하게 분포할 수 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유일한 지하연구시설인 KURT(Korea Underground Research TurneD 지

하섬부에서도 금속환원 미생불의 발견이 보고된 바 있다 (백빈훈 둥， 2009). 이러

한 미생물은 핵종을 전자수용체로 사용하는 산화/환원반웅을 통해 대부분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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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들을 환원시키고， 이렇게 환원된 핵종은 용해도가 떨어져 침전되는 경향이 있

다 (Wilkins 등， 2006). 이렇게 생물학적 산화/환원반웅을 통해 핵종의 이동성을

저해시킨다는 측면에서 미생물의 존재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크기

가 수 따l인 미생물이 동시에 콜로이드(colloid) 특성을 가점을 고려할 때， 핵종이

미생물 표변에 흡착되어 미생불과 함께 이동함으로써 핵종의 이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Pang 등 (2005)이 수

행한 미생물에 의한 카드융의 이동성 증가 실험 결과와 Flury와 Qiu (2008)가 정

리한 모델링 관련 연구 보고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여기서， 심지충처분 시스

탬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이러한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긍정적/부

정적 영향들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표 1-1 세계 각지의 생지화학 관련 연구 현황 (Humphreys 둥， 2010»

캐나다 얼본 스혜댄 스위스 영국 미국

Presence of
microbes in o o O O O o

relevant
fonnations

Tolerance of
microbes to

O O O O
repository
conditions

Biodegradation /
O O O O O

Biocorrosion

Radionuclide
O O O O O O

migration

Influences on
O O O O

geochemistry

Model
O o O O O O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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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 세계 각지의 섬지총 환경에서 미생물 분포 (Humphreys 풍， 2010»

GeologyLocation
D앵th Miσobial count

(m) (CFU/mL)

Canada Granite 350-400 Ht-l05

Japan Granite 400-790 10'-107

Smpa, Swooen Gr때te 799-12때 1어 야

Aspo, Swed하l Gr，뼈te 129-1078 104-106

Grims리， Switzerland Gr，업rite 350 1야 105

Altnabreac, UK Granite 10-281 106

Mol, Belgium Boom Clay 190-223 10'

밟W리I， UK 0었뼈 Clay 165-331 104-1야

Asse, Germany Salt 750 ND

Yucca Mt., USA Volcanic Tuff 60 10'-1밴

WlPP, USA Permian Salt Formation 뻐 1어 105

일반적으로 지표로부터 수백 미터 깊이에 위치하는 처분장과 수백만 년이 걸

리는 핵종의 이동 가능 시간(핵종의 반감기를 고려하였을 때)은 연구자틀의 접근

성 및 재현 가능성에 상당한 제약을 준다 따라서， 최근에 섬지총 환경에서 핵종

의 거동 특성을 예측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수학적 또는 통계적 모텔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인 용질의 반웅-이동 지배방정식은 그 미분방

정식의 비선형성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따

라서， 그러한 지배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다양한 수치해석 방법이 시도되어

왔고， 이를 적용한 수치 모텔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다 (MacQuarrie와

Mayer, 2005; <표 1-3».

본 보고서에서는 단힐 균열 암반에서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하여 새롭게 자체 개발된 수치모탤올 소개하고， 가상의 주어진 조건에

서 모웰 설행 예를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모델 이용자에게는 사용 설명서

(manual) 역할올 하고， 모텔 개발자에게는 모텔을 확장하거나 엽데이트하는데 유

용한 자료가 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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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대표적인 반응-이동 모델 현황 (MacQuarrie와 Mayer, 2(05) >

Model

ARASE Bentonite barriers

Fe와me Reference

Grindrod and Takase
(1996)

BIO-CORElCORE2D Fi잉d-scale microbi허 reactions Samper et al. (2003)

CRUNCH
(OS3D/GIMRT)

DART

FLOTRAN

Non-isothermal σ'3IlSPO:π / reaction ~cesses

Density-dependent flow and reactive transport

Mu1ticomponent, mu1tiphase reaction and σ'ansport

Steefel (2α)())

Fre어man and Ibaraki
(2002)

u야，tner (2α)())

FRAC3DVS variant Disπetely fractured porous m어ia
Ghogomu and

Therrien (2α)())

HYTEC Colloi，없1 transport
van der Lee and De

Windt (2001)

LEHGC2 Variably saturated flow [F]π.，j
되YDROBIOGEOCHEM

Yeh et al. (2α)())

MIl‘3P

NUFT-C

PHAST

PHT3D

Microbially me벼.ated reactions in porous m어ia

Conpled flnid (liq-띠d/gas) movement

HST3D + PHREEQC 댄'Tee]

MODFLOWIMT3DMS + PHREEQC-2

Mayer et al. (2002)

Glassley et al. (때03)

Par암lUrst et al. (2002)

Pronnner et al. (2003)

RETRASO Fracture-matrix interactions / permeahility-pcrosity Saaltink et al. (2003)

TOUGHREACT

TOUGH2-CHEM

TOUGH2 + reactive chemistrγ

TOUGH2 + reactive chernis'σ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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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치모델 개발

제 1 절 개념 모텔 (Conceptual model)

수치모델 개발 단계의 첫 번째 단계로써 개념 모델(conceptual model) 수립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모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연현상들을 기술하고， 각 현상들

이 서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규명한다. 다시 말해， 개념 모

델은 전체 수치모델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개념 모델은 모댈 개발자에게는

모델 개발과정에서 수시로 MECE1)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

고， 추후 모델 이용자에게는 모델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균열암반에서 핵종파 미생물의 복합반웅을 고려한 이동현상

을 재연하기 위해서 <표 2-1>과 같은 현상틀을 모텔 개발에서 고려하였고， 이는

<그림 2-1>에서 다시 도식화되었다. 이러한 현상틀은 크게 균열 공간， 균열 표

면， 암반 공극， 그리고 암반 매질에서 일어나는 현상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미생물의 크기는 수 flJIl (Prescott 둥， 2002) 이고， 화강암의 공극 크기가 수

nm 이하 (예， Inigo 둥， 2000; 섬지어 풍화된 화강암 공극의 크기가 lO nm 이하)

임을 고려하여， 암반 공극으로의 확산은 핵종을 포함한 용질 (solute)만을 고려하

였다.

이러한 콜로이드 크기의 미생물은 지하수 흐름에서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중

금속 오염물의 이동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Pang 둥， 2005), 따라

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핵종 유출시 주변 암반균열에 서식하는 미생

물에 의한 핵종의 이동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방사생혜기물 처분 안

전성 측면에서， 이러한 미생물의 부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핵종이 전자수용체 역

할을 하는 미생물의 산화/환원반응에 의혜 핵종이 환원됨으로써， 핵종의 흡착계

수가 증가되나 광물화되어 침전하는 긍정적 영향이 함께 보고되고 있다 (Wil퍼ns

풍， 2006; 이숭엽 둥， 2009; 오종민 둥， 2010). <표 1-2>와 같이 Humphreys 둥

1) MECE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쉰laustive) : ‘상호배제와 전체포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떠한 업무나 항목들을 분류할 때 서로 겹치는 것 없이 모두를

포함한다는 의마이다.

R‘



Fracture

(2010) 이 보고한 세계 각국의 지하심부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 미생물의 특성

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는 미생물의 중요성은 균열암반에서의 핵종

이동 특성 규명에 있어서 결코 칸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

는 미생물에 의한 핵종의 shuttling 영향， 생화학적 산화/환원 반웅에 의한 미생

물의 성장 및 핵종의 산화상태(산화수) 변화， 이에 따른 핵종의 흡착계수 변화，

그리고 암반 균열 표변에 흡착된 미생물(즉， 생물막(biofilm» 이 핵종이동 지연에

미치는 영향 둥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 표 2-1. 개념 모텔에서 고려된 핵종과 미생물의 복합반웅 현상틀 >

Phase Phenomena

Water flow

Bacteria transport

Bacteria growth / Solute utilization

Bacteria decay

Fracture
surface

Rock matrix
pore

Rock matrix
solid

Fracture 
rock matrix

interface

Solute(radionuclide) transport

Solute adsorPtion/desorPtion to/from the mobile bacteria

Solute decay

Bact에a adsorPtion/deSOrPtion to/from the fracture surface

Bacteria growth / Solute utilization

Bacteria decay

Solute adsorPtion/desorPtion to/from the fracture S따face

Solute adsorPtion/desorPtion to/from the immobile bacteria

Solute decay

Solute(radionuclide) transport

Solute decay

Solute adsorPtion/desorPtion

Solute decay

Solute diffusion into the rock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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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racture
S : fractωe surface
P: matrix pαe
M: matrαsolid

b: bacteria
c: nutrient I ra에。nuclide

g :oacteria groWth
d : decay
u: bacterial ut川 zation

< 그림 2-1. 균열암반에서 핵종과 미생물의 상호반웅을 모사한 개념 모텔 >

제 2 절 수학 모델 (Mathematical model)

1 이동 지배방정식

가. 마생물 이동 지배방청식

암반 균열에서 1차원 이류-분산 방정식 (advection - dispersion equation)에

미생물의 동역학적 (kin때0) 반응들을 더한 지배방정식을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농도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l)과 같다.

aE;, aE;, a2
E;,‘

강으 -v그f+qkτ냥 Qft+ Q;t+ Ofb 때b (1)
u , uι η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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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캠 는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농도 (CFU/m\

ν 는 암반 균열에서 지하수 유속 (m!s),

다 는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수리분산 계수 (m%),

t 는 시칸 (s) , 그리고

z 는 암반 균열 방향으로의 거리 (m) 이다.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수리분산 계수(Db)는 유속에 의한 이산(dispersion)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 Jr..= a νιb ~b

여기서 ， CXb 는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분산계수 (dispersivity) (m) 이다

또한， 암반 균열 표변에 흡착된 미생물의 농도 변화는 이류와 분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식 (2)와 같다.

1 aBo ~n ~O ， •

]= Q Qf+Qg QS (2)w at -0 υ Jυ 」 υ 」

여기서，0， 는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의 농도 (CFU/m2
), 그리고

w 는 암반 균열 간극의 절반 (m) 이 다.

식(l)과 식 (2)에서 동역학적 반웅툴은 Q(ιCFU/I기m션3ν'Is잉) 항틀로 나타내었는데’

Q~잖￡ 는 암반 균열(αf - fra따ctu뼈1

표면(녕s - surface)으로 흡착하는 속도(r떠at않e) ，,

Q짧 는 암반 균열 표면(s - 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 - bacteria)이 암반 균

열 (f - fracture)로 탈착하는 속도，

Q!b 는 암반 균열 (f - 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 - bacteria)의 성장(g

growth) 속도，

Qlb
는 암반 균열(f - 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 - bacteria)의 사멸(d

decay) 속도，

Q;b 는 암반 균열 표면 (s - 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 - bacteria)의 성장(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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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속도， 그리고

Q맘 는 암반 균열 표면(s - 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 - bacteria)의 사멸(d

decay) 속도이다.

