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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여수지역 지하공동의 암반지하수체계 특성 연구(2)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지하비축시설은 장공동을 암반에 건설하고, 주변의 지하수압

을 이용하여 공동 내 유류를 장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 주변의 지

하수압 분포와 공동 내로의 지하수 유입량의 정확한 측은 공동 설

계와 수리안정성 유지를 한 수벽공 설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이다. 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공동 주변 지하수유동체계 해석은 다

공성 연속체 개념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 한계성이 

차 으로 인지되고 있다. 특히 건설  는 건설 후에 발생되는 

다량 지하수유입 상이나, 수벽공 주입수와 암반과의 상호반응에 

의한 clogging 상, 그리고 인 된 기존 비축시설에 미치는 수리간

섭 상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실제 지하에서 

진행되는 암반 지하수유동체계의 악보다는 이론 인 지하수 

potential 분포에 의존하여 해석하기 때문이다. 한 지하수유동 해석

방법이 다공성 연속체 개념에 근거하기 때문에 비축시설 부지의 기

본조사시 도출되는 수리지질 자료도 연속체 개념 해석에 필요한 자

료로 그치고 있다. 암반지하수의 특성은 2차원 유동이 우세한 상부 

지하수층(풍화   상부 단열 )과 단열  분포망에 따른 암반 지

하수 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비축시설 주변의 지하수체계의 정

 분석을 한 필수 인 기본자료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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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부 지하수 의 수리특성  분포심도

  ◦ 주요 단열 의 지하수압 분포  수리특성

  ◦ 지하수 함양 구역과 배출구역의 구분

  ◦ 지하수의 자연 함양율

  상기 자료는 제한된 기본조사 과정에서 도출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하공동 건설을 하나의 장기 이고 실제 규모의 장 수리시험으로 

간주하고 건설 에 발생되는 지하수체계 변화를 정  측하여 도

출된 자료 해석에 의하여 보다 정확한 지하수체계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가. 1차년도 : 연구지역 지질조사  역 지하수유동 특성분석

- 지질  단열분포 특성조사

- 역 지하수유동 비해석

   나. 2차년도 : 연구지역 정 조사, 시험  수리모델 입력 라메

터 해석

- 정  지표지질조사  시추

- 공내 검층, 수리시험  지하수 장기 모니터링

- 단열체계 분석  3차원 단열망 모델해석

- 단열 수리 도도 분포해석

- 수리지질 단 층 투수성 분포해석

   다. 3차년도 : 지하수유동 모델링 해석

- 부지규모 모델구성  계산

- 민감도 분석과 불확실성 평가

- 최  지하수유동 해석기법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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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 결과

  1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1) 연구지역에서의 규모별 개념모델을 

설정하기 한 지질조사  지질구조  특성 조사, 그리고 기존 조

사자료를 이용한 지하수유동체계 특성 분석  수리지질학  단  

설정, (2) 지하공동 주변 지하수유동 평가 기반기술 구축, (3) 모의 

지하공동을 가상한 지하공동 주변 역규모의 지하수유동체계를 해

석하기 한  2 차원 지하수유동체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2차년도에는 지하수유동 수치모델링을 한 실제 모의 지하공동 

모암의 수리지질 라메터를 생산하기 하여 연구지역 내 화산암 

분포지역을 모암으로 가정하고, 이를 상으로 (1) 시추조사  수리

시험, (2) 정 단열조사, 시추공내에서의 코아 기재, 텔 뷰어 검층, 

지구물리 검층, (3) 정압주입시험과 압력강하시험, (4) 지하수질 검층, 

(5) MP 시스템을 이용한 지하수압 계측, 구간별 물시료 채취  분

석을 수행하 으며,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수리 도도의 수직  변화, 

단열의 기하학  분포특성과의 상 계, 화산암 단 층에 한 유효

수리 도도, 기타 동 원소  물수지를 이용한 함양율을 계산하

다.

  3차년도에는 연구지역을 상으로 수리모델 구성기법 수립  

검증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 으며, 해석모델로는 연속체 개념

과 단열망 개념의 모델을 용하 다. 주요 연구내용은 (1) 장 

계측자료의 종합을 통한 개념모델의 수정, (2) 장계측치와의 모델 

교정, (3) 민감도 분석, (4) 유동로 분석  유동경로별 유동시간 계

산을 수행하 다. 개념모델은 연구지역의 지질, 구조지질, 수리지질 

 지하수질 등의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수정, 확정하 다. 여

기에는 MP 시스템에서 장기 계측된 지하수압 분포, 수질특성이 반

되었다. 개념모델의 상부 경계조건 의 하나인 함양율은 강우에 

한 지하수  변화와 환경동 원소를 이용하여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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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교정은 공동 수량과 지하수 를 이용하여 입력 라메터를 

최종 으로 결정하 으며, 정상상태에서의 수리 도도와 함양량의 

민감도를 분석하 다. 등방성 연속체 개념과 투수성단열을 고려한 

이방성 연속체 개념의 코드를 각각 용하여 유동경로와 유동시간을 

계산하 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본 연구결과는 기술 인 측면에서 (1) 첨단 장비를 이용한 지하매

질 조사기술 용, (2) 단열 암반의 수리지질특성 분석기술 구축, (2) 

단열 암반의 단열 라메터 해석기술 구축, (3) 단열망 모델을 이용한 

수리 라메터 역해석기술 구축, (4) 지구통계학 기법을 용한 수리

도도의 공간  분포해석, (5) 지하공동 주변의 지하수유동 모델링 

기법 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하 다. 경제 인 측면으로는 자체 기술

확보에 따른 사업비 감을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본 연구결

과는 지하공동 건설을 한 부지특성평가  설계기술에 직  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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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Groundwater flow system in the fractured rock near a 
storage cavern at Yeosu area(2)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Upper part underground water cause hydraulic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depth

  ◦ Water pressure distributions underground a main insulation cause 

and a hydraulic characteristic

  ◦ I cultivate underground water, and it is distribution reverse a 

district and an outlet

  ◦ Natural contain ratio of underground water 

As the above-mentioned data are difficult for being derived in basic 

investigation processes limited, I build an underground cavity, but can 

evaluate an underground water system characteristic more correct by 

the data interpretation that minuteness observes an underground water 

system change Ui is long term, and I regard by hydraulic tests field of 

actual scale, and to be happened during construction, and was derived.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Characteristic analysis floating the reverse-geological surveys and 

wide area underground water which is study

   2. The reverse-minuteness investigation that is study, tests and 

hydraulicl model input PaRaMeTeo interpretation

   3.  Modeling interpretation floating undergrou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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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A model revision used the common leak water quantity and 

underground water stomach, and I decided finally on input PaRaMeTeo, 

and I helped a hydraulic reversal in normal state, and I analyzed 

sensitivity of HamYangRyang.I each applied a code of the anisotropic 

continuum concept that took conceptual an isotropy continuum 

permeability insulation into consideration, and I calculated a floating 

path and floating tim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characteristic analyzer liquor construction that this result of 

research used high-tech equipment in the technical sides (1), and is 

application technical underground medium investigation (2), repair of 

an insulation rock in quality, (3) SuRiPaRaMeTeo YeokHaeSeokGiSul 

construction (4), the enemy distribution interpretation ,. which used 

an insulation network model between balls of the hydraulic reversal 

duty that applied earth statistics technique, (5) I achieved modeling 

technique constructions floating underground water surrounding an 

underground cavity etc. result.I am able to have been leaned 

business expenses reduction along an own technology security in the 

economic side.From now on, this result of research can be applied 

directly to site characteristic evaluation for underground cavity 

construction and design technology.



- viii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Section 1  Study background ·······································································1

        1. The 1st year(1998) accomplishment contents ····························1

        2. The 2nd year(1999) accomplishment contents ···························2

   Section 2  Research and development goals and contents ··················6

        1. A go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6

        2. Relevant fiscal year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ents and  

           way……………………………………………………………………6

Chapter 2  A site characteristic …………………………………8

   Section 1  Positions and a topography ······················································8

   Section 2  Geological feature ······································································10

   Section 3  Geological structure ··································································11

        1. Liner structure ··················································································12

        2. A permeability insulation distribution characteristic ··············12

   Section 4  Hydraulic geological feature ···················································15

        1. Water gate environment ································································15

        2. Distribution on underground water ············································15

        3. Underground level distribution characteristic ··························17

        4. The underground quality of water distribution characteristi   

           c……………………………………………………………………… 18

        5. Homogeneity unit floor scale ·······················································32

        6. An effective repair reversal of a unit floor ·····························32

        7. Container ratio ··················································································34

Chapter 3  Hydraulic modeling procedure ………………………53



- ix -

   Section 1 Hydraulic model configuration technique ······························53

   Section 2 A conceptual model ····································································55

        1. Hydraulic geological feature unit floors and insulation ········ 55

        2. Model boundary setting ·································································56

   Section 3  An interpretation model ···························································57

        1. Modflow ······························································································57

        2. NAPSAC and NAMMU ·································································58

Chapter 4  Wide area scale modeling ………………………63

   Section 1  Boundary condition ···································································63

        1. Interpretation scopes and grating design ··································63

        2. Upper part boundary conditio ······················································63

        3. Base boundary condition ································································63

        4. Boundary condition of the existing law oil's cavitation for a  

           model revision ·················································································67

        5. Other boundary condition ······························································68

   Section 2  Input parameter ··········································································69

   Section 3  A model revision ·······································································72

        1. A revision by underground water Miss influx of it is        

           superior to it law oil's cavitation ··············································72

        2. Application of a reversal duty to be hydraulic by field       

           hydraulic tests ·················································································77

        3. An influence of base boundary depth ·······································77

   Section 4  Sensitivity analysis ···································································84

   Section 5  An influence being mad to insulation master underground  

              water stream ··············································································86

Chapter 5  Site scale model …………………………………………91

   Section 1  The insulation network configuration that used field dat  



- x -

             a ······································································································91

        1. Large an index wealth weathering deeply ·······························91

        2. Insulations disconnection ·······························································92

        3. Insulation chase length distribution ··········································92

        4. Insulation density ·············································································94

        5. Insulation gap ···················································································97

   Section 2  An anisotropic hydraulic reversal calculates it ·················98

        1. Calculation procedure ······································································98

        2. The insulation network writing that I was geometric, and    

           was matched ····················································································98

        3. The insulation network writing that was matched to         

            hydraulic ························································································107

        4. The hydraulic reversal figure and pitcher count mountaintop  

           of granite ························································································111

   Section 3  Continuum model writing ······················································112

        1. A model outline ··············································································112

        2. Boundary condition ········································································114

   Section 4  Floating paths and floating city interpretation ···············115

        1. An interpretation way ··································································115

        2. Results examination ······································································115

   Section 5  Fresh water - seawater interface interpretation ············119

        1. An interpretation way ··································································119

        2. Boundary condition and input data ··········································120

        3. Results examination ······································································122

        4. 2-D  floating Ro and floating city interpretation at aspect    

           s ·········································································································125

Chapter 6 Conclusion …………………………………………………129

   Section 1 Result of research  ·································································129

   Section 2  Mathematical model configuration technique discussions   



- xi -

               and proposal ···········································································132

        1. Introduction ······················································································132

        2. A selection of a conceptual model ···········································133

        3. A selection of an interpretation model ····································136

        4. The arbitrary characteristic that is input ·······························140

        5. Setting of boundary condition ····················································148

        6. A model revision ·········································································149

        7. Sensitivity analysis ·······································································151

        8. Enemy approach elemental chemical same rank ··················152

        9. An actual proof of a revision model ·····································154

Chapter 7 References …………………………………………………159

Supplement : Frequency of permeability insulation by a bore, gaps and 

a hydraulic reversal ar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165



- xii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연구배경 ·····························································································1

        1. 1차년도(1998) 수행내용 ····································································1

        2. 2차년도(1999) 수행내용 ····································································2

   제 2   연구개발 목표  내용 ···································································6

        1. 연구개발의 목표 ··················································································6

        2. 당해년도 연구개발 내용  방법 ····················································6

제 2 장  부지특성 ·····························································································8

   제 1   치  지형 ·····················································································8

   제 2   지질 ···································································································10

   제 3   지질구조 ···························································································11

        1. 선상구조 ······························································································12

        2. 투수성단열 분포특성 ········································································12

   제 4   수리지질 ···························································································15

        1. 수문환경 ······························································································15

        2. 지하수  분포 ····················································································15

        3. 지하수두 분포특성 ············································································17

        4. 지하수질 분포특성 ············································································18

        5. 균질 단 층 규모 ··············································································32

        6. 단 층의 유효수리 도도 ································································32

        7. 함양율 ··································································································34

제 3 장  수리모델링 차 ···········································································53

   제 1   수리모델 구성기법 ·········································································53

   제 2   개념모델 ···························································································55



- xiii -

        1. 수리지질 단 층  단열 ····························································55

        2. 모델 경계설정 ····················································································56

   제 3   해석모델 ···························································································57

        1. Modflow ······························································································57

        2. NAPSAC과 NAMMU ·····································································58

제 4 장  역규모 모델링 ···········································································63

   제 1   경계조건 ···························································································63

        1. 해석 역  격자설계 ······································································63

        2. 상부 경계조건 ····················································································63

        3. 하부 경계조건 ····················································································63

        4. 모델교정을 한 기존 유공동의 경계조건 ······························67

        5. 기타 경계조건 ····················································································68

   제 2   입력 라메터 ·················································································69

   제 3   모델 교정 ·························································································72

        1. 지하수 와 유공동의 유입양에 의한 교정 ······························72

        2. 장 수리시험에 의한 수리 도도의 용 ··································77

        3. 하부경계 심도의 향 ······································································77

   제 4   민감도 분석 ·····················································································84

   제 5   단열 가 지하수흐름에 미치는 향 ·········································86

제 5 장  부지규모 모델 ···············································································91

   제 1   장자료를 이용한 단열망 구성 ·················································91

        1. 지표부 풍화  깊이 ··········································································91

        2. 단열군 분리 ························································································92

        3. 단열 추 길이 분포 ········································································92

        4. 단열 도 ····························································································94

        5. 단열 틈새 ····························································································97

   제 2   이방성 수리 도도 계산 ·······························································98



- xiv -

        1. 계산 차 ····························································································98

        2. 기하학 으로 일치된 단열망 작성 ················································98

        3. 수리학 으로 일치된 단열망 작성 ··············································107

        4. 화강암의 수리 도도  투수계수 산정 ····································111

   제 3   연속체 모델 작성 ·········································································112

        1. 모델개요 ····························································································112

        2. 경계조건 ····························································································114

   제 4   유동경로  유동시간 해석 ·······················································115

        1. 해석 방법 ··························································································115

        2. 결과 검토 ··························································································115

   제 5   담수-해수 경계면 해석 ······························································119

        1. 해석 방법 ··························································································119

        2. 경계조건  입력자료 ····································································120

        3. 해석결과 ····························································································122

        4. 2-D 단면에서의 유동로  유동시간 해석 ······························125

제 6 장  결  론 ······························································································129

   제 1   연구결과  ·····················································································129

   제 2   수리모델 구성기법 토의  제언 ·············································132

        1. 서 언 ··································································································132

        2. 개념모델의 선택 ··············································································133

        3. 해석모델의 선택 ··············································································136

        4. 입력인자의 특성 ··············································································140

        5. 경계조건의 설정 ··············································································148

        6. 모델교정 ··························································································149

        7. 민감도분석 ························································································151

        8. 화학 ․동 원소  근 ······························································152

        9. 교정모델의 실증 ············································································154



- xv -

제 7 장 참고문헌 ···························································································159

부  록 : 시추공별 투수성단열의 빈도, 틈  수리 도도 분포특성············165



- xvi -

표 목 차

Table 2.1.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fracture system from the 

site-specific data. ···············································································11

Table 2.2. Statistics of the conductive fractures sets. ······························13

Table 2.3. Summarized statistics of the fracture trace length. ···············14

Table 2.4. Chemical compositions of water samples from the Yeosu 

area. ·······································································································20

Table 2.5. Saturation index of groundwater respect to representative 

secondary mineral. ·············································································28

Table 2.6. Isotopic composition of groundwater samples for Yeosu area.

················································································································30

Table 2.7. Estimated recharge rate per year in the borehole K-3 and 

K-4 using gwoundwtaer level change. ········································43

Table 2.8. Estimated recharge rate per year in the borehole K-3 and 

K-4 using gwoundwtaer drawdown curve. ································48

Table 4.1.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used in the model. ··············70

Table 4.2. Input parameters for the hydrogeological zones in porous 

continuum mode. ················································································71

Table 4.3. Calculated recharge, inflow and normalized RMS versus 

hydraulic conductivity. ······································································76

Table 4.4. Calculated inflows and normalized RMS versus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78

Table 4.5. Calculated inflows and normalized RMS versus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81

Table 5.1. C and λ of each fracture set ·······················································93

Table 5.2. Fracture density calculated by Eq. (5-7) and Eq. (5-8)  ·· 96

Table 5.3. Fracture density of each fracture set ········································96

Table 5.4. Statistics of the fracture aperture of the type 1 fractures 



- xvii -

below GL.-40 m (unit: m) ······························································97

Table 5.5. Choice of plus or minus sign in Eq. (5-9) ····························100

Table 5.6. Coordinates of the start points and end points of 

core-logging lines. ···········································································101

Table 5.7. Number of poles for each Set from different seed numbers. ·

··············································································································103

Table 5.8. λ of the fracture length distribution function to match a 

fracture network with in-situ stereonet geometrically.  ·····107

Table 5.9. Calculated mean transmissivity and its standard deviation of 

each fracture set in log-space. ····················································109

Table 5.10. 6 components of hydraulic conductivity and principal 

hydraulic conductivities calculated from Table 5.10(unit: m/s).

··············································································································109

Table 5.11. Modified mean transmissivity and its standard deviation of 

each fracture set in log-space. ····················································110

Table 5.12. Finally modified 6 components of hydraulic conductivity and 

principal hydraulic conductivities(unit: m/s). ····························110

Table 5.13. 6 components of permeability and principal permeabilities 

corresponding to the hydraulic conductivities in Table 5.12 ·····

··············································································································110

Table 5.14. Hydraulic conductivities and permeabilities of granite part. ··

··············································································································111

Table 5.15. Coordinates of final position of each path ····························118

Table 5.16. Travel time and path length for each path ························118

Table 5.17. Travel time for each pathway. ················································126

Table 6.1. Parameters on groundwater flow and solute transport.   141

Table 6.2. Summary of methods of estimating net recharge over a 

region ·································································································1143

Table 6.3. Comparison of methods of estimating precipitation recharge ··

··············································································································144



- xviii -

Table 6.4. Porosities of intact rock in each rock type ··························145



- xix -

그림목차

Fig. 2.1.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9

Fig. 2.2.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10

Fig. 2.3. Summarized lineament map in the study area. ··························13

Fig. 2.4. Borehole location map. ·······································································13

Fig. 2.5. Stereographic pole plot of conductive fractures in the welded 

tuff rock. ·······························································································14

Fig. 2.6. Contour map of the groundwater table before cavern 

excavation. ·························································································161

Fig. 2.7. Contour map of the groundwater table after cavern excavation.

················································································································16

Fig. 2.8. Potentiometric head profiles in borehole K-1 and K-2. ···········18

Fig. 2.9. Variation of pH of groundwater according to depth in 

boreholes K-1 and K-2. ··································································22

Fig. 2.10. Variation of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groundwater according 

to depth in boreholes K-1 and K-2. ············································24

Fig. 2.11. Piper's diagram for water samples of borehole K-1 and K-2.

················································································································25

Fig. 2.12. Variation of Na, Ca, Cl, SO4 concentrations of groundwater 

according to depth in boreholes K-1. ··········································26

Fig. 2.13. Variation of Na, Ca, Cl, SO4 concentrations of groundwater 

according to depth in boreholes K-2. ··········································27

Fig. 2.14. Variation of δ18O of groundwater according to depth in 

boreholes K-1 and K-2. ··································································31

Fig. 2.15. Estimation of REV scale from the borehole K-1. ···················32

Fig. 2.16.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in the hydraulic unit. ···········33

Fig. 2.17. Vertical distribution of hydraulic conductivity. ·························33

Fig. 2.18.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for hydraulic conductivity vs 



- xx -

depth. ·····································································································34

Fig. 2.19. Schematic diagram for hydrological cycle. ·································35

Fig. 2.20. The variation of groundwater table observed at borehole K-3 

with the amount of precipitation between Aug. 1999 and Oct. 

2000. ·······································································································40

Fig. 2.21. The variation of groundwater table observed at borehole K-4 

with the amount of precipitation between Aug. 1999 and Oct. 

