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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ModelCARE 참가 모델간 비교 연구

 Ⅱ. 내 용

  ModelCARE는 지하수 모델링 시스템들의 보정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 

첨단방법론과 기술을 소개하고,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하여 존하는 문제들에 

한 다양한 근방법과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원들과 엔지

니어들이 지하수 모델의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증명하고 계속

되는 어려움을 다루기 해 모인 포럼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 인 심

과 연구이며,  세계 으로 이슈화 되어 있는 지하수 유동 해석 모델 , 

ModelCARE에 참석한 모델들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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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Comparison Study on Participated Groundwater Modeling           

   System of ModelCARE

 Ⅱ. CONTENTS

  The ModelCARE is an international forum on state-of-the-art for 

methodologies and techniques of the calibration and reliability assessment 

of the model. Also, it will be suggested the methodology for the models'  

upgrade through inter-comparison study. Futhermore, It would be 

discussed the applicability of various approaches to real-world problems. 

Scientists and engineers had a good chance to take some new ideas and 

solutions in developing models through MOdelCARE. This report was 

described the models which attended to ModelCARE for interpretation 

models throughout groundwater flow assessment.



- iii -

T ab le of Contents

SUMMARY

Contents

Chapter 1. ModelCARE ··················································································· 1

Chapter 2. Overview of groundwater modeling ······································· 3

 2-1. MODFLOW ········································································································ 5

 2-2. MT3D ················································································································ 10

 2-3. PHREEQC ······································································································ 14

 2-4. PEST and UCODE ························································································ 17

 2-5. GW-CHART ·································································································· 19

 2-6. MNA ·················································································································· 19

 2-7. OPR-PPR ·········································································································· 22

 2-8. Model Viewer ·································································································· 26

 2-9. PHT3D ·············································································································· 28

Chapter 3. Inter-comparision study at Hanford site    ···················· 31

Chapter 4. Conclusion    ············································································ 40

References ········································································································· 41



- iv -

목     차

요약문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ModelCARE ············································································································· 1

제2장 지하수 모델링 개요 ····························································································· 3

 2-1. MODFLOW ········································································································ 5

 2-2. MT3D ················································································································ 10

 2-3. PHREEQC ······································································································ 14

 2-4. PEST와 UCODE ····························································································· 17

 2-5. GW-CHART ·································································································· 19

 2-6. MNA ·················································································································· 19

 2-7. OPR-PPR ·········································································································· 22

 2-8. Model Viewer ·································································································· 26

 2-9. PHT3D ·············································································································· 28

제3장 Hanford site 상호 비교 ··················································································· 31

제4장 결론 ···························································································································· 40

참고문헌 ············································································································ 41



- v -

표    목    차

표 1. MODFLOW의 이용분야 ······························································································· 8

표 2. Flow and transport properties for hydrostratigraphic units that make up the    

       local scale model ········································································································ 34



- vi -

그    림    목    차

그림 1. 지하수 모델링 Flow Chart ······················································································ 4

그림 2. MODFLOW의 흐름도 ······························································································· 9

그림 3. TRNP 배열 ················································································································ 10

그림 4. 오염물질거동 모사의 작업과정 ············································································· 13

그림 5. PHREEQC의 Flow Chart ······················································································ 16

그림 6. PEST  UCODE의 Flow Chart ········································································ 18

그림 7. Data quality의 설립과정 ························································································ 21

그림 8. OPR-PPR의 Input file의 ·················································································· 22

그림 9. OPR-PPR의 Flow Chart ························································································ 25

그림 10. Model Viewer의 scalar data 표시 ····································································· 26

그림 11. Model Viewer의 유 선 표시 ············································································· 27

그림 12. Model Viewer ········································································································· 27

그림 13. PHT3D 시뮬 이션의 data input에 사용되는 단 ······································· 29

그림 14. PHT3D의 Flow Chart ·························································································· 30

그림 15. Groundwater well l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618-11 burial          

          ground ··················································································································· 31

그림 16. Digital terrain map of the hanford site and surrounding areas ·············· 32

그림 17. Hanford site 1979, 1981년 트리튬 농도분포 변화도 ····································· 32

그림 18. 19. Cross section showing hydrogeologic Units ·············································· 33

그림 20. 618-11 Burial ground model grid ····································································· 35

그림 21. 618-11 Burial ground contour line ··································································· 35

그림 22. Calculated hydraulic head ··················································································· 36

그림 23. 24. 25.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using CFEST ······································· 36

그림 26. 27. 28.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using GMS ··········································· 38



