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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numerical study aims at analyzing the effect of flow characteristics, caused by geometrical features such as intersecting angles, on
solute mixing at fracture junctions. It showed that not only Pe, the ratio of advection to diffusion, but also the intersecting angl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olute mixing at the junction. For the intersection angles less than 90°, the fluid flowed to the outlet in the
same direction as the injected flow direction, which increased the contact at the junction with the streamlines coming from the
different inlets. On the other hand, for the intersecting angles greater than 90°, the fluid flowed out to the outlet opposite to the flow
direction in the inlet, leading to minimizing the contact at the junction. Therefore, in the former case, solute mixing occurred even at
high Pe, and in the latter case, solutes transport along the streamlines even at low Pe. For Pe < 1, the complete mixing model was
known to occur, but for the intersecting angle greater than 150°, no complete solute mixing occurred. Overall, the transition from the
complete mixing model to the streamline-routing model occurred for Pe = 0.1 – 100, but it highly depended on the intersecting angles.
< 30°.
> 150° and at Pe = 10 - 100 for intersecting angles =
Specifically, the transition occurred at Pe = 0.1 - 10 for intersecting angles =
For Pe > 100, the streamline-routing model was dominant regardless of intersecting angles. For Pe > 1,000, the complete streamlinerouting model appeared only for the intersecting angles greater than 150°. For the intersecting angles less than 150°, the streamlinerouting model dominated over the complete solute mixing, but solute mixing still occurred at the fracture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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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암반단열의 교차각이 교차점에서의 용질의 혼합에 미치는 영향
김다혜 · 여인욱*
전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책임저자 : iwyeo@chonnam.ac.kr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델링을 통해 단열의 교차각과 같은 기하학적 특징이 교차점에서의 유동특성과 용질의 혼합·분배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Pe(Peclect number; 이류와 확산의 상대적인 비)뿐만이 아니라 단열의 교차각이 교차점에서의 용질의 혼
합·분배모델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각이 90°미만인 경우, 주입된 유동방향과 동일한 방
향의 유출구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차점에서 양쪽 주입구에서 온 유선들의 접촉을 용이하게 한다. 반면, 교차각이 90°보다 큰 경
우 유체가 주입된 유동방향과 유출구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교차점에 두 주입구에서 온 유선들 간의 접촉은 최소화 되었
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서는 높은 Pe에서도 용질의 혼합이, 후자에서는 낮은 Pe에서도 유선경로에 따른 용질의 이동이 나
타났다. 따라서 Pe < 1의 경우, 완전혼합모델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차각이 150°인 경우 교차점에서 혼합뿐만이 아
니라 일부는 유선의 경로를 따라 유출구로 유출되었다. 전반적으로 Pe가 0.1 - 100에서 완전혼합모델에서 유선경로모델로의 전
< 30°) Pe
> 150°) Pe가 0.1 - 10에서, 교차각이 작을수록( =
이가 나타났지만, 이는 교차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교차각이 클수록( =
가 10 - 100에서 전이가 발생하였다. Pe > 100에서는 교차각과 상관없이 유선경로모델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e >
1,000에서는 교차각이 150°이상인 경우에만 100% 유선경로모델이 나타나며, 교차각이 150°미만인 경우 유선경로모델이 지배적
이지만 여전히 교차점에서 용질의 혼합이 발생하였다.
주요어 : 암반단열, 단열 교차점, 교차각, 완전혼합모델, 유선경로모델

1. 서 론

Thomson, 2003; Ji et al., 2008; Lee et al., 2010; Lee et
al., 2014; Oron and Berkowitz, 1998; Zhou et al., 2015;

지중 암반에 건설되는 방사성 폐기물 심지층 처분, 에
너지 지중저장 및 석유 비축기지 등과 같은 시설물들은
저장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
관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수성이 작은 암반층에
건설된다(Blessent et al., 2011; Dessirier et al., 2015; Tsang
et al., 2015).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토양층이 얕은 경우
지하수가 오염되면 암반까지 오염될 수 있다. 암반의 경
우 토양과 달리, 지하수 유동과 용질의 이동이 특정한 불
연속적인 단열들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단열의 기하
학적인 발달 상태에 따라 지하수의 유동특성이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열과 단열 망(fracture network)
에서 지하수의 유동과 용질의 이동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단열 망 규모에서의 지하수 유동과 용질이동에 대한 이
해는 단일 단열에서의 유동특성과 그에 따른 용질 이동
기작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단일 단열을 통한 유
동에 대한 연구들은 유량의 정량화와 Stokes 식, Reynolds
식(local cubic law), cubic law와 같은 선형방정식의 적용
과 그 한계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Brush and