2000. ·······································································································40

Fig. 2.22. The rise of groundwater level of boreholes K-3 and K-4 in 

each precipitation event from 1999 to 2000. ·······························43

Fig. 2.23. Hydrograph of groundwater level and regression in boreholes 

K-3 and K-4 with the precipitation from 1999 to 2000. ········47

Fig. 2.24. Dry-day duration vs Sm-S of boreholes K-3 and K-4.  ··· 48

Fig. 2.25. Variations of isotopic composition of rain water,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borehole K-3) between June and 

Sep., 2000. ····························································································50

Fig. 3.1. Groundwater flow modeling procedure. ·········································54

Fig. 3.2. Plain view of the fracture zones in model. ·································56

Fig. 4.1. Reduction of the model domain. ····················································64

Fig. 4.2. Orientation of a finite difference grids and local coordinates. 64

Fig. 4.3. Cross section view of the finite difference grids. ······················65

Fig. 4.4. Surface map of topography and groundwater level. ·················66

Fig. 4.5. Cross section view of the caverns and water curtain. ············67

Fig. 4.6. Boundary conditions ············································································68

Fig. 4.7. Plain view of the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used in 1 

layer of the model. ············································································70

Fig. 4.8. Cross section view of the hydraulic conductivity. ·····················71

Fig. 4.9. Location of the observation wells. ··················································73

Fig. 4.10. Results of monitoring for the injection water quantity through 

horizontal water curtain hole and inflows into the storage 



- xxi -

caverns per day at Storage U-1-2. ··············································74

Fig. 4.11. Calibration results at observation well through the calculated 

versus observed head. ······································································75

Fig. 4.12. Calibrated water table. ···································································75

Fig. 4.13. Calculated inflows and normalized RMS versus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78

Fig. 4.14. Pathway at each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80

Fig. 4.15. Calculated inflows and normalized RMS versus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81

Fig. 4.16. Pathway at each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83

Fig. 4.17. Sensitivity Analysis of the hydraulic conductivity and 

recharge. ·····························································································85

Fig. 4.18. Sensitivity Analysis of the Kx, Ky, Kz. ····································86

Fig. 4.19. Water table after the excavation of the cavern and before the 

excavation of the cavern. ································································87

Fig. 4.20. Pathway around the F21 fracture. ················································89

Fig. 4.21. Pathway without the F21 fracture. ··············································90

Fig. 5.1. Variation of the fracture intersection frequency with depth. ·· 91

Fig. 5.2. Trace length distributions of the fracture sets. ··························93

Fig. 5.3. Simplified fracture array ····································································94

Fig. 5.4. Aperture distribution of each fracture set below GL.-40 m ···97

Fig. 5.5. (a) 3D fracture network block generated using in-situ data (50 

m × 50 m × 50 m). ········································································99

Fig. 5.6. Permeabilities versus cube length. (a) Kxx, Kyy, and Kzz, (b) 

Kxy, Kyz, and Kzx, (c) principal permeabilities[80]. ·············100

Fig. 5.7. Core-logging line. ··············································································100

Fig. 5.8. Stereonets from different seed numbers. ····································101

Fig. 5.9. Sterographic projections of the poles for fractures of the 

fracture network generated from in-situ data (seed number 

=307). ···································································································104



- ix -

Fig. 5.10. Stereonets for the final fracture network matched with 

borehole data geometrically. ··························································106

Fig. 5.11. (a) Final 3D fracture network geometrically matched with 

in-situ data (50 m × 50 m × 50 m). ·······································106

Fig. 5.12. Boundary conditions to calculate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generated 3D fracture network. ············································107

Fig. 5.13. Area of modeling ·············································································112

Fig. 5.14. Finite element model mesh. ··························································113

Fig. 5.15. Vertical section, X=970 m (X View) ·········································114

Fig. 5.16. Pathway from centerline of floor of each cavern (ISO view).

··············································································································116

Fig. 5.17. Pathway from centerline of floor of each cavern (X, Y, 

Z-view). ······························································································117

Fig. 5.18. Finite element grids ········································································120

Fig. 5.19. Hydrogeologic units ········································································121

Fig. 5.20. Equipotential line and flow line before cavern excavation. 123

Fig. 5.21. Freshwater-Seawater interface under natural condition.   123

Fig. 5.22. Equipotential line and flow line after cavern excavation.  124

Fig. 5.23. Freshwater-Seawater interface under natural condition.   125

Fig. 5.24. Pathway from each cavern. ··························································126



- 1 -

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배경

  국내 지하원유비축시설의  수리안정성  확보를 한 수리설계는 주로 외국 설계

사의 기술에 의존해오고 있는 실정이다(Geostock, 1992, 1996; VBB Viak, 1991). 

Fig. 1.2는 국내 부분의 비축시설의 수리설계에 참여한 랑스 Geostock사의 수

치해석을 보여주는 이다(Geostock, 1996). Geostock사는 지형의 기복이 심한 우

리나라의 지형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델의 상부 경계면을 유공동 역만 고려

하는 등 주로 공동 주변부에만 치 하여 2차원으로 해석하 기 때문에 역 인 

지하수 유동  3차원  공간에서의 흐름에 한 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지하원유비축시설은 원유의 수송 문제를 고려하여 주로 임해지역에 치하게 되는

데, 이때 발생 가능한 해수침투의 향에 하여도 고려하지 않았다. 

  일반 으로 지하수 유동은 상 지역에 한 각종 조사와 장시험을 토 로 

수리지질학  특성이 분석/평가되어 규모별 유동체계가 구성되고 도출된 라메

터를 이용한 개념모델의 수치해석 결과로서 장기 인 변화를 측하게 된다. 그

러나, 수치 해석을 한 단열( )의 수리지질학  라메터는 지하지질이 갖는 

불균질성, 수리지질학  자료의 취득을 한 근방법의 한계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 해석에 있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며 결국 이 라메터를 이용하

게 되는 수치해석 결과에 한 신빙성과 신뢰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황을 살펴 볼 때, 국내 지하원유비축시설의 수리설계를 한 기술확

보를 하여 지형  특성에 지배되는 지하수 유동체계와 해수침투 등을 고려한 

종합 인 수리지질 설계 기법의 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하원유비축시설의 

성능평가에서 요구되는 자연방벽의 기능을 평가하기 해서 지하수체계의 해석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상기와 같은 문제 들을 검토하고자 하 다.

1. 1차년도 수행내용

  1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1) 연구지역에서의 규모별 개념모델을 설정하기 

한 지질조사  지질구조  특성 조사, 그리고 기존 조사자료를 이용한 지하수

유동체계 특성 분석  수리지질학  단  설정, (2) 지하공동 주변 지하수유동 

평가 기반기술 구축, (3) 모의 지하공동을 가상한 주변 역규모의 지하수유동체

계를 해석하기 한  2 차원 지하수유동체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 지질분포특성

   백악기 유천층군 화산암류인 웅방산층, 신성리층, 화산용결응회암, 월래리안

산암과 이를 입한 알칼리장석화강암이 분포한다. 웅방산층 안산암질 화산각력

암과 화산용결응회암 내의 집괴암  화산각력암과는 암상 구분이 쉽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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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립 내지 세립질인 알칼리장석화강암은 미문상조직이 특징 으로 발달한다.

◦ 단열계 분포특성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산 음 기복도를 이용한 선구조선 분석과 함께 

기존 조사자료를 참고하여 규모에 따른 정성  분류기 에 따라 Oredr 1～Order 

4 등 으로 분류하 다.

◦ 수리지질 특성

  기존의 수 측용 시추공 13개 공에서의 수압시험과 5개 공에서의 양수시험, 

그리고 연구지역 내에 기 설치된 186개 지하 수평수벽공에서의 부정류시험

(transient test) 자료를 상으로 수리지질 단 층 설정을 한 수리특성을 분석

하 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화산암류 체를 하나의 상부 화산암 단 층으로, 

이를 입한 알칼리장석화강암을 화강암 단 층으로 설정하 다. 

◦ 역규모 지하수유동 해석

  등가 다공성 암반에 한 지하수 유동 해석 방법론을 정립하여 이를 연구지역

을 상으로 3개 단면에 한 2차원 수리 해석을 수행하 다.

◦ 단열망 수치모델을 이용한 수리특성 분석

  연구지역의 지하공동내의 단열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단열망개념의 수치모델로서 

해석 역의 규모효과에 따른 유효 투수계수와 방향성의 해석에 한 타당성 연구

를 수행하 다. 해석결과, 암반의 표요소 체 은 약 100m
3  , 투수계수의 주 방

향은 N40～50°E 방향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2. 2차년도 수행내용

  지하수유동 수치모델링을 한 실제 모의 지하공동 모암의 수리지질 라메터

를 생산하기 하여 연구지역 내 화산암 분포지역을 모암으로 가정하고, 이를 

상으로 시추조사  수리시험을 수행하 다. 

  단열계 분포특성 해석을 한 조사로서는 지표노두에서의 정 단열조사, 

조사 시추공내에서의 코아 기재, 텔 뷰어 검층, 지구물리 검층을 수행하

으며, 수리 도도 산출을 하여 일정 구간별 정압주입시험과 압력강하

시험을 수행하 다. 지하수질 해석을 하여는 Hydrolab 검층, MP 시스템

을 이용한 구간별 물시료 채취  분석을 수행하 으며, 지하수압의 장기 

모니터링을 해서 2개 공에 하여 MP 시스템을 설치하 으며, 주기

으로 구간별 지하수압을 계측하 다.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수리 도도의 수직  변화, 단열의 기하학  분포특성과

의 상 계를 해석하 으며, 화산암 단 층에 한 유효수리 도도를 산출하

다. 기타, 환경동 원소  물수지를 이용한 함양율 추정업무는 주기 인 시료채

취를 통하여 자료를 축 하 다.

◦ 장조사  시험

(1) 시추조사 : 연구지역의 지하 암반에 한 투수성 단열분포와 그의 수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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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기 하여 조사 시추공을 설치하 다. 시추공 규격은 NX 크기로서 회

식 시추기를 이용하여 코아를 회수하 다. 시추 치는 연구지역 북측의 최정상

부인 제석산 동측 계곡부를 따라 해발고도 50 ～ 61m에 치하며, 북쪽 방향으

로 K-1, K-2, K-3, K-4를 시추하 다. 

(2) 텔 뷰어 검층 : 독일의 DMT- Geotec에서 개발한 FACSIMILE-40 측정 시

스템을 이용하여 음 주사검층을 수행하 으며, 이로써 단열의 유형(open, 

semi-open, closed)을 분류하 다.

(3) 물리검층 : 조사공내 물리검층은 Geologger-3030을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3

개의 극과 시추공 밖에 있는 2개의 극 사이의 항값을 측정하고, 시추공내

의 지하수와 시추공벽면의 암층 사이에 형성되는 자연 를 측정하 다. 한 

K-40과  U-238, Th-232의 자연붕괴에 따른 암석의 자연감마방사능값을 측정하

여 단열의 물리  특성을 검층하 다.

(4) 지하수질 검층 : 지하수질에 한 수직 인 분포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Hydrolab을 이용하 다. 주요 계측 항목은 심도별 온도, 용존산소량, 기 도도, 

수소이온농도, 산화-환원  등으로 지하수 를 기 으로하여 5m 구간별로 계

측하 다. 

(5) 수리시험 : 구간별 수리 도도를 구하기 하여 이 패커시험을 실시하 다. 

5m의 일정구간에서 일정압력으로 주입시험을 한 후, 강하시험을 수행하 다. 먼

 시험하고자 하는 5m 구간에 패커를 부풀려 고정시킨 후, 각각 5kg/cm
2 
와 

7kg/cm2의 압력으로 물을 주입하여 시간에 따른 주입량을 측정하 다. 주입시험

이 끝나면 주입구를 폐쇄하여 시간에 따른 압력 강하를 측정하 다. 

(6) Multi-Packer 시스템 설치 : MP-38 시스템은 고도의 안 성이 요구되는 방

사성폐기물처분시설 주변(스웨덴 SKB, 국 NIREX, 일본 PNC, 캐나다 AECL 

등)에서의 지하수압, 지하수질 등의 지하수체계 감시를 하여 용되고 있는 장

비로서, 국내에서는 본 연구에서 최 로 용되었다. 패커 설치구간은 K-1과 

K-2번 공에 하여 텔 뷰어 해석결과와 수리시험 결과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투수성 구조를 도출하 다. 도출된 투수성 구조는 정  코아 logging을 통하여 

확인하 으며, 실제 인 단열특성을 분류하 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여 MP-38 

시스템의 측구간을 선정하 다.

◦ 단열분포특성

(1) 단열의 분류 : 텔 뷰어 주시이미지에 단열의 흔 이 나타나면 Type 1(open 

fracture), 주시이미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진폭이미지에서 하게 낮은 진폭

치를 가지면 Type 2(semi-open fracture), 진폭이미지에만 나타나고 높은 진폭값

을 가지면 Type 3(closed fracture)로 구분하여 단열을 분류하 다.

(2) 단열의 방향성 : 총 길이 423.57m에서 텔 뷰어 검층에 의한 조사결과, 

303개의 단열에 한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조사된 자료 체를 스테 오 투 하

여 1개의 sub-horizontal 단열조(Srt 1)와 2개의 고경사각 단열조(Set 2, 3)를 구

분하 다.

(3) 단열교차빈도 : K-1은 100m 하부에서는 단열의 빈도수가 격히 감소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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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시추공에서는 약 10～20m 내외만 빈도수가 높을 뿐 심도가 깊어짐에 따

라 빈도수가 감소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Type 1과 Type 2의 단열빈도 

수는 Type 3에 비해 히 낮은 빈도 수를 보여 다. 

(4) 단열간격 : 단열조와 모든 단열의 간격에 한 도분포함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수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열간격은 실 간격치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평균값과 표 편차를 계산하 다. Set 1은 0.2m, Set 2는 

0.91m, Set 3는 4.19m, 그리고 체 단열의 간격은 0.37m으로 계산된다.

(5) 단열 틈의 크기 : 단열 틈의 크기를 분석하기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

국자원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AperSa(Aperture Size analysis, 1998) 로그램을 

사용하 다. 단열 틈의 확률 도분포함수는 Type 1과 Type 2가 정규분포에 더 

가까운 것을 제외하고 모두 수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 단열 틈의 크기는 

Type 1은 6.79mm, Type 2는 3.9mm, Type 3는 1.1mm, Set 1은 2.23mm, Set 2

는 1.05mm, Set 3는 0.21, 그리고 체 단열은 1.5mm로 계산된다.

◦ 수리특성

(1) 수리 도도 : 총 80구간에서 구해진 수리 도도 값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철 성분이 산화된 흔 을 보이는 단열과 텔 뷰어 검층에서 Type 1과 Type 2의 

단열들이 포함된 구간에서는 높은 투수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K-1번을 제외

한 나머지 시추공들은 심도의 증가에 따라 수리 도도 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

하지는 않다. 그러나 K-1의 경우, 심도 100m 이하의 수리 도도 값이 100m 하부의 

값보다는 비교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수리 도도 이방성 해석 : 단열망 모델인 NAPSAC code를 이용하여 단열매

체에서의 수리 도도 이방성을 분석하 다. 단열 라메터는 텔 뷰어 검층 결과

와 지표 단열조사 자료를, 투수성은 시험공 내 수리시험자료를 이용하 다. REV 

규모를 정하기 하여 10m, 30m, 50m 규모의 단열망을 모사하고 각 규모에서의 

방향성분 투수성(hydraulic tensor)을 계산하 다. 균질 특성을 나타내는 50m 규

모에서 단열망 모사결과는 그림과 같으며 이로부터 계산된 수평, 수직성분 투수

계수는 각각 Kx = 7.12 × 10
-9
 m/s, Kz = 1.35 × 10

-8 
m/s 이다.

(3) 지하수압 분포 : MP-38 시스템을 이용하여 K-1번 공의 7개 구간에 하여, 

K-2번 공의 5개 구간에 하여 지하수압을 계측하 다. 본 지역은 연속체 개념

에 의하면, 지하수 배출지역으로 하부 지하수 가 상부보다 높을 것으로 상하

다. 계측결과, GL.-100m 지 에서 지하수압이 격히 감소하 으며, 해당 구간

에는 작은 규모의 개구성 단열이 수개 분포하고 있었다. 이는 하부 암반에서 상

부와 다른 지하수유동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지하수질 특성 : 지하수질은 시추작업 직후 Hydrolab으로 공별 1회 측정하

으며, MP-38 시스템 설치 이후에 구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다.

◦ 단열분포특성과 수리 도도와의 상 계

(1) 단열교차빈도와 수리 도도 : 시추공 내 수리시험 구간에 교차되는 단열의 

수를 측정하 다. 분석 결과, K-1은 100m 하부에서는 단열의 빈도수가 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시추공에서는 지표 하 약 10 ～ 20m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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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가 높을 뿐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빈도수가 격히 감소하는 경향은 발견

되지 않았다. Type 1과 Type 2의 단열 교차빈도는 Type 3에 비해 히 낮게 

분포한다. 수리시험 구간 내에 분포하는 체 단열의 교차빈도는 수리 도도와 

특별한 상 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Type 1과 Type 2단열은 Type 3

에 비해 양호한 상 계를 갖는다. 실제로 4개의 시추공 모두, Type 3의 경우 

단열 교차빈도와는 무 하게 수리 도도 값이 계측됨을 알 수 있지만, Type 1과 

2를 포함한 구간의 수리 도도 값은 포함하지 않은 다른 구간에 비해 상 으

로 높은 수리 도도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단열의 개․폐 여부가 투수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며, 단열조 에서는 Set 1만이 19.9%의 다

소 낮은 상 계를 갖을 뿐 Set 2와 3는 수리 도도와 무 하 다.

(2) 단열 틈의 크기와 수리 도도 : 각 공에서의 시험구간 내 수리 도도와 단열 

틈의 크기와의 계는 략 으로 비례 계에 있지만,  크기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수리 도도 값이 높은 것은 아니다. Type 1과 Type 2가 수리 도

도와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으며, 단열조 에서는 특히, Set 1이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추공 내에서 계측된 암반의 수리 도도는 

투수성단열 틈의 크기에 1차 인 향을 받으며, 단열의 교차정도  크기에 2차

인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일반 으로 인식되고 있는 암반 지하수 

유동 특성은 1차 으로 단열의 크기와 교차정도에 지배된다는 것과는 조되는 

경향으로서, 시추공 내에서 실시되는 수리시험의 향 반경이 소규모 단열 발달

역에서는 상보다 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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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 목표  내용

1. 연구개발의 목표

  우리나라의 지질분포는 결정질암 컨  화강암, 편마암, 응회암등이  국토

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 하천 유역을 제외하고는 토양발달이 극

히 미미한 편이다. 지하공동으로 선호되는 암반으로서 결정질암에서의 지하수는 

2차  공극을 형성하는 단열( )를 통한 유동으로 특징지워진다. 따라서 지하수

유동 수치해석에서의 건은 지하수 유동로서의 단열( )특성 악과 이를 수치

으로 해석할 수 있는 특성(기능)을 가진 모델설정과 해석이라 할 수있다. 그래

서 가능한 모든 조사방법이 동원되어 단열( )특성이 분석되고 이를 표하는 

라메터는 최소의 오류 범  내에서 정량화 되므로서 해석 상에 따르는 불확실성

을 최소화하고 단열 암반을 모사, 수치화 할 수있는 모델을 설정하여 지하수 유

동로와 경과 시간을 해석하는 것이 지하수유동 수치해석의 극  목표이자 본 

연구의 목표이기도 하다. 

  에 언 한 바와 같이 모델 해석은 상 암반과 수치모델에 따라 다양한 방

법으로 제시 될 수 있으며 조사로부터 수치계산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은 상호 

간에 긴 한 연 성을 가지므로 체계 인 근 방법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공동 유사지역을 연구 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목표를 정

하고 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 다.

  가. 최종목표

- 지질환경 특성을 고려한 수리모델의 구성기법 수립

- 정 수리상수 범 의 정량화

  나. 단계별 목표

- 1단계(1998년) : 상매질의 규모별 개념모델 설정 

- 2단계(1999년) : 상매질  주요 단열( )의 입력 메터 정량화

- 3단계(2000년) : 수리모델 구성기법 수립  검증

2. 당해년도 연구개발 내용  방법

  화산암 분포지역에서의 지하공동에 한 지하수유동 수치모델링을 하여 1, 

2차년도의 연구결과를 토 로 모암의 수리지질 라메터를 도출하고, 2차년

도에 설치된 MP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기 모니터링을 수행하 다. 

  년도는 본 연구과제의 최종년도로서 수리모델 구성기법 수립  검증을 

연구목표로 하 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념모델 수정

    - 장 계측자료의 종합을 통한 개념모델의 수정

◦지하수유동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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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계측치와의 모델 교정

    - 입력 라메터별 민감도 분석

    - 유동로 분석

    - 유동경로별 유동시간 계산

◦지하수 장기 모니터링

  개념모델은 연구지역의 지질, 구조지질, 수리지질  지하수질 등의 특성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수정, 확정하 다. 여기에는 MP 시스템에서 장기 계측된 지

하수압 분포, 수질특성이 반 되었다. 개념모델의 상부 경계조건 의 하나인 함

양율은 환경동 원소를 이용하여 추정하 다.

  역규모의 모델 역은 no flow 경계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으며, 

부지규모의 모델 역은 forward/backward tracking 방법이 용되었다. 역규모

의 모델에서는 공동 수량과 지하수 를 이용하여 모델을 교정함으로써 입력

라메터를 최종 으로 결정하 다. 부지규모 모델에서는 정상상태에서의 수리 도

도와 함양량의 민감도를 분석하 으며, 등방성 연속 개념과 투수성단열을 고려한 

이방성 연속체 개념의 코드를 각각 용하여 유동경로와 유동시간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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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부지특성

제 1   치  지형

  연구지역의 치는 여수반도의 북동단 해안에 하여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남 여수시 낙포동을 심으로 상암동, 신덕동 일 로서 4km×3.2km의 면 에 

해당된다(Fig. 2.1). 연구지역의 서쪽은 북북동 방향의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859

번 국도를 경계로 하고 북측과 동측은 양만과 한다. 

  연구지역의 앙부에는 해발 338m(제석산) 고지가 독립된 산체를 이루었으며, 

남쪽은 오천동 지역에는 해발 340m 고지를 정 으로 동서방향의 산계가 발달되

어 있다. 제석산 동측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서측은 도로변에서부터 정상

에 이르기까지 암반이 노출되어 있으며 제석산부터 지 까지의 지형구배는 약 

0.5이다. 연구지역 남서측은 비교  낮고 완만한 경사의 산지로 이루어진다.