이러한 동역학적 반웅틀은 <그림 2-1>에서 형상화 되었다

나. 핵종(용칠) 이동 지배방정식

암반 균열에서만 이동하는 미생불과 달리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불과도 반웅

하고 암반 공극으로 확산하는 핵종(용질)의 이동 지배방정식은 더욱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첫째， 암반 균열에서 핵종의 농도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3)과 같다.

aP aP a 2p
←←느= ν--느+D~-~二
at az ~e ai (3)

Q않+ QXf 짧+Q뺨 Q옳+Q，땅 Q/,c- Qle- Q!:

여기서， 뀐 는 암반 균열에서 핵종(용절)의 농도 (g/m3, mg/L), 그리고

Dc 는 암반 균열에서 핵종(용질)의 수리분산 계수 (m%) 이다

암반 균열에서 핵종의 수리분산 계수(Dc)는 유속에 의한 이산(dispersion)과 분자

확산(molecular di뻐lsion)의 합으로 다음파 같이 정의된다 <Bear, 1972)

Dc= Qcν+D;

여기서 ， a e 는 암반 균열에서 핵종(용질)의 분산계수(dispersivity) (m), 그리고

DJ 는 물과 같은 자유공간에서 핵종(용질)의 분자확산 계수 (m%) 이다.

둘째， 암반 균열 표변에 흡착된 핵종의 농도 변화는 이류와 분산에 의혜 영

향을 받지 않고， 미생물의 신진대사(metabolism)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여，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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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jy {
= Qf QSC QEr (4)

ψ at "'c;C"J C ι

여기서，~ 는 단위면적당 암반 균열 표변에 홉착된 핵종(용질)의 농도 (g!m2
)

이다.

셋째， 암반 균열에서 이동하는 미생불 표변에 흡착된 핵종은 미생물의 이류

분산 특성에 따라 이동하게 되고， 핵종이 홉착된 미생불의 신진대사에 이용됩을

가정하여， 미생불에 의한 핵종의 shuttling 영향을 정리하면 식 (5)와 같다

aafrxFr, aafrxFr, , ~ a2aflxFb
= ν +D，ιaz ~O ai (5)

+Q앓 Q!CIx
- Q짧+1:';짧 Qflx_ Qllx

여기서 ， aflx 는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핵종(용질)의 질량비

(g!CFU) 이다.

넷째， 암반 균열 표변에 흡착된 미생물에 홉착된 핵종은 이류와 분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핵종이 흡착된 미생물의 신진대사에 이용됨을 가정하여， 생

물막(biofilm)에 의한 핵종 이동 지연 현상을 정리하면 식 (6)과 같다.

1 aa~ ， ‘Y

」느→FE = Q옳 Qfr+ Q찮 Q짧 Q판 QJIx (6)
W d[

여기서， as1x 는 암반 균열 표변에 흡착된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핵종(용질)의 질

량비 (g!CFU) 이 다.

다섯째， 암반 공극에서의 핵종 농도 변화 계산에서는 화강암의 공극 크기가

수 run 이하 (예， Inigo 등， 2000; 심지어 풍화된 화강암 공극의 크기가 10 때 이

하) 임을 고려하여 지하수 흐름은 무시하고 확산에 의해서만 핵종 이동이 일어난

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암반 공극에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미생불과 관련된 반웅식들은 모두 생략되었다. 암반 공극에서의 용질 확

산 또한 각각의 균열방향으로의 위치에 대한 직각방향으로 l차원적으로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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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배방정식은 식(7)과 같다.

aY a2p
짚느 = Dmc굶도 Q앓+앓c_Q!f (7)

여기서， 간 는 암반 공극에서 핵종(용질)의 농도 (g/m3, mg/L; 암반의 공극부피

당 핵종 질량)，

Dmc는 암반 공극에서 핵종(용질)의 수리확산 계수 (m%), 그리고

z 는 암반 균열과 수직방향으로의 거리 (m) 이다.

암반 공극에서 핵종의 수리확산 계수(Drrκ)는 분자확산(molecular diffusion)만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ear, 1972).

I%=7D;

여 기서 , T 는 암반 공극의 굴곡비 (tortuosity) (-) 이다

마지막으로， 암반 매질 표변에서의 핵종 농도 변화는 식 (8)과 같이 홉탈착과

감쇠 (decay)만을 고려하였다.

1 aJμ;
」느)」 = QSE Qmc QJnc (8)e at

여기서，~ 는 암반 매질 표면에 흡착된 핵종(용질)의 농도 (g/m3
, mg/L; 암반의

전체부피 당 핵종 질량)， 그리고

9 는 암반의 공극률 (-) 이 다.

핵종의 이동 지배방정식(식(3)-식 (8))에서 사용된 동역학적 반웅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QL않J 는 암반 균열(f - frac다ctu뼈1

(녕s - surlace)으로 흡착하는 속도，

Q뜯 는 암반 균열 표면(s - surface)에 흡착된 핵종(c - nuclide)이서 암반 균열

(f - fractl1re)로 탈착하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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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꿇 는 암반 균열(f - fracture)에 존재하는 핵종(c - nuclide)이 암반 균열 (f

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 - bact때a) 표변으로 흡착하는 속도，

Qff 는 암반 균열 (f - 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 - bacteria) 표변에 흡착된

핵종(c - nuclide)이 암반 균열 (f - fracture)로 탈착하는 속도，

Q꿇 는 암반 균열 (f - fracture)에 존재하는 핵종(c - nuclide)이 암반 균열 표면

(s - surface)에 홉착된 미생물(b - bacteria) 표면으로 흡착하는 속도，

Qff 는 암반 균열 표면 (s - 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 - bacteria) 표변에 홉

착된 핵종(c - nuclide)이 암반 균열 (f - fracture)로 탈착하는 속도，

Q찮 는 암반 균열(f - 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 - bacteria) 표변에 흡착된

핵종(c - nuclide)이 암반 균열 표면(s - surface)에 홉착된 미생물(b

bacteria) 표변으로 이동하는 속도，

Q짧 는 암반 균열 표면(s - 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 - bacteria) 표변에 홉

착된 핵종(c - nuclide)이 암반 균열 (f - fracture)에 존재하는 미생물(b

bacteria) 표변으로 이동하는 속도，

Qt 는 암반 균열 (f - fracture)에 존재하는 핵종(c - n띠ide)이 암반 공극(p 

pore)으로 확산하는 속도，

Q앓 는 암반 공극(p - pore)에 존재하는 핵종(c - nuclide)이 암반 매질(m 

matrix)로 흡착하는 속도，

Q;:e 는 암반 매질(m - matrix)에 흡착된 핵종(c - nuclide)이 암반 공극(p 

pore)으로 탈착하는 속도，

αC 는 암반 균열 (f - fracture)에 존재하는 핵종(c - nuclide)이 미생물의 선진

대사에 이용(u - utilization)되는 속도，

Q!1x 는 암반 균열 (f - fracture)에 존재하는 미 생물(b - bacteria) 표변에 흡착된

핵종(c - nuclide)이 미생물의 신진대사에 이용(u - utilization)되는 속도，

q:1x 는 암반 균열 표면 (s - s따face)에 흡착된 미생물(b - bacteria) 표변에 흡

착된 핵종(c - nuclide)이 미생물의 신진대사에 이용(u - utilization)되는 속

도，

Q!/ 는 암반 균열 (f - fracture)에 존재하는 핵종(c - nuclide)의 캄죄 (d -

decay)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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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 는 암반 균열 표면 (s - surface)에 존재하는 핵종(c - nuclide)의 갑쇠 (d

decay) 속도，

Q생Jk 는 암반 균열(αf - :fracture리)에 존재하는 미생물(얘b - bact때e앉얹n때1

핵종(c - nuclide)으의} 감죄 (얘d - decay) 속도，

QJIx 는 암반 균열 표면 (s - surface)에 흡착된 미생물(b - bacteria) 표변에 홉

착된 핵종(c - nuclide)의 감쇠 (d - decay) 속도，

Q!f 는 암반 공극(p - pore)에 존재하는 핵종(c - nuclide)의 갑쇠 (d - decay)

속도， 그리고

Q:;:C 는 암반 매질(m - matrix)에 홉착된 핵종(c - nuclide)의 갑쇠 (d - decay)

속도이다.

이러한 동역학적 반웅틀은 <그림 2-1>에서 형상화 되었다

2. 동역학적 반웅 (Kinetics)

미생불과 핵종의 이동 지배방정식에서 고려된 동역학적 반응들 중， 홉 • 탈착

과 관련해서는 변형된 1차 반웅속도(1st-order kinetics)를， 미생물의 사멸과 핵종

의 감죄는 기본적으로 1차 반웅속도를， 그리고 미생물 성장(growth)과 관련해서

는 다중 Monad 방정식(Multiple Monod 어uation)을 가정하였다.

가. 암반 균열에서 암반 공극으로의 핵종(용질) 확산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암반 공극 크기로 인하여，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핵종

이 암반 공극으로 (또는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두 지점의 농도차로 인한

확산(diffusio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는 암반 균열과 공극사

이에서 발생하는 핵종 이동을 Fick의 1법칙 (Fick’s 1st law) (Fetter, 1999)에 의

해서 나타내었다.

Q양 enη p)z,o) - F;.(z)= ←」으느 C' (9)
w ι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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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생물의 흡·탈착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흡착 속도는 기본적으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

물의 농도에 1차원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미생물이 암반 균열 표변에 흡

착되고 성장하면서 생물막(biof니m)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생물막은 탈착

(detachment)과 더불어 유속에 의한 전단력 (shear stress)에 의해서 벗겨짐

(sloughing)이 열어나기도 하면서 엘정 부피의 생물막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텔 개발의 초기단계로써， 본 모텔에서는 흡착된 미생물의 양에 의해서

미생물이 흡착하는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미생물의 흡착 속도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QJ￡= k짧캠τ폭， I (10)

여기서， 많 는 미생물이 암반 균열에서 암반 균열 표변으로 흡착하는 속도 계수

(lis) , 그리고

Kr， 는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흡착에 관여하는 반포화 속도 상수

(CFU/m%) 이다

식 (10)의 정의에 따르면， 흡착된 미생물의 농도(s/ψ)가 일정 농도(Kr，)보다 매우

작으면 미생물의 흡착속도는 암반 균열에서의 미생물 농도에 비례하는 1차 반응

이 되고， Sr，/w가 Kr，보다 매우 크변 미생물의 홉착속도는 0에 수렴하게 된다.