Zimmerman et al., 2004; Zimmerman and Yeo, 2000). 단
일 단열 내에서의 용질의 거동 대한 연구는 유속에 따른
분산특성이나 농도이력곡선에 나타나는 테일링(tailing)
현상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Boutt et al.,
2006; Cardenas et al., 2007, 2009; Detwiler et al., 2000;
Lee et al. 2015; Neretnieks et al., 1982).
하지만, 단열 망 규모, 특히 단열 교차점(fracture junction)
에서의 지하수 유동특성과 그에 따른 용질의 혼합과 분
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단열 교차점에
서는 교차각에 따라 기하학적 특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
문에 유체의 유동이 달라지며 그로 인해 용질의 혼합·분
배 특성 역시 단일 단열과는 다르다. 단열 교차점에서의
용질의 혼합·분배는 완전혼합(complete mixing)모델과 유
선경로(streamline-routing)모델로 분류된다(Berkowitz,
1994; Stockman et al., 1997; Park and Lee, 1999).
Fig. 1은 교차점에서의 완전혼합모델과 유선경로모델에
따른 용질의 혼합·분배 과정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때 유
체(지하수)는 inlet 1과 2를 통해 유입되며, 일정 농도를
가진 유체는 inlet 1만을 통해 주입되었을 때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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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xing characteristics models at fracture intersection: (a)
complete mixing model and (b) streamline-routing model (after
Park and Lee, 1999).

완전혼합모델은 단열 교차점에서 합류한 두 용액이 완전
히 혼합되어 동일한 농도로 분배된다는 이론으로서, 지
하수 유속이 느릴 때 교차점 내에서 용질의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어난다(Fig. 1a). 반면, 유선경로모델은
교차점에서의 유선 경로에 비례하여 용질의 배분이 일어
난다는 물리적 모델이다(Fig. 1b). 단열 교차점에서 두 혼
합·분배 모델의 비중은 혼합 비율(mixing ratio, Mr)로 분
석하며, 완전혼합모델의 경우 Mr은 0.5, 유선경로모델의
경우 Mr은 0에 해당된다. Mr은 outlet 1과 2로 빠져나가
는 유체의 유량(Q3, Q4)과 농도(C3, C4)를 이용하여 산정
할 수 있다(Stockman et al., 1997).
Q3 C3
Mr = -----------------------------Q3 C3 + Q4 C4

(1)

Mr은 이류와 확산의 상대적인 비를 나타내는 페클렛
수(Peclet number, Pe)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Pe은 ue/Dm 로서 u는 유속의 크기, e는 단열의 간극, Dm 은
확산계수이다. 즉, Pe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확산보다는
이류에 의한 용질이동이 커지기 때문에, 완전혼합모델보
다는 유선경로모델이 지배적인 혼합·분배 모델이 된다.
Mr을 이용하여 Pe에 따른 두 혼합·분배 모델의 전이과
정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Mourzenko et al., 2002;
Park et al., 2001; Park and Lee, 1999), 수치적(Berkowitz,
1994; Li, 1995; Stockman et al., 1997; Zafarani and
Detwiler, 2013), 실험적(Li, 1995)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Fig. 2는 평행한 단열이 90°로 교차하는 경우에 대한 이
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그림이다. Li (1995)는 LGA
(Lattice Gas Automaton) 기법을 적용한 수치적 연구와
더불어 단열 교차점 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그 결과, Pe < 0.68에서는 완전혼합모델을
따르고, Pe = 1 - 10에서 유선경로모델로의 전이가 발생
하였다. Stockman et al. (1997)은 Pe = 0 - 1,547 범위에

Fig. 2. Summarized plots of mixing ratio (Mr) versus Pe for the
case of an intersecting angle of 90°, using previous studies and
this study.