  본 역의 북서측으로는 여천산업단지가 치한다. 연구지역 내에는 2기(U-1-1, 

U-1-2)의 원유비축시설과 1기의 LPG비축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존 공동 사이의 암체를 상으로 하 다.

N

S

EW

Study
Area

0 500 1000M

Fig. 2.1.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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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지질

  연구지역의 지질은 장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남해․서상도폭 지질 보고서(한

국동력자원연구소, 1989)의 일부가 수정된 것이다(Fi.g. 2.2). 본 지역의 지질은 크

게 생 말 유천층군 화산암류  이를 입한 알칼리장석화강암과 맥암으로 구

성되어 있다.

  유천층군은 층서상 하부로부터 웅방산층, 신성리층, 화산용결응회암 순으로 

구성되며 각 층은 정합 으로 놓인다. 이들 화산암류의 형성 이후에  백악기 후기

에 알칼리장석화강암이 입하 다. 이 지역의 화산암류는 북측 일부에 분포하는 

화성쇄설성퇴 암인 신성리층을 제외하고 구성 물과 이에 포함되어 있는 암편

의 크기와 종류가 다양하다. 

  신성리층은 주로 응회암질 역암과 사암이 주를 이룬다. 하 의 웅방산층과 정

합으로 놓여 있고, 상 의 응회암류에 의해 피복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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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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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지질구조

  단열계는 근본 으로 기하학  규모와 수리  특성으로 분류 가능하며, 사업의 

목 상 이들의 특성이 시설의 안 성에 미치는 향 정도에 따라 분류기 이 달

라질 수 있다. 단열빈도 측면에서는 수리  역할이 클수록 그 빈도가 어지고, 

수리  역할이 작은 소규모의 단열은 빈도가 높은 것이 일반 인 분포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에 용된 기 (Black et al., 

1994)을 참고로 하여 지하공동 상 암반블록의 주변 암반에 분포하는 단열의 규

모에 따라 분류 가능할 수 있도록 부분 수정된 정성  기 을 용하 다(Table 

2.1). 

Pusch Rock Structure(Pusch, 1994) 배 석(1996)
This Study

(modified from Black et al., 1994)

Order 특    성 특     성 특     성

1

◦ 역단열
◦간격 : 2～3km, 
  연장 : 40～60km
  폭   : 200～300m
◦투수계수 : 10-7

～10
-5

m/s

◦F1: 역구조선, 지구조경계등, 
규모 단층 , 연장 수십 km, 

폭 수백 m이상, 공동에 해요
소

◦H1 : K>10-6
m/s, T=10

-5
 ～ 

10
-2m2/s

◦시설이 입지하는 암반블록(rock 
block)의 경계 역할을 하는 주요 
역 구조선 (major regional 
structures)

2

◦국지 단열
◦간격 : 300～500m
  연장 : 4～6km
  폭   : 10～100m
◦1st

 order와 비슷한 특성이나 
폭과 단열빈도가 음

◦투수계수 : 10-8～10-6m/s

◦F2: 연장 수 km, 폭 수십 m의 
단층   국지구조선, 공동에 

해요소
◦H2: K=10-7m/s, T=10-7 ～ 

10-4
m

2
/s

◦단  지하시설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주요 단열  (major fracture 
zones)

3

◦소규모 국지 단열
◦간격 : 30～300m
  연장 : 100～1000m
  폭   : 1～20m
◦단열  교차정도가 낮음
◦투수계수 : 10-9～10-7m/s

◦F3: 연장 수백 m, 폭 수 m의 단
층, 공동에 신  고려

◦H3: K=10-8
m/s, T=10

-9
 ～ 

10
-6

m
2

/s

◦지하시설을 통과하는 주요 단열 
(major fractures)  국지 단열  
(local fracture zones) 

4

◦암반내 수리학 으로 우세한 
분리단열체계

◦간격 : 2～10m(평균 5m)
◦Equidimensional fracture 

surface
◦투수계수 : 10-11

～10
-9

m/s
◦Interval : 1/25～100m2

◦F4: 연장 십수 m, 폭 1m 이하의 
단  혹은 규모 단열( )

◦H4: K=10-9 ～ 10-11m/s

◦통상 암반에 분포되어 있는 리 
등의 단열계(background fracture 
system)

5

◦1～3 order 단열  사이의 암
반 블럭  으로 식별되는 
단열체계

◦수리학 으로 기여정도 미미, 
암반역학 인 약선으로 작용

◦간격 : 0.2～1m
◦Healed 는 filled fractures

◦F5: 연장 수 m 규모의 단  암
석으로 분리되는 부분의 리

◦H5: K<10-12m/s

6

◦ 미경하에서 특성 찰이 가
능한 단열 체계

◦ 물의 orientation 는 zone 
enrichment

◦암석구조의 특성

◦F6: 육안 혹은 미경하에서 
찰되는 결정경계, Griffith crack

7
◦ 물입자내의 불연속면 (crystal 

contact, inter-intra crystalline)
◦암반역학 인 Griffith cracks

Table 2.1.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fracture system from 

the site-specif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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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상구조

  Order 1 등 의 선상구조는 N30˚E 방향의 계곡을 가로지르는 것과 N80˚E 방

향으로서 연구지역 앙부에 치하는 것이다(Fig. 2.3). Order 2 이하의 선상구

조는NE군과 NW군으로 구성되는데, Order 1의 선상구조에 비하여 발달 빈도가 

상 으로 많지만 그 연장성은 작은 특징을 갖는다. Order 3에 해당되는 것들은 

항공사진이나 산음 기복도 상에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연장성이 작

은 3～4 조의 선상구조가 인지 가능하다. 화강암 분포지역에서는 상 으로 미약

한 분포를 보인다. 

  용결응회암 분포지역에서 인지되는 주요 선상구조의 특성을 탄성 , 기탐사, 

시추조사 결과(엘지엔지니어링(주), SK건설(주), 1999)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21 선상구조 :  물리탐사 결과의 상호 이상  구간  규모가 일치하는 경

향을 보 으며, J-1 조사공의 텔 뷰어 탐사에서 검층된 쇄   구간의 방

향과 일치함을 보 다. 물리탐사 결과에서는 남서쪽 계곡부로 갈수록 규모와 

연장성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상되는 경사방향은 NW로 추정된다. 

  ▪F22 선상구조 : 본 구조선의 이상   기탐사에 의한 이상 는 다른 구

조 의 이상 보다 상 으로 매우 강한 비 항 이상 를 보인다. AO-7

번 조사공의 시추결과 GL.0m～GL.-30m 구간과 AO-3번 조사공의 

GL.-210m～GL.-250m 구간에서 규모 단층 가 분포하고, 텔 뷰어 검층에

서도 N60
o
～80

o
E 방향의 쇄 가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23 선상구조 : 물리탐사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해안가의 지형과 경

사 리군에 의해 비교  폭 넓은 이상 를 형성하며, 이상 의 발달심도가 

상 으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

  ▪F31 선상구조 : 본 구조선은 능선을 따라 연장되는 것으로 지형상으로는 명

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AO-6번 조사공의 GL.-70m～GL.-80m 구간에서 확인

된 단층 의 상하부면의 방향이 N50
o
～65

o
E/80

o
SE～90

o
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연장성  규모는 AO-6번 조사공에서 제석산 정상부로 갈수록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  투수성단열 분포특성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추조사와 기존의 시추조사자료(Fig. 2.4)를 이용하여 단

열망 지하수유동 모델링에서 고려되는 투수성단열(Type 1)의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텔 뷰어 검층자료  풍화  변형의 정도가 심한 상부 역을 제외한 약 

GL.-40m 이하에 분포하는 Type 1에 해당되는 단열에 하여 별도로 분석하 다. 

시추공별 심도에 따른 투수성단열  수리 도도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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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ummarized lineament map 

in the study area.

0 250 500m

AO-1 AO-3

J-1

J-2

AO-2 AO-4

AO-6

AO-5

AO-8

AO-7

AW-1

AW-2

K-1
K-2

K-3

K-4

Fig. 2.4. Borehole location map.

  

(1) 방향성 : 투수성단열의 방향성은 Fig. 2.5와 같다. 이들의 분포는 체 단열의 

분포경향과 큰 차이가 없으며, 2개 조의 고경사각 단열조와 1개 조의 

sub-horizontal 단열조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Table 2.2).

(2) 간격 : 투수성단열의 간격은 수정규분포를 따르며, 이들의 기하평균은 단열

조 순서 로 각각 0.3m, 0.25m, 0.87m이다.

(3) 틈의 크기 : 단열조별 틈의 분포유형은 수정규분포를 따르고, 기하평균은 

각각 1.73mm, 1.89mm, 2.63mm로 계산된다.

(4) 길이  크기 : 3개 단열조에 한 길이는 지표조사 자료로부터 결정되었으

며, 그 크기(단열 반경)는 forward modeling 기법을 통해서 추정되었다(Table 

2.3).

Set 1 2 3 Total

Mean 

Attitude

Dip Direction

Dip

158.6

89.3

251.4

87.2

67.8

15.6

89.6

87.0

PDF/Dispersion k Fisher/9.95 Fisher/7.46 Fisher/7.17

Proportion(%) 669(40.0) 599(35.7) 409(24.3) 1,677(100)

Table 2.2. Statistics of the conductive fractures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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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ll of conductive fractures          (b) Set 1 fractures

        (c) Set 2 fractures                   (d) Set 3 fractures

Fig. 2.5. Stereographic pole plot of conductive fractures in the welded tuff rock.

Set 1 2 3

Fracture 

Trace Length

Arithmetic Mean±SD(m) 3.117±2.607 3.651±3.518 2.889±2.164

Minimum(m) 1.000 1.000 1.000

Median(m) 2.160 2.500 2.300

Maximum(m) 20.000 30.000 10.500

Simulated Equivalent 

Fracture Radius under 

Exponential Distribution
Mean (m) 2.74 3.14 2.45

Table 2.3. Summarized statistics of the fracture trac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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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수리지질

1. 수문환경

  연구지역 주변에는 F11 선상구조를 따라 북북동쪽으로 향하는 소규모 하천이 

있을 뿐 지하수 흐름에 향을  수 있는 호수나 수지는 없다. 여수지역 기상

자료에 의하면 20년간 평균 강우량은 일년  10월부터 2월 사이는 월평균 

25mm, 3～6월은 월평균 100mm, 우기인 7～8월은 월평균 250mm로 계  변화

도 심하게 나타난다. 여수기상청 기상자료에 의하면 89년에서 98년까지의 20년 

평균 강우량은 1356mm 로 나타났다.

  연구지역에는 화산암류와 알칼리장석화강암이 분포한다. 국내 결정질암 분포지

역과 유사하게 화강암 분포지역의 경우에는 부분 으로 풍화가 상당히 심화되었

고, 화산암류 분포지역은 신선한 노두의 발달이 양호하다. 암반은 치 하고, 인지

된 규모의 단열 를 제외하고는 단열망의 연결성이 발달되지 않아 낮은 투수

성을 갖는다. 지형 으로는 경사가 하고, 표토층의 발달이 미약하여, 강수의 많

은 양이 지표유출로 손실된다. 이러한 얇은 표토층과 경사가 한 험 한 지세로 

상기 기상조건 하에서 유출량(runoff rate)이 우세하여 지하수 충 율은 국 평

균치보다 훨씬 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지하수  분포

  본 지역의 지형은 제석산을 심으로 동측과 북측으로는 양만, 서측으로는 NNE방

향의 계곡과 하고, 그리고 남북으로 발달한 산계가 남측으로 계속 연장된다. 연구지역

의 지하수 는 이러한 지형에 의해  지배된다. Fig. 2.6은 지하수 와 지형을 첩시킨 

그림이다. 명암으로 나타낸 것이 지형이고, 등고선으로 나타낸 것이 지하수 이다. 

  연구 상 암체의 남측에 치하는 기존 유공동 굴착 후의 지하수 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유공동 북쪽에 근 한 조사공 B-10은 EL. 207.4m로 공동건설  수 는 

EL. 190.78m에서 건설 후는 EL. 152.2m로 38.58m강하했으며, 유공동 우측에 치하

는 조사공 B-12는 EL. 93.1m로 공동건설  수 는 EL. 59.3m에서 건설 후는 EL. 

20.95m로 38.35m 강하하여 다른 조사공 보다 비교  높은 수 강하를 보 다. 다른 조

사공들의 수 강하 정도는 작게는 2.3에서 24m 정도의 수 의 강하가 나타났다. 반면 수

가 올라간 조사공도 있는데 이는 계 인 강수와 유공동 상부에 설치된 수벽공의 

인공 인 주입압력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 지역의 지하수 는 체로 지형에 의해 지배되나, 지형에 매우 상이한 분포를 보이

는 곳(Fig. 2.7)도 있다. 조사공 J-1의 경우 EL. 188.47m에 지하수 는 EL. 1.2m, 

AO-5는 EL. 141.17m에 수 는 EL. 1.1m, AW-1은 EL. 270.84m에 수 는 EL. 

32.78m로 지형에 비해 매우 낮은 지하수 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기존 유공동의 건설

로 인한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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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ontour map of the groundwater table 

before cavern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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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ontour map of the groundwater table after 

cavern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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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두 분포특성

  지하수체계의 변화를 장기 으로 감시하고, 이 결과를 수치모델에서 계산된 

수두분포  입력자료 의 하나인 함양률의 교정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 으로 

국내 최 로 두 개의 감시공(K-1, K-2)에 MP(Multi- Packer) 시스템(캐나다 

Westbay Co.)을 설치하 다. 본 연구에서 용한 MP 시스템은 고도의 안 성이 

요구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주변(스웨덴 SKB, 국 NIREX, 일본 PNC, 캐

나다 AECL 등)에서의 지하수체계 감시, 일반산업폐기물처분장에서의 환경감시 

등에 용되고 있다(www.westbay. com, 2000). 

  패커 설치구간은 K-1과 K-2번 공에 하여 코아 기재, 텔 뷰어 해석결과와 

수리시험 결과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투수성 단열 분포구간을 심으로 

측구간을 선정하 다.  재까지 MP-38 시스템을 이용하여 K-1번 공의 7개 

구간에 하여 8회, K-2번 공의 5개 구간에 하여 5회의 지하수압을 계측하

다(Fig. 2.8).

  본 지역은 연속체 개념에 의하면, 지하수 배출지역으로 하부 지하수 가 상부

보다 높을 것으로 상하 다. 계측결과, EL.-80m(GL.-100m) 지 에서 지하수압

이 격히 감소하 으며, 해당 구간에는 작은 규모의 개구성 단열이 수개 분포하

고 있었다. 이는 하부 암반에서 상부와 다른 지하수유동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된다.

  K-1 공의 상부 구간은 K-2 공과 수리 으로 연결되어 있어 유사한 지하수압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배출지역 특성이 미미하게 나타나며 주로 horizontal 

flow가 우세하다. 한 상부 지하수체계는 강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간에 따

른 변화는 게 나타났다. 강우에 의한 상부 지하수 의 변동 폭은 약 2 m이내

이고, 하부 지하수두는 이보다 상 으로 미미하게 변동한다. 

  수직 인 지하수두의 변화는 지하수 배출지역이라도 단열 에 의하여 지하수

두 분포가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는 주변 계곡부에 치한 수리지질

구조의 낮은 수  특성을 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시추공에서 직 으로 구

조 와 통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규모 단열에 의하여 수리 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본 K-1 공 상부구역에서 찰된 것과 같이 작은  

단열 이지만 주변부가 같은 지하수압을 유지하고 있는 상에 비추어 알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암반지하수는 단열 의 특성에 향을 받으나, 수리  특성은 

단열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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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Potentiometric head profiles in borehole K-1 and K-2.

4. 지하수질 분포특성

  가. 서 언

물의 순환과정에서 강수가 토양층을 거쳐 지하수를 형성하게 되고 지하수 유

동로를 따라 유동하면서 지하수는 주변매질과 반응하면서 다양한 화학조성을 같

게 된다.  이러한 화학조성은 지하수의 체류시간, 유동속도, 지하매질의 조성 등

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즉,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동일한 지하매질조건에서는 

지하매질과의 반응시간 (체류시간)  물/암석 반응비 (지하수 유동속도)와 

한 계를 갖게된다.  결국, 지하수의 화학  특성은 지하수의 유동체계에서 나

타나는 화학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지하수 유동체계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

한 지하수의 화학  변화특성과 지하수 유동 련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결부

시켜 해석한다면 지하수 유동체계를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하수 유동특성과 결부시킬수 있는 지하수의 화학  특성변화

는 련학계에서 이루어진 이론 인 해석과 실제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결과와의 

비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에서 진행되는 지하

수 체계를 보다 합리 으로 해석할 수 있기 하여, 지하수의 유동 특성과 지하

수의 화학특성을 결부시켜 해석하려는 노력이 꾸 히 수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

 지질특성, 수리특성, 단열특성 등 얻어진 수리지질학  자료를 토 로 도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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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와 지하수계에서 반응 산물로 나타나는 지하수의 화

학  특성연구 결과를 서로 보완 으로 해석함으로써 지하수 유동체계 해석에 

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려는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유동체계 해석과 련하여 지하수의 

화학  특성결과가 상호 보완될 수 있고, 복잡한 자연계에서의 지하수 유동 모델

링과 련하여 불확실성  문제 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하수의 화학  특성을 

제시하 다.  그동안 이루어진 지하수 유동 특성 연구와 지하수의 지화학  연구

는 동일한 자연계를 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별개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3차원 인 지하수 유동개념 해석으로 근되고 

있는 반면 이와 부합될 수 있는 지하수 화학특성 조사가 충족시키기 해서는 

많은 연구비가 소요된다는 과 지하수의 유동 특성해석에 부합되기 해서는 

지하수의 심도별 화학특성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에 국내 최 로 설치된 다 패커시스템 (Multi-packer system)을 이용

하여 심도별 지하수의 화학특성자료를 제시하 다.  물론 지하수의 화학  특성

을 3차원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연구지역을 표할 수 있는 지역에서 

심도별 지하수의 화학특성자료는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나타나는 많

은 검토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하수의 지

화학  해석을 지하수의 지화학  진화특성등 학술 인 보다는 심도별 지하

수의 화학  변화특성을 주로 제시하고 이를 해석하 다.

  나. 화학특성

앞서 기재된 바와 같이 연구지역에서 MP system은 K-1공에 지표를 기 으로 

21m, 35m, 64m, 78m, 138m, 176m구간에 6개의 packer가 설치되었으며, K-2공

에는 지표로부터 23m, 30m, 45m, 55m구간에 4개의 packer가 설치되었다.  그러

므로 K-1공에서는 7개 구간에서, K-2공에서는 5개구간에 심도별 지하수 시료채

취가 이루어졌다.  한 MP system은 1999년 6월에 설치되었으며, 시추시 이용

된 시추수의 향을 고려하기 하여 K-1공에 하여는 1999년 8월에서 2000년 

5월사이에 3회에 걸쳐 시료채취가 이루어졌으며, K-2공에서는 2000년 3월과 

2000년 5월사이에 2회에 걸쳐 시료채취를 수행하 다.  모든 물시료는 pH, EC, 

Temp등이 장에서 측정되었으며, 화학분석  동 원소분석용 시료는 분석용

도에 부합되게 시료채취가 수행되었다.  화학분석은 주요 양이온과 음이온  지

하수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미량원소에 하여 수행되었으며, 산소  수소 안

정동 원소  삼 수소등 환경동 원소가 분석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모든 

분석결과 보다는 심도별로 변화가 확인되는 주요성분을 제시하 다.  장측정자

료  화학특성자료는 Table 2.4에 정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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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hemical compositions of water samples from the Yeosu area.

Sample Sampling     Depth     Temp.     EC (mg/L)
no. Date      (m)    (oC)   (µS/cm) Na+ K+

K-1-1 99-8-19 17.5 21.5 7.9 149 12.9 0.7
K-1-2 " 30.5 20.5 8.7 168 20.9 0.9
K-1-3 " 40.0 20.0 8.8 125 19.5 0.5
K-1-4 " 74.0 18.7 8.2 150 18.3 0.9
K-1-5 " 85.0 18.0 8.6 139 20.4 0.7
K-1-6 " 171.5 18.8 8.2 628 38.5 1.1
K-1-7 " 180.0 18.8 7.5 168 9.4 1.1
K-1-1' 00.3.9 17.5 12.9 8.1 159 15.8 0.5
K-1-2' " 30.5 10.2 9.3 129 19.8 0.3
K-1-3' " 40.0 9.9 9.3 125 19.6 0.2
K-1-4' " 74.0 11.5 9.0 156 18.9 0.7
K-1-5' " 85.0 11.2 9.6 129 19.7 0.4
K-1-6' " 171.5 12.8 8.9 1143 57.7 0.9
K-1-7' " 180.0 13.7 7.8 207 16.7 0.6
K-1-1'' 00.5.22 17.5 15.7 7.9 141 12.5 0.4
K-1-2'' " 30.5 15.5 9.1 128 20.9 0.3
K-1-3'' " 40.0 15.8 9.0 124 20.7 0.2
K-1-4'' " 74.0 17.9 8.6 162 20.4 0.6
K-1-5'' " 85.0 16.5 9.5 123 21.0 0.4
K-1-6'' " 171.5 16.9 8.9 1226 67.1 0.6
K-1-7'' " 180.0 17.1 7.8 203 19.6 0.5
K-2-1 00.3.10 18.6 9.2 8.4 166 19.5 1.3
K-2-2 " 26.1 9.0 8.7 183 21.4 0.6
K-2-3 " 35.0 10.3 9.1 137 19.7 0.2
K-2-4 " 51.6 11.4 9.0 146 18.4 0.3
K-2-5 " 58.0 8.8 9.0 135 19.7 0.2
K-2-1' 00.5.23 18.6 16.2 8.5 151 19.2 0.2
K-2-2' " 26.1 16.4 8.5 172 22.0 0.6
K-2-3' " 35.0 15.7 9.0 121 20.1 0.1
K-2-4' " 51.6 15.9 8.7 135 19.0 0.3
K-2-5' " 58.0 15.9 9.2 179 19.3 0.2
K-3-1 99-8-26 15.0 18.3 7.0 129 11.2 0.5
K-3-2 00.3.21 30.0 13.5 7.5 163 16.0 0.4
K-3-3 99-8-27 45.0 27.9 7.2 197 13.9 0.6
K-4-1 99-8-28 80.0 24.2 7.6 164 14.3 0.6
K-4-2 00.5.34 80.0 20.8 7.9 451 13.1 0.7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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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ontinued.