암반 균열 표면으로부터 미생물의 탈착 속도는 흡착된 미생물 농도에 1차원

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다음파 같이 정의하였다.

, s,
와b= 챔깅 (11)

여기서， 댐 는 미생물이 암반 균열 표변에서 암반 균열로 탈착하는 속도 계수

(lis) 이다

이러한 미생물의 홉 · 탈착은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핵종의 이동을 수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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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핵종 이동을 미생물 흡착(식(12))과 탈착(식(13))에 대해서 각각 다음

과 같이 나타내었다.

Q잖= ajlxQ앓 (12)

Q짧=a따Q댐 (13)

다. 핵종(용질)의 홉 • 탈착

암반 균열에서 핵종의 흡착(식(14)) 및 탈착(식 (15)) 속도는 기본적으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핵종의 농도와 흡착된 핵종의 농도에 각각 1차원적으로 비 례한

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Q않= ~~F;; (14)

짧= 뺨강 (15)

여기서， 많 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에서 암반 균열 표면으로 홉착하는 속도

계수 (1/s), 그리고

챔C 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 표변에서 암반 균열로 탈착하는 속도 계

수 (l/s) 이다

암반 균열에서 핵종이 미생물 표변에 흡착하는 정도는 균열 내의 핵종 농도

뿐만 아니라 흡착 매질이 되는 미생물의 농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모텔에서는 암반 균열에서 핵종이 미생물 표변에 흡착하는 속도를 부유 미생물

(식 (16))과 흡착 미생물(식(17))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짧 = 싹&뀐감많τ (16)

앓=騙파꽃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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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짧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에서 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 표면으

로 흡착하는 속도 계수 (1/s) ,

앓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에서 암반 균열 표변에 흡착된 미생물 표

면으로 흡착하는 속도 계수 (l/s), 그리고

K /x; 는 미생물 표변에 핵종(용질)의 흡착에 관여하는 반포화 속도 상수

(CFU/m%) 이다

식 (16)과 식 (17)의 정의에 따르면， 미생물의 농도(캠 또는 sr/w)가 일정 농도

(Kbc)보다 매우 작으면 핵종의 흡착속도는 0에 수렴하게 되고，Kr，보다 매우 크면

핵종의 흡착속도는 암반 균열에서의 핵종 농도에 비례하는 1차 반응이 된다.

암반 균열에 미생물 표면으로부터 핵종의 탈착 속도는 홉착된 핵종의 농도에

1차원 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부유 미생물(식(18))과 흡착 미생물(식(19))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Q￥~/x;= kj~aj/x;Fb (18)

Q펌= 많Cas1x풍 (19)

여기서， 많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 표변에서 암반 균열로

탈착하는 속도 계수 (1/s) , 그리고

많는 핵종(용질)이 암반 균열 표변에 홉착된 미생물 표면에서 암반 균

열로 탈착하는 속도 계수 (1/s) 이다.

암반 공극에서 핵종의 흡착(식 (20)) 및 탈착(식 (21)) 속도는 기본적으로 암반

공극에 존재하는 핵종의 농도와 암반 매질에 흡착된 핵종의 농도에 각각 1차원

적으로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QJ$ = k않ePe (20)

Jι

Q￠c= k많피드 (21)

- 16 -



여기서， 댐c 는 핵종(용질)이 암반 공극에서 암반 매질 표면으로 흡착하는 속도

계수 (lis), 그리고

A$C 는 핵종(용질)이 암반 매질 표면에서 암반 공극으로 탈착하는 속도

계수 (lis) 이다.

라. 미생물의 성장(Growth)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성장은 지하수에 존재하는 영양분(nutrient)을 소모

하면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의 신진대사(즉， 산화/환원 반웅)는 전자

수용체들의 산화/환원 전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의 최종 전자 수용체

(따minal electron acceptor)에 의해서 지배적으로 일어난다 (Reeburgh, 1983).

지하 환경에서 잘 알려진 전자 수용체들의 산화/환원 전위는 질산염 (nitrate) ， 3가

철이온(ferric ion), 황산염 (s버fate) 순으로 알려져 있다 (Anderson과 Lovley,

2002)

본 연구의 관섬 핵종으로 6가 우라늄이온 (uranyl ion; uol+)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철환원 미생물이 우라늄을 환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Lovley 둥， 1991) 때문에， 본 모텔에서는 미생물의 탄소 공급원이자 전자 공여체

로 젖산(lactate; C3Hs03-)을 고려하였고， 전자 수용체로는 3가 철이온(Fe3+)을 고

려하였다 따라서， 미생물 성장에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웅으로 본 모텔에서 우선

적으로 고려한 반웅은 다음과 같이 철 환원 및 우라늄 환원 반웅이다.

C표fs03- + 4 . Fe3+ + 2 . H2O "'" C2H302- + 4 . Fe2+ + HC03- + 5 . H+

C표&O3 +2·UO22++2·H2O 날 C야fl02- + 2· U02 + HC03- + 5· H+

이러한 생화학 반응은 본 모텔에서 다중 Monod 방정식 (multiple Monod

equation)을 이용해서 표현되었다.

-17-



짧= μmax Fb
P + a ,,_ R P + a ,,_ R

fix， 이 년 f~딩이

f인 + (Fe, +afφ F/,) R; + (간 +af따 F/,)

P+σ R P +σ R 1:+ Vf fx1..L b .L es I Vf띠 b 1,
Ri +(뀐 + aflx,캠) Kc, +(Fe, +af띠 F/,) ~ + (Fe, + aflx, F/,)

(22)

여기서， μmax는 미생물의 최대 성장률(maximum growth rate) (lis),

Ri，R;，Kc， 는 미생물 신진대사에 작용하는 용질(첨자1 ~ 젖산， 첨자2 ~

3가 철이온， 첨자3 ~ 6가 우라늄이온)의 반포화 상수(h외f-saturation

coefficient) (g/m3
), 그리고

~ 는 미생물 신진대사에서 우라늄 환원반응보다 우세한 철 환원반응에

의한 저해 상수(inhibition coefficient) (g/m3
) 이다

식 (22)에 따르면， 미생물의 성장은 암반 균열과 미생물 표변에 존재하는 3가 철

이온과 6가 우라늄이온의 환원반웅의 합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6가 우라늄이온

의 환원반웅에 작용하는 저해요소는 최종 전자 수용체인 3가 철이온에서 6가 우

라늄으로 전자 수용체가 전이되는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 적용되었다 (Luo 등，

2007) 즉， 균열과 미생물 표변에 존재하는 3가 철이온의 농도 합(간 +af따캠)이

일정 농도(~)보다 매우 클 때는 6가 우라늄에 의한 미생물 환원반응은 0에 수렴

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은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의 성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다음파 같이 나타내었다.

짧= μmaxSr/w

Fe, + asφ Sr/ψ Fe, +as따 Sr/ψ

Ri +(뀐 +asφ해ψ) R; + (Fe, + aslx, 0，/ψ)

+ Fe, +asφ Sr/ψ Fe, + as따 0，/ψ

Ri + (Fe, +as여 0，/ψ) 일+(Fe, +as따 Sr/ψ ) ~+(Fe， +as따 Sr/ψ)

(23)

따라서， 암반 균열에 용존하는 용질(젖산， 3가 철이온， 6가 우라늄이온)은 암반

- 18 -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불과 암반 균열 표변에 흡착된 미생물의 성장에 모두 관여

하는 것으로 계산되 었다.

미생물 성장에 의한 용질의 소모(consumption)율은 미생물 성장 속도를 수율

계수(yield coefficient)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위에서 언급되었등이， 용질의 농도

변화를 각 상(相， phase)별로 계산하였을 때，

첫째， 암반 균열에 용존하는 용질의 농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 (F F F F [ \
때c，_摩(캠+빠)l됨E눴꾼+화꾼화뀔덮FJ (강)

\ i ..L"-2 I ..L ~ ..L 11 I ..L ~ ..L 13 I ..L cs -'-2 I .L ~ J

" (F F \
Q~e，= e2빨(캠+5때) I강눌칼:Fe， j (엉)

L “_~ (F,. F,. ], 'I
Q간= e3렇(캠+빼) I 강할뀔할감한) (26)

여기서 ， Y 는 소모된 전자 공여체 양에 대한 생성된 미생물 양의 비를 의미하는

수율 계수(yield coefficient) (CFU/g), 그리고

e2' e3 는 산화/환원반웅에서 전자 공여체(찾산)와 반웅하는 전자 수용체

양의 비(첨자2 = 3가 철이온， 첨자3 = 6가 우라늄이온)를 의미하는

화학양론 계수(stoichiometric coefficient) (-) 로써， 위 화학식으로부

터 계산된 결파， 각각 2.508파 6.063이다.

위 식에서 보듯이， 소모된 용질의 양은 미생물 성장 계산에서 분리되었던 부유하

는 미생물과 흡착된 미생물의 양이 함께 고려되어 계산되었다. 본 모텔에서는 위

의 세 가지 반응용질뿐만 아니라 산화/환원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산물도 다

음과 같이 화학양론 계수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ric,= - e4 ric, (앙)

Q땀 =-Q，판 (잃)

와'is= _Q!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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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옮 는 산화/환원반응에서 전자 공여체(짖산)와 산화하여 생성된 초산염

(acetate; C2H302-) 양의 비(첨자4 = 초산염)를 의미하는 화학양론 계

수(stoichiometric coefficient) (-) 로써， 위 화학식으로부터 계산된 결

과， 0.663이다.

식 (28)과 식 (29)에서 사용된 첨자5와 챔자6은 각각 3가 철이온이 환원된 2가 철

이온(ferrous ion)과 6가 우라늄이온이 환원된 4가 우라늄이온(uraninite)이다.

둘째， 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 표면에 홉착된 용질의 농도 변화는 다음

과같다

αRρ μmax pl ofι Fb af따Fb

""u y 'bl ~ + aflr. Fb ~ +aflr.FbI "1 ' Vflx， υ2 Vf따

+←칸연Fb ←탤본----강
K+σ R I1ι+σ R L+ σ E

νfix， • b δ νfbcs' b ι νf따 0

여따 μmax ( 0돼 af넓 )= e2 . L:L;"' Fbi T/ I D T/ I - -~ D I
Y 1b~ ~ + aflr. Fb ~ + aflr.Fb)\ fφυ2 vf아/

캠따 μmax ( Of여캠 afl펴 ~ J
= e3 ' L~L;"' Fbi T/ ~-~ P T/ ~-= P T -L :. p I

y - 0\ ~ + afhr Fb Kc, + aflr.Fb ~ +afhr.Fb)\ fix， υ 3 vfl따 υι f ix,' bJ

Q판'= -e4riφ (33)

f~경 fixcal = cal 2 (34)

캠따 =-1:;땀. (잃)

(30)

(31)

(32)

마지막으로，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용질의 농도 변

화는 다음과 같다.