- 1 -

제1 장  ModelCARE

  지하수 모델링은 장 는 실제 상황의 지하수 유동, 수문  오염물질의 거동특

성 등을 이론  모델을 이용하여 재 , 분석 그리고 상되는 변화를 측하는 과정

이다. 그리고 수층 구조와 지하수 유동 상을 가능한 여러 가지 수학  수식으로 

단순화시켜 묘사하고 이를 컴퓨터 로그램화 한 것으로서 수층의 경계조건, 수리

상수, 지하수 유출입 조건 등을 코드로 입력하여 수층의 반응이 분석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컴퓨터 분야의 기술 발 , 고 언어 개발과 그래픽 기능 같은 후처리 기법도 

속하게 성장하면서 지하수 모델링 분석결과의 신뢰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

델링 로그램은 여러 연구기 의 기술자에 의해 개발되었고, 각기 장의 특수 여

건에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석상 장단 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하수 모델링 시스템들의 보정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 첨단방법론과 

기술을 소개하고,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하여 존하는 문제들에 한 다양한 근 

방법과 나아갈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해 1990년에 첨으로 시작된 국제 인 

모임이 ICGW(International Commission for Groundwater)에 의해 조직화된 

ModelCARE(Conference on Calibration and Reliability in Groundwater Modelling)

이다. ICGW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Advance the science of groundwater hydrology

(2) Bridge the gap between science and practice

이를 바탕으로, ModelCARE는 각각의 모임에 동기부여를 주기 해 한 목 을 

두고 진행되어왔으며, 제 7회째를 맞이하여 목 은 다음과 같다.

"Managing Groundwater and the Environment."

 기존의 모임은 주로 유럽에서 진행되었지만(1996년 미국을 제외), 올해 제 7회째를 

맞이하여 최 로 아시아 국가인 국 우한(Wuhan)에서 개최될 정이다. 

 다음은, ModelCARE의 연 으로써 각각의 모임장소  목 에 한 내용이다. 

  ModelCARE2007, Copenhagen, Denmark, Credibility of Modelling

  ModelCARE2005, The Hague, The Netherlands, From UncertaInty to Decision making

  ModelCARE2002, Prague, Czech Republic, A Few Steps Closer to Reality 

  ModelCARE'99, Zürich, Switzerland, Coping with Uncertainty

  ModelCARE'96, Golden, USA, Model calibration and reliability

  ModelCARE'90, The Hague, The Netherlands, Model calibration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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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CARE는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이 지하수 모델의 개발에 새로운 아이디어

와 솔루션을 증명하고 계속되는 어려움을 다루기 해 모인 포럼이다. 식수의 근원

이기도 한 지하수의 모델링은 어려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세부 이며 구체 인 지

식이 요구된다. 지하수 모델에 의해 측․ 상된 모의실험의 utility는 종종 모델 

결과의 신뢰성을 보여주고 측정하기 해서다. 모델 측의 불확실성은 주로 모델 

formulation과 련되는 수많은 오류에서 나타나며, 다음과 같다.

 ⅰ. Inadequate conceptualization of processes and interactions

 ⅱ. Inadequate description of processes and interactions

 ⅲ. Inadequate description of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ⅳ. Inadequate description of the state of the system

    (geometry,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system stresses)

 ⅴ. Incorrect coefficient values (parameter values) and improper 

    specification of error bounds.

  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 ModelCARE는 지하수 모델링에서 교정과 불확실성 평

가의 한 방법론과 기술의 최신 기술 리젠테이션을 한 국제  포럼이며, 그

리고 향후의 발 에 한 필요성을 각인한다. 컨퍼런스는 발 된 이론과 진보 인 

사례 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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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 하 수  모델링  개 요

  지하수의 흐름상태나 지하수 내의 오염물질의 거동 상을 재 , 분석 그리고 

측하는 것을 지하수 모델링이라고 한다. 수층 내의 시공간 인 수리수두의 변화

나 오염물질의 농도분포와 같은 미지수의 변수를 측하는데 그 목 을 둔다. 

  재 3차원 지하수 유동 모델로는 GMS, MODFLOW, FEFOLW 등과 같이 여러 

모델이 있으며, 이 모델들의 개념 , 수학 인 표 방식, 차원, 시간 인 변화, 기본

인자와 수학 인 처리방식 등에 따라 분류된다.

  지하수 수치 모델에 한 연구로서 Hubbert(1940)가 지하수 유동이론을 모델 으

로 해석한 것이 시 이며[1], Freeze와 Witherspoon(1966)은 수학  모델에 의한 3

차원 , 비균질 , 이방성 유역에 있어서의 정상 지하수 흐름에 해 설명하 다[2]. 