(mg/L)

Mg2+ Ca2+ SiO2 Cl- SO4
2- HCO3

- CO3
2- NO3

- F-

1.4 17.1 27.2 13.6 7.7 61.0         - 8.9 0.8
0.9 13.9 19.3 12.4 14.2 76.3         - 1.2 1.0
0.3 7.2 17.5 10.4 6.3 55.0         - 2.9 2.5
0.8 12.7 20.0 11.7 8.4 64.1         - <0.05 0.9
0.4 9.8 18.3 11.8 7.2 62.0         - <0.05 1.9
0.9 74.5 17.8 192.0 24.1 21.3         - 0.5 1.6
2.2 13.7 13.2 10.0 18.0 36.0         - 11.8 0.2
1.0 16.1 25.5 7.4 7.0 67.1         - 4.2 0.7
0.2 7.8 17.3 6.1 6.5 45.8 2.3 1.9 2.2
0.0 7.5 17.9 6.1 5.9 42.7 3.0 1.6 2.0
0.5 12.2 20.0 6.9 8.7 64.1 1.5 0.4 0.9
0.1 7.0 18.5 9.4 5.2 42.7 4.5 <0.05 2.8
0.6 151.0 17.5 255.0 92.0 32.3 3.9 0.1 1.6
0.8 15.3 17.6 11.7 13.6 49.7         - 9.4 0.5
1.3 16.1 26.8 6.3 6.5 58.0         - 6.3 0.5
0.2 8.3 17.1 5.6 6.1 45.8 2.3 1.2 2.2
0.1 7.6 17.9 5.8 5.4 42.7 3.0 1.4 2.0
0.6 12.9 20.4 6.7 8.6 70.2 1.5 <0.05 0.9
0.2 7.0 19.7 7.0 4.3 46.1 4.5 <0.05 2.4
0.4 160.0 16.0 293.0 105.0 27.5 3.0 1.5 2.3
0.9 18.3 18.9 13.6 13.5 65.7         - 7.2 0.8
0.2 15.7 26.1 6.1 5.2 71.7         - 2.4 0.7
0.8 16.7 25.5 6.5 4.7 85.0 4.5 0.1 <0.05
0.1 7.4 17.2 5.3 4.8 54.9 3.0 1.4 2.5
0.4 11.6 18.3 5.3 10.0 48.8 1.5 4.4 1.6
0.9 8.8 22.5 6.7 7.9 45.8 3.0 <0.05 1.4
0.4 16.3 25.7 6.4 5.8 65.6 0.8 3.5 0.8
0.8 17.6 26.3 6.8 5.8 76.3 1.5 2.0 0.7
0.1 7.9 16.5 5.5 5.1 42.7 1.5 2.0 2.5
0.4 11.3 17.2 5.5 8.5 53.6 1.5 3.8 1.4
0.1 8.6 21.0 6.7 7.6 39.7 4.5 <0.05 1.4
1.9 14.2 24.0 14.8 14.9 45.7         - 1.5 0.3
1.4 15.8 26.8 6.7 5.7 72.6         - 0.5 0.9
1.4 10.9 18.3 13.1 13.0 33.6         - 5.4 0.8
1.7 16.8 25.0 14.0 13.5 64.1         - 4.6 0.8
2.1 19.5 28.5 6.8 4.7 85.4         -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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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공과 K-2공에서 1999년 5월에서 2000년 8월에 걸친 지하수의 심도별 pH

의 변화는 Fig. 2.9에 도시되었다.  일반 으로 강수가 토양을 거쳐 지하수를 형

성하는 과정에서 pH변화를 살펴보면, 강수의 pH는 기  이산화탄소 (0.03%)와 

반응하여 이론 으로 5.6의 값을 보여 다.  이러한 강수가 식물의 호흡작용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토양층에서 pH는 4.0에서 5.0으로 더욱 낮아

지게 된다 (CO2 + H2O = H
+
 + HCO3).  이후 형성된 지하수는 지하수 유동로를 

따라 유동하면서 지하매질과 반응하게 된다.  지하매질은 부분 규산염 물 

(K-장석, 사장석, 운모류 등)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물과의 반응은 수소소모반

응으로 진행되어 지하수의 pH는 증가하게 된다.  즉, 지하수가 지하매질내 체류

시간이 길거나 는 심부로 유동할수록 지하수의 pH가 증가되는 양상을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Fig.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도별로 지하수의 pH는 증가되는 양상

을 보여주지 않고, 비록 최상부 지하수의 pH보다는 하부구간이 반 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지만, 일정한 증가 양상을 보이지 않고 구간별로 독특한 값을 갖는

다.  각 구간에 나타나는 지하수의 유동 즉, 단열 의 분포특성과 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상기 일반 인 pH변화양상은 지표수→천부지하수→심부

지하수으로 유동되는 역 인 지하수시스템에서 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천부

환경에서는 방사성원소의 거동에 요한 요소의 pH는 단열분포특성에 따른 지하

수 유동체계에 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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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Variation of pH of groundwater according to 

depth in boreholes K-1 and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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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별 지하수의 pH가 조사시기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시추굴착 당시에는 시

추수의 향으로 시추공주변 지하수체계가 교란을 받게 되었고, 차 지하수체계

가 교란받기 이  자연상태로 회복되었거나,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시기별로는 지하수의 pH가 변화되고 있지만 심도별로 반 인 변화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도에 따른 지하수의 pH를 살펴보면, 최상부와 최하

부구간을 제외하고 2000년 3월과 5월 채취한 지하수의 pH는 9.0내외로 높은 값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반 으로 천부지하수로 분류되는 심도 100m상부의 

지하수의 pH가 9.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는 것은 주목하여야 할 사항이며, 추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국내 지하수의 지화학 조사자료에 의하면 결정암반에서의 지

하수의 pH는 부분 8.0이하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1공과 K-2공 주변에 

치한 K-3공과 K-4공을 상으로 나공상태에서 각각 심도 45m와 80m에서 채

취한 지하수의 시료의 pH는 8.0이하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4).  이러한 

자료는 모두 packer system을 용하지 못하고 나공 (open borehole)상태에서 시

료채취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부지하수와의 혼합되는 상을 무시한 

결과로서 일반 인 pH변화 특성을 용할 때는 주의를 요할 것으로 단된다.  

최하부 176m 구간은 packer설치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 음에도 지표수와 유사

하게 낮은 pH값을 보인다. 상기 구간은 물리검층자료에 의하면 쇄 가 확인되

지 못하 으며, 다른 구간에 비해 투수율이 매우 낮아서 시추당시 주입된 시추수

의 향이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이러한 

상은 장측정데이터 뿐만 아니라 다음에 설명할 용존 이온들의 분포특성  

동 원소 분석결과에서도 잘 보여진다 (삼 수소값이 176m구간에서 높아짐).  

2000년 3월과 5월에 채취한 K-2공의 경우, 지하수의 pH는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심도별로 체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며, K-1공의 상응하는 구

간지하수와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기 도도의 pH와 함께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을 보여주는 요한 인자로 

활용된다.  기 도도의 높고 낮음은 지하수내 용존이온의 함량을 암시하는 것

이다.  즉, 지하수가 유동함에 따라 주변암석과 반응하게 되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물로부터 용해도가 높은 원소들을 함유하게 된다.  결국, 지하수가 암석

과 반응하면 할수록 는 지하수의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지하수내 이온함량은 

증가하게 되므로 기 도도 값은 높아지게 된다.  

K-1공에 하여 기 도도 변화를 살펴보면, 부분의 구간이 시기별 는 

심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특이하게 140m와 175m 구간의 지하수는 

매우 높은 기 도도 값을 보여 다 (Fig. 2.10).  시기별 차이에 있어서는 

packer설치 후 처음 측정된 값이 가장 낮고 이후 측정치는 어느 정도 증가하여 

일정한 값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역시 시추수에 의한 향을 보인다.  이처럼 높

은 기 도도 값이 이상치를 보이는 것은 상기 구간의 지하수가 물-암석반응에 

의하여 높은 기 도도를 가지게 된 것이라기 보다는 단열 를 따라 상부지하

수와는 달리 다른 기원의 지하수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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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설명은 후술하 다.  심도별 변화양상이 이 이지 않고 단속 이고 격

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정질암반에서 상되는 지하수 유동체계는 단열 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K-2공의 심도별 지하수의 기 도도 분

포특성은 K-1공과 유사하다 (Fig.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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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Variation of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groundwater according 

to depth in boreholes K-1 and K-2.

조사된 주요 화학성분은 Table 2.3에 정리되어 있으며, 지하수 유형을 분

류하기 하여 Piper diagram에 지하수의 화학성분결과를 도시하 다 (Fig. 

2.11).  부분 지하수들은 Na-Ca-HCO3형으로 분류되며 특이하게 Ca-Cl유

형에 도시되는 지하수도 있다.  이는 140m와 175m구간에서 채취된 지하수

로서 기 도도가 높은 원인으로 Ca와 Cl이온에 기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수내 Ca의 기원으로서는 지하매질로서 사장석과 방해석의 용해와 해수

의 향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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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Piper's diagram for water samples of 

borehole K-1 and K-2.

  

상기 구간 지하수의 pH는 8.9의 높은 값을 보이므로 이러한 pH조건에서는 방

해석에 한 과포화환경으로 방해석이 용해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침 되는 

조건이며, 사장석의 용해로부터 Ca가 지하수로 공 되었다 하더라도 Ca는 방해

석의 침 으로 제거되어 Ca와 함께 사장석에 포함되어 있던 Na가 지하수에 

차 으로 증가되어 Na가 우세한 지하수를 형성되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방해석

과 사장석의 용해를 상기 구간 높은 Ca함량의 기원으로도 역시 배제할 수 있다. 

Cl의 자연 인 기원으로서는 물이 형성될 당시 포획된 유체포유물과 운모류에 

OH기를 치환한 Cl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구간의 높은 Cl함량이 유체

포유물과 운모류에서 기인하 다면, K-1공에서 확인된 화산암류에 분포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심도에 따라 지하수의 Cl함량이 높게 나타나거나, 이 인 변

화특성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결국, 상기 구간의 

Ca-Cl형의 지하수의 형성되는 기원으로서 지하매질과의 반응이라기 보다는 외부

기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인 인 오염원이 없다면 Cl의 기원으

로서는 해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해수에 향을 받았을경우 Na의 함량이 

함께 증가되어야 하므로 상기 지하수가 Ca-Cl형보다는 Na-Cl유형을 근하여야 

한다.  이에 한 설명은 후반부에서 다루었다.

K-1공과 K-2공의 Na, Ca, Cl  SO4에 한 시기별  심도별 분포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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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와 Fig. 2.13에 도시되었다.  기 도도 분포 특성에서 확인되었듯이 도

시된 이온들의 함량은 부분 구간은 시기별과 심도별로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

는 반면 140m와 175m 구간에서 특이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Na, Ca, Cl, 

SO4함량이 모두 상기 구간에서만 높은 값을 보이고, 시기별로도 시추공이 설치

될 당시 시추수가 주입된 이후 차 으로 상기 이온함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

여 다.  이러한 이온함량이 증가되는 원인으로서는 화산암류의 구성 물과의 반

응을 배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연 인 기원으로서 해수의 향을 고려할 수 있

다.  지하수내 특이하게 해수에 높은 함량을 보이는 Cl과 SO4가 높은 함량을 보

여, 해수의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해수의 향을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 을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 지하수내 Na/Ca비가 높은 값을 보여야 하나, 

지하수의 Na/Ca비는 오히려 낮은 값을 보임.  둘째, 해수의 Cl과 SO4의 비가 상기구

간 지하수의 Cl과 SO4와 불일치함.  셋째, Na, Ca, Cl, SO4이온들 외에 해수에는 Mg, 

K등이 높은 함량이 보임에도 상기 구간의 지하수내에는 기타 구간의 지하수와 Mg, 

K함량이 유사하게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넷째, 지하수체계와 련하여 과연 해수

의 향을 지하수가 해안쪽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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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Variation of Na, Ca, Cl, SO4 concentrations of groundwater 

according to depth in boreholes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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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Variation of Na, Ca, Cl, SO4 

concentrations of groundwater according 

to depth in boreholes K-2.

Na/Ca비가 게 나타나는 요인으로서는 해수의 향을 받은 지하수가 지하수 

유동로를 따라 유동하게 되면, 유동로내 생성되어 있던 2차 물과 양이온교환반

응 (Na-Ca치환)으로 지하수내 높은 Na/Ca비는 차 으로 낮은 Na/Ca비를 가

질수 있다.  이러한 교환반응이 진행되기 해서는 단열 내 양이온교환반응 특

성이 우세한 스멕타이트 같은 2차 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K-1공으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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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스멕타이트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140m와 175m구간외에도 지하수의 화

학조성으로부터 열역학 으로 계산된 스멕타이트계열에 한 포화지수 값 

(Table 2.5)이 높은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지하수내 Na/Ca비의 변화에 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5. Saturation index of groundwater respect to representative secondary 

mineral.

Sample
no.

K-1-1 4.1 10.5 -0.5 8.8 11.9 8.7 0.7
K-1-2 4.3 9.7 0.3 8.8 11.1 8.5 0.6
K-1-3 4.6 10.4 -0.1 9.2 11.7 8.8 0.5
K-1-4 1.8 4.8 -0.4 3.5 7.0 4.6 0.7
K-1-5 4.7 10.9 0.0 9.7 12.2 9.1 0.6
K-1-6 4.8 11.2 0.2 9.7 12.5 9.2 0.6
K-1-7 3.5 11.3 -1.1 9.4 13.0 8.6 0.5
K-1-1' 4.9 10.6 0.3 9.7 11.7 9.4 0.8
K-1-2' 5.0 10.4 0.2 9.6 11.6 9.0 0.7
K-1-3' 5.2 10.8 0.2 9.8 12.0 9.2 0.7
K-1-4' 5.3 11.3 0.3 10.5 12.4 9.8 0.7
K-1-5' 5.0 10.1 0.4 9.8 11.5 8.9 0.5
K-1-6' 5.1 10.6 0.8 9.6 11.7 9.1 0.7
K-1-7' 5.2 13.5 -0.8 11.6 14.6 10.5 0.7
K-1-1'' 4.6 11.7 -0.6 9.9 12.9 9.6 0.9
K-1-2'' 4.6 9.8 0.1 8.7 11.2 8.5 0.6
K-1-3'' 4.7 10.2 0.0 8.8 11.5 8.7 0.6
K-1-4'' 4.8 11.0 -0.9 9.8 12.2 9.3 0.7
K-1-5'' 4.8 9.9 0.3 9.2 11.2 8.7 0.5
K-1-6'' 4.7 9.6 0.8 8.5 10.9 8.3 0.5
K-1-7'' 5.1 13.1 -0.6 11.1 14.2 10.3 0.7
K-2-1 5.2 11.8 -0.1 10.7 12.8 9.8 1.0
K-2-2 5.3 11.3 0.3 10.4 12.3 9.9 0.9
K-2-3 5.1 10.9 0.1 9.6 12.1 9.2 0.7
K-2-4 5.3 11.5 0.1 10.5 12.6 9.9 0.7
K-2-5 5.8 12.2 0.0 11.2 13.1 10.7 0.8
K-2-1' 4.7 10.6 0.0 8.8 11.8 9.0 0.8
K-2-2' 4.7 10.3 0.1 9.0 11.5 8.9 0.8
K-2-3' 4.6 10.0 0.0 8.6 11.4 8.5 0.6
K-2-4' 4.8 11.1 0.0 9.7 12.4 9.3 0.6
K-2-5' 4.9 10.2 0.2 9.1 11.5 8.9 0.6
K-3-1 3.5 11.2 -1.6 8.6 12.8 8.6 0.8
K-3-2 4.9 13.0 -0.9 10.7 14.1 10.3 0.9
K-3-3 3.3 10.7 -1.5 8.2 12.4 8.1 0.5
K-4-1 4.1 11.2 -0.7 9.1 12.6 9.0 0.7
K-4-2 4.8 12.2 -0.3 10.4 13.3 10.0 0.8

kaolinite montm-Na quartzalbite beide-Na calcite illite



- 29 -

해수와 지하수의 Cl/SO4함량비를 살펴보면 해수에 비해 지하수가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으로 화산암에서 확인되는 황철석의 산화반응에 기인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황철석과의 산화반응은 지하수의 pH를 낮추는 역할을 

하므로 상기 구간의 pH가 타구간에 비해 다소 낮은 pH를 갖는 특성과 부합된다.

해수에는 Na와 Cl를 시해서 K와 Mg함량도 수백 ppm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구간 지하수에서는 기타 구간과 유사하게 낮은 값을 갖는다.  이는 K와 

Mg등이 용해도가 매우 낮아 해수의 향을 받은 후 단열 를 따라 유동하면서 

쉽게 물로 침 됨으므로서 지하수내에서 제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열역

학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각 물에 한 포화지수 값 (Table 2.5)에서 확인될 

수 있듯이 K와 Mg를 함유하는 물이 모두 과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의 침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하수의 유동 특성을 고려하다면 단열 가 발달되어 있다하더라도 해안쪽에서 

해수의 향을 받은 지하수가 어떻게 K-1공 하부구간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K-1공 

서남측에 규모지하시설물이 치하고 있어, K-1공 치를 기 으로 서남방향으로 

지하수 유동력 (Driving force)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해안

쪽에서 해수의 향을 받은 지하수가 규모지하시설물이 건설된 후 지하수체계의 

교란이 발생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상기에서 해수의 향에 한 가능성은 모두 간 인 지화학  해석  

수리지질학  고찰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이의 직 인 확인을 해서

는 Cl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Cl동 원소연구결과가 요구된다.  여기서 지화

학 으로 이상치를 보이는 상기 구간의 특성은 지하공동의 수리학  모델링

을 수행할 경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K-2공에 한 Na, Ca, Cl  SO4에 한 시기별과 심도별 변화특성은 Fig. 

2.10에 도시되었다.  상기 이온들은 모두 낮은 값을 보이며 시기별 는 심도별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K-1공의 상응하는 심도의 지하수와 유사한 값을 보여

주고 있다.

  다. 동 원소 특성

K-1공과 K-2공에 한 동 원소 분석결과는 Table  2.6에 정리되어있다.  

산소와 수소 안정동 원소를 δ18
O와 δD의 상 계도에 도시할 경우 모두 

천수선 (Meteoric water line)에 평행하게 도시되어 지하수의 주요 기원이 강

수 (降水)임을 알수 있다.  일반 으로 지하수의 산소  수소 동 원소 특성

은 강수로 기원되며, 동 원소의 고도효과에 기인하여 심도가 깊은 지하수일

수록 낮은 동 원소조성을 갖게 되는 특성이 있어 이로부터 지하수의 함양지

역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이의 설명은 다음 항에 기재되

어 있다.  

우선 산소와 수소 안정동 원소조성을 심도별로 살펴보면 (Fig. 2.14), 시기

별 는 심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를 않지만, 변화양상은 이 이기 보다

는 단속 인 계를 보여주며, 심도별 pH의 변화양상과 역비례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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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역시 심도별 지하수의 특성은 각 구간에 발달한 단열 에 의해 지배

를 받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최상부와 최하부구간의 지하수의 산소동

원소조성은 기타 구간에 비해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화학

특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타 구간은 시추로 인해 지하수 체계가 교란된 

후 회복되었거나 진행 임을 보여주는 반면, 최하부의 지하수는 시추수의 

향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다.

Table 2.6. Isotopic composition of groundwater samples for Yeosu area.