많=꽉온즈팬( 싫Jψ 싫Jψ
Y ψ I ~+asφsr/ψ ~+as낯sr/ψ

+ asφ Sr/ψ as따sr/ψ 4
~+asφSr/ψ 일 +as따sr/ψ ~+as따Sr/ψ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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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Qrb냥 깐믿온즈현 ( 0때sr/ψ 싫Jψ )

2 Y ψ ~ Ri +aSφ Sr/ψ ~+as따sr/ψj

Ix, _ /Lmax Sb ( aslx;Sr/ψ O썩Sr/ψ ]

똥=e3τ교[κ +a쐐ψ K:J +a썩Sr/ψ 꾸잃꽤) (38)

Qrk4 = g4 Qrφ (39)

와따= 와낯 (쇄)

따따= - Q;，때 (41)

마. 미생물의 사멸(Decay)

미생물의 사멸 또한 전자 수용체의 농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Luo 동， 2007) ,

부유 미생불과 흡착된 미생불어] 대하여 Monod 식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나

타내었다

F +a"RQ!/= Jiblk 연 J uc, ν
bl "d,~ + (Fe, + afbe, fib \

F;., + a f ix', Jib 1,+k 、 --,;

@일 +(Fes +af따 Jib) ~ + (Fes + af따 Jib)

~sb Sb (, Fe, +as따 j싸

'Od ψ I'"<I, ~ + (Fes + asbe, Sr/ 、

Fe, +asocSr/ψ L
+k 二

d, K:J + (Fes + as따 Sr/ψ ) ~+(Fe， +as따 Sr/ψ)

(42)

(43)

여기서， %, %는 각 전자 수용체(첨자2 ~ 3가 철이온， 첨자3 ~ 6가 우라늄이

온)에 영향을 받는 미생물의 사멸 계수 (1/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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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핵종의 감죄(Decay)

반감기를 가지는 핵종에 대해서， 핵종의 감쇠 (decay)를 다음과 같이 암반 균

열과 암반 공극， 그리고 미생물 표변에서 각각 1차 반응으로 가정하였다.

QJC= Ac뀐 (44)

Qtc= AC Sc (45)
”ω

Q암= AcPc (46)

QJ c= AC~ (47)
9

Qllx = AcaflxFb (48)

QJIx= A 4 (49)casbc W

여기서，\ 는 핵종의 갑쇠 계수 (1/s) 로， 핵종의 반감71 (t~/2)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_= In 2
c -L 1/ 2

νC

제 3 절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동역학적인 반웅식들을 포함하는 균열 암반에서의 핵종과 미생물 이동 지배

방정식(식(3)-식(8))은 그 미분방정식의 비선형성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치해석 방법은

Operator Splitting Method(OSM; Carrayrou 등， 2004)로 미생물 및 용질의 이류

분산 방정식을 미생물 및 용질의 동역학적 반웅식들과 별개로 계산함으로써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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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계산 효율(속도)을 높이는 방법이다. 여기서， 미생물 및 용질의 이류 분산

방정식은 fully implicit finite difference method (Fletcher, 2(00) 에 의해서， 시간

에 대해서는 two-point backward difference approximation, 거 리에 대해서는

central difference approximation이 적용되었다. 미생물 및 용질의 동역학적 반웅

식들은 시간에 대해서 two-point backward difference approximation을 적용해

직접 (straightforward) 계산될 수 있었다.

1. Operator Splitting Method(OSM)

Operator splitting method(OSM)는 해석해를 구할 수 없는 비션형 반웅 이

동 모벨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이류 분산 방정식과 반웅식을 각각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기술로써 (Carrayrou 등， 2004), 컴퓨터 병렬계산 기능을 이용

할 수 었다는 점에서 계산 효율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Hundsdorfer와 Verwer, 1995).

일반적으로 m개의 용질에 대한 반웅-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c'_
깊e 디α， z)+ f/ CI ,''', Ce,· .. , Cm) (50)

여기서 ， Ce는 용질 e의 농도，

LO 는 용질 e의 이류 분산항으로 다른 용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feO 는 용절 e의 반응항으로 다른 용절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한 적용 가능한 OSM은 계산 순서와 반복 계산 여부에 따라 다음 같이

나누어 질 수 있다 (Carrayrou 등， 2004).

가. 표준 순차 무반복(Sequential non-iterative; SNI) 방식

표준 SNI 방식은 반응식들을 제외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을 각 용질 e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먼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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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l+1,* cgl
l1t

ν V cen+ l,'+ V(D V c e
n+1,,) (51)

여기서， Ce
m
는 시간 η l1t에서 용질 e의 농도， 그리고

양+1，* 는 시간 (η +lMt에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에 의해 계산된

용질 e의 농도(임시값)이다.

식 (51)에서 계산된 Cgl+1，*를 이용하여 각 용질 e에 대한 반웅식을 순차적으

로 계산한다.

cgl+1 cgl+L*
l1t

fe(cfl+L*, --, cgl+1,*, · ,대+1， ') (52)

여기서， 양+1 는 시간 (η+ l)·l1t에서 최종 계산된 용질 e의 농도이다.

나.Strang의 분리 (Strang-splitting) 순차 무반복(Sequential

non-iterative; SNI) 방식

Strang의 분리 SNI 방식은 단위 시간 칸격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웅식들을

제외한 용칠 이류-분산 방정식을 각 용갤 e에 대해서 다음파 같이 먼저 계산한

다.

1

)
ρ
%
)

•

•2
앙

π
U

씨
미
]ρ

%
) ν vcgl+따'+V(DVce

n+따') (53)

여기서， 양+ 1/2,' 는 시간 (η + 1/2)·l1t에서 용질 이류 분산 방정식에 의해 계산

된 용질 e의 농도(임시값)이다

식 (53)에서 계산된 Cgl+1/2*를 이용하여 각 용질 e에 대한 반웅식을 순차적

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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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l，** ι 11+1/2,*
3F」-=fe(CT+1/2λ ， , cgl+1/2f, , 대+ 1/2,') (54)

여기서， 양+1，** 는 시간 (η+ l)·l1t에서 용질 반웅에 의해 계산된 용질 e의 농

도(임시값)이다.

식 (54)에서 계산된 Cgl+1，**를 이용하여 나머지 시간 간격 반에 대한 용질 이

류 분산 방정식을 각 용질 e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시 계산한다.

cgl+1 cgl+1,**

l1t/2
ν \7 ce

n +1+ \7 (D \7 ce
n +1

) (55)

다. 표준 순차 반복(Sequential iterative; SO 방식

표준 SI 방식은 첫 단계인 용질 이류 분산 방정식을 계산할 때 반웅항을 상

수인 source/si따‘ 항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g모1， r cgl
l1t

ν vcgl+1,?+ v(D VC밤1，r)_ R，따1 (56)

여기서， c;또1 ， 7 는 시간 (η+ l)·l1t에서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에 의해 T번째

반복에서 계산된 용질 e의 농도(임시값)， 그리고

RJil 는 r-l번째 반복에서 반웅항으로부터 계산된 상수(source/sink)로

초기값은 0으로 가정한다

식 (56)에서 계산된 cg갚1 ， r를 이용하여 다음파 같이 반웅식을 계산한다.

cgr￡LT cgg1,r

l1t
fe( C압1，r，， - -- , cg또Lr， - -- ,대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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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따I" 는 시칸 (η+ l)·L1t에서 용질 반웅에 의해 T번째 반복에서 계산

된 용질 e의 농도(임시값)이다

그 후， RJc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갱신한다.

C?￡1，? C?소 1， ,
~r ~，~ ~ν
~

1Le,C (58)

식 (56)에서 식 (58)의 과정을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하여

(η+ l)·L1t에서의 최종 용질 농도(Cgl+1= cg또까

Icη￡1，? C껴1 ，r- 1 1

max 1 ν，→ ν，→ 1 <e
"η+l， r
ι e， T

라. 대 칭 (Symmetric) 순차 반복(Sequential iterative; SI) 방식

대청 51 방식은 표준 51 방식에서 변형된 방식으로， 식 (56)에서 계산된

cg또1， r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용질의 이류-분산에 대한 상수항(뀔 ， T)을 계산

한다.

떼」
「
C

P%

+
T
•

CT

μ

CT
(T

P%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식(인)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갱￡lJ를 계산한다.

cgE1,r cgl
L1t

fe( C없1，r，，---， cg또lJ ，---， c;샘’T) R4T (60)

그 후， RJc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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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깐 C깐소 1， r
R; ,,= c ， ν R;

e,C i\+ .L '"e ,T
(61)

식 (56)과 식 (59)- 식 (61)의 과정을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하여

(η+ l)·L1 t에서의 최종 용질 농도(Cgl+1= cg또까

Ieη ￡1， r C깐소1， rl
max 1 ν，→ ν，~ <e

cg모1 ， r+ e따1， r

본 모댈에서는 Carrayrou 등 (2004)이 모델의 안정성에 문제없이 정확한 결

과를 도출해냈다고 보고한 Strang의 분리 SNI 방식을 채택하여 〈그림 2-2>와

같은 절차로 전반적인 모델 구조가 이루어졌다 첫 절반의 단위 시간동안 암반

균열에서의 미생물， 용질 농도와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용질의 비율， 그리고 암

반 공극에서 용질 농도와 같이 유체와 함께 이동하는 변수들을 이류 분산 방정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단위 시간동안 반용식들을 계산하여

모든 변수들의 값을 갱신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변수 값들을 이용하여， 나머지

절반의 단위 시간동안 이동하는 변수들의 값을 다시 이류 분산 방정식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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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i. LJi .;'I:

F비Iy implicrt finrte difference method

Reaction

Kinetics

.... forthε first dl/2 fordl

Compute Fb , F" σjb" 간 Computε all Q

forthε last dl/2 updatε

Compute Fb , F" σjb" 간 F;;，~， σ'}bC'~' Sb' SC' σ'sbe ， Me

4

< 그림 2-2.0SM올 이용한 전반적인 모텔 계산 절차 >

2. 미생물 및 용질 이류 분산 방정식

가.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이류 분산

식(l)의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이류-분산 방정식 부분은 fully implicit finite

difference method (Fletcher, 2000) 에 의해서， 시간에 대해서는 two-point

backward difference approximation, 거리에 대해서는 central difference

approximation이 적용되어， 다음파 같이 이산화(discre디zed) 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Ab 뀐샘+육많)+1)+q돼Z폐 = 파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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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1 2Do ν Db
여기서， Ah= ←수 Eo = --;i-;-+•.-" Ch = ←피， 그리고

b 24z 4z2 , α L1t L1i' α 2L1z L1z

캠없는 암반 균열 방향(z-축)으로 k번째 위치한 격자 젤에서 시간적으로

η L1t에서의 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의 농도이다.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이류-분산 방정식에 대하여 본 모텔에서 사용한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으로， 유입구에서는 일정기간동안 미생물이 고정농도

(constant concεntration; 캠src)로 주입된다고 가정하였고， 유출구에서는 O 구배

농도(no-gradient concentration) 조건이 설정되었다 초기조건(i띠tia1 condition)으

로는， 최초 암반 균열에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들을 수식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캠(O~tl'O)=O • 캠(t1 ~t2， O)=F싸c , 캠(t2 ~，O)=O

캠(t，Z)= 캠(t ， Z-l)

캠(O ， k)=O (k= 1,""", Z)

따라서，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이류 분산 방정식의 이산화 된 식(식 (62))은

다음과 같이 행렬 (matrix)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M X N

B b cb 0 0 0 0 l I돼?)+1)] I4ltF이Inlυ Ab"Pb ， arc

A b B b cb 0 0 0 I I F，값1+ 11 I 4ltF，Iπ2))

0 A b B b cb 0 0 I . I F，펴tIl I = I 41t f밍(π3))

0 0 0 A b B b cb Fb%± 히
1 viπ)

LIt "'blz-21

0 0 0 0 A b B b+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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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렬식은 이미 계산되거나 알고 있는 시간(η·L1t)에서의 미생물 농도

(캠없) 분포를 이용해서 미지의 시칸«(η + l)· L1t)에서의 미생물 농도(많사) 분

포를 다음과 같은 역함수 계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한다.