Pinder와 Bredehoeft(1970)는 유한차분 모델을 이용하여 빙하퇴 물로 이루어진 

수층을 해석하 고[3], 이후에 이 문제에 해서, Pinder와 Frind(1972)는 Galerkin 

유한요소 모형을 사용하여 수층을 해석하 다[4]. Kuiper와 Fisher(1975)[5],  

Gupta 등(1984)[6]은 이질층들로 구성된 지하수체제에 한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

용한 모델을 개발하 으며 정상류에서 3차원 모델의 응용성을 개선시켰다. 이 후에 

Narasimhan과 Witherspoon(1976)은 3차원 지하수 흐름체계에 한 유한차분방정식

의 용을 발 시켰고[7], Wang과 Anderson(1982)도 유한차분  유한요소법에 의

한 지하수 모델링에 한 활발한 연구를 하 다[8]. 그림 1은 지하수 모델링의 

Flow chart를 보여주고 있다.

  지속 인 심과 연구이며,  세계 으로 이슈화 되어 있는 지하수 유동 해석 

모델 , ModelCARE 2009에 참석한 모델들을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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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하수 모델링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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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MO D F L O W

  USGS(미국지질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McDonald와 

Harbough에 1983년에 개발된 MODFLOW(A Modular Three-Dimensional 

Finite-Difference Groundwater Flow Model)는 주 로그램과 서로 독립 인 많은 

수의 모듈들이 모여 만들어져 있다[9]. 1983년에 개발된 이후 1988년 최종 으로 문

서화되었고, 그 후 여러 사람들이 수직차수벽, 하천, BCF2, 투수성 세립 재 지층

의 유  PCG2와 같은 여러 종류의 패키지가 새로이 개발되어 개선되었으며 재 

가장 범용되는 로그램이며, 새로운 버 (MODFLOW-2005, Visual MODFLOW 등)

으로 기능이 향상되고 있다.

  MODFLOW는 다공질포화매체 내에서 지하수 유동을 모의하기 해 개발되었으

며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하여 도출된다.

- 모의 역은 포화 이며 수층은 다공질 매질로 변형되지 않는다.

- 유체는 비압축 이다.

- 시스템은 등온 조건 상태이다.

  따라서 도류해석과 DNAPL에 의해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다상유동체, 불연속

이 큰 쇄매체  이방성의 방향성이 일정치 않는 지하수환경에는 용하기 어려

운 이 있다.

  MODFLOW는 Darcy`s 법칙에 근거한 충 층이나 퇴 암류 수층을 기본 인 

상으로 개발되었고, 모델 구축시 선구조도, 지형도, 지질도, 토양도 등을 이용하여 

제반 수층 상수를 입력할 수 있는 CAD 는 GIS 로그램들과 같은 연계 로

그램들이 다수 개발되어 지형도 상에서 정확한 치를 확인하며 수층 경계조건을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토양으로 유입된 우수는 간극을 통해서 거동하며 이러한 거동을 지배하는 일반 

이론은 Darcy 법칙이며, 다공질포화매체 내에서 도가 일정한 지하수의 3차원 흐

름지배식은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Kx, Ky  Kz는 직교좌표계의 주축과 수리 도도의 주 텐서 방향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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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 x, y, z 방향에서 수리 도도(LT
-1

), h는 지하수의 수두(L), t는 시간(T), 

W는 수층의 단 체 당 유동량(LT
-1

), Ss는 수층의 비 류계수(L
-1

)이다. 식(1)

은 비균질, 이방성 매질에서 비평형조건 하에서의 지하수 유동방정식으로, 포화 수

층의 경계에서의 유동, 수두  기수두 조건과 함께 지하수 유동체계를 나타낸다. 

한 시간에 따라 수두분포가 변하는 지하수흐름의 특성을 나타내며, 포화 수층내

에 기에 류되어 있던 지하수량과 유동에 지를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 방향과 유동율도 계산할 수 있다. 수리 도도가 등방성  균질성으로 가정되

면 식 (2)와 같다.



 


 


 
 

 





                                 (2)

  아주 간단한 지하수유동계가 아니더라도 (1)식의 해석학 인 해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수치방법은 근사해법을 이용해서 그 해를 구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근법으로 리 이용되는 방법이 유한차분으로서 (1)식으로 표 되는 

연속계를 시공간의 에서 유한개의 이산된 으로 변환시킨 후 이들 각 지 에

서 수두값의 차를 이용해서 계산해 낸 항으로 편비분도함수를 처리하다. 이러한 연

산방법은 해당 계를 동시 인 선형 수차분식으로 변환시킨 후 특정지 과 시간의 

수두값을 계산한다.

  유한차분형식의 지하수유동지배식은 연속방정식을 이용해서 표 할 수 있다. 즉 

1개 셀 내로 유입․유출되는 양은 셀 내에 유되어 있던 기지하수의 변화량과 

동일하다. 만일 지하수의 도가 일정한 경우에 1개 셀을 통해 유입․출입되는 지

하수 유동량에 한 연속방정식은 식 (3)과 같다.