서 LGA 및 LB (Lattice Boltzmann) 방법을 적용하여 수
치모델링 수행하였으며, Pe = 1 - 100에서 완전혼합모델
에서 유선경로모델로 점진적인 전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Pe > 1,000에서도 Mr이 0으로 수렴하지 않아 100% 유선
경로모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Zafarani and Detwiler (2013)의 시간 영역 접근법(timedomain approach)을 도입한 수치해석 연구 결과, Pe >
1,000 에서 Mr = 0으로 수렴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
하였다. Berkowitz (1994)의 무작위 보행 입자추적 방법
(random-walk particle-tracking method)을 이용한 수치적
연구와 Park and Lee (1999)의 분석적 연구 모두, 앞선
결과와 달리 Pe < 0.1에서도 완전혼합모델을 따르지 않
고 유선경로모델로의 전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Pe의 범위
에서 발생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Pe < 1, Pe > 1,000 영역에서 상
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앞선 연구들은 단열이 90°로 교차하는 가
장 단순한 경우를 가정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교차각을 갖는 암반 단열에 적용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또한 Pe의 범위가 대부분 1,000이하여서, 빠른 유속조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 유동영역에서의 용질의 분
배 특성을 반영할 수가 없다. 비선형 유동 영역에서는 교
차점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라 소용돌이(eddy)와 같은 유
동구조가 발생하여 용질의 혼합·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유동영역까지 포함하는 넓
은 Pe 범위와 다양한 교차각을 갖는 단열 교차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실제 암반 단열의 기하학적 특성과 지
하수의 유속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용질의 혼합·
분배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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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치모델링을 통해 단열 교차점에서의
용질의 혼합·분배를 분석하였다. 수치모델링은 상업용 소
프트웨어인 COMSOL Multiphysics를 사용하였으며
(COMSOL AB, 2019), 먼저 정상류 조건에서 단열 교차
점에서의 지하수의 유속분포를 계산하였다. 정상류 조건
에서 단열을 통한 비압축성 유체의 흐름은 다음의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Zimmerman and Yeo,
2000).
2

ρ ( u ⋅ ∇ )u = μ∇ u – ρg∇h

(2)

여기서 ρ는 밀도, g는 중력가속도, u는 속도 벡터, μ는
점성도, h는 수두에 해당한다. 유체의 온도와 밀도는 일
정하다고 가정하였으며, 점성도는 물의 점성도인 1 × 10-3
Pa·s를 사용하였다. 단열을 통한 용질의 이동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Bear et al., 1993).
∂C
------- + u ⋅ ∇C – ∇ ⋅ D ( ∇C ) = 0
∂t

(3)

여기서 C는 용질의 농도, t는 시간, D는 용질의 확산
계수이다. 확산계수는 용질이동 실험에 추적자로 자주 사
용되는 Rhodamine B의 확산계수인 3.6 × 10-10 m2/s를 사
용하였으며, 식 (3)의 u는 식 (2)에서 구한 유속을 사용
하였다.
0.5 mm의 간극과 10 mm의 길이를 갖는 두 개의 단열
이 교차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2차원 수치모델링을 수행
하였으며, 단열은 거칠기(roughness)가 없는 평행한 단열
(parallel-walled fracture)을 가정하였다. 단열의 교차각은
inlet 1과 2의 사이 각으로 정의하였으며(Fig. 3), 30°, 60°,
90°, 120°, 150°로 교차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유체는
지하수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유동영역까지 유속조건을 확장
하여 용질의 혼합·분배 모델을 검토하였다. 가해진 수두
구배와 유출되는 유량간의 선형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비
선형 유동의 발생 유무는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상대
적인 비를 나타내는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 Re)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Re은 ρue/μ이며 μ는
점성계수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단일 단열의 비선형
유동영역은 Re = 10 - 2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i et al., 2008; Zhang and Nemcik, 2013; Zimmerman and
Yeo, 2000; Zimmerman et al., 2004; Zhou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 = 3.6 × 10-5 - 36의 범위에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하여 단열 교차점의 기하학적