MX=N ¢ X=M 1 ·N

나. 암반 균열에서 용질의 이류-분산

식 (3)의 암반 균열에서 용질 이류 분산 방정식 부분은 미생물과 마찬가지로

fully implicit :finite diff，앉·ence method (Fletcher, 2000) 에 의해서， 시간에 대해서

는 two-point backward difference approximation, 거 리 에 대해서는 central

difference approximation이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이산화(discretized) 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Ac 뀐샘+달댐)+1)+q뀐랩=숙많 (없)

이 D. 1 2D 이 D
여기서 ， Ar

= • B.= 二 + ----;C. C. = •
2L1z L1i' ~c L1t L1i' ~c 2L1z L1i ’

뀐없는 암반 균열 방향(2 축)으로 k번째 위치한 격자 젤에서 시간적으

로 η L1t에서의 암반 균열에 용존하는 용질의 농도이다.

암반 균열에서 용절 이류 분산 방정식에 대하여 본 모텔에서 사용한 경계조

건(boundary condition)으로， 유엽구에서는 고정농도(constant concentration;

뀐src) 조건이， 그리고 유출구에서는 O 구배 농도(no-gradient concentration) 조

건이 설정되었다.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으로는， 최초 암반 균열에 용질이 존

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이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뀐(t ，O)=F펴c

F;;(t ,Z) = 뀐(t ， Z-l)

뀐(O ， k)=O (k= 1,···,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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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암반 균열에서 용질 이류 분산 방정식의 이산화 된 식(식 (63))은 다

음파 같이 행렬(rna떠x)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M X N

B, Cο 0 0 0 0 l I돼?)+1)] 「 4t 돼?{ AcR1Src

A , B, c; 0 0 0 I I 돼g)+1) | 41t f딩(π2))

0 A , B。 Cο 0 0 I . I짧/11 I = I 4ltrre((π3))

0 0 0 A , B, c; 1 패;±히 | 1 viπ)
LIt Fc (Z-2)

0 0 0 0 A , B,+ c; I I 돼;래 | LIt FC (Z-l)

위 행렬식은 미생물의 이류-분산 방정식 계산 방법파 동일한 방법으로 역함수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다.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용질의 이류-분산

식 (5)의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표면에 홉착된 용질의 이류 분산 방정식 부분

또한 fully implicit finite difference method (Fletcher, 2000) 에 의해서， 시간에

대해서는 two-point backward difference approximation, 거리에 대해서는

centr떠 difference approximation이 적용되어 , 다음파 같이 이산화(discretized) 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Ab Ofk1z±f{돼Z±f{ +달 Ofk1%+1)메%+1) + q Ofk1z±f{메Z꽤

1 _ (η) L' (η)
l1t U jbc(k)"1'b(k)

(64)

여기서 ， ajlx없는 암반 균열 방향(2 축)으로 k번째 위치한 격자 셀에서 시칸적으

로 η·l1t에서의 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용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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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비이다.

식 (64)에서 Ofk(η+1)와 FA(η+1) 이 모두 계산해야 될 미지 변수로 보이나， 암반 균

열에서 미생불의 이류 분산 방정식(식 (62))을 먼저 계산하여 얻은 캠(η+1) 값을

식 (64)의 계산에 사용함으로써， 식 (64)는 Ofk(η+1)에 대한 방정식이 된다.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겔의 이류 분산 방정식에 대하여 본

모텔에서 사용한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으로， 유입구에서는 고정놓도

(constant concentration; af ix, src'Jib, src) 조건이， 그리고 유출구에서는 O 구배 농도

(no-gradient concentration) 조건이 설정되었다.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으로

는， 최초 암반 균열에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용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

다. 이틀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파 같다.

aflx(t ， O)'뀐(t ， O) = aflx，인 c·Fc, src

afbc(t ,Z)·F/t ,Z) = aflx(t ， Z-l)'뀐(t ， Z-l)

aflx(O ,k)=O (k= 1, .. ·, Z)

따라서，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용질에 대한 이류 분산 방정식

의 이산화 된 식(식 (64))은 다음과 같이 행렬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M X N

B b cb 0 0 0 0 I <Tfklπ1)+1)plb ((π1)+1) || 41t Ofbc ((π1))lpb ((π1))

A b ocrfoc,srcFb, arc

A b B b cb 0 0 0 I <Tf삶)+1)돼g)+1) | 41t U-fbc ((π2))」U b((π2))

0 A b B b cb 0 0 I . I <Tf쐐)+1)댐t 1 ) I ~ I AJt U-fbc ((π3))」U b((π3))

o 0 0 A b B b cb

o 0 0 0 A b B b + cb

Of&%± 히EL{;± 히

O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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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렬식은 미생물의 이류-분산 방정식 계산 방법파 동일한 방법으로 역함수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라. 암반 공극에서 용질의 확산

식(7)의 암반 공극에서 용질 확산 방정식 부분 또한 fully implicit finite

difference method (Fletcher, 2(00) 에 의해서， 시간에 대해서는 two-point

backward difference approximation, 거리에 대해서는 central difference

approximation이 적용되어， 다음과 같이 이산화(discretized) 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Am·Pc짧)+Bnα pc없1)+ 끽α 간1zrj}) = jEPJZJ1) (65)

n" 1 2n" D
여기서， A = ]t B = + 」t C = ]으느

l1x 2 ’ m l1t l1x2 ’ rα l1x 2 ’

ft{ZJ1) 는 암반 균열 방향(2 축)으로 k번째 위치한 격자 첼로부터 균열

직각 방향(x-축)으로 1번째 위치한 격자 셀에서 시간적으로 η· l1t에서

의 암반 공극에 용존하는 용질의 농도이다.

암반 공극에서 용질 확산 방정식에 대하여 본 모텔에서 사용한 경계조건

(boundary condition)으로， 유입구(암반 균열 표면)에서는 고정농도(constant

concentration) 조건으로 각 시간별 암반 균열에서의 용질 농도(식 (63)의 계산으

로부터 얻어친 알고 있는 값)가， 그리고 유출구(암반 균열의 직각방향으로 경계

면)에서는 O 구배 농도(no-gradient concentration) 조건이 설정되었다 초기조건

(initial condition)으로는， 최초 암반 공극에 용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

다 이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t ,k ,O)=뀐(t ， k) (k= I , "', Z)

Pc(t ,k ,X) =Pc(t ,k ,X-I) (k= I , .. ·, Z)

P/O ,k ,i) =O (k= 1, .. ·, Z)(i= I , ..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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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암반 공극에서 용질 확산 방정식의 이산화 된 식(식 (65))은 각각의

균열방향으로의 위치 (k)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렬(matrix)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M X N

B m Cm 0 0 0 0 l IpJ감i l l
Am B"α Cm 0 0 0 I P，없i l I 1 viπ)

LIt Pc(Aι21

0 Am B m Cm 0 0 I· I P，없i l I = I 1 viπ)
LIt Pc(Aι31

o 0 0 Am B m Cm

o 0 0 0 Am B m+ Cm

viπ+11
'C(κ X-2)

viπ+11
'C(κ X-l)

1 n Iπ)
LIt r c(k,x-21

1 n Iπ)
강fPCk1X 1)

위 행렬식은 미생불의 이류 분산 방정식 계산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역함수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제 4 절 모델 코드화 (Coding)

1. MATLAB

MATLAB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고급언어로써 연산 알고리즘 개발，

자료의 시각화， 자료 분석， 수치해석 동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MathWorks, 2010) 전형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 C, C++, Forσan 동과 비교하

여서， MATLAB은 사용자 친화적 (user-friendly)으로 쉽게 그리고 빠르게 기술적

인 계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MathWorks, 2010). 이러한

이점들을 살려， 본 모델의 모든 계산은 MATLAB을 통하여 코드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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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 2-3. MATLAB 프로그래밍 환갱 및 각 기능들 (MathWorks,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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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 시스댐 환경은 <그림 2-3>과 같이 GUI(Graphical User

Interlace)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주요 구성 요소로써， ‘Command Window'는

수식이나 함수틀을 입력하여 바로 그 결파가 나타나는 기능을 가지고， ‘Editor’는

수식이나 함수틀의 조합을 텍스트로 저장2)하여 나중에 ‘Command Window’에서

불러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고， ‘Workspace’는 ‘Command Window'

나 ‘Editor’에서 사용되어진 변수 또는 상수틀의 속성 및 결파값틀을 보여주는 기

능을 가진다. 기타 기능틀은 <그림 2-3>에 설명되어 있다

MATLAB 언어의 가장 큰 장점중에 하냐는 <표 2-2>과 같이 여러 분야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Toolbox’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Toolbox들이 매년 엽

데이트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모텔에서는 ‘Math & op마nization’에 해당하는

Toolbox들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행렬의 역함수 계산 둥이 용이하였고， 모텔 검

증 단계에서는 ‘Global Optimization’ Toolbox가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 표 2-2. MATLAB이 보유한 Toolbox의 종류 >

Aerospace

Image Acquisition

Mapping

Control System

System Identification

Fuzzy Logic

Robust Control

Toolbox

Image ProcessingImage &
Video
Processing

ClassClass Toolbox

Parallel Computing

Optimization

Math & Symbolic Math

Optimization p따tial Differential Equation

Global Optimization I
:Control

Statistics ISystem

Statis따s & Neural Network IDesign &
IAnalYSISData Analysis Curve Fitting I"~ω，y.:u"， Mo따:l Pre벼ctive Con때

Model-based Calibration

S펴n머 Processing ITest & Measurement

CommunicationsSignal
암ocessing & Filter Design
Communications Wavelet

Fixed-Point

Computational Biology

Computational Finance

Etc.