  

                                                  (3)

  : 셀을 통한 유동률(L
3

T
-1

)

  : 유한차분식에서 비 유계수(L
-1

)

 : 셀의 체 (L
3

)

  : 시간간격의 길이가 인 동안의 수두변화(L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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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FLOW 로그램은 주 로그램과 모듈이라고 부르는 독립된 부속 로그램

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반 인 MODFLOW의 반 인 골격 진행 차를 

나타내는 flowchart이다.

  MODFLOW의 입력구조는 unit number라고 하는 포트란어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unit수는 입력자료를 읽거나 출력자료를 쓰는 일을 지정해 다. 입력 목

상 로그램은 주선택사항이 있다. 주선택사항이란 사용자가 요구할 때만 이용되

는 로그램의 주요 부분으로서 일반 으로 이들은 각각 패키지에 해당된다.

  입력자료를 구성할 때의 제일 첫 단계 의 하나는 어떤 선택사항을 사용할 것인

가를 결정하는데 있다. 이는 basic 패키지의 차단계 정의에서 읽어 들이는 IUNIT 

배열을 사용해서 옵션을 지정한다.

  출력구조는 디스크에 장하거나 린트할 정보의 양, 형태, 빈도 증을 조정하기 

해서 고안된 것이다. basic 패키지 내에 들어 있는 하나의 주옵션으로 modeler가 

지시한 출력할 자료의 양과 빈도를 조 하는 지지사항을 수행한다. Modeler는 출력

조 옵션에 따른 입력자료를 unit number로 지정해 주어야한다.

  MODFLOW의 이용분야로는 우선 물 리  이수분야로 우물 상호간의 간섭 상

을 규명하거나, 최 지하수 리에 이용될 수 있다. 한 의 수나 사면배수, 개

착시 굴토공사의 배수등을 측할 때 이용하는 지반공학 분야, 오염지하수의 정화

시스템 설계 등에 이용하는 환경오염  정화설계 분야가 있는데,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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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ODFLOW의 이용분야

분야 내용

물 리  

이수분야

▸우물 상호간의 간섭 상 규명

▸우물장의 설계

▸강변여과수 개발시 인근 지표수체와 지하수체에서 물수지와 수   

  변화 측

환경오염  

정화설계 분야

▸지하수의 이동시간

▸취수정보호지역 규명과 포획구간 분석

▸오염지하수의 정화시스템설계  안, 매립지의 침출수 거동과 정화설계, 

유류에 의해 오염된 지하수 환경의 정화방안, 자연 감에 의한 정화방법

▸지하수 측계획 수립

▸각종 오염 감시스템 설계/분석

-오염지하수 채수/처리(pump and treatment)법

-동역학 인 제어(hydrodynamic control)

-생물학 인 정화(biological remediation)

▸환경 향평가 등

지반공학 분야

▸Dam의 수와 침윤선 분석

▸사면의 안정과 배수

▸굴토공사의 배수

▸터 의 유입수와 압력변화

▸지하수배수시의 지반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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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ODFLOW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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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T 3D

  MT3D(A Modular 3-Dimensional Transport Model)는 MODFLOW와 유사한 모

듈식으로, 1990년 Chunmaio Zheng에 의해 고안되고 개발되었다[10]. MT3D는 복잡

한 수리지질학  구조에서의 용질이동에 해 리 이용되는 3차원 유한차분 수리

모형이다. 정류(steady-state flow)와 부정류(transient flow), 이방성의 분산

(anisotropic dispersion), 일차 감쇄(first-order decay), 용질간의 화학반응, 선형과 

비선형의 흡착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송에 의한 용질 이동을 모의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입자추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Eulerian방식에 의해 효과 이고 빠르게 

계산을 수행하 다. 그러나 계산과정에서 상당한 수치  분산이 발생하여 후에 입

자추 방식을 용하 다. 

  MT3D의 입력구조는 모사에 필요한 많은 일로부터 입력자료를 모아서 사용하

기 해 고안되었으며, 논리 인 TRNOP(Turn on and off Option) 배열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TRNOP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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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내의 각종 오염물질의 3차원 거동을 모사한 MT3D 모델의 지배방정식은 

식(4)와 같다.