Fig. 3. Geometrical features of the fractures that intersect at 30°,
60°, 90°, 120° and 150°. An intersecting angle θ is defined as
an anticlockwise angle from inlet 1. Water is injected through
inlets 1 and 2 at the same flow rate, but water at inlet 1 has
a concentration of 1 mol/m3.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단열 교차점에서 용질의 혼합·분배를 분석하기 위하여
inlet 1의 끝에만 농도를 일정하게 주입하였으며(즉 C1 =
1, C2, C3, C4 = 0 mol/m3), 용질 이동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유속조건은 지하수 유동모델링과 같은 Re = 3.6 ×
10-5 - 36이며, 이 범위는 Pe = 0.1 - 100,000에 해당이
된다. Outlet 1과 2에서 측정된 유량과 농도를 이용하여
Mr을 산정하여 교차점에서의 용질의 혼합·분배 특성을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Fig. 4는 Re = 0.000036 - 36에서 계산된 대표적인 유
속의 분포와 유선을 보여준다. Intel 1과 2에서 동일한 유
속으로 주입되었기 때문에, 교차각과 Re와 상관없이 inlet
1, 2로 주입된 유체는 각각 outlet 2와 1로 각각 유출되었
다. 교차각이 30°인 경우, 주입된 유체의 유동방향과 유
출구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양쪽 주입구에서 온 유
선이 교차점에서 겹치면서 유속이 가장 큰 구간이 넓게
형성된다(Fig. 4). 단열 교차각이 커지면서 유속이 가장
큰 구간의 면적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교차각
이 90°를 초과할수록, 유체는 교차점에서 주입된 유체의
유동방향과 반대인 유출구로 유출되기 때문에 교차점에
서 오히려 유속이 가장 작은 구간이 넓게 형성된다. 교
차각에 따른 교차점에서의 유동특성의 분명한 차이는 교
차점에서의 용질의 혼합과 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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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ots of streamlines and velocity magnitudes at the fracture junctions for Pe = 0.1, 10,000, 50,000, 100,000.

Re >
= 18에서 유선이 단열 교차점에서 더 크게 휘어지
며, 유속이 가장 큰 위치도 유출구 쪽까지 더 넓게 나타
났다(Fig. 4). 이는 유속이 증가하면서 점성력에서 관성
력이 지배적인 유동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단열이 150°로 교차하는 경우, Re = 18부터 단열의
교차점에 형성된 저속도 구간에서 소용돌이 구조가 발달
하기 시작했다. Chaudhary et al. (2011)는 비선형 유동의
발생기작을 소용돌이 구조의 발생과 성장으로 설명하였
다. 이러한 유선의 변화와 소용돌이 구조는 약 Re >
= 18
에서 선형 유동영역에서 비선형 유동영역으로 전이되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Zimmerman et al. (2004)은 주입유량의 증가에 따른 투
수량계수의 상대적인 변화를 비교하여 비선형 유동의 발
생 시점을 분석하였다. 단열을 통한 지하수 유동은 단열
간극(aperture)의 3승에 비례하는 cubic law로 표현할 수
있다(Zimmerman and Yeo, 2004).
3

ρgeh w dh
Q = -------------------12μ dx

(4)

여기서 Q는 유량, w는 단열의 폭이고, eh 는 수리간극
(hydraulic aperture)이다. 각 유속조건에서 유출구로 유출
되는 유량과 주입구와 유출구의 수두차를 이용하여 수리
간극을 계산한 후 아래의 식으로 투수량계수(transmissivity, T)를 산출하였다.
3

ρge
T = ----------h12μ

(5)

Re가 가장 작은 조건에서 계산된 투수량계수를 T0로 정
의하여, 투수량계수의 상대적인 변화(T/T0)를 계산하였다
(Fig. 5). T/T0비는 단열이 교차하는 각도와 상관없이 Re
> 10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Re < 18까지
단열 교차각과 상관없이 T/T0비는 동일하였으나, 150°로
교차하는 경우 Re = 18부터 다른 교차각에 비해 T/T0비
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교차점 중심부에서 크
게 발달하는 소용돌이 구조가 비선형 유동영역을 더 가
속화시켰음을 시사한다.
Zimmerman et al. (2004)은 T/T0 = 0.9일 때의 Re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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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ormalized transmissivity change as a function of
Reynolds number for various intersecting angles.