2) 이러한 택스트 파일온 확장자명이 ‘'.m’인 파일로 저장되어， MATLAB 뿐만아니라 일

반적인 택스트 파일 편집 프로그램(예， 메모장， AσoEdit 둥)으로도 편집이 가능하다.

- 36 -



2. 모델의 구조 (Structure)

MATLAB을 이용하여 코드화 된 핵종/미생물 복합이동 모탤은 모텔의 조건

및 입력 변수/상수들을 정의하는 3개의 서브루틴과 모텔의 핵심 계산 부분으로

5개의 서브루틴으로 구성된 ‘maIn.m’, 모텔 결과의 물질수지 (mass balance)를 확

인하기 위한 ‘massb머.m’， 그리고 모탤 결과의 출력을 담당하는 2개의 서프루틴

으로 <그림 2-4>과 같이 구조화 되었다 각 서므루틴의 역할은 <표 2-3>에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모텔의 구조화는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모텔의 수정 및 모텔

의 확장/업데이트 작업을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의도되었다.

Run.m

Conditions

main.m

condition.m

parameteιm

variable.m

massbal.m

figures.m

prints.m

transport.m

Kinetics

transport.m

matrix.m

bacteria.m

solute.m

reaction.m

< 그립 2-4. 핵종/미생물 복합이동 모델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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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모텔의 각 서브루틴별 역할 >

셔브루탄 절명

Run.m 모델을 실행할 폴더를 지정하고 모델의 전반적인 중계역할을 한다.

condition.m

모델 실행시 고려할 요소들을 지정한다

- 용질(핵종)의 이동， 홉/탈착， 암반 공극으로의 확산， 쟁화학적 반웅

- 미생물의 이동， 홉/탈착， 신진대사

- 결과의 출력 방법 (그림 또는 데이터 파일)

모텔에서 사용 될 상수틀을 불러오고 정의한다

시 • 공간적 범위

par없neter.m 암반의 물성
유체 흐름 및 용질/미생물

이동

- 경계조건과 초기조건

미생물과 용질의 암반으로의

홉/탈착

용질의 감쇠

용질의 미생물로의 홉/탈착

- 미생불 신진대사

rna끄l.m

모텔에서 계산될 종속 변수틀을 정의한다

variable.m 용질(핵종)과 미생물의 농도

용질(핵종)과 미생물의 반웅 속도

모델의 핵심 계산 부분으로， 시간을 증가시켜가며 각 단위시간별로

이류/분산 및 동역학적 반응으로 계산된 용질(핵종)과 미생물의 반응

속도들을 조합하여 주어친 지배방정식에 따라 용칠(핵종)과 미생물의

농도를 계산하여 갱신(update)한다.

transport.m 각 상(phase)에서 이류/분산 방정식을 계산한다.

matrix.m 암반 균열에서 암반 공극으로 용질(핵종)의 확산 속도를 계산한다.

bacteria.m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의 홉/탈착 속도를 계산한다.

암반 균열에서 용질(핵종)의 암반으로의 홉/탈착 속도 및 미쟁물로의

solute.m 홉/탈착 속도， 암반 공극에서 용질(핵종)의 홉/탈착 속도， 그리고 각

상(phase)에서 용질의 감쇠 속도를 계산한다.

reaction.m 미생물의 신진대사에 의한 미생물의 성장 및 사멸 속도와 이에 따른
용칠(핵종)의 농도 변화를 다중 Monad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각 용질 및 미생물의 입력값과 모델 실행올 통해 얻은 결과값을 질량
bal

바로 비교한다-

figures.m 모텔 실행 결과를 여러 가지 그래프로 보여준다

pnrr얹.m
모델 실행 결과를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여， 추후 결파를 이용한 추가

작업을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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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텔의 업 · 출력

일반적으로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서 펼요한 모델 설행 조건이나 상수 값들을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CD 설행자(user)와 모탤 간에 묻고 답하는 대화 형식이 있

을 수 있고，~ 입력 조건이나 상수 값들에 대해서 실행자가 미리 정리한 텍스트

파일을 모델이 불러들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대화 형식의 방법은 모

델 설행시마다 실행자가 일일이 키보드를 이용해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력

상수 값들이 많은 경우에 번거로움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모텔에서는 텍스

트 파일을 이용하여 모델이 입력 조건이나 값들을 불러들이게끔 하였다

〈그렴 2-4>나 <표 2-3>의 ‘condition.m ’이 택스트 파일언 ,condition.inp’«그

립 2-5» 을 불러들여 모델 실행 조건들을 정의하고， ‘parameter.m’이 텍스트 파

일인 'parameter.inp’«그림 2-6» 올 불러들여 모탤 실행에 필요한 상수 값들을

정의한다 여기서 ‘*.inp’ 확장자는 입력을 의미하는 input으로부터 유래되었다

‘*.inp’ 파일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열 - 10열 . 모델에서 사용되어지는 조건이나 상수의 이름

。 11열 -80열 : 조건 값 또는 상수 값

。 81열 ‘ 조건 또는 상수의 의미

~ AcroEdit - LJ [Q]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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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 2-5. 모댈 실행 조건을 정의한 입력 택스트 파일(‘condition.inp ’)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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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렴 2-6. 모텔 상수 값들올 정의한 입력 텍스트 파일('parameter.inp’)의 예 >

위의 입력 값들을 이용하여 실행된 모탤 결과들은 ‘can며tion.inp’«그림 2

5» 에서 마지막에 정의된 ‘shw_fig’ 값이 참(=1)이면 그래프 형태로， 그리고

‘prLout’ 값이 참이면 텍스트 파일 형태로 출력된다.<그림 2-7>은 모텔 실행

결과를 그래프로 출력한 예인데 각 그래프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행 1열 : 지정된 시간에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용질의 공간적 농도 분포

(가로축 = 암반 균열방향으로의 거리， 세로축 = 용질의 농도)

。 1행 2열 : 암반 균열의 지정된 위치에서 존재하는 용질의 시간적 농도 분포

(가로축 = 시간， 세로축 = 용질의 농도)

。 1행 3열 : 지정된 시칸의 암반 균열의 지정된 위치에서 암반 공극으로 확산

된 용질의 공간적 농도 분포 (가로축 = 암반 균열의 수직방향으로의 거리，

세로축 = 용칠의 농도)

。 2행 1열 : 지정된 시간에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공칸적 농도 분

포 (가로축 = 암반 균열방향으로의 거리， 세로축 = 미생물의 농도)

。 2행 2열 : 암반 균열의 지정된 위치에서 존재하는 미생물의 시간적 농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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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가로축 = 시칸， 세로축 = 미생물의 농도)

。 2행 3열 : 암반 균열의 지정된 위치에서 암반 공극에 존재하는 용질의 시간

적 농도 분포 (가로축 = 암반 균열의 수직방향으로의 거리， 세로축 = 시간)

존재하는 용질의

거리， 세로축 = 암반 균열 방향으로

공간적 농도 분포시간에서 암반 공극에

균열의 수직방향으로의

。 3행 l열 : 지정된

(가로축 = 암반

의 거리)

암반 공극매질에 홉착된 용질의 공간적 농도 분。 3행 2열 : 지정된 시간에서

수직방향으로의 거리， 세로축 = 암반 균열 방향포 (가로축 = 암반 균열의

으로의 거리)

。 3행 3열 : 해석해 (an머ytical solution) 결과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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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모델 설행 결과를 그래프로 출력한 예 >

되면 모델 입력 파일들이 존재하는 폴더

가지는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들이 생성

포함하는 ‘logJUn.out’에서는 모텔 계산

확인을

모텔 결과가 택스트 파일로 출력이

〈그림 2-8>과 같이 ‘*.out’ 확장자를

된다. 모텔 실행의 전반적인 결파들을

등이 출력되었고， 모델의간

에
”

이
，

시
7

위한balance)물질수지(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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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B밍anee.out'에서는 미생올과 용옐 각각의 주입량과 유출량 및 각 상

(phase)혈 잔존량이 출력되었다 그 외 각 파일명율이 가지는 의미는 다용과 같

다

。 ‘F ’ 암반 윤영에서의 농도

。 ‘뻐 ’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쟁풀 표연에서외 농도

。 ‘M... ’ 암반 공극얘정에 홉확된 놓도

。 ‘P- ’ 암반 공극에서의 농도

。 '5 ’ 암반 균영 표면에 홉확왼 놓도

。 ‘58. ’ 암반 균열 표연에 홈착원 미생물 표연에셔의 농도

。 ‘ _b_ ’ 미생올의 놓도

。 ‘ -"- ’ 용첼의 농도

。 ‘ J\15J/- ’ 모명 실행 철과의 지청된 시간(#)에서의 공간적 분포

。 ‘ J\1TJ/ ’ 모웰 섣앵 결과의 지갱원 위치(#)에서의 시간객 분포

。 ‘ -#.out’ 해당 용질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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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렴 2-8 모옐 설앵 철파올 핵스트 파일로 충력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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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모텔 실행 (Simulation)

개발된 모웰의 검증을 위하여， 암반 코어 (rock core)률 이용한 실험실 칼럼

질협올 염두에 두고 가상의 조건에서 개발원 모웰올 실행하였다

1. 모델 실행 영역 (Domain)

모쩔 설행 앵역온 〈그렴 2-9>와 같이 형연 단일 암반 균열의 중심촉을 기준

으로 한쪽 방향만올 고려하여， 균열을 따라 0.2 m (= z) 그리고 균열과 칙각 방

향으로 0.001 m (= x) 로 갱하였다 본 모옐은 혼합 수직 1차현 모옐로， 암반 균

열에셔는 z 축 방향으로， 암반 매질에서는 x 축 빵향으로 계산되었고， y 축 빵향

으로는 0.052 m의 고정된 너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옐 설행을 위한

시간적 • 공간적 상수들융 〈표 2-4>에 갱리하였다

η
η
]

r

O.2m

Inlεt fracturε

< 그립 2-9 암반 코어 (rock core)률 염두에 둔

가상의 모옐 실행 영역 (do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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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모텔의 시 · 공간적 영역을 결정하는 상수 값들 >

Parameter Value

T 48 h dt ~ 0.01 h

Z 0.2 m dz ~ 0.005 m

X 0.001 m dx ~ 0.0001 m

Y 0.052 m

w 0.0001 m

θ 0.008

2. 모델 검증

위에서 기술한 생불학적 반웅 메커니즘올 포함하는 용질의 이류 분산 방정

식의 해석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ng 둥 (1981)이 보고한 단일 암반 균열에서 용질의 이동 및 분산에 대한 해석

해를 이용하여 개발된 모텔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Tang 둥 (1981)의 해석해는

암반 균열에서 이류 분산뿐만 아니라 Fick의 제1볍칙 (Fick’s fIrst law)을 따르는

암반 매질로의 확산과 용질의 선형 홉착 평형 둥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용질

의 흡착을 저해상수(retardation factor; 암반 균열에서는 R, 암반 매질에서는

Rmc)로 나타내어 정리된 해석해는 다음파 같다.