 
 

 

 


  





                   (4)

여기서 
 



는 화학 반응항(ML
-3

T
-1

)으로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







 







                                               (6)

식(5)와 식(6)을 식(4)에 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7)

여기서,   : 지연계수 (retardation factor)

  : 지하수 내에 용해되어 있는 오염 물질의 농도 (ML-3)

   : 경과시간(T)

  : 해당 좌표의 거리 (L)

: 수리 분산계수(L
2

T
-1

)

: 평균 선형 유속(LT
-1

)

  : 수층의 단  체 당 유량 (T-1)

  : 다공질 매체의 건조단 량(ML
-3

)

  : 다공질 매체에 흡착된 오염물질 농도 (MM
-1

)

   : 제 1차 반응률의 반응계수 (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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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7)은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는 오염물질이 유속과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는 이

류항 농도차 등에 의한 거동을 나타내는 분산항, 우물, 배수로, 강  하천과 함양, 

증발산을 나타내는 공  배출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반응이 포함된다.

  의 지배방정식에서의 


은 이류를 의미하며, 오염물질의 거동에서 이류

가 지배 이긴 하나, 확산 상에 의해 는 이류 상에 의해 지배되는지는 무차원 

Peclet수 를 이용한다.

 


                                                          (8)

여기서  : 지하수 선형유속의 치 (LT
-1

)

         : 특성길이로 격작간격과 동일

         : 분산계수 (L2T-1)

  

 
 은 지하수 내에 유입된 오염물질이 이류에 의해 흐를 것이라고 상

되는 이동경로를 이탈하여 오염물질이 퍼져나가는 것을 뜻하는 분산을 의미하며, 




은 유입과 유출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하수내 각종 오염물질의 3차원 거동을 

모사한 작업과정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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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오염물질거동 모사의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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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H REEQ C

  PHREEQC는 물의 화학 반응을 포함하여, 폭 넓게 다양한 지구화학  연산을 수

행하기 해 설계된 C언어 로그램으로 Fortran 로그램인 PHREEQE(Parkhurst 

and others, 1999)를 근본으로 하는 산 로그램으로써[11], 반 인 PHREEQC의 

Flow Chart는 그림 5에 표시하 다. 

  PHREEQE는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구화학  반응을 모델링 할 수 있다.

◦ Mixing of waters

◦ Addition of net irreversible reactions to solution

◦ Dissolving and precipitating phases to achieve equilibrium with the aqueous 

phase 

◦ Effects of changing temperature

  PHREEQC는 속도방정식을 가진 운동학  반작용을 모델링 기능과 

ion-association aqueous 모델에 기 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종 형성과 포화 지수 계산

◦ 특정 불역 반응, 용액의 혼합, 물  기체 평형, 표면 화합물화(surface-complexation) 반응 

그리고 이온 교환 반응을 포함하는 반응-경로  이류-수송(advective-transport) 계산

◦ 특정 성분 불확실도 내에서 여러 물 사이의 성분차이를 설명하는 물  기체 

몰 달의 집합을 찾는 역 모형화

PHREEQC는 다음과 같은 1차원 인 수송에 련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

◦ diffusion

◦ advection

◦ advection and dispersion

◦ advection and dispersion with diffusion into stagnant zones

  한 시간의 경과에 반응속도를 통합하고, 변환된 미네랄 화합물의 몰을 결정하

기 해 Runge-Kutta algorithm을 사용한다. Transition state 이론을 기반으로 하

는 일반  반응속도는 미네랄과 수용액 사이의 모델링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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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식(9)에서 반응속도상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0)

여기서,   : 체 반응속도

  : 반응속도상수

  : 포화도

: 기표면

  : 용액 부피

: 기 몰

  : 일정시간 경과에 따른 몰

  : 선 지수 인자

  : 활성에 지

  : 기체상수

  :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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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HREEQC의 Flow Chart.



- 17 -

2-4 .  PEST  와  UCO D E

  PEST(Parameters Estimation Procedure)와 UCODE(Universal inverse CODE)는 

지하수 유동  오염물질 변화 해석에 계된 라미터를 추정하기 하여 실측된 

지하수 수 , 유속, 농도 등을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여 라미터

를 추정하는 모형방법으로써, Flow chart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PEST는 비선형 라미터를 추정 패키지로 어떤 라미터를 포함하는 문제를 

한 측 분석을 실행 할 수 있다. 

  두 모델은 많은 특징과 가능성을 공통으로 가지는 이유로, PEST의 로그래머인 

John Doherty(1994)[14]는 JUPITER API의 소속이며, UCODE-2005의 개발 연구원

이다.

  PEST는 비선형추정이론 패키지와는 차이가 있으며, PEST는 모델의 “take 

control”을 할 수 있으며, 선택된 모델은 출력  필드 는 실험실 측정의 집합 사

이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까지 매개 변수를 조정하기 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최

소 제곱법에 가 치를 두어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다.