Sample Water Sampling    Depth δ18O δD Tritium
no. type Date      (m) (‰) (‰) (TU)

K-1-1 GW 99.8.19 17.5 -7.2 -49.7 4.2
K-1-2 " " 30.5 -7.5 -51.2 3.5
K-1-3 " " 40.0 -7.5 -53.1 0.3
K-1-4 " " 74.0 -7.3 -50.8 2.5
K-1-5 " " 85.0 -7.6 -51.7 2.2
K-1-6 " " 171.5 -7.6 -52.9 2.6
K-1-7 " " 180.0 -7.2 -56.3 5.0
K-1-1' " 00.3.9 17.5 -7.3 -51.3 4.7
K-1-2' " " 30.5 -7.7 -53.9 4.0
K-1-3' " " 40.0 -7.6 -54.8 0.1
K-1-4' " " 74.0 -7.4 -52.4 2.1
K-1-5' " " 85.0 -7.6 -55.2 1.5
K-1-6' " " 171.5 -7.8 -54.0 1.1
K-1-7' " " 180.0 -7.2 -49.3 4.3
K-1-1'' " 00.5.22 17.5 -7.4 -50.2
K-1-2'' " " 30.5 -7.5 -52.9
K-1-3'' " " 40.0 -7.5 -50.0
K-1-4'' " " 74.0 -7.3 -51.8
K-1-5'' " " 85.0 -7.5 -53.1
K-1-6'' " " 171.5 -7.7 -55.6
K-1-7'' " " 180.0 -7.2 -51.0
K-2-1 " 00.3.10 18.6 -7.3 -51.8 2.8
K-2-2 " " 26.1 -7.6 -54.4 4.2
K-2-3 " " 35.0 -7.6 -53.8
K-2-4 " " 51.6 -7.4 -51.7 2.4
K-2-5 " " 58.0 -7.4 -52.3 2.1
K-2-1' " 00.5.23 18.6 0.0 -50.7
K-2-2' " " 26.1 0.0 -50.8
K-2-3' " " 35.0 0.0 -52.1
K-2-4' " " 51.6 0.0 -50.7
K-2-5' " " 58.0 0.0 -50.9
K-3-1 " 99-8-26 15.0 -7.8 -55.0 3.6
K-3-2 " 00.3.21 30.0 -7.5 -52.6 2.7
K-3-3 " 99-8-27 45.0 -7.4 -51.9 3.9
K-4-1 " 99-8-28 80.0 -7.5 -53.8 3.7
K-4-2 " 00.5.34 80.0 -7.0 -52.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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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Variation of δ18O of groundwater according to depth in 

boreholes K-1 and K-2.

삼 수소의 결과를 살펴보면 심도별로 산소동 원소 결과와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Table 2.6).  삼 수소는 반감기가 12.43년인 방사성동 원소로서 이의 

변화특성분석으로 지하수의 연 를 추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연

계에 부존하는 지하수체계는 계속 으로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삼 수소 함량을 지

하수 연 측정에 용하기 해서는 수리학 인 연구와 병행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삼 수소는 기로부터만 기원되며, 강수가 지하수로 유입된 후 삼 수소는 자연 으

로 감소하게 된다.  형성된 지하수가 유동되는 과정에서 다른 삼 수소함량을 갖는 

지하수와 혼합되지 않는다면 지하수의 연 를 추정할 수 있다.  Table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상부와 최하부구간과 기타 구간을 비교하면, 최상부와 최하부구간 지하

수의 삼 수소 함량은 약 4TU를 보이는 반면 기타 구간의 지하수는 약 2TU값으로 

최상부에 1/2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상부지하수가 강수의 향을 직 으

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기타구간의 지하수는 삼 수소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약10년의 

체류시간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결과는 지하수의 유동체계와 연

구지역 강수에 한 동 원소결과에 결부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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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균질 단 층 규모

  등공극매질에서의 유효 수리 도도는 최소 homogeneous scale의 규모를 제로 

하게된다. 등공극 매질 지하수유동 모델 해석을 한 입력 라메터를 결정 방법에 하나로

서, 연구지역같이 단일 응회암 분포지역에서 시험공 K-1, 측공 AO-2 공의 심도별 

수압시험 결과로 homogeneous scale test분석을 하 다. Fig. 2.15에서와 같이 표요소체

(REV scale)은 약 50-100m 규모로 분석되나 각공별 평균값은 특정한 값에 이르지 

않고 있다. 결론 으로 단일 매질로서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응회암은 수리지질학 으로 

불균질(heterogeneous)하며, 따라서 모델링 해석을 한 입력 라메터는 불균질 매질의 

특성을 고려한 값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K-1 R EV  s c a l e  t e s t

0.00E+00

5.00E-09

1.00E-08

1.50E-08

2.00E-08

2.50E-08

0 50 100 150 200

Length (m)

C
o
n
d
u
c
ti
vi

ty
 (

m
/s

)

Harmonic mean Arithmatic mean

Fig. 2.15. Estimation of REV scale from the borehole K-1.

6. 단 층의 유효수리 도도

  유효수리 도도는 주어진 규모의 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을 지배하는 매체의 특성으

로서 수리 도도를 의미하며 동일한 유효수리 도도를 갖는 매체에서의 유동은 동일한 

유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단 층 규모의 유효수리 도도는 장에

서 특정 국부  규모의 수리 도도에 한 평균 값으로 설정되며, 평균 값은 장 

측정 수리 도도의 통계학  분포함수에 의한 기하평균(geometric mean)으로 설정하

는 방법과 다층구조(multi-layer) 개념에 의한 산술평균(arithmetic mean)과 조화평균

으로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지역에서의 수리지질 단 층은 부록에 정리된 투수성단열과 수리 도도의 

수직  분포를 근거로 지표하 100m까지를 상부층으로, 그 하부를 하부층으로 분

류 가능하다. 상부층의 기하평균에 의한 유효수리 도도는 1.81×10
-8
 m/s이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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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단열이 우세하게 분포하며 하부층에 비하여 약 5～6배 정도 투수성이 크다. 

하부층은 투수성단열이 random하게 분포하며 유효수리 도도는 3.24×10-9 m/s이

다. 그리고 체 자료에 한 유효 수리 도도는 6.89×10
-9
 m/s 이다(Fig. 2.16).

  조사심도 하부의 심부 지층에 한 유효수리 도도를 추정하기 하여 분

석된 수리 도도값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 시험공 AO series와 K 

series에서의 수리 도도자료를 심도에 따라 도시하면 Fig. 2.17과 같다. 심도

가 증가할수록  수리 도도는 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1×10
-10

 m/s에 

근 하는 background 값을 갖는 자료의 수가 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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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 지층에 한 유효수리 도도를 추정하기 한 회귀분석은 심도 20m 마다 

유효수리 도도를 계산한 다음, 이들을 상으로 선형  다항회귀분석을 실시하

다(Fig. 2.18). 각각의 분석결과는 r
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값이 82.6%로

서 상당히 양호한 합성을 보여 다. 즉, 응회암분포지역의 심부 지층의 유효수

리 도도( K)는 심도( D)에 따라 다음 식으로 추정될 수 있다.

  Log K = -5.45 - 1.38 Log D  또는
Log K =  -5.48 - 1.34 Log D - 9.9×10-3 Log D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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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for hydraulic 

conductivity vs depth.

7. 함양율

  가. 서 언

함양율이라 함은 강수(降水)의 일부가 지하수에 유입․혼합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특성은 기후, 지질조건, 지형, 토양과 식물분포 특성에 따라 지역

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지하수의 함양특성은 지하수 부존  유

동체계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하공동과 같은 지하시설물에 한 안 성평가

와 련하여 지하수 유동 특성을 평가하는데 요한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즉, 

강수가 지하수에 함양되는 비율에 따라 지하수 는 변화하게 되며, 결국 지하수

두에 향을 미쳐, 지하수 함양율에 따라 지하수 유동력 (Driving force)은 변화

하게 된다.  그러나 수리지질특성은 지역 으로 다양한 조건을 가지며,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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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조건은 계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율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리 간

단하지가 않다.  연  강수량이 일정한 기후조건을 가지는 지역에서는 일정한 비

율로 강수가 지하수로 함양되는 특성을 보이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 이 

뚜렷하며, 강수가 여름철에 집 되는 Monsoon 기후조건에서 강수가 지하수로 함

양되는 특성을 밝히는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특성 평가와 더불어 지역특성에 

맞는 반 인 수문순환체계에 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투수성 

매질 는 역  지하수 유동 (Regional groundwater flow)에 용되는 다공성 

매질에서의 유동 특성과는 달리 결정질암반에서는 지하수 유동이 단열 의 분포

특성에 지배를 받게 되므로 이에 한 특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정질암반에서의 수문순환체계를 살펴보면 Fig. 2.19와 같이 도시될 수 있다.  

즉, 지표로 유입된 강수는 일부는 지표유출과 증발산을 통하여 빠져나가게 되고, 

지하로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유출 (Interflow)로 다시 유출되게 되며, 일부만

이 지하수로 함양되어진다.  더욱이 함양된 지하수는 상부지하수면을 따라 기  

유출을 통하여 흐르게 되므로 단열 를 따라 암반 수층으로 함양되는 양은 극

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하수의 함양특성을 평가하기 해서

는 기본 으로 지표유출, 증발산, 기 유출에 한 자료가 도출되어 져야한다.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 (물수지분석과 추 자

이용)로 나 어 볼 수 있다.  물수지분석의 경우 수문순환체계에 한 련요소

에 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함양율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증발산이나  

지표유출량 등을 평가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불확실성을 크게 내포하게 

된다.  추 자의 이용은 지표유출  지하수에 한 화학성분  환경동 원소를 

장기 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하수의 함양을 정량 으로 평가하여 함양율 평

가에 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는 있지만, 장기 인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

는 단 을 안고 있다.

Transpiration

Interflow & throung flow

Runoff

Baseflow

Evaporation

Groundwater flow

Precipitation

Percolation Stream

Evaporation

Soil &
Weathered 

zone

Infiltration

Interbasin Transfers

Fresh
Rock

Fig. 2.19. Schematic diagram for hydrological cycle.



- 36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의 여수조사지역에 한 지하수 함양

율을 평가하기 하여 기상자료와 측공에서의 지하수 변화에 한 장기 측

자료를 토 로 장기 인 지하수함양 특성을 고찰하 으며, 연구지역의 지형특성

과 장  재 여건을 감안하여, 함양량 도출방법 에서 각 강우 사건 별 지

하수  등락법을 용하 다. 한, 지하수 수문곡선법(groundwater level 

hydrograph)에 하여 근하고 이의 용 타당성을 개략 으로 제시하 다.  

한, 풍수기 (6월-9월)에 집 으로 지표수와 지하수에 한 환경동 원소를 모

니터링하여 지하수 함양특성의 평가를 시도하 다.  한 MP system으로부터 

확보된 심도별 지하수에 한 화학   환경동 원소 특성분석을 통하여 암반

지하수에 한 함양특성을 고찰하 다.

  나. 기본원리

토양층에서 지하수함양이라 함은 력작용이나 수리학 인 조건에 따라 물이 

포화 를 통과하여 아래로 움직이는 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지

하수함양이 지하수 류체에 기여하는 물의 양으로 간주될 때, 함양 상의 복잡

성은 물이 토층 내에 체류하는 시간 인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한, 침투 상

은 토층의 수리 도도와 포화 토층의 수리 도도에 하게 계되므로, 토층이 

지하수함양 상에 매우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토층의 조직과 구조는 토질 단면에서 요한 인자이며, 한 불포화 의 두께

도 매우 요한 인자이다. 일부 지역에서 이들 인자들은 발산 상에 의해 결정되

며, 이들은 지하수 의 상승에 의해 그 특성이 변한다. 를 들어서 노출된 토층

은 기 호우의 상당부분을 흡수하게 되면 팽창하여 물의 침투를 방해하는 역

(waterproof)을 형성하기도 한다. 다소 울창한 식생으로 피복되어 물리 으로 매

우 유사한 토층에서 물의 침투작용은 지연 상(interception process)과 식물의 

삼투작용에 의해 지체된다. 토층의 함수율(moisture content) 한 요한 인자로

서, 건조상태의 토층에서 침투효과는 보다 증가하여, 모세 공극이 채워지면 감소

하게 된다. 한, 일부 토질은 건조  동결상태에서 보다 투수성이 커진다.

지하수함양에 한 시간 련 인자들은 단기함양 (short-term recharge),  계

함양 (seasonal recharge), 상시함양 (perennial recharge)  고기함양 

(historical recharge) 등으로 구분된다. 단기함양은 호우성 강우 후에 나타나는 

함양형태로서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없는 지역에 나타난다. 계  함양은 건․

우기지역에서 우기동안 혹은 온 지역의 강설이 녹는 시작 시 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때로는 비이상 인 흙의 함수율로 인하여 함양 상이 조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시함양은 구 이고 지속 인 함양 상으로 열  

고온다습 지역에서 거의 구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연환경에서는 다소 

외 인 경우이다. 하지만 부분의 수리모델에서는 수층으로 함양율을 일정한 

값으로 가정하여 근한다. 

고기지하수 함양은 아주 오래 에 함양 상이 있었던 지역에서 재 지하수

자원으로 기여하는 수층의 사례에서 그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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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체재시간과 하게 연 되며, 임의의 수량이 함양되어 지하수 면에 도달

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되거나 (Chapman and Simpson, 1984), 때로는 임의

의 함양된 지하수체 이 기 유출로 나타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함양 상을 나타내는 토층  수층/ 류체의 물성은 장소에 따라서 수평  

수직 인 변화를 나타낸다. 역  해석의 목 에 한 한, 경계조건은 오히려 

성 하게 정해져서 주어진 경계 내에서 평균 혹은 일회성 측으로부터 함양특

성이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다양한 변화특성은 미세  거시규모로 추 될 

수 있으며, 특정 역 내에 존재하는 진 인 변화를 간과하게 된다.

함양 상에 한  다른 역할은 지표면 경사도의 변화  토층과 풍화 의 

경계면의 경사도의 변화에 따라서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인자는 침투방벽

이론(the theory of infiltration)에 의해서 확실해졌다(Andersen, Christiansen, 

1986). 여기서, 두 층간 경계가 확실하게 경사를 이룰 경우, 침투수는 상부 미

세조직을 갖는 층을 통하여 경사방향으로 배출된다. 

지층단면 상에서 수직  변화특성은 함양지역과 상 유동경로의 추 이 가능

한 경우에 요한 자료가 된다. 얇은 토층 단면 혹은 토층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

이나, 함몰지역, 단열 등이 발달한 침식 암반 분포지역의 경우, 집 인 지하수

함양 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은 Darcy법칙에 근거한 분석  방법에 의하

여 효과 으로 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함양량 산출방법

지하수문체계로 강수의 함양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함양량의 추정을 해

서 지역 체의 함양량 추정방법 이외에 아래에 명기된 방법들은 각 함양원

(recharge source) 별로 독립 으로 근하여야 한다. 한, 각각의 함양형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량화될 수 있으며, 각 방법들은 상호간에 상이한 유사성을 가

지며, 아래와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다. 

∙Direct measurement

∙Water balance methods

∙Darcian approaches

∙Tracer techniques

∙Empirical methods

함양량 추정방법의 요건으로는

-물수지균형개념에 기 (water balance): 함양량 추정은 함양되지 않는 물의 양

에 하여 정 하게 측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과  혹은 과소추정에 한 오

차를 여야 한다.

-함양 상/과정의 정확한 규명(recharge process): 직 인 측정방법에 의해 함

양원의 물이 함양 혹은 유동 상 등의 경로를 거치는 상만으로 근하는 해

석은 없다. 간혹 단열유동에 의한 우회 유동 상 등으로 인하여 개념모델이 부

정확하게 나타날때, 이상 인 모델의 신뢰성이 입증될 것이다.

-추정오차의 범  극소화(error estimate): 오차의 한계는 신뢰성 확보와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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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이다. 정확한 추정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입력인자에 하여 민

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를 들어서, 물수지 분석법은 큰 값들 사이

에서 작은 차이가 큰 오차로 귀결되기도 한다. 비포화 의 수리 도도는 함양량

의 추정을 어렵게 한다.

- 용 용이성(ease of use):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혹은 의외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방법이나 수문학 인 개념이 없는 특수한 방법은 연구과제 외의 용도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외삽법에 의해 추정 가능한 자료의 확보(extrapolation): 지하수문환경에 한 

검토에 있어서 함양량의 추정은 장기 인 측기록에 의해 근하여야 하며, 특

별한 측자료에 의하기 보다는 강수자료와 같은 외삽에 의해 추정이 가능한 

감시 리 기록들을 쉽게 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시간 간격(Time interval)

각각의 분류된 추정방법은 시간 간격에 한 임의의 범 를 과하는 함양량

을 추정할 수 있다. 시간 간격은 지하수 근원 규명에 필수요소이다. 단기간 자료

는 체 자료의 일부 집계를 이용함으로써 가능하고, 장기간 자료는 단기간의 자

료들을 종합하여 근한다. 함양 상에 있어서 비선형  특성을 비롯하여, 유동

방향의 변화 가능성, 장기간 업무에 직 으로 돌입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함양량 추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서 일별 측자료 혹은 

특정 강우(event time step) 시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일정량의 함양 상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 인 함양량 추정방법

함양량 추정은 반복 인 차에 의해 근하여야 한다. 즉, 기 입수된 자료

는 다른 방법  다른 자료에 의해 도출한 결과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재검토  

수정되어져야 한다. 최종 추정함양량은 지하수유동 상이 시․공간 으로 정확

하게 반 되는 유동모델의 교정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함양 상에 한 바람직한 기 함양량 추정치는 함양지하수의 근원, 함양경로

와 함께 지하수문 체계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다. 일반 인 근 

차는 아래의 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하게 된다.

  ① 수층이 수용할 수 있는 함양량의 규모

  ② 불포화 를 통과할 수 있는 물의 규모( : 하천이나 개수로 등으로부터 

높은 잠재함양률은 수리 도도를 갖는 층을 통과할 수 없는 경우)

  ③ 잠재함양량에 한 다른 함양 상 지층의 존재 유무와 수층의 규모

  ④ 잠재함양량의 규모

  ⑤ 실제 함양량의 규모: 여기서는 함양수의 근원으로부터 모든 물의 물수지균

형과 함양 상 지층을 ①～④에 따라서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⑥ 다른 방법으로 도출된 결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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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구지역 함양특성

• 함양 련 수문학 조건

연구지역에서 함양지역으로 간주되는 식생 특성에서 산록지 는 크게 소나무, 

활엽수,  지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지역 별로 상이한 함양특성이 상된다. 

지형 경사도는 상부지역이 체로 완만하지만 부 능선 이하부터 경사를 보

인다. 토층의 분포는 암반 노출지역과 토양분포 로 구분되지만 토양층의 발달은 

고지 의 습지 지역을 제외하고 최  수 m 내외의 분포를 보인다. 부분 1～

2m 내외의 얇은 토층이 분포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지하수  등락법 등 장시험/ 측에 의한 함양특성을 규

명하기 해서는 술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 별로 5～6 개소의 측정이 필요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술한 연구지역의 특성 구역별로 지하수  등락의 

변화를 장기간 측할 수는 없었으며 K-3  K-4 등 두 개소에서 1년간 측한 

결과를 이용하여 검토하 다.

국내 강수량 분포특성은 연간 1,400 mm 정도의 강수가 발생하며, 이 에서 

강수량의 70%가 우기에 집 될 뿐만 아니라 부분은 지표유출(runoff) 형태로 

복류수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된다.

연구지역에서 여수 측소의 측자료를 토 로 통계 처리한 결과, 91～96년 사

이의 강수량 특성은 연간 평균 1,047mm로 조사되었으며, 92년～93년 평균 강우

량인 1,455mm이고, 94～95년의 강우량은 이의 반 수 인 799mm로 그 변화의 

폭이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시추공내 제반시험이 종료된 후 약 1년간 수 측 

기간 동안(99년 9월 14일부터 2000년 9월 14일) 계측된 총 강수량은 1528.3mm로

서, 연구지역에서 20년 동안의 평균 강수량보다 약 500mm 정도가 더 내렸다. 연

구기간  월 강수량이 100mm 이상인 경우는 6월 순에서 9월 하순 동안에 집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총 강수량의 80% 이상이 이시기에 집 되는 특성

을 보 다. 

• 강수량과 지하수 변화 

우선 Fig. 2.20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기 인 지하수  측자료를 살펴보면, 지

하수 는 계 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험공에서 자동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지하수  변화를 약 일년 동안 (K-3 (99년 9월 14일～00

년 9월 14일), K-4 (99년 9월 15일～00년 8월 16일)) 계측하 으며, 이를 지하수

 수문곡선 (groundwater level hydrograph)으로 나타내었다 (Fig. 2.20; 2.21). 

상기 결과는 1999년 8월에서 2000년 10월까지 K-3공 (EL. 57m)공에서 측된 자료

이다.  강수가 집 되는 1999년 8월과  9월사이에는 지하수 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강수량이 은 10월이후에는 지하수 가 크게 감소하게 되고, 다시 2000년 6월이후에

는 격히 지하수 가 증가되며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 다.  즉, 지하수 의 변화는 우

리나라의 기후특성을 반 하는 강수량의 변화에 직결됨을 알 수 있다 (Fig. 2.20).  겨

울철과 철인 12월과 5월사이에서는 지하수 가 완만하게 감소하면서, 미약하나마 강

수가 지하수 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장마와 태풍에 향을 받는 6월 

이후에는 그동안 감소되었던 지하수 가 격하게 증가되었음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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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The variation of groundwater table observed at borehole K-3 with 

the amount of precipitation between Aug. 1999 and O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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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The variation of groundwater table observed at borehole K-4 with 

the amount of precipitation between Aug. 1999 and O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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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하수 류체 (Groundwater reservoir)의 한정된 체 에 기인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충분한 강수에 의해 지하수의 함양원이 공 된다면 거의 일시에 

최 지하수 에 가까운 값을 보이게 된 후, 다시 2차, 3차등 계속되는 강수가 유

입되기 까지 반복 인 지하수  강하을 보이면서 반 으로 높은 지하수 를 

나타낸다.  즉, 격한 함양율을 보여  6월이후에는 강수량이 거의 유사한 값을 

보임에도 지하수 는 지속 으로 증가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여름철

에는 강수량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은 지하수 류체에는 더 이상 지하수로 함

양되는 못하고 곧바로 지표유출로 유실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추공 K-3와 약 50m거리에 치하고 EL. 50m 지 에 설치된 시추공 K-4에

서의 지하수 변화 특성도 K-3공 같이 계  강수량의 변화양상에 따라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형 으로 높은 곳에 치한 K-3공에 비해 상

으로 지하수 변화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K-4공 상부구간에서 찰

된 단열 의 분포와 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지역에서의 지하수 는 계 인 특성을 보이는 

강수의 향을 받게되며, 결국 지하수두변화에 따른 부정류 지하수 유동특성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는 비교  연  강수량의 변화가 일정한 지역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조건에 맞는 수문순환체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 다공성매질에서의 지하수 유동개념에서의 모델링을 수행할 경우, 계

에 따른 지하수두변화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유동에 한 재평가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K-3  K-4에서 지하수  변동은 5m(El.48～53m)  10m(El.25～35m) 구간

의 폭으로 각각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에서 지하수 는 강수량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확인되지만, 집  호우(1999년 9월말)에는 민감하게 반

응하지는 않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계  강수량의 차에 한 변화 즉 우기

(6월 순에서 9월 순)의 지하수  상승  나머지 기간의 건기의 지하수  강

하 등 뚜렷한 1년의 순환주기를 보여 다. 