선형 유동이 시작하는 임계 Re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10
< Re < 30에서 전이유동영역(transitional flow regime)이,
그리고 Re > 30에서 비선형 유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이는 Zimmerman et al. (2004)이 단일 단열에
대해 제시한 임계 Re = 20과 매우 유사하다. 교차하는
두 개의 단열이 모두 평평함에도 불구하고, 거친 단일 단
열(rough-walled single fracture)과 유사한 Re에서 비선형
유동영역이 발생하는 것은 단열 교차점의 기하학적 특징
이 단일 단열의 거칠기 효과와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단열 교차점에서의 용질의 혼합·분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inlet 1에만 일정한 농도(C1 = 1 mol/m3)를 갖는
지하수를 연속적으로 주입하며 용질이동모델링을 수행하
였다. Pe = 0.1일 때, 단열의 교차각이 120°미만인 경우
inlet 1과 2로 부터 유입된 지하수가 교차점에서 완전히
혼합(mixing)되어 유출구로 유출되었다(Fig. 6). 또한 C2
= 0인 inlet 2의 단열 쪽에도 농도가 관찰된다. Pe < 1 에
서는 이류보다는 확산에 의한 용질의 이동이 지배적으로
일어나며, 그로 인해 교차점에서 혼합된 용질이 inlet 2방
향으로도 확산되기 때문이다. Pe = 1의 경우 단열 교차
점에서 용질의 혼합과 더불어 교차각에 따라 유선을 따
라 용질이 이동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단열의 교차
각이 클수록 유선을 따라가는 용질의 이동이, 교차각이
작을수록 유체의 혼합이 더 발생하였다. 이는 Fig. 4에서
관찰된 것처럼, 단열이 교차하는 각도가 작을수록 inlet 1
과 2로 주입된 유체의 유선이 상대적으로 넓게 접하며
혼합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Pe가 10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차점에서 용질의 혼합정
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확산보다 이류에 의한 용
질이동이 우세해지면 용질이 유선을 따라 이동되기 때문

이다. Pe가 100을 넘어서면서부터 용질은 거의 혼합되지
않고 각각 outlet 2와 1로 분리되어 유출되었다. 혼합되
는 정도는 교차각이 커질수록 작아졌다. Pe = 10,000일
때, 단열의 교차각이 90°미만인 경우 교차점에서 일부 혼
합이 발생하며 주입구와 다른 유선인 outlet 1으로 유출
되었다. 교차각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혼합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유선을 따라 outlet 2로 유출되었다. 이는
Fig. 4에서 보듯이 단열이 교차각이 클 때 교차점에서 유
속이 작은 구간이 발달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교차점에서
용질의 혼합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Pe = 100,000
일 때, 교차각이 150°인 경우 교차점에 발생한 소용돌이
로 인해 용질이 갇혀 교차점에 체류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Pe에 따라 용질의 혼합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
하여 Mr을 계산하였다. 동일한 Pe에서 단열의 교차각에
따른 Mr을 비교한 결과, 단열의 교차각이 클수록 Mr이
작게 나타났다(Fig. 7). Pe = 0.1일 때, 교차각이 90°이하
인 경우 Mr은 약 0.5로 완전혼합모델을 따른 반면, 교차
각이 120°, 150°인 경우 Mr은 0.473, 0.423으로 감소하였
다. 심지어 Pe = 0.1에서도 교차각이 큰 경우 완전혼합
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Pe가 0.1 - 100에서 완전혼합모델에서 유선경로모델로
전이되었지만, 이는 교차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교차
각이 150°이상인 경우 Pe = 0.1 - 10에서, 교차각이 30°
이하인 경우 Pe = 10 - 100에서 완전혼합에서 유선경로
모델로의 전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Fig. 6에서 보듯이 단
열의 교차각이 클수록 유체의 혼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Pe > 100인 경우 유선경로모델이 지배적이며, Pe > 1,000
의 경우 교차각과 상관없이 Mr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
였다. 단열이 150°로 교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Mr 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았으며, 교차각이 작을수록 수렴 값은
크다. 교차각이 30°인 경우 용질의 혼합이 여전히 발생
하며, 이로 인해 용질의 약 10%는 용질이 주입된 유선과
다른 단열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 6에서
보듯이, 교차각이 작을수록 inlet 1과 2에서 들어온 유선
들 간의 접촉 면적이 커지면서 일부 혼합이 일어나고 그
로 인해 용질이 다른 유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Re = 10(Pe = 27,778)부터 유동영역의 전이가 발생하
고, Re = 30(Pe = 83,333)부터는 비선형 유동이 발생했
음에도 불구하고 Pe = 100,000까지 혼합비율의 큰 변화
는 없었다. 유동 영역의 변화와 소용돌이와 같은 유동구
조의 변화가 교차점에서의 용질의 혼합·분배에 미치는 영
향이 크지 않았다.
단열이 90°로 교차하는 경우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비교하였다(Fig. 2). 본 연구 결과, Pe <
1일 때 완전혼합모델을 따르지만, Pe = 1 - 100에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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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centration contours at the fracture junctions for Pe = 0.1 to 100,000.