  PEST의 Input file과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1)

  UCODE는 모든 응용 로그램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비선형 회귀

(nonlinear regression)를 사용하여 가 치를 둔 최소 제곱법 목  함수를 극소화하

는 매개변수 값을 산출해서 추정이론(parameter-estimation; estimation theory)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극소화는 Gauss–Newton method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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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EST  UCODE의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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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GW -CH ART

  GW-CHART는 지하수 련하여 문 그래 를 작성하기 해 만들어진 로그

램으로써, MODFLOW, ZONEBDGT, MOC3D, SUTRA와 MT3D로부터 출력 일

을 읽기 한 단순 로그램인 Budgeteer와 Hydrograph Extractor의 결과를 표시

하고, 쉽게 스 드시트와 그래픽 로그램으로 반입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장하는 기능과 추가  새로운 특징을 추가되어 있다. 다음은 주요 유형이다.

◦ Calibration Plots 

◦ Water Budget Plots 

◦ Hydrographs 

◦ Lake Plots 

◦ Piper Diagrams 

◦ Cell Water Budgets

 

2-6 .  MN A

  MNA(Monitored Natural Attenuation)는 물리․화학․생물학  처리를 통한 토양 

 지하수의 오염물 제거 과정을 나타내는 로그램이다. 그 과정은 호기성  

기성내 오염물질을 분해, 분산, 휘발, 흡착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7은 MNA 로

그램에 필요한 data quality objectives의 설립 과정으로 7단계로 나뉘어져있다.

  주요 목 은 다음과 같다(U.S. EPA, 1999a)[12].

◦ Monitored Natural Attenuation(MNA) is a technique used to monitor or 

test the progress of the attenuation process

◦ Demonstrate that natural attenuation is occurring according to 

expectations

◦ Detect changes in environmental conditions(e.g., hydrogeologic, 

geochemical, microbiological, or other changes) that may reduce the 

efficacy of any of the natural attenuation processes

◦ Identify any potentially toxic and/or mobile transformation products

◦ Verify that the plume(s) is not expanding downgradient, laterally or 

vertically

◦ Verify no unacceptable impact to downgradient recep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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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 new releases of contaminants to the environment that could 

impact the effectiveness of the natural attenuation remedy

◦ Demonstrate the efficacy of institutional controls that were put in place 

to protect potential receptors

◦ Verify attainment of remediation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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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Data quality의 설립과정(U.S. EPA, 2000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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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O PR-PPR

  OPR-PPR은 지하수 유동 측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의 상  요성을 평가

할 수 있는  Observation-Prediction (OPR)와 Parameter-Prediction (PPR)의 통계

를 산정하는 로그램이다.

◦ existing observations (OPR)

◦ potential observations (OPR)

◦ potential information about parameters (PPR)

  OPR-PPR는 UCODE-2005 교정과 측 시뮬 이션에 의해 출력된 여러 입력

일을 사용하기 해 설계된다. UCODE-2005 출력 데이터가 OPR-PPR에 사용할 수 

있게 용이하여, OPR-PPR에 교정과 측이 필요한 입력 데이터들은 그림 8에 를 

들어 나타내었으며, UCODE-2005를 이용하 다.

그림 8. OPR-PPR의 Input file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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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R-PPR 통계치를 계산하기 한 방법은 측 표  편차를 계산하기 한 linear 

statistical inference equation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은 OPR과 PPR의 지배 방정식

이다.

    ′ ± ′  ×                                   (12)

   ′ ′ ×                                   (13)

′   
 


                                               (14)


 

 



                                                   (15)






 








                                                          (16)






 













                                                      (17)

여기서, ′  : 시뮬 이션 측, ′의 표 편차이며,

  : 각 모델의 라미터와 함

께 측 감도를 포함하는 행렬, 

  : NPAR에 의한 NPAR(number of defined 

parameters)차원으로, 정방 칭형 라미터 variance-covariance matrix, : 모델 

 측정으로부터 계산되는 오차분산, 

  : V는 동등하게 측  사 확률로 시

뮬 이션된 민감도 행렬, 

 : NOBS(number of observations)에 의한 NPAR차원

의 모든 한정된 모델 라미터에 하여 측 시뮬 이션된 민감도 행렬, 

 : 

NPRIOR(number of prior information items) 에 의한 차원 NPAR로 모든 정의된 

매개 변수에 하여 사 확률의 민감도 행렬, 

  : 교정에 사용된 측과 사 확률

의 가 치 행렬, 

  교정에 사용된 측의 가 치 행렬, 


 : 사 확률의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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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 치행렬을 나타낸다.