지하수  변화특성에 있어서 K-3과 K-4는 약간 상이한 특성을 나타낸다.  

K-4의 수 상승은 강수량이 50mm를 넘을 때, K-3보다 수 상승폭이 크며, 뚜

렷한 Peak로 나타난다.  한, K-4의 감쇄정도는 Broad하고 Multiple한 K-3공의 

반응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강우에 의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은 

K-4지 이 K-3에 비해서 토층이 두껍고 한 경사에 기인될 수 있으나, 조사공

의 단열발달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K-3의 경우 17m 상부까지 

부분의 단열이 집되어 있는 단열망 (Fracture Network)을 구성하고 반면 

K-4공은 구간에 걸쳐 단열이 발달되었으며 상부 20m구간에 단열 가 분포되

어 있다.  따라서 K-4공의 반응 상은 단열 의 특성을 반 하며, K-3공의 단열

망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수가 내린 후 자연수  변화 즉 상승 후 감쇄특성에 있어서, 격한 감쇄 

상은 약 7일～1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1회의 연속  강

우  략 20mm 이하의 강우량을 보이는 경우에는 지하수  상승에 별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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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무강수 기간임에도 지하수 의 상승

상은 여수측후소와 연구지역 간의 거리가 10 여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국지성 

강우 상에 의하 거나, 조사공이 통한 단열 류체의 연장이 지하수유동체계 

상에서 고지 와 연계된 유동경로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장기 인 지하수두 모니터링 결과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강수에 의한 지하수  상승의 반 인 특성은 선행 무강수 일수가 길수록 수

 상승폭은 크게 나타나며, 짧을수록 상승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한, 집 호

우 등 강우빈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도 지하수  상승효과 즉, 함양에 기여도

가 낮게 작용하는 것으로 단된다. 여기서는, K-3  K-4 등 두 개소에 국한하

여 분석하 으나, 연구지역의 강수에 의한 지하수  상승 향 정도는 지형  

토층 등 지표 상황을 충분히 반 한 표본 추출 치와 개소  기간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강수량에 따른 지하수  상승에 의한 함양률 해석

강수량에 따른 지하수  상승에 의한 함양율 해석에 있어서, 지하수는 일단 상

부 토층을 통해 침투한 강수의 일부가 지하수로 함양된다는 제하에, 함양량은 

연간 총 강수량(Py, mm)에서 함양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양(Re, mm)이므로 

RE = r Py  (2-2)

일반 으로 지하수 함양에 향을 미치는 연간 최 임계강수량을 감안할 경우

(Bredenkamp, 1990)

RE = r (Py - My) (2-3)

여기서, My는 최 임계함양 연강수량

한편, 이 값은 동일 지역 내에서 다수 측지 의 연간 측기록이 제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지역에서는 매 강우 사건(event) 별로 분리하여 근하 다. 따라

서

REe = r (Pe - Me) (2-4)

여기서, REe = (h2-h1)․Sy, = △h․Sy,각 강우사건 별 지하수 침투량

           r = 강우 침투율

           Pe = 각 강우 사건 별 강우량

           Me = 각 강우 사건 기  추정 최 임계함양 강수량

식(2-4)를 근거로 각각의 강수 사건별 지하수  변화량( Δh )과의 계를 그래

로 표 하면 Fig. 2.19와 같다. 여기서, 각각의 강수 사건별 최  임계함양 강

수량(marginal precipitation for groundwater recharge)이라 함은 일정량 이상의 

강수량 이상을 가져야 지하수 함양을 발생시키는 기 량을 정의되며 (이동률, 

1995), 함양량에 향을 주는 강수량과 선행강수량에 향을 주는 강수량의 구분

을 하여, 강수 사건에 한 지하수 변화(△h)에 따른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산출되는 x축(강수량)의 편 값으로 정의 할 수 있다 (Fig. 2.22). 연구지역의 최

 임계함양 강수량은 K-3에서 약 11.82mm 내외  K-4공에서 22.5mm 내외 

이상의 강수에 해서만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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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K-4의 암반블록 규모에서 강수량에 따른 침투량의 규모에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은 두 공이 치한 곳의 매질에 특성(토층의 두께) 차와 지형 인 요인

과 단열  발달로 인한 지하수 류체의 크기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강수 사건별 지하수 변화량(∆h)를 도상에 표시하고 선형회귀분석을 

하면 이 그림을 통하여 강수량에 한 지하수 변화량의 기울기 값(r)을 도출할 

수 있다. 연간 함양량은 최  임계함양 강수량을 제외한 값에 지하수  상승폭은 

유효공극률이나 혹은 비산출률(Sy)  기울기(r)을 용하여 연구지역에서의 최

종 지하수 함양량을 산출한다. 연구지역에서는 화산응회암에서의 비산출률값의 

범 (0.002～0.35; walton, 1988)의 값  0.01로 가정하 다. 이를 통해 실제 매 

강수 사건별 함양량을 산출할 수 있다 (Tabl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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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The rise of groundwater level of boreholes K-3 and K-4 in each 

precipitation event from 1999 to 2000.

Table 2.7. Estimated recharge rate per year in the borehole K-3 and K-4 

using gwoundwtaer leve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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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 총강수량 임계강수량 함양량 함양율

K-3 1528mm 11.8mm 135mm 8.8%

K-4
1528mm

22.5mm 157mm 10.3%



- 45 -

이 게 산출된 연구지역에서의 연간 지하수 함양율은 K-3공에서 연간 총 함

양량은 135mm로서 총 강수량 1528mm의 8.4%(선행무강우 7일이상)  8.8%(선

행무강우 7일 이하)로서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 다(Table 2.7). 한, K-4의 경

우는 약 10.3% 정도로 추산되었다. 여기서는 K-3의 결과는 이 지역의 지표에서 

발생되는 상부지하수에 한 값으로 제안할 수 있는 범 로 단된다.

한편, 이 침투량은 연간 가능 최  침투량으로서 이 양 체가 지하수의 함양

에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모델링이나 기타 용 가능한 한 참고용으로서 

이 제시된 값을 과하지 않는 값을 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출방법을 

용한 경우로 Pretoria-Rietondale 지역에서 총 18개의 측공을 상으로 일년 

동안의 강수량에 한 함양량 사이의 계를 분석하 다(David et. al, 1990). 그

러나 이 경우는 일년간의 자료를 기 으로 측정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용

한 각 강우사건 별로 추산한 연간 함양율이 더 신뢰성을 가질 것이다.

화산암매질에서의 암반블록 규모의 연구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값임을 확인하

기 해서는 다른 지하수 함양율 산출방법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한 연구지

역에서의 암반블럭 규모의 지하수유동체계  지하수  분포에 계되는 지하수 

함양은 다수가 우기에 이루어지며 그 에서도 총 강수량  9% 미만의 침투

량이 발생하며, 이에 한 지하수 함양량은 더욱더 을 것으로 상된다.

  바. 지하수  강하곡선법에 한 함양율

지하수  강하곡선법은 지하수  변동자료를 이용하며, 작도법상의 문제 을 

배제하기 해 지하수  강하곡선을 지수강하곡선으로 가정하고, 분석상의 모호

성을 배제하기 해서 무강우시 지하수  최 강하량과 1개월 강하량의 비율을 

지하수  강하율이라 정의하여, 지하수함양율과 지하수  강하율 사이의 비례상

수를 구하고 지하수  강하 감수상수를 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을 도출하여 함

양율을 산정하 다 (박재성외, 1999).

동일 지역의 어떤 시 에서 강우량 P1에 의한 함양량이 R1이고 일정시간 경과 

후 강우량 P2에 의한 함양량이 R2이면 이 기간동안의 함양량의 차이는 다음식이 

된다.

R 1-R 2= αA(P 1-P 2)

즉, ΔR=α․A․ΔP  (2-5)

한편 지하수함양량 증가분 ΔR에 의해 지하수 가 Δh= (h 1-h 2)  만큼 상승하

다고 하면, 단  지하수  하에 응해서 수층에 류되어 있는 지하수가 단

 면 당 배출되는 수량(%)인 비산출률( S y)을 도입하여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R=A․Δh․Sy  (2-6)

따라서 식 (2-5), (2-6)을 α에 해서 정리하면 

α=
Δh
ΔP

․Sy=
h 1-h 2

P 1-P 2
․Sy (2-7)



- 46 -

 이 식은 각 지 에서의 지하수 수두 h 1, h 2
를 측하고  각 기간의 강우량 

P 1
과 P 2

를 알면 지하수 함양율 α를 추정할 수 있다.

기본이론 해석공식은 의 강수량에 한 지하수 변화량의 해석 공식과 같으

며,  식(2-7)에서 두 시 의 기간을 30일로 취하고  1개월은 우기이고, 후 1

개월은 건기로 가정하여 P 2= 0, h 1-h 2= S 30
(월 수 강하량)을 입하여 함양율에 

하여 정리하면,

α=
s 30
P 1
Sy   (2-8)

한편, 유역내 수층의 지하수 포장량은 수층 면  A, 수층 총수두 h(하부 

불투수층면으로부터 지하수면 높이), 수층의 비산출률을 S y라 할 때

V=A․h․Sy    (2-9)

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강우에 의해 함양된 지하수는 포장량을 증가시키게 되나 

무강우 기간에는 포장량  일부는 기 유출과 증발산량으로 손실된다. 이때의 

하천 기  유출량(baseflow)은 다음공식으로 주어진다.

Q=Q 0․e
- bt          (2-10)

여기서 Q 0
 : 기 시 (t=0)에서 기 유출량

        Q : t시간 경과 후 기 유출량

        b : 기 유출 감수상수

따라서, 유역 내에 다른 함양원이 없고 양수 이용도 없는 경우 지하수 포장량

의 변화율은 기 유출량과 증발산량( Et)의 합과 같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한 

증발산량은 기 유출량에 비하여 매우 작은 규모이므로 이를 무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dh
dt

=
Q 0

A․Sy
․e- kt   (2-11)

여기서 k는 지하수  감수상수이다. 식 (2-11)을 t=0일 때 h= h 1, t= t일 때 

h= h 2
라 하고 양변을 분하면 지하수  강하량( s= h 1-h 2

)은

s=
Qo
ASy

․
1
k
(1-ekt)   (2-12)

장기간 무강우시 ( t→∞) 일 때 지하수  최  강하량 sm은 다음과 같이 표 된

다.

sm=
Q 0

ASy
․

1
k
   (2-13)

식 (2-13)을 식(2-12)에 입하면, 다음과 같은 지하수 수 강하에 한 식을 

얻을 수 있다.

s= sm(1-e
kt )   (2-14)

한편, 최 강하량과 얼강하량의 비를 지하수 강하율(γ)이라고 정의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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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s 30
sm

 (단, 0〈γ≤1)   (2-15)

식(2-8)   식(2-13), (2-15)에 의해 지하수  감수상수와 지하수 함양율의 

계인 T= γ/(k․α)  (여기서 T=A․P 1/Q 0
)를 나타낼 수 있고, 식(2-14)을 e- kt에 

해서 정리하고 양변에 자연 수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Kt=ln
sm
sm-s

  (2-16)

sm-s의 값은 양수이고, 자연 수의 속성상 s가 sm에 수렴할 때 t 값이 상당

한 크기의 유한한값을 갖기 해서는 0〈δ〈0.1 사이의 값을 갖는 임의 상수 δ 

값을 취하여 sm-s= δ․sm이 될 때의 t를 T로 취하면 된다.

따라서 kT=ln (sm/δ․sm)= ln (1/δ)= const이 되고, 함양율은  다음식으로 표 된다.

α=
1

ln(1/δ)
․γ=C․

s 30
sm

  (2-17)

여기서 C는 δ값에 따라 변화하는 상수이다.

앞서 기본이론에서 유도된 식 (2-14)을 용하고 최  수 강하량 sm과 경과

시간 tm을 구하기 하여 Fig. 2.23에서 선 부분과 같이 최 수 강하량 sm은 

측조사기간  최고수 로부터 갈수기의 최 수 까지의 강하량으로 잡고 지하

수  강하곡선이 최 수 에 도달되는 기간을 tm  을 설정한다. 

K-3공은 최고수  52.23m에서 275일이 지난 후 최 수  49.08m까지 하강

하 으며, 총 3.15m 하강하 다. K-4공은 275일동안 최고수  34.13m에서 

26.42m까지 총 7.71m 하강하 다. 한 장기간 최고수  발생이후 무강우 기간

은 회귀 분석을 통하여 작도하 으며, 이때 K-3은 169일이며, K-4번은 221일

로 추출하 다.  실제 두 공에서의 무강우 발생일에 차이는 두 공에서의 지형 

 수리지질학  차이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를 일별 지하수  강하량과 sm-s 값으로 나타내어 Fig. 2.24와 같은 회귀방

정식을 통하여, Sm- s= Sme
- kt  임을 감안하여 지수회귀방정식에 따른 k의 값과 

Sm값을 산출할 수 있다. 한 이공식을 이용하여 월 강하량 비율 S 30
값이 정해진

다.

상기식 (2-17)에서의 함양율 산출시 상수값 C는 최 수 와 최소수 간 동안

의 시간 T와 지하수감쇠상수 k의 값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 K-3 시험공은 

지하수  강하 기간이 169일을 용하면, 상수값 C는 0.2786, K-4공은 221일 

용시 0.2167값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룰 통한 지하수함양율을 산출하게 되며, 이

를 정리하면 다음과 Table 2.8과 같다.

지하수  강하곡선 해석법에 의한 지하수 함양율은 두 시험공에서 모두 10～

15%사이의 값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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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Hydrograph of groundwater level and regression in boreholes K-3 

and K-4 with the precipitation from 1999 t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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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Dry-day duration vs Sm-S of boreholes K-3 and K-4.

 

Table 2.8. Estimated recharge rate per year in the borehole K-3 and K-4 

using gwoundwtaer drawdow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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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공

지하수  강하곡선 해석법

value of 

K
Sm(m) S 30

(m) γ T C 함양율(α)

K-3
0.0131 3.6255

1.1781

8
0.3249

169 

Day

0.278

6
14.68 %

K-4 0.0169 5.3775 2.1386 0.3977
221 

Day

0.267

7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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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동 원소 근법

지하수의 함양율을 산정하기 하여 연구지역 K-3 측공에서의 지하수, 지표

수  강수에 한 환경동 원소에 한 장기 측을 수행하 다.  지하수의 함양

률 평가등 수문순환체계에서 환경동 원소 (O-18, H-2, H-3등)가 추 자로 활용

되는 기본원리는 이런 환경동 원소는 물을 구성하는 원소이면서 강수, 지표수, 

지하수등 물이 존재하는 치에 따라 다른 동 원소조성을 갖기 때문이다.  로 

산소원소에는 일반 인 O-16와 이의 동 원소인 O-18이 존재한다.  이러한 동

원소는 동일한 자구조를 같기 때문에 화학  성질이 동일한 반면, 원자핵의 

질량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결합에 지를 갖는다.  결국, 서로 다른 결합에 지

로 인하여 증발 등 물리 인 변화에 의해 서로 다른 동 원소조성을 갖게 된다.  

즉, 물이 증발될 때 O-18보다는 약한 결합에 지를 갖는 O-16이 빨리 증발되는 

특성을 보여주게 되어 잔여 물에는 상 으로 무거운 동 원소인 O-18이 많게 

된다.  이를 동 원소분별작용이라 하며, 온도조건에 지배를 받게된다.

물의 순환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해수가 증발되어 구름을 형성하며 구름은 

해수에 비하여 가벼운 동 원소로 구성되게 된다.  구름이 육지로 이동되어 강수

를 형성하여 지표로 유입되고 다시 증발되어 구름을 형성하는 반복 인 과정에

서 강수의 동 원소는 계속 낮은 값을 가지게 된다.  결국 강수가 지표로 유입되

고 지하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동 원소의 분포특성을 모니터링한다면 

강수, 지표수, 지하수의 순환과정을 정량 으로 밝힐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지

하수에 한 이러한 동 원소 연구결과를 토 로 지하수 유동 모델링에 한 검

증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수, 지표수  지하수에 한 동 원소 

모니터링을 하여 지속 인 시료채취와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즉, 지하수 함양특성을 고려하여 강수량이 

집 되기 이 인 5월부터 9월까지 강수, 지표수  지하수 (K-3 측공)시료를 

집 으로 일별로 시료채취하고 이를 분석하 으며, 동 원소특성을 이용하여 

강수가 지하수에 미치는 향 (함양특성)에 한 해석을 시도하 다.

상기 기간에 한 강수량, 강수, 지표수  지하수 (K-3 측공)의 동 원소 

결과는 Fig. 2.25와 같다.  강수에 한 산소동 원소분포는 지표수나 지하수에 

비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다.  지표수의 경우는 강수처럼 동 원소조성

변화가 크지 않지만,  6월을 후하여 -7.8～-8.3‰의 범 를 보여 다.  이는 6

월 후에 O-18성분이 다른 강우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지하수는 동 원소

조성 변화가 상 으로 좁은 범 를 보이며 6월말을 후하여 동 원소소조성

이 크게 변화되었음을 지시한다.  이는 풍수기인 6월과 9월사이에 집 된 강수가 

침투 는 혼합되었음을 지시한다.  15일정도의 시기 인 지연 상은 강수가 상

부 표토층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강수량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

이 해석된다.  풍수기가 시작되는 6월말경 에 20mm미만의 강수가 여러번 발생

하 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수의 동 원소조성에만 향을 미치는 반면 지하수의 

동 원소조성은 변화되는 않았음을 보여 다.  이는 강수량이 20mm미만인 경우

는 강수가 지하수체계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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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Variations of isotopic composition of rain water,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borehole K-3) between June and Se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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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의 지하수의 산소동 원소 조성의 평균값은 -7.49‰이며, 6월이후의 지

하수의 평균값을 -7.93‰을 나타낸다.  한 지하수의 산소동 원소조성은 강수 

 지표수의 평균치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Episodic한 강우 Event에 불구하

고 지하수 류체의 산소동 원소조성은 -7.5‰로 표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

다.  이에 한 확인은 자료 축척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갈수기인 6월

이 이 강수에 한 산소동 원소분석자료가 없지만, 강수량이 상 으로 은 

계로 지하수의 동 원소조성이 미치는 향이 매우 었을 것으로 단된다.  

여기서 동 원소조성을 이용하여 풍수기 기에 유입된 강수와 지하수의 혼합비

에 한 동 원소평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

δ18
OGA = δ

18
OR․f + δ18

OGB (1-f) (2-18)

여기서 δ18
OGA = 6월이후 지하수의 산소동 원소조성

       δ18OR = 6월 에 유입된 강수의 산소동 원소조성

       δ18
OGB = 6월이  지하수의 산소동 원소조성

       f = 강수와 지하수의 분율

산소동 원소조성은 δ18O로 표 되며 표 시료 (Vienna Standard Mean 

Ocean Water)에 한 천분률로 나타낸다. 단 는 ‰ (permil)을 사용한다.  +1

0‰은 표 시료에 비해 상 으로 동 원소비 (
18
O/

16
O)가 0.01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은 상 으로 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2.25로부터 δ18
OGA = -7.93‰, δ18

OR = -9.4‰, δ18
OGB = -7.49‰을 입할 

수 있다.  이로부터 f = 0.26를 구할 수 있으며, 이는 6월이후에 나타나는 지하수

에 한 강수의 혼합율은 26%임을 지시한다.  한 풍수기간  지하수에 한 

강수의 혼합비율은 8월6일에 발생된 강수의 동 원소조성과 지하수의 동 원소

조성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상기 식에 동일하게 강수의 동 원소조성 (-5.