융=빨강I∞exp(-e 짧)앉p( η;)

{ xp( A / ηe fc(￡ A / Tf
+exp(시/2 ησfcl nIn +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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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에서의 용질 놓도로써 본 모텔에셔는 칸와 간에 해당하겠다 식 (66)에서 무

한적분 부분은 MATLAB (MathWorks, 2010)의 ‘Mathematics t∞lbox’에 포함된

adaptive Gauss-Kronrod quadrature 함수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계산되었

다

해석혜의 조건을 고려하여， 모댈 실행시 미쟁불의 이류 분산파 쟁률학적 반

웅식들은 제외되었고， 오직 용철의 이류 분산파 암반 매질로의 확산만을 고려하

였으며 용철의 홉착응 고려하지 않아 저해상수(R파 ~J는 1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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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 2-10 유량 변화에 따른 모탤 질행 결과와 Tang 둥 (1981)의 해석해와의

비교; (A) 암반 균열에서 용질 농도의 공간적 분포， (B) 암반 균열의

유출부로부터 암반 매질방향으로 용질 놓도의 공간적 분포， (e) 암반 끌열의

유출부에서 용질 농도의 시간적 분포 >

〈그립 2-10>에셔 모옐 질햄 결과와 해석해를 유량을 변화시켜가연서 비교하

였다 모옐 검중 단계에셔는 계산의 면의를 위해 모옐의 시 · 공간적 영역올 컬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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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수 값들을 변화시켰는데， 암반 균열 간극의 절반(w)을 0.0005 m로， 암반

매질방향으로의 거리 (X)를 0.003 m (dx = 0.0005 m)로 확장하였고， 시간(T)은

24 h 동안만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암반 균열에서 유체의 체류시칸

(retention time)은 유량에 따라서 각각， q = 0.05 mL/min 일때

0.2 (Z)· 0.052 ( η'0.0005 (ψ)

0.05 X 10-6 (q)
104min = 1.7 h

q = 0.01 mL/min 일때 8.7 h, 그리고 q = 0.005 mL/min 얼때 17.3 h으로 계산된

다. 그 결과， 모텔 실행 시간(24 h) 이 체류시간의 14배에 달하는 조건언 q = 0.05

mL/min 일때는 용질이 균열 전반에 포화되었으며«그림 2-1O(A») , 모텔 실행

시간이 체류시간의 3배 이하인 경우(q = 0.01 , 0.005 mL/min)에는 유출부에서 용

질의 파과(break-through)7} 일어나지 못했다«그립 2-1O(C»). q = 0.005

mL/min 일때도 완전한 파과가 얼어나지 못했는데， 이는 암반 매질로의 확산이

함께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유량 조건에서 암반 균열에서의 용

질 농도분포 결과는 해석해 결과와 비교하여 피어슨 상관계수의 제곱값(，P)이 0.99

이상으로 모벨의 정확성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암반 매질 공극에서의 용질 농도분

포는 모벨 결과값과 해석해 값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암반 매질 방

향으로의 모델 영역 이산화(discretization) 정도(dx)가 암반 균열과 매질의 경계

변에서 용질 농도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후의 모텔 실행에서는 dx를 0.0001 m로 감소시킴으로써 그

오차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3. 모델 실행 결과

[Case 1] 용질 이동

첫 번째 조건으로，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용질 이동에 대한 모델링 결

과를 <그림 2-11~12>와 같이 얻었다. 균열의 유입부에서 용질의 주입농도는

lactate가 3 ppm, £，앉Tic ion이 4 ppm, 그리고 uranyl ion이 2 ppm으로 연속 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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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갱하였고， 주업 유량(이온 0.001 ml/min이었다 따라서， 계산g 균영 암반

에서의 체휴시간응 17.3 h이 되었다 〈그렴 2-11>용 암반 균열율 따라 이동하는

용질의 시간애 따를 농도용포용 나타낸 것으로 일반척인 용질 이용의 파파 곡션

뻐e따‘ through cuπe)파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지， 용 포명 실앵에서는 암반 용

극 얘질로의 확산이 하나의 영파‘ tern>으로 간주되었고， 총 포앵 설앵 시간이 체

유시간의 3얘 이하인 48시간으로， 유용부에서의 회수 농도는 유염 농도의 100%

까지 도당하치 옷하였다 또한， 용 모행 실앵애셔는 며생용의 영향융 고혀하지

않았기 때몽에， 유엽수에 포함되어 있지 앓고 미생용에 의한 생올학혀 반용에 의

빼서 생생와는 부산용인 acetate, ferrous ion, ur밍:rinite는 천혀 나타나치 않았다

4

3

2

1

(Ei

‘)
s
。:E
E
Q
Q
-。
。q
S」。
a

o
o

- ’aclalc acetatc
ιπ , -- ferroll‘

-- umnyl -- llr.minile

6 12 18 24 30 36 42 48
Time (hr)

< 그엄 2-11. Case 1에 대한 암반 균열의 유윷부에서 작 용갱 농도외 시간척

훈포〉

〈그혐 2-12>는 48시간 후에 윤영방향으호 0.1 m 치갱에서 란영과 칙각방향

으로 암반 용극에서의 용질 놓도와 암반 용극애갱에 홉확원 용질 농도의 공간척

용포용 나타댄다 여기셔， 암반 매질로의 확산 계산에 대한 정계초건으표 갱의하

였듯이 ， X" 0 일 얘 암반 공극애셔의 용질 농로는 강은 z 지갱의 암반 균영에서

용질 농도와 같깨 나타났다 그리고， 앙반 얘질방향으표의 거리에 따라서 암반

공극에셔의 용질 놓로는 지수함수와 유사한 정향으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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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질의 암반 균열 표연 또는 애정토의 흉작용 각 용정명 홉확 및 당착 속도

제수(않 또는 명c와 k;g 또는 k~') 에 의왜서 정정되는데， 이와 완련하여， &ik 풍

(2004)용 화강암용 이용한 6가 우라늄의 용역학적 흉착 설헝 연구에셔， PH가 7일

때 자연 화강앙 균영 표면에 대한 6가 우라늄의 홉 당착 족도 계수의 항이

oη'49 /d (즉， 9.0xIQ-6 Is) 임용 발견하였다 본 모밸 질행에셔 가갱흰 균열용 인

풍 균영로 균열 표면의 거청갱도(roughness)가 자연 균열보다 얘우 작응융 고려

하여， uranyl ion의 홈착 속도 계수(맞 또는 않)융 1.0x lQ-7 /s로， lactate와

ferric ion외 l!.~ 또논 않c흉 요두 1.0x lO융 4로 지갱하었고， 당확 옥도 계수(않

또는 k띠는 각 않 또는 ~e의 1/10 장으묘 지정하였다 그 정과， 암반 얘월에

홈싹원 용질의 농도논 앙반 공극에 용존원 용철의 농도와 비교해서 상대쩍으로

매우 쩍게 나타냥고， 거리에 따라서도 급격히 강소하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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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렴 2-12. Case 1에 대한 암반 공극파 암반 용극얘정에서 용정 농도의

공간객 용포 (t=48h;z=O.lm»

〈그험 2-13>온 요옐 질앵 결파외 훌질수지(mass balance)흘 확인한 절과이

다 모든 용젤에셔 60% 이상이 앙반 균영을 용왜서 유총되었고， 나머지 때%의

대부용이 암반 균영에 용존흰 상태로 존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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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uranyl ion보다 10배 컸던 lactate와 f없"IC IOn은 암반 균열 표변에 전체 유업

량의 5% 정도가 흡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암반 공극 매질에 존재

하는 용질의 양은 유입량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델 설행 시

간인 48시간 내에 암반 매질로의 확산으로 인한 용질 이동의 저해현상은 기대하

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용질에서 유압량 대비 회수율이

1()()% 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어， 용질 이동 측면에서 개발된 모텔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100%

80%

60%

40%

20%

0%

M c in

• P c in

• S6 c in

• S c in

• FB c in

• Fein

• P c out

• FB c out

_F c out

lactate ferric uranyl

< 그림 2-13. Case 1에 대한 모텔 실행 결과의 물질수지(mass balance) 확인

(M_cJn: 암반 매질에 홉착된 용질， P-c-m: 암반 공극에 용존된 용질， S_C.껴1:

암반 균열 표면에 홉착된 용질， F_cJn 암반 균열에 용존된 용질， P_C_out

암반 공극매질을 통하여 모벨링 영역 경계 밖으로 유출된 용질， F_c_out: 암반

균열 유출부를 통하여 모텔랭 영역 경계 밖으로 유출된 용질»

[Case 2] 며생물 및 용철 복합이동

두 번째 조건에서는 t가 6 h에서 12h 사이에 미생물을 추가적으로 주엽

(spike)하여 <그림 2-14-1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미생물 주엽 이외의 용질

주입농도나 주업유량 둥의 조건은 Case 1과 동일하게 가정하였다.<그림 2-14>

는 미생물 주엽 (spike) 농도(= lx lO'2 CFU/m3)와 암반 균열의 유출부에서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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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및 각 용질의 농도분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 암반 균열 표변에 생

물막 형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A)와 고려하였을 정우(B)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미생물 농도는 약 6 h부터 약 15 h까지 급격히 증가해서 약 6x lQl1

CFU/m3의 최고 농도에 도달한 후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여 약 lx lQlO CFU/m3의

농도에서 I영형을 이루었다 비록 유입부에서 미생물의 주입이 멈췄지만 암반 균

열내에서의 신진대사에 의한 미생물의 성장이 이러한 완만한 농도감소와 농도평

형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용질의 시간적 농도분포는 미생물의 그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초기에 미생

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작았을 때 (6 h - 12 h)는 미생물의 생물학적 반웅에

의한 용질(lactate ， ferric ion, uranyl ion)의 소모가 작아서 부산물인 acetateLJ

ferrous ion, uraninite의 농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부유 미생물에 흡

착되어 이동하는 용질의 비율(shuttling 효과)이 크게 나타났다 그 이후(12 h 

20 h), 미생물의 농도가 증가함에따라 shuttling 효과는 더 이상 두드러지지 않았

고 생물학적 반웅에 의한 lactate, ferric ion, uranyl ion의 농도 감소와 더불어

부산물인 acetate, ferrous ion, uraninite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이 에 따라， 관섬

핵중인 uranyl ion은 완전히 제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미생물 농도가 다시 감

소하면서 생물학적 반웅에 의한 용질 농도의 변화보다는 shuttling 효파에 의해

서 용질의 이동성이 가속화됨을 알 수 있었다.