  체 인 OPR-PPR의 흐름도를 그림 9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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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odel V iewer

  Model Viewer는 3차원 지하수 모델의 결과를 나타내기 하여 USGS(미국지질

조사국,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개발되었다(Paul Hsieh, Richard 

Winston). 그림 10은 Solid  isosurfaces set의 scalar data는 스펙트럼 범  내에

서 빨강에서 랑색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나타낸다. 한 그림 11은 유

선(pathlines)을 stream 는 well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모델과 같이 cell  

node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 Model Viewer는 복합  3차원  모델 결과를 

시각화하기 한 우수한 방법이고, 사용자가 많은 원근법으로부터 모델 보기를 회

시키고 고려하게 한다. 

  Model Viewer는 다음과 같은 컴퓨터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A minimum processor speed of 300 Megahertz.

◦ A minimum of 64 Megabytes of Random Access Memory (RAM). Memory 

requirement depends on the model size. A large model may require several 

hundred Megabytes.

◦ A monitor with at least 16-bit color depth. 24-bit color is recommended.

◦ The responsiveness of the program to user interaction increases with the 

speed of the graphics board. A graphics board with OpenGL acceleration is 

highly recommended.

◦ The program requires 9 Megabytes of hard disk space

그림 10. Model Viewer의 scalar data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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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odel Viewer의 유 선 표시.

그림 12. Model 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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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H T 3D

  PHT3D는 MODFLOW와 MT3D를 기반으로 하고 PHREEQC-2의 일반  성질을 

통하여 PHT3D는 수성 복합, 무기물 침 ․용해와 이온 교환을 포함하여, 평형과 

활동  반응 처리의 폭넓은 범 를 다룰 수 있다. PHT3D는 다 성분 NAPL-phase

로부터 간기 물질 이동, 다 성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 3차원  이류-분산 흐름, 

생분해 모듈 그리고 지구화학 평형 모듈 (Parkhurst 1995년[15], PHREEQC)로부터, 

operator-splitting technique(Yeh와 Tripathi 1989[16] ; Barry 등등 1996[17] ; 

Steefel과 MacQuarrie 1996[18])를 통해 연결한다. 이류-분산 흐름은 각각 유기 화

합물을 해 개별 으로 실행된다. 한 지배 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다.






 
 







                  (18)

여기서,   : 성분의 체 물의 성분 농도

       


 : source나 sink flux의 농도

  : 방향의 간극속도

: 수리 분산계수

 : fluid source와 sink를 나타내는 수층의 단 부피당 체 의 유동율

: 지하 매체의 공극률

: 화학반응에 의한 source와 sink의 비율

    



                                                  (19)

  : 물의 성분의 몰농도

  : 물의 성분과 복합되어 있는 용해된 종류의 수




 : 복합 종류의 물 성분의 화학량론 계수

: 복합 종류의 몰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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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MT3DMS model input dada-file의 format은 수정이 따로 필요치 않다. 다

음과 같이 PHT3D에서 변경되지 않은 MT3DMS 패키지에 한 데이터 한 입력

일에서 읽을 수 있으며, PHT3D 시뮬 이션의 data에 사용되는 단 는 그림 13과 

같다.

◦ pht3dbtn.dat for the basic transport package

◦ pht3dadv.dat for the advection package input le

◦ pht3ddsp.dat for the dispersion package

◦ pht3dssm.dat for the source/sink mixing package

◦ pht3drct.dat for the original MT3DMS chemical reaction package

그림 13. PHT3D 시뮬 이션의 data input에 사용되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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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PHT3D 시뮬 이션의 결과는 부분의 경우에 결과를 

포함한 PHT3DMCOMP, UCN, UCN-file, PHT3D001.UCN... 일 것이다.  

그림 14. PHT3D의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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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H anford site 상 호  비교

 Modelcare 참가 모델  미국에서 개발된 CFEST(Coupled Fluid Energy Solute 

Transport) 모델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Moflow 모델과 동일 시나리오에서 모사를 

하여 미국의 Hanford 처분장의  618-11 폐기물 매립장을 선정하 다. 618-11폐기

물 처분장은 1962～1967년 까지 약 5년 동안폐기물을 처리하 다. 이후 1972년 

Pacific Northwest Laboratory에서 이 지역의 지질조사를 해 core를 채취한 결과 

깊이 8.8m, 9.4m에서 소량의 cesium-137 (0.16pCi/g)이 발견되었다. 이후 처분장 주

변의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여 여러 지역에 시추공을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 고 

기존에 매립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트리튬  우라늄 세슘 등의 농도가 측정에서 

측됨에 따라 주변 지하매질을 통한 방사성폐기물의 거동 특성을 평가하는 시나리

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3차원 지하수 CFEST 모델을 이용하여 618-11 매립장으로

부터 출된 방사성폐기물  트리튬의 장기 거동을 평가하 다. CFEST 모델은 3

차원 유한요소모델로 지하수 유동과 오염물 이동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이

다. Hanford 처분장 618-11 처분 매립장의 치  시추공 치도를 그림 15에 나

타내었고, 처분 매립장 주변의 지형도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그림 15. Groundwater well l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618-11 burial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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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Digital terrain map of the hanford site and surrounding areas.