3‰)와 8월6일을 후한 지하수의 동 원소조성 (-7.8‰와 -7.6‰)을 각각 입하

면 이 때의 강수의 혼합비율은 6%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갈수기가 끝나는 6월

말경에 비하여 8월 에 강수량이 많다하더라도 지하수로 함양되는 비율이 감소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기 결과는 지하수의 함양율을 직 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료채취당

시의 강수와 지하수와의 혼합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지표유출수량, 지하수 유

량등이 확인될 수 있다면 강수의 지하수 함양율을 정량 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상기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상부지하수에 한 함양를이

며, 앞서 지하수  변화특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부에 함양된 지하수은 함양 

즉시 간 는 기 유출을 통하여 유실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열 를 따라 암

반 수층으로 함양되는 특성은 체계 인 지하수의 심도별 시료채취 로그램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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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리 모 델링 차

  지하수유동 모델링이란 복잡한 지하수문과 지하수유동, 지하수화학  특성과 

오염물질의 거동특성 등을 단순화시킨 일종의 수학  표 이다. 다시 말하면 지

하수의 흐름상태나 지하수 내의 용존  고용매상태로 존재하는 각종 오염물질

의 거동 상을 수학 인 모델을 이용해서 과거에 일어난 상을 재 하고, 재

의 상황을 분석하며, 나아가 미래에 일어날 변화를 측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하수유동 모델링은 가상의 지하공동이 치하게 될 암

체에서 처분장의 심도  배열에 따라서 핵종의 출경로가 되는 지하수유동로

를 분석하고, 이들이 인간생활권에 도달하는 유동시간을 계산하는 데 궁극 인 

목 이 있다. 이러한 계산결과는 지하공동의 설계와 안 성평가에 직 으로 반

된다.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재의 기술수 으로 용될 수 있는 수리모델링 

차를 정리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해석 상의 암체에 한 개념모델과 수치해

석에 필요한 산모델에 하여 다룬다.

제 1   수리모델 구성기법

  지하수유동 모델링은 일반 으로 크게 모델링의 상이 되는 장의 상과 모

델링을 하는 이유에 가장 부합되는 모델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한

다. 이들 자료들에 근거한 모델링의 시․공간  역을 결정한 후 필요한 자료를 

모델에 입력하여 모델링을 수행한다. 모델링을 수행하기 해 개념 인 모델을 설

정할 때, 즉 수성 수리특성인자와 경계  기조건을 결정할 때 모델링결과와 

장 측정자료가 가장 잘 일치되도록 수성 수리상수를 조정한다. 이 과정을 모

델교정이라 한다. 모델링을 수행할 때 모델의 검증과 타당성의 입증이 필요하다. 

모델의 검증이란 이론  결과와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다른 모델을 이용해서 도출

된 모델링결과와 비교하며 그 정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입증은 동일한 역에

서 얻어진 시간 으로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서 교정된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함으

로써 여러 시간 역의 자료 모두를 잘 계산해 내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산된 결과는 실제가 아닌 어디까지나 모델에 의한 계산

결과이므로 실제와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모델링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입력자료의 정확성과 모델링과정의 정확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모델링결과를 해

석하는 데 그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와 같은 일반 인 수리모델링 차를 기 로하여 Fig. 3.1과 같은 

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모델링에는 크게 지질  지질구조, 수리지질, 그리고 

지하수화학  자료가 요구된다. 연구지역에서 이들 자료는 기존의 비축시설 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와 본 연구에서 자체 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생산된 자료

들이 있다. 

  개념모델은 암종별 수리특성과 수리인자들의 공간  분포특성을 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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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수리지질 단 층을 설정하 다. 해석 역은 개략 인 유동특성을 계산

할 목 으로 부지규모를 결정하 으며, 여기에서부터 backward  forward 

particle tracking을 실시하여 함양지역과 배출지역을 검토하 다. 이 검토 결과는 

상세 계산을 한 암반블록규모의 역을 결정하는데 이용되었다. 

  지하수유동 해석을 한 산모델은 원칙 으로 세계 으로 리 이용되고 있

는 다공성 연속체모델을 용하는 것으로 하 다. 견고한 암반에서는 암반매질에

서의 흐름은 방사선  안 성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는 반면, 주요 흐름은 투수

성단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단열망모델을 용하는 것이 더 정

한 계산에 유리하겠지만 상 매질의 수리특성이 거시 으로 볼 때 단 층별

로 균질 등방성에 근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연속체모델을 기본으로 하 다. 단

열망모델은 부분 으로 이러한 연속체모델의 수리 도도값을 이방성으로 취하기 

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Study SIte

Conceptual 
Model

Porous Medium 
Model

Fracture Netwok 
Model

Model Design

Calibration

Sensitivity Analysis

Prediction of Results
- Pathways
-Travel Time

Model Design

Calibration

Calculation of 
Hydraulic Tensor

MODFLOW NAMMU NAPSAC

Up-scaling

Hydrogeological Data
Hydrogeochemical 

Data

Geological Data

Fig. 3.1. Groundwater flow model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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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구성  설계는 주어진 해석 역에서 경계조건의 변화에 따라 수리인자의 

시․공간 인 변화가 최소가 되는 조건을 도출하 으며, 이 조건하에서 장자료

와의 비를 통한 모델 교정이 이루어졌다. 연구지역의 수리지질조건와 유사하게 

교정된 모델에 하여 각 입력 라메터별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수리 으로 

가장 민감한 요인을 분석하 다. 최종 단계로서 모델 내에서 공간 으로 치를 

달리하는 원(point source)을 부여하여 유동로와 유동시간을 계산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는 수리모델링에 필요한 조사, 분석, 차 등에 

한 제반 내용은 결론부에서 상술하 다.

제 2   개념모델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요한 단계는 모델화하려는 지하환경시스템에 해 

정확한 개념모델을 설정 공식화(수식화)하는 것이다(한정상, 1998). 조사과정

에서 직면하는 자연 상의 복잡성과 변화도를 수치모델로 재 할 수 있게 가

정조건을 설정하고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념모델의 설정과정은 수

치모델의 목 과 활용범 를 명백히 하고 련된 과정을 정의한다(한국원자

력연구소, 2000). 수리지질학  개념모델은 지하수유동 특성의 분석에 기 가 

되는 지하수체계에 한 재까지의 포 인 이해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축 된 정보를 통하여 기의 개념모델은 수정 ․보완되

어야 한다(한국 력공사․원자력환경기술원, 1998).

  Modflow를 이용한 3차원 지하수유동 해석시 첫 번째 단계는 상지역의 

지형, 지질, 지질구조의 주요 특성을 표하는 개념모델을 설정하고 가능한 

정확하고, 설정된 격자(grid)를 쉽게 변화할 수 있게 하고, 한 모델의 입력

자료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  수리지질 단 층  단열

  연구지역의 지질과 공극률, 수리 도도 특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층들을 

하나의 수리지질학  단 층으로 분류하 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4 에 상

술되었다. 이를 약술하면, 수리지질 단 층은 크게 응회암과 화강암으로 분류

하 고, 심도에 따라 각 지형의 최상부면으로부터 수직 으로 지표하 -100m, 

EL.-100m, EL.-600m를 경계로 하여 각각의 단 층의 수리 도도값을 달리

하 다.  

  수치해석에 고려된 단열 는 선구조선 분석결과와 기존 조사보고서 (LG 

엔지니어링(주)와 SKC건설(주), 1999)를 기 로 하 다. 사용된 모델이 불규

칙한 경계면을 정확히 표 ․취 할 수 없는 유한차분법(FDM)인 을 고려

하여, 본 연구지역의 지하수 흐름을 1차 으로 지배할 것으로 단되는 요 

구조선인 F-21, F-22 단열 만을 수치해석에 반 하 다. 수치해석에 용된 



- 56 -

단열 의 개념도는 Fig. 3.2와 같다. F-21, F-22구조 는 시추에 의해 상부층

인 응회암 지역에서 확인 되었고, 알칼리장석화강암까지의 연장성은 알 수 

없다. 알칼리정석화강암이 응회암을 입한 후기의 암석임을 고려 할 경우 

이들 구조 는 응회암지역에만 분포할 것으로 여겨져 알칼리장석화강암까지 

구조 를 연장하지는 않았다.

2. 모델 경계설정

  모델의 서측과 남측의 경계는 각각 F11, F22 구조 가 지나가는 지역의 

계곡을 모델의 경계로 하고, 동쪽과 북쪽은 해수면을 경계로 설정하 다. 

해안지역에서 염수의 수  내로 침입 상을 모사하는 도류 해석은 2차원 단

면에 하여 검토하 다.

Fig. 3.2. Plain view of the fracture zones in model.

  바닥면 경계는 연구지역의 상부 지하수체계의 계  변동이나 임의시설

의 설치에 따른 지하수체계의 교란 등에 의한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측되는 심도 EL.-1200m 까지 확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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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해석모델

1. Modflow

  Modflow는 연속체 매질에서의 지하수 흐름을 계산할 목 으로 1983년에 개발

된 이후 1988년 최종 으로 문서화되었고, 1997년에 미국지질조사소는 Modflow

를 으로 수정하여 재 Modflow- 96이 보 되고 있다.

  Modflow를 활용하여 지하수 부존량  정채수량을 확인하고 Modpath로써 

포획구간  지하수의 유로분석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경로를 확인하며, 그 외 흡

착, 분산 등 오염물질 거동특성은 MT3D로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3개 로그

램은 모두 미국 지질조사소에서 개발하고 호환이 되도록 입력 화일구조가 같아 

기본이 되는 Modflow 입력화일들을 그 로 Modpath 와 MT3D에서 사용할 수 

있어 부존량 분석에서 오염물질 거동까지를 일 으로 처리 시간 약과 신뢰도

를 높일 수 있다.

  Modflow 로그램은 다공질포화매체내에서 지하수 흐름을 모사하기 해서 

개발된 로그램으로서 이들 다공질매체내에서 유동하는 유체는 온도와 도가 

항상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안지역에서 지하수의 과잉채수로 

인한 염수의 수 내로의 침입 상을 모사하는 도류해석이나 DNAPL에 의해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다상유동체, 불연속성이 큰 쇄매체  이방성의 방향성

이 일정하지 않은 지하수환경에 Modflow를 용하기 어려운 이 있다. 그러나 

쇄매체일지라도 이를 응다공매체로 체 가능한 경우에는 Modflow를 이용

할 수도 있다(한정상, 1999).  

  Modflow 로그램이 Darcy의 법칙에 근거한 충 층이나 퇴 암류 수층에 

기본을 갖고 개발되어 자연상태의 수층의 여러 가지 상에 하여 한계성을 

갖고 있으나 세계 사용자들이 계속 연구하여 특정 자연 상을 해결하기 한 

sub program 들을 개발하여 최근에는 리 가 크게 발달한 암반 수층 분석까

지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선구조도나 지질도, 토양도에서 각 특성별로 cell 별 투수계수나 경계조건 

모델 입력자료를 좀 더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CAD, GIS 로그램들과의 

연계 로그램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어 Modflow자료 입력시 신뢰성이 향상되

고 상당한 시간 약 효과를 가져왔다.

  다공질포화매체 내에서 도가 일정한 지하수의 3차원 흐름지배식(2-1)은 다음

과 같다.

  ∂
∂x

( K xx
∂h
∂x

)+
∂
∂y

( K yy
∂h
∂y

)+
∂
∂z

( K zz
∂h
∂z

)±W= S y
∂h
∂t

    (3-1)

   여기서,  KXX, Kyy, Kzz : 직교좌표계의 주축과 수리 도도의 주텐서방  향

이 동일한 경우에 x, y, z 방향에서 수리 도도(LT-1)

            h : 지하수의 수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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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지하수의 공 원과 배출원(단 포화체 당 유․출입량) (T
-1
)

            Ss : 다공질포화매체의 비 유계수 ρg(α+nβ)  (L
-1)

            t : 경과시간(T)

  윗 식에서 KXX, Kyy, Kzz,  Ss 은 공간도함수[Ss =Ss (x, y, z)]이고, W는 

시공간도함수[W=W(x, y, z, t)]이다. 따라서 상기 식은 직교좌표계의 주축과 수

리 도도의 주텐서방향이 동일할 때 불균질, 이방성다공질매체 내에서 부정류상

태하에 있는 지하수흐름지배식이며, 포화 수층의 경계에서 수두분포와 흐름특성

과 함께 기수두조건으로 지하수유동체계를 수학 으로 표 한 것이다.

  시공간에 따른 수두 h의 도함수를 상기 식에 입하면 기조건과 경계조건을 

만족하는 일종의 h(x, y, z, t)로 표 되는 수식으로 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을 가진 시간종속수두는 바로 지하수유동계를 특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

용해서 포화 수층 내에 기에 유되어 있던 지하수의 양과 유동에 지를 계

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률과 유동방향도 계산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지하수유동계가 아니더라도 상기 식의 해석학 인 해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수치방법은 근사해법을 이용해서 그 해를 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근법으로 리 이용되는 방법이 유한차분법으로서 상기 식

으로 표 되는 연속계(continuous system)를 시공간의 에서 유한개의 이산

된 (discrete point)으로 변환시킨 후 이들 각 지 에서 수두 값의 차를 이용해

서 해당계를 동시 인 선형 수차분식으로 변환시킨 후 특정지 ( )과 시간의 

수두 값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된 값은 지하수흐름표 식인 편미분방정식의 

해석학 인 해로 주어지는 시간종속 수두분포의 근사치로 구한다(한정상, 1999).

2.  NAPSAC과 NAMMU

NAPSAC[56, 57, 58]은 다수의 불연속면 군을 특성화하기 해 장으로부터 

조사된 불연속면의 주향, 경사  길이 등의 기하학 인 통계치로부터 직사각형 

평  균열망을 작성하는 코드이다. 이 코드는 불연속면들의 심이 푸아송 포인

트 로세스(Poisson point process)에 따라 공간에 분포되도록 하여 균열망을 

구성한다. 지하수 흐름은 이 균열망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불연속면 사이의 암반 

매질은 불투수성이라고 가정한다. 

각 불연속면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유동은 단일 유효 투수량계수에 상응하는 

‘유효 평행 (effective-parallel-plate)’ 모델과 불연속면에 따라 변하는 국부 인 

틈새분포로 표 된다. 지하수 유동은 다음과 같은 수식에 따른다.

q=-
κ
μ ⋅▽(PT-ρgz)  (3-2)

여기서, q=  지하수유동(flux)[m s
-1
]

PT=  체 수압[N m
-2
]

κ= 유효투수계수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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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지하수의 성도(viscosity)[kg m
-1 

s
-1
]

ρ=  지하수 도(density)[kg m
-3
]

g=  력가속도[m s
-2
]

z=  데이터 벨까지의 수직 깊이[m]

평행  모델의 경우, κ는 e 3/12로 주어진다. 여기서 e는 유효틈새(effective 

aperture)이다. NAPSAC은 P=PT-ρgz  으로 주어지는 비정수압 P의 항으로 유

동방정식을 계산한다. 수압장(pressure field)은 각 불연속면의 교차선

(intersection)을 따라 균열망 노드들에서의 값으로 이산화된다. 교차선을 따라 수

압은 균열망의 노드들 간에 선형 으로 변한다고 가정한다. 방정식이 선형이기 

때문에, 각 노드에서 수압으로 인한 각 불연속면에서의 흐름이 차례 로 계산될 

수 있다. 

NAPSAC은 각 불연속면에서의 정상류(steady flow)를 모델링하기 해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고 ▽q=0을 계산한다. 각 불연속면에서의 흐름을 계산하기 

한 이 수치해석 근법은 단한 유연성을 갖는다. 즉, 각 불연속면을 묘사하기 

한 수천 개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틈새의 변화나 이 틈새가 응력에 따라 변하

는 모델 작성도 가능하다.

정상상태 흐름장의 수치해석  묘사를 확장하여 아주 큰 개념 인 불연속면망

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2×10
8
 개의 유한요소를 사용하는 불연속면망에서 

5×104 개까지의 불연속면을 시뮬 이션 할 수 있다.

시추공은 공 내의 흐름을 고려한 모델로 표 된다. 시추공 부근의 수압장은 거

리에 따라 로그 (logarithmic)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거동을 해석하는데는 불연속

면을 무 조 하게 나 지 않는다면 계산이 가능하다.

추 자 이동은 다수의 입자 군을 추 함으로써 모델링된다. 규모 균열망을 

가로지르는 입자군 이동을 시뮬 이션하기 해 모든 입자 경로들은 교차선이 

연결되는 각 불연속면을 가로지르는 경로로 나눠진다. 규모 균열망 모델을 횡

단하는 입자들을 10
6
 개까지 추 이 가능하지만 실제 시뮬 이션에서는 50만개의 

입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불연속면을 통한 유동해석은 류계수(storativity), 투수량 계수, 

유효틈새 등과 같은 불연속면유동 특성치들에 의해 수식화된다. 지하수 유동방정

식 (3-2)와 함께 질량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
ρ 

∂P
∂t

=
κ
μ ⋅▽(PT-ρgz) (3-3)

여기서 S는 불연속면의 류계수이고 일반 으로 암반과 유체의 압축률

(compressibility)에 좌우된다. 불연속면의 투수율과 류계수간의 경험 인 상

계를 바탕으로 한  다른 모델이 이용 가능한데 이를 계산하는데는 함축 인 

오일러 타임스테핑 스킴(Euler timestepping scheme)이 사용된다. 이산화 한다는 

것은 불연속면 교차선을 따라 놓인 노드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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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망에서 시간에 따라 수압이 변하는 것을 해석하는데 하다. 시추공이 가

로질러지는 불연속면이나 특정한 불연속면에 한 시간에 따른 유동장을 계산하

기 해서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모델은 수천 개의 유한요소를 포함한 조

한 유한요소 격자망으로 이산화되어야 한다.

NAMMU[59]는 다공성 매질에서 지하수의 흐름과 이동을 모델링 하는 코드이

다. 이 코드는 불포화된 매질에서의 지하수 유동과 열이나 입자의 이동을 포함한 

정상상태  시간종속 거동 등을 모델링 할 수 있다. 방사능 물질의 감쇠와 핵종 

이동을 시뮬 이션 할 수도 있다. 이 소 트웨어는 복잡한 지층을 모델링 하는데 

많은 선택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을 근간으로 한다. 

NAMMU는 다음 항목들을 해석할 수 있다:

(1) 지하수 유동

(2) 지하수 유동과 열 달 상호작용

(3) 불포화된 매질에서의 지하수 유동

(4) 농도와 한 계를 갖는 유체 도를 고려한 용질의 이동과 지하수의 

상호작용

(5) 농도에 따른 유체의 도, 온도를 고려한 열-지하수-용질이동의 상호작용

(6) 핵종 이동

(7) 2차원 stream function

(8) 성질이 다른 유체의 인  부 에서의 민감도 해석

이 모든 로세스의 근간이 되는 개념모델은 Darcy's Law와 확장이론으로 작

성된 다공성 매질에서의 유체의 흐름과 용질의 이동이다. 핵종이동 모델은 선형

등가흡착모델(linear equilibrium sorption model)을 포함하고 여섯 종류까지 연계

를 고려할 수 있다. 

상기 사항들에 한 수학 인 모델  본 연구에 용한 지하수 유동에 한 

모델만을 소개한다.

표 유한요소 공식일 경우, 지하수 유동은 다음 식들을 사용한 잔류수압

(residual pressure) P
R
의 항으로 모델링 된다.

∂
∂t

(φρ
l)+∇(ρ l q)=0 (3-4)

q=-
k
μ (∇PT-ρ

lg) (3-5)

여기서, ø = 암반 간극률

ρl = 유체 도 [kg m-3]

q  = Darcy 속도 [m s-1]

k  = 투수계수 텐서 [m2]

P
T
 = 체 수압 [N m

-2
]

   g = 력가속도 [m s
-2
]

식 (3-5)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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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k
μ (∇PR-(ρ l-ρ

0)g) (3-6)

여기서, μ = 유체 성도 (kg m
-1 

s
-1
]

PR  = 잔류수압 [N m-2]

개 표 유체 도(reference fluid density) ρ0는 유체 도 ρl과 같으므로 식 

(3-6)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된다.

q=-
k
μ (∇P

R
) (3-7)

식 (3-4)와 (3-5)는 PR에 해 단일 2차 편미분 방정식으로 결합된다. 이것을 

수압방정식(pressure equation)이라 한다.

혼합요소 공식일 경우, 잔류수압 P
R
과 질량 flux벡터 ρ

lq  항의 형태가 된다. 

식 (3-6)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μ( k)-1⋅q=∇PR-(ρ l-ρ
0)g (3-8)

Flux

수압방정식에 한 Flux는 다음과 같다.

FP= ρ
lq⋅n (3-9)

여기서, FP  = 수압방정식에 한 Flux [kg m
-2
s
-1
]

n  = 경계에 수직으로 밖으로 향하는 단 벡터

함수 인 종속성

이 식들에서 재료 특성에 한 함수 인 종속성은 다음과 같다:

- k는 치 함수이고 P
R
에 독립 이며 이방성이 될 수 있다

- μ는 상수

- ø는 치와 체 수압 PT의 함수이다

표 형(Standard Form)

특성치의 종속성을 한 일반 인 형식은:

- 치에 종속되는 특성치들은 상수이거나 주어진 암반 타입에 해 일정하다

 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φ=φ
0+(PT-PT0 )

dφ

dPT
      (3-10)

여기서, dφ

dPT
 = 상수

ø0 = 기  수압 PT0에서의 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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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역규 모  모 델링

제 1   경계조건

1. 해석 역  격자설계

  산모델(Modflow)의 해석 처리능력의 제한성과 1층에서의 유속 벡터와 입자

추 (particle tracking) 계산을 이용하여 당  F11과 F12 선상구조로 경계되는 

독립암체(4km×3.2km)로부터 지하수 흐름의 경계가 형성되는 남측의 명주통골 

계곡과 서측의 밤나무 단지와 락포제 부근까지를 모델 역으로 축소하 다(Fig. 

4.1). 이 해석 역의 크기는 2.96km×2.56km로 기존의 U-1-2 지하시설을 포함하

며, F21구조 와 F22구조 가 북동방향에서 남서방향으로 모델 역을 가로지른

다. 축소되어진 역은 무흐름 셀(inactive cell)로 처리하여 모델 연산시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하 다. 격자는 기존 시설지역은 9m×32m, 기타 외곽지역은 

40m×32m의 격자망으로 구성하여, 총 column수가 81개, row수는 132개, 그리고 

layer는 28개로 설정하 다(Fig. 4.2; Fig. 4.3).    