전혼합모델에서 유선경로모델로의 전이가 발생하였다. 이
는 Li (1995) 및 Stockman et al. (1997), Zafarani and
Detwiler (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Pe >
1,000에 대해서 Zafarani and Detwiler (2013)의 연구결과
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Zafarani and Detwiler (2013)의
연구결과는 Mr이 0으로 수렴하여 완전 유선경로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결과는 Mr이 0.026으

로 수렴하여 완전한 유선경로모델이 아닌 일부 용질의
혼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ockman et al. (1997)
의 연구 결과는 Pe = 1,547에서의 Mr = 0.022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Pe 조건에서도 Mr이 0
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단열이
90°로 교차하는 경우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이전 연구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연구결과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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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lots of mixing ratio (Mr) versus Pe for various
intersecting angles.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 연구들의 경우 단열 내에서의 유
속분포 및 용질이동을 해석하는데 있어 다양한 가정을
통해 Navier-Stokes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단순화된 식
을 이용하여 근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Navier-Stokes
방정식과 용질이동방정식에 기반한 보다 정밀한 수치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수치모델링을 통해 단열 교차점에서의 유동특성과 그
에 따른 용질의 혼합·분배 기작을 연구하였다. 완전혼합
모델과 유선경로모델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로 활용되는 용질의 혼합비율(Mr)을 산정하여 단열의 교
차각과 유속조건에 따른 교차점에서 용질의 혼합과 분배
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단열의 교차각이 클수록 Mr이 작게 나타났다. 즉, 교차
각이 클 경우 유선경로에 따른 용질의 이동이 교차각이
작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발생하였다. 심지어 확
산이 지배적인 Pe < 1인 경우에도, 교차각이 큰 경우에
는 100% 완전혼합이 일어나지 않았다. Pe = 10의 경우,
교차각이 클수록( >
= 90°) 유선을 따라 이동하는 유선경로
모델이 더 지배적이었으며, 교차각이 작을수록(< 90°) 완
전혼합모델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각이
90°보다 큰 경우, 주입된 유체의 유동방향과 반대 방향의
유출구로 유출되기 때문에 양쪽 주입구에 온 유선들이
교차점에서 접촉하는 면적이 최소화 되면서 용질의 유선
경로모델이 더 지배적인 혼합·분배 모델이 된다. 반대로
교차각이 90°보다 작은 경우, 유속과 같은 방향의 유출
구로 유출되기 때문에 양쪽 주입구에서 온 유선들이 교
차점에서 넓게 겹치게 되면서 용질 혼합이 일어나기 용

이하다.
Pe가 0.1 - 100에서 완전혼합모델에서 유선경로모델로
전이되었지만, 이는 교차각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교차
각이 클수록( >
= 150°) Pe = 0.1 - 10에서, 교차각이 작을
수록( <
30°)
Pe = 10 - 100에서 혼합·분배 모델의 전이
=
가 발생하였다. Pe > 100에서는 교차각과 상관없이 유선
경로모델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e > 1,000에
서는 교차각이 150°이상인 경우에만 100% 유선경로모델
이 나타나며, 교차각이 150°미만인 경우 일부 교차점에
서 용질의 혼합이 발생하였다. 교차각이 30°인 경우 용
질의 혼합이 여전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용질의 약 10%
는 용질이 주입된 유선과 다른 단열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열의 교차각은 교차점에서의 유동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차점에서의 용질
의 혼합·분배 역시 이러한 유동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Pe조건에서 교차각이 클수
록 유선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특성이 나타나며, 교차각
이 작을수록 혼합의 특성이 나타났다. 교차점에서의 용
질의 완전혼합모델과 유선경로모델의 비중은 Pe뿐만이
아니라 교차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암반 단열의 경우 교차각 이외에도 수리간극, 거
칠기 등의 다양한 기하학적 특징이 단열 교차점에서의
유동 특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마이크로 입
자영상유속계(micro-particle image velocimetry) 등과 같
은 장비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규모의 단열 내에서 유속
과 용질의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들이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 방법을 도입하여 현
상에 근거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단열 교차점에서의 혼
합·분배 모델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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