 618--11 매립장에서 시추공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유출된 트

리튬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매립장에서 콜롬비아 강이 치한 동쪽 방향으로 지하

매질을 통하여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7은 1979년과 1981년의 매립장

의 주변의 트리튬 농도분포 변화도이다.

그림 17. Hanford site 1979, 1981년 트리튬 농도분포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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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11 매립장 주변의 지질은 상부에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 층이, 하부에 토

질 성분이 있고 평균해수면 상부 40 m 치에서는 모래성분이 함유된 실트질 흙으

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18. West-to-East cross section through the model 

showing hydrogeologic Units
 

그림 19. North-to-South cross sction through the model showing 

hydrogeologic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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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m/d) Ky(m/d) Kz(m/d) Porosity AL(m) AT(m) Dm(m2/d)

Unit 1 363.0 363.0 36.3 0.25 7.0 1.40 1.73E-4

Unit 2 1.0E-4 1.0E-4 1.0E-5 0.15 7.0 1.40 1.73E-4

Unit 3 297.0 297.0 29.7 0.30 7.0 1.40 1.73E-4

Unit 4 5.0E-4 5.0E-4 5.0E-5 0.40 7.0 1.40 1.73E-4

Unit 5 10.6 10.6 1.06 0.20 4.5 0.70 1.73E-4

Unit 6 1.0E-2 1.0E-2 1.0E-3 0.40 4.5 0.70 1.73E-4

Unit 7 1.0 1.0 0.1 0.15 4.5 0.70 1.73E-4

Unit 8 1.0E-5 1.0E-5 1.0E-6 0.15 4.5 0.70 1.73E-4

Unit 9 1.0 1.0 0.1 0.15 4.5 0.70 1.73E-4

표 2 . Flow and transport properties for hydrostratigraphic units that make up the 

       local scale model

 Hanford site의 618-11 매립장 주변 지하 매질내 트리튬 거동 상호비교를 하여 

동서방향으로 8 km, 남북방향으로 7 km 의 역을 계산 역으로 선정하여 ∆x=72 

m, ∆y=88m 로 분할하여 110 X 80개의 수평 격자망을 형성하 고, 수직방향으로는 

평군 해수면 의 3개의 수직층을 고려하 다. 계산에 이용된 수리 변수 값은 표 2

와 같다. x, y 방향의 계산 역은 그림 20에 나타내었고, 계산 역의 등고선과 기 

지하 수두를 그림 21와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지하수 유동모델운 을 한 경계조

건은 남북방향에서는 불투수성 조건, 동서 방향에서는 수두 값을 입력하 다. 

618-11 매립장에서 트리튬 농도는 2.0e7 pci/l를 선원항으로 입력하여 30년간 계산

을 수행하여 CPEST 모델과 본 연구에서 이용한 GMS 모델계산결과를 상호 비교

하여 그림 23에서 2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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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618-11 Burial ground model grid .

        

           그림 21. 618-11 Burial ground contou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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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Calculated hydraulic head.

그림 23.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using CFEST i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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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using CFEST in 2007.

그림 25.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using CFEST in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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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using GMS model  in 2001.

      그림 27.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using GMS model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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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Tritium concentration contour using GMS model  in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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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결 론

 지하수 유동  오염물 이동에 한 국제 모임인 ModelCARE 해 기술하고, 참

가 모델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지하매질내 유입된 오염물의 거동 특성 평가는 

지하 수자원의 보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한 요한 사항이

다. 기 ModelCARE 모임은 개발된 지하수  오염물 이동 모델의 수치기법 향상 

 모델의 검증에 주안 을 두었는데, 최근에는 모델의 불확실성 최소화  변수의 

민감도 해석 부분에 첨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개발된 모델의 검증은 이미 완료되

었다고 보고, 모델 운 의 요 변수인 입력자료의 정확도 평가에 그 요성을 부

여하는 추세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Hanford site부지에서 트리튬 농도

의 지하매질 이동을 평가한  CFEST 모델의 산정결과와 GMS 모델의 산정 결과를 

동일 시나리오에서 해석하여 상호 비교하 다. 비교 결과는 유사한 계산 값을 보이

고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되고 있는 시 에서 

건설 완료후 운  인 처분장으로부터 강우 침투에 의한 처분장 주변 매질로의 핵

종 이동을 평가하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유용한 도구로 활용 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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