암반 균열 표변에 생물막 형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와 고려하였을 경우，

유출부에서 용질의 시간적 농도분포는 <그림 2-14>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단지， 생물막을 고려함으로써 전반적인 용질의 농도가 약 40-50% 감소하였다.

이는 암반 균열 표변에 형성된 생물막이 용질의 또 다른 흡착 매질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용질을 이용한 신진대사를 함으로써 uranyl ion 동의 용질 이동성을

저해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그립 2-15>의 암반 균열 표변

에서의 생물막 농도와 생물막에 흡착된 용질 농도분포 결과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었다. 생물막의 농도분포는 유업부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유출부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유입부로 유입되는 용질의 상당 부분이 유업부

쪽의 생물막에 의혜서 소모되거나 흡착되어 유출부쪽으로 이동하는 용질의 양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의한 결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생

물막에 흡착된 용질의 양 또한 생물막의 농도에 비 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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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영 2-14. Case 2에 대한 미생용 추잉(영;Ire) 농도와 앙반 "영의

유층￥에서 마쟁융 및 각 용갱 용도의 시간격 용포， 어j 앙안 균영 g연얘

쟁용악 고혀 않용. (B) 앙안 균열 효명에 쟁용악 고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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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링 2-15. Case 2에서 암반 굵혈 표면에 생물막융 고려하였을 정우，

균열 표면에 쟁물막의 농도 및 생물막에 홉착왼 용철의 농도에 대한

공간척 분포 >

암반 공극 매질에셔의 용질 분포는 마생울올 Jl.려하지 않온 Case 1과 유사

하게 나타닝으냐， 다만 생올학객 반웅에 의혜 생성된 부산율인 ac앉ate， ferrous

uraninite의 농도도 컴출되었다 «그링 2-16» 특히， 홉작속도가 따른

ferrous ion은 많은 양이 균열 표연 근처의 암반 매정에 홉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반 매질의 공극으로 마생울 확산은 무시하였기 때문에， 생물악 여부

에 의한 암반 공극 매켈에셔의 용정 분포 변화는 없었다. 단지， 정계 농도에 빼

당하는 암반 윤영과 접한 부폼에서의 용철 놓도 차이만 있었을 뽑， 전반적인 정

향은 비슷하게 나타냥다«그링 2-16>의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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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험 2-16. Case 2에 대한 암반 용극~ 앙반 용극얘정에서 용정 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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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은 모텔 실행 결과의 용질 물질수지 (mass balance)를 확인한 결

과로 유기물(lactate)은 lactate와 그 부산물인 acetate까지 포함한 양이고， 철

(ferric)은 ferric ion파 ferrous ion, 우라늄(uranyl)은 uranyl ion파 ur뼈nite까지

포함한 양이다. 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그림 2-17

(A)), 흡착 속도 계수(많와 k않rl가 다른 용질보다 크고(= 1.0x lO-4 Is) 탈착 속도

계수(함와 k';C)가 다른 용질보다 작은(= 1.0x10-8 Is) ferrous ion과 ura띠띠않에

의해서 암반 균열 표면에 홉착(‘S c in’)된 철파 우라늄의 양이 상당히 높게 나타

났고， 그만큼 암반 균열을 통해서 유출된 철파 우라늄의 양(‘F_c_out’)은 줄어틀

었다. 유기물(acetate의 홉/탈착 계수가 lactate와 같다고 가정)의 경우에서는 암

반 균열을 통해서 유출되는 양(‘F_cout껴1 약 40%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암반

균열 표면에 흡착된 양(‘Scin’)은 미미하였다 미생물에 흡착되어 이동한 철과

우라늄의 양은 약 10% 정도였으며， 그 중 절반정도가 균열을 통해 유출되었다.

결파적으로， 암반 매질에 고정된 우라늄의 양파 유출된 우라늄의 양은 각각 총

주입된 양의 40% 정도와 20% 정도로 예측되었다.

암반 균열 표변에 생물막을 고려하였을 경우«그림 2-17(B))에는 전반적으로

암반 균열에 용존하거나 유출되는 용질의 양이 감소하면서 생물막에 흡착된 용

질의 양(‘SB_dn’)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암반 매질에

고정된 우라늄의 양은 총 주입된 양의 50% 이상으로 생물막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증가하였고， 유출된 우라늄의 양은 미생물에 흡착되어 유출된 우라늄의

양을 고려하더라도 총 주입된 양의 약 15%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두 경우

모두 48 h라는 시간은 암반 공극 매질을 통한 용질의 이동(‘P_cin’， ‘Pc out’)이

나 지연효과(‘M-cin’)가 큰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미생물을 추가적으로 주입 (spike)하였을 경우(Case 2, <그렴 2-17» 용질의

유입량 대비 회수율은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Case 2, <그렴 2-13» 와 달

리 약 90% 전후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생물 주업을 spike가 아니라 용질과 함께

연속적으로 주입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오차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미생물을 spike로 6h-12h 주입시 갑작스런 미생물 농도의 변화로 인

하여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용질 농도에 대한 모델의 경계조건이 유입된 용질의

양을 과소평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오차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용질 농도에 대한 모델 경계조건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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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 2-17. Case 2에 대한 모텔 실행 결과의 용질 울질수지(mass balance)

(M_c_in: 암반 매질에 홉착된 용질. P_cin 암반 용극에 용존된 용질， SB_cin

생물막에 홉착된 용질， S_cin 암반 균열 표변에 홉착됨 용질， FB_cin 암반

균혈 내 미생물에 홉착된 용질， F_c.피1 암반 균열에 용존된 용질， P_c_out 암반

공극매질을 통하여 모옐랭 영역 정계 밖으로 유출된 용질， FB_c_out: 암반 균열

유출부툴 롱하여 미쟁붙에 홉학되어 모웰랭 영역 갱계 밖으로 유출된 용질，

F_Lout: 암반 균열 유출부를 통하여 모웰링 영역 정계 밖으로 유출된 용질);

(A) 암반 늄열 표변에 생불막 고려 않읍. (B) 암반 균열 표변에 생물막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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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2-18>은 모웰 실행 철파의 미쟁불 물칠수지 (mass b삶1lIlce)툴

logo-scale로 환산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48h 동안의 모웰 실앵 절파， 자쩨 선진

대사에 의해서 중가한 미생물의 양은 유입왼 양의 약 10% 갱도로 나타닝으며，

그 중 약 1% 갱도가 암반 균열 표면에 홉확되어 형성원 생물막의 양온 상대척

으로 크지 않용흘 알 수 있었다

(A) (B)

50%

0%

2∞‘

250’‘

0%

50%

>50%j-_

l00% L탤플
• S b in_S b In

• F b in• F b in

.Fbollt1∞‘ j oF b ωt

2∞%

250%

bacteria b"‘e끼.

< 그렴 2-18. Case 2에 대한 모댈 질행 절과의 미생물 물칠수지 (mass b히1lIlce)

(S_b~ 암반 균열 표연애 흉착왼 미생플， F_b~ 암반 균열에 부유하는

미생물. F_b_out: 암반 균열 유출부룡 홍하여 모옐랭 영역 경계 밖으로 유출된

미생물); (A) 암반 균열 표면에 생율막 고려 않음， (B) 암반 균열 표면에 생율막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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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단일 균열 암반에서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을 새롭게 자체 개발하였다. 기존의 관련 수치모댈들이 콜

로이드에 의한 핵종의 이동성 증가나 미생불에 의한 핵종의 산화/환원 반웅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텔에서는

。 미생물에 의한 핵종의 shuttling 영향，

。 생화학적 산화/환원 반용에 의한 미생물의 성장 및 핵종의 산화상태(산화

수) 변화，

。 이에 따른 핵종의 흡착계수 변화， 그리고

。 암반 균열 표변에 흡착된 미생물(즉， 생물막(biofilm» 이 핵종이동 지연에 미

치는 영향

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미생물과 핵종의 반응 이동 지배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

치해석 방법으로는 Operator Splitting Method 중 Strang의 분리 SNI 방식을 채

택하여 컴퓨터 계산 효율 증대를 도모하였고 이는 MATLAB을 이용하여 코드화

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수치모텔은 용질의 이동 및 분산만을 고려한 해석해를 통한

검증과정에서 피어슨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0.99 이상으로 나타나 모댈의 정확성

이 입증되었다 단지， 암반 균열 방향으로의 이동속도와 비교해서 암반 매질 방향

으로 핵종의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림을 고려하여， 암반 매질 방향으로의 모델 영

역 이산화( discretization) 정도를 암반 균열 방향보다 더 세밀화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암반 코어를 이용한 질험설 칼럼 실험을 염두에 둔 가상 조건에서의 모탤 설

행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용질(핵종)에서 유입량 대비 회수율이 100%에 근접한

결파를 나타내어 개발된 모텔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엽증할 수 있었다. 다만， 미

생물을 일정 시간동안 spike로 주엽하였을 때 모텔에서는 미생물의 농도가 pulse

형태로 갑자기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이때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용갤(핵종)의

양을 결정하는 경계조건이 실제 용절(핵종)의 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여기서， 미생물 표변에 흡착된 용칠 놓도에 대한 모텔 경계조건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연구의 펼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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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이동에 대한 미생물의 영향은 미생물의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shuttling

효파에 의해 핵종의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미생물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산화/환원반웅에 의한 핵종의 산화상태 변화와 이에 따른 흡착 및 침

전의 증가로 인해 shuttling 효과가 두드러지지 못하고 핵종의 이동성을 감소시

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 형성은 전반적인 용질(핵종)

의 이동성을 약 40~5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된 내용은 단일 균열 암반에서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상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새롭게 자체 개발

된 수치모텔의 개념 및 개발과정을 절명한 얼종의 모텔 사용 셜명서(manual)이

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모텔 이용자가 모텔 질행을 하고자 할 때 활용 자료가

될 것이고， 본 모델을 확장하거나 엽데이트하는 모텔 개발자에게는 하나의 시발

점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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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나타나 모텔의 정확성이 입중되었다 또한， 암반 코어를 이용한 실험실 칼럼

실험을 염두에 둔 가상 조건에서의 모텔 실행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용질(핵종)에

서 유입량 대비 회수율이 100%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내어 개발된 모델의 정확성 및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모텔 이용자가 모텔 실행을 하고자

할 때 활용 자료가 될 것이고， 본 모텔을 확장하거나 엽데이트하는 모텔 개발자에게

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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