2.  상부 경계조건

  모델의 상부 경계조건은 수치지도를 이용해 지표면(Fig. 4.4(a))을 그 로 반

하 고, 기 수 는 앞장에서 설명한 공동 굴착 의 수 를 기수 (Fig. 

4.4(b))로 입력해 계산하게 하 다. 그리고 여기에 모델 최상부층에 함양률도 상

부 경계조건으로 입력했다. 

3.  하부 경계조건

  모델의 하부 경계는 no flow로 설정하 으며, 하부경계 심도는 연구지역의 상

부 지하수체계의 계  변동이나 임의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하수체계의 교란 

등에 의한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측되는 심도 해발 -1200m까지 확장시켰

다.

  이 하부 경계의 깊이에 따른 모델에 향을 검토하기 해 해발 -2000m까지 

하부경계 심도를 늘릴 수 있도록 격자를 설계하여 해발 -400m～-2000m까지 변

화를 주며 이것이 모델에 미치는 향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하 다. 모델에서 하

부경계의 향 심도는 연구지역의 지형 특성이 최고 표고 336.4m이고, 남해화학 

부근의 평지까지의 거리가 666m로서 경사도가 50%에 달하는 은 감안하여 단

계별로 확  용하여 정 하부경계 심도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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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Reduction of the mode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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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Orientation of a finite difference grids and local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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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tion A-A'

(b) Section B-B'

Fig. 4.3. Cross section view of the finite difference grids.



- 66 -

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20.00

240.00

260.00

280.00

-40.00

-20.00

0.0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220.00

(a) Surface map of Topograph 

(b) Surface map groundwater level 

(m)

(m)

Fig. 4.4. Surface map of topography and ground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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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델교정을 한 기존 유공동의 경계조건

  재 가동 에 있는 수벽공과 유공동의 규모와 layout은 기 설계도면(엘지

엔지니어링(주)와 SK건설(주), 1999)을 참고하 다. 수벽공은 EL.0m에 치하고 

유공동은 EL.-30～El.-60m사이에 치해 있다. 수벽공의 압력은 2kg/cm2를 

constant head 경계조건으로 , 공동 내부도 역시 constant head 경계조건을 이용

해  기압상태로 표 하 다(Fig. 4.5).   

Cavern

Water curtain

(a) 

Water curtain

Cavern

(b)

Fig. 4.5. Cross section view of the caverns and water cu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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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경계조건

  연구지역의 동쪽과 북쪽의 바다지역 지역은 constant head 경계조건을 용하

으며, 그 값은 0m로 하 다(Fig. 4.6). 그리고 모델링 상 암체를 기 으로 남

측과 북측에 각각 치하는 기존의 유공동과의 사이의 계곡부  연구지역의 

동남쪽에 치한 명주통골 등 주요 계곡부는 river 경계조건을 용하 다(Fig. 

4.6). 

Inactive CellInactive Cell

Constant Head BoundaryConstant Head Boundary

River BoundaryRiver Boundary

Fig. 4.6.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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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입력 라메터

  수치모델링에 요구되는 수리인자는 술한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값을 사용하

다. 본 지역의 수리지질학  단 층은 응회암과 알칼리장석화강암으로 구분하

다. 이들 단 층은 각각 심도에 따른 수리 도도 값을 달리 설정하 다.

  먼  최 상부층은 지표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지하 100m 까지를 하나의 층

으로 구분하 고 수리 도도 값을 하부층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 다. 이는 연구

지역의 투수성단열과 수리 도도의 수직  분포(부록)와  K-1공의 MP 시스템으

로부터 계측된 지하수압  수질 특성을 근거로 지표하 100m까지를 상부층으로, 

그 하부를 하부층으로 분류하 다.

  본 지역의 조사공의 시추 심도는 해발 -70m를 넘지 못하므로 그 이하의 수리

도도 값을 추정하기가 힘들다. 모델의 하부경계 심도가 해발 -1200m인 을 

감안한다면, 상부층으로부터 해발 -1200m까지 모두를 같은 수리 도도를 용하

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SKB(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mpany)는 해발 -1500m의 시추공에서 장수리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심도에 

따른 수리 도도의 식을 유도해내었다.

  log (K)=-1.65 log (z)-4.5 (4-1)

  K= 10
- ( 7+ z/250)  (4-2)

여기서, K = 수리 도도

                z = 심도 

  식(4-1)  (4-2)에 따르면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리 도도 값이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스웨덴 Finnsjon site에서의 연구결과(SKB, 1991)에서도 지표

면으로부터 약 500m 하부는 최상부에 비하여 수리 도도가 약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 로 심부 지층에 한 유효수리 도도를 

추정하기 한 회귀분석 결과 식 (2-1)과 (2-2)를 유도해 내었다. 이 두 식에서

도 해발 -600m 정도에서는 상부층과의 수리 도도가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 

상기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지하 100m 에서 해발 -600m, 해발 -600m

에서 해발 -1200 역에 한 유효수리 도도를 용하 다.

  단열 의 경우에도 모암의 수리 도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수리 도도가 감소

하는 것(SKB, 1991)을 고려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지하 100m까지, 

그 이하의 심도에서 해발 -600m, 해발 -600에서 하부까지의 수리 도도를 다르

게 용하 다. 이들 단열 는 술한 바와 같이 응회암지역에만 용하 고, 알

칼리장석화강암 까지 연장하지는 않았다. 에서 설명한 차등 용된 수리 도도

값을 정리하면 Table 4.1, Fig. 4.7, Fig. 4.8과 같다.

  한편, 연구지역의 북동쪽 해안가에 분포하는 퇴 암 지역에 하여는 조사자료

가 없는 계로 기존의 연구(김경수, 2000; LG엔지니어링, 1999)에서 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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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8
m/sec 를 이용하 다.  공동주변에 설치된 그라우  지역에 사용된 수리

도도인 1.7×10-9m/sec 도 의 두 연구에 사용된 값을 용하 다. 유효공극률

과 같은 일부 조사되지 않은 인자에 하여는 일반 인 범 의 값(Table 4.2)을 

사용하 다(UK Nirex, 1993; Anderson & Woessner, 1992; Franklin & 

Dusseault, 1989; Walton, 1988).

Depth(m)
Hydraulic Conductivity (m/s)

Tuff Granite F-21 F-22

Surface～Surface-100 1.81×10
-8

3.00×10
-8

3.20×10
-7

3.80×10
-7

Surface-100m～EL.-600 3.24×10-9 5.05×10-5 3.20×10-8 3.80×10-8

EL.-600～EL.-1200 5.30×10-10 5.05×10-10 3.20×10-9 3.80×10-9

Table 4.1.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used in the model.

A

A'

B B'

Sedimentary rock

F21

F22

Granite

Tuff

Fig. 4.7. Plain view of the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used in 

1 layer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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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Specific Yield Porosity(%)

Welded lapilli tuff 0.185 7.2

Granite 0.25 3

Sedimentary rocks 0.3 35

Table 4.2. Input parameters for the hydrogeological zones in porous 

continuum model(UK Nirex, 1993; Anderson& Woessner, 1992; 

Franklin & Dusseault, 1989; Walton, 1988; ).

Inferred boundary between the tuff and granite

(a) Section A-A'

Inferred boundary between the tuff and granite

(b) Section B-B'

Fig. 4.8. Cross section view of the hydraulic conductivity.



- 72 -

제 3   모델 교정

1. 지하수 와 유공동의 유입양에 의한 교정

  모델의 교정이란 장에서 실제로 측정한 수두나 오염물질의 농도를 모델결과

치와 서로 비교해서 일치시키는 과정을 교정 는 역사  이력의 일치(historical 

matching)라고 한다. 이는 모델 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과정과 작용을 재

하며, 모델링 수행과정의 편견과 결함을 알아내서 제거한 후 신뢰성 있는 해석 

 측모델을 구축하기 함에 있다. 이 과정은 수층과 수성 수리상수의 특

성인자를 보다 실화  객 화시키는 과정이다.

  교정은 통상 시행착오법과 자동감쇄법을 이용해 장고유 측치(site- specific 

observation)와 모사 결과치가 일치하도록 제반 수리특성인자를 조정한다. 이 때 

민감도분석은 교정과정의 한 단계이다. 모델교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

로 수행한다.

  1) 시행착오과정을 통해 수작업으로 각종 변수를 결정하고

  2) 자동 으로 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시행착오를 이용한 교정시에는 기에 변수 값을 격자망에 할당한다. 이 경우

에는 기변수값을 이용하여 반복 으로 연산을 실시하여 실측치와 모사치가 일

치되도록 한다(한정상, 1999). 재 일반 으로 용하고 있는 정성 인 교정기

으로는 실제 장측정 값으로 작도한 등수 선도와 지하수의 흐름방향, 지하수

의 상승과 하강  지표수의 함양과, 배출량과 모델결과를 이용해서 작도한 등수

선도, 지하수의 흐름방향, 지하수 상승과 하강과 물수지 모사결과, 지표수의 

함양양과 배출량을 서로 비교해서 사용하며, 이들 결과를 이용해서 입력자료로 

사용한 수성 수리특성 인자들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이에 비해 정량 인 교정기 으로는 모델수두와 실측정수두 사이의 차

(residual=모델수두-실측수두=r)인 잔류치(r)와 물수지모사 결과 도출된 구역별 

물수지와 지표수유출량과 실측정치와의 차이를 이용한다. 즉 모사치와 측정치 사

이의 수차인 잔류치를 이용하여 평균오차, 평균오차, normalized root 

mean square를 계산후 이를 산포도에 나타낸다(Duffield, 1990 ; Ghassemi, 

1989). 조정의 정 도는 상술한 인자들의 통계치가 최소가 될 때까지 실행한다. 

  를 들어서, 모델수두와 실측치와의 차를 r이라 하면

  평균오차(ME) : R=
1
n

∑
n

i=1
r i  (4-3)

  평균오차(MA) : RA=
1
n ∑

n

i=1
∣ r i∣ (4-4)

  Root Mean Squared(RMS) : S= ∑R 2
i/n (4-5)

  Normalized RMS : RN= S/( H max - H min ) (4-6)

로 표 된다. 여기서 n은 측치와 모델 결과치를 비교한 잔류치의 개수이다(한



- 73 -

정상, 1999). 

  본 연구에서 이용된 Modflow에도 WinPEST(Waterloo Hydrogeologic., Inc, 

1999)라는 기능이 있어, 모델을 자동 으로 교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 모델의 

용량의 과다로 인해 이용할 수 없어 시행착오를 이용해 모델의 교정을 실시하

고, 에 설명한 정량 인 방법을 사용하 다. 교정시 사용된 인자는 U-1-2 

유공동 주변의 조사공에서의 지하수 와 공동내부로 유입되는 실제 유입양을 함

께 사용하 다. Fig. 4.9는 모델에서 공동주변에서 실측지하수와 계산된 지하수 를 

비교하기 해 설치한 측공들의 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모델에서의 공동내부

로의 유입양 계산은 물수지 분석에 이용되는 Zone Budget 기능(Waterloo 

Hydrogelogic Inc, 1999)을 이용하 다. 유입양의 실측치(Fig. 4.10)는 한국석유공

사의 자료를 참조하 다. 98년 10월에서 99년 1월까지의 유입양은 112～154.3 

ton/day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동안의 평균 유입양은 128.14 ton/day을 보 다.

Fig. 4.9. Location of the observation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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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Results of monitoring for the injection water quantity 

through horizontal water curtain hole and inflows into the 

storage caverns per day at Storage U-1-2.

  의 장에서 계측된 지하수 , 공동내부로의 유입양과 모델에서 계산된 지하

수 와 유입양이 가장 잘 만족하는 경우의 수리인자를 모델에서의 보정치로 결

정하 다. 

  일반 으로 지하유류비축기지 설계시, 지하 공동내부로의 유입양은 장 수리

시험에 의한 자료를 용하여 모델링을 한 후 조사공에서 조사된 지하수 와 모

델에서 계산된 지하수 를 이용하여 수리 도도와 함양율을 변화시켜 모델을 교

정하므로써 유동체계를 해석  측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에는 유류비

축기지가 걸설되어 재 운 에 있는 치로 측공에서 측된 지하수 와 

이미 운 되고 있는 U-1-2 비축시설의 유입양을 이용해 모델을 교정하 기 때

문에 의 경우보다 더 정확한 모델의 교정이 이루어져 보다 신빙성 있는 보정

된 수리 도도 값과 함양율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보정 방법을 통해 모델을 교정한 결과 보정치는 수 와 유입양을 가장 

잘 만족하는 응회암의 수리 도도는 3.00×10
-9
m/sec로 함양율은 71mm/yr로 이때

의 Normalized RMS 값은 8.39%(Fig. 4.11)이고 공동내부로의 유입양은 132.78 

ton/day로 나타났다. 이 값은 8년 10월에서 99년 1월까지의 평균 유입양인 

128.14 ton/day와 매우 근 한 값을 보인다. 연구지역의 20년간 평균 강수량이 

1356mm/연인 것을 감안할 때 모델에서 계산된 이 지역의 강수에 한 함양율은 

5.24%이다. 이때의 모델에서 계산된 수 (water table)는 Fig. 4.12에 나타내었다.

  교정시 계측된 지하수 와 유입양의 112～154.3 ton/day범 를 만족하는 보정

된 수리 도도 값은 4.2×10
-9
m/s에서 2.2×10

-9
m/s로 나타났다. 이때에 응하는 

함양율은 각각 82mm/yr와 61mm/yr 값을 보이며, 이때의 모델에서 계산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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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유입양은  154.46 ton/day와 112.15 ton/day를 보 다. 본 연구지역의 

장 시험에 의해 구해진 수리 도도 값은 3.24×10-9 m/s이다. 모델 교정 과정에서 

지하수 와 유입양에 의한 수리 도도의 범 는 2.2×10
-9
m/s에서 4.2×10

-9
m/s의 

값으로 나타났고, 이에 응하는 유입양은 154.46 ton/day과 112.15 ton/day로 나

타났다.  이처럼 모델의 교정에 의한 수리 도도와 장 수리시험에 의한 수리

도도가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Fig. 4.11. Calibration results at observation well through the calculated 

versus observed head.

Fig. 4.12. Calibrated wate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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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교정시 계측된 지하수 와 유입양의 범 를 만족하는 수리 도도 값의 도출

시 모델에 사용된 수리 도도와 함양율을 살펴보면, 4.5×10-9m/s를 입력했을 경우 

측수 와 계산된 수 는 어느 정도 잘 일치하지만 계산된 유입양이 실제 유입양보다 

커지게 된다. 2.0×10
-9
m/s를 입력하 을 경우는 측수 와 계산된 수 는 어느 정도 

잘 일치 하지만 계산된 유입양이 실제 유입양 보다 작아지게 된다. 만약 실측된 유입

양이 없이 수 만을 가지고 교정을 한다면 수리 도도가 커질수록 함양율도 크게, 수

리 도도가 작을수록 함양율도 작게 입력한다면 실측지하수 와 계산된 지하수 를 

일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계산된 유입양이 실측 유입양보다 크거나 작아지

게 된다. 이처럼 모델의 교정시 지하수  하나만 가지고 교정을 실시하게되면 수리

도도나 함양율 등의 입력 라메터가 과  는 과소 평가되어 자연 상을 왜곡하는 

문제 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단된다. 

  Table 4.3에서 처럼 보정에 의한 수리 도도 범 의 최 값과 최소값은 2배 정

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유입양은 40 ton/day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지역

에서는 다양한 수리시험이 행해져 여러 결과가 도출되었다(Geostock, 1996; 조성

일, 1999; 김경수, 2000). 이 결과에서는 시추공 마다 크게는 10-8m/s에서 작게는 

10
-10
m/s까지 큰 범 를 보인다. 본 연구 지역처럼 투수성이 은 암반에서는 수

리 도도 값의 차이는 작더라도 유입양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장에

서 정확한 수리 시험이 이루어져 모델에 입력될 라미터가 도출 되어야 할 것

이다.  

Hydraulic conductivity

(m/s)

Recharge

(mm/yr)

Inflow

(ton/day)
Normalized RMS(%)

4.7×10-9 75 154.27 12.34

4.7×10-9 79 158.06 10.42

4.5×10-9 79 156.30 9.76

4.3×10-9
79 154.68 9.1

4 .2× 10-9 82 15 4 .4 6 8.5 2

2.2×10-9 65 114.27 9.17

2.2×10-9 63 113.26 8.93

2.2× 10-9 61 112.15 8.81

2.0×10-9 59 110.93 8.96

Table 4.3. Calculated recharge, inflow and normalized RMS 

versus hydraulic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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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수리시험에 의한 수리 도도의 용

  앞장에서 기술한 장수리시험에 의해 구해진 수리 도도 값(3.24×10
-9
m/s)을 

모델에 용시켜 모델을 다시 교정하여 이에 응하는 유입양과 함양율을 조사

해 보았다. 그 결과 계산된 유입양은 138.98 ton/day로 실제의 유입양의 범 인 

112～154.3ton/day에 속하는 값이고, 함양율은 75mm/yr, 그리고  Normalized 

RMS는 8.34%로 나타났다. 

3.  하부경계 심도의 향

  기에 모델의 경계조건 설정시 모델의 경계 설정이 매우 요하다. 이 장에서

는  이런 모델의 경계인 하부경계의 심도가 모델에 미치는 향을 조사해 보았

다. 박병윤(2000)은 지하수 3차원 수치모델 해석에서 모델의 하부경계의 범 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효율 이고 보다 실제에 가까운 해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이 하부의 경계조건의 심도의 향을 알아보기 해 심도

에 따라 각 암종의 수리 도도를 달리 사용하 을 경우와 심도에 따라 수리 도

도를 단일 값으로 용했을 경우의 향을 나 어 검토해 보았다. 

  하부 심도를 해발 -2000m까지 확장하여 심도를 해발 -400m까지 일 수 있도

록 모델의 격자를 설계하여 각각의 하부 경계조건의 심도에 따른 모델에서의 수

변화, 유입양 그리고 향입자추 (forward particle tracking)에 의한 유동경로

를 통해 그 향을 검토해 보았다. 

  가. 심도에 따라 수리 도도를 달리 한 경우

  하부경계 심도에 따른 공동내부로의 유입양(Table 4.4; Fig. 4.13)의 변화를 살

펴보면, 하부경계 심도가 해발 -400m일 때 139.67 ton/day을 보이며, 해발 

-2000m일 때는 132.14 ton/day로 하부경계의 심도가 증가할수록 유입양은 어

들고, 그 어드는 비율도 감소한다. 해발 -400m에서 해발 -600m로 심도가 깊어

지면 유입양이 5.99 ton/day로 감소한다. 그러나 수리 도도 값을  해발 -600m하

부부터 10배 정도 작게 입력한 향으로 하부경계 심도가 해발 -700m에서 유입

양이 해발 -600m일 때 보다 0.5 ton/day 정도 증가하다 하부경계 심도가 증가하

면 다시 작은 비율로 유입양이 어진다. 해발 -1200m이하부터는 유입양의 변화

가 거의 보이지 않는 으로 미루어 볼 때 유입양에 크게 향을 주지 않을 하

부경계의 심도는 해발 -1200m 내외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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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EL(m)

Inflow

(ton/day)

Normalized 

RMS(%)

Depth

EL(m)

Inflow

(ton/day)

Normalized 

RMS(%)

-400 139.670 9.230 -1300 132.635 8.388

-500 136.000 8.690 -1400 132.490 8.385

-600 133.680 8.470 -1500 132.410 8.380

-700 134.150 8.960 -1600 132.330 8.375

-800 133.860 8.520 -1700 132.275 8.374

-900 133.700 8.515 -1800 132.220 8.374

-1000 133.510 8.480 -1900 132.180 8.372

-1100 133.145 8.450 -2000 132.140 8.370

-1200 132.780 8.390

Table 4.4. Calculated inflows and normalized RMS versus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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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Calculated inflows and normalized RMS versus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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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에 한 향(Table 4.4; Fig. 4.13)을 살펴보면, 하부경계 심도가 해발 

-400m에서는 계산된 수 가 측공의 수 보다 높아져 Normalized RMS 가 9.23% 

의 값을 보인다. 하부경계 심도가 깊어질 수록 수 가 낮아지다가 수리 도도 값을  

해발 -600m하부부터 10배정도 작게 입력한 향으로 하부 경계심도가 해발 -700m

에서 8.96%로 증가한다. 그 이하로 하부경계 심도가 증가면 수 는 다시 낮아져 유

입양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해발 -1200m부터 그 하부로는 수 의 변화가 거의 일

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부경계 심도가 수 에 향을 미치지 않을 심도도 역시 

해발 -1200m 내외 일 것으로 여겨진다.

  각 하부 경계조건의 심도에 따른 향추 에 의한 유동경로(Fig. 4.14)는 하부

경계의 심도가 해발 -400m일 경우의 유동경로는 하부경계 부근에서 심한 굴

이 일어나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하부경계의 심도가 해발 -600m로 낮아져도 

해발 -400m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수리 도도  값을 달리  해발 -600m 이하 

심도로 내려가도 부분의 유동경로는 작은 수리 도도를 용한 향으로 수직

인 방향보다는 수평 인 방향의 흐름이 우세함을 보인다. 하부경계의 심도가 더 

증가해 해발 -1400m가되면 해발 -1200m의 경우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유동경로에 향을 주지 않을 하부경계 심도의 충분한 심도는 해

발 -1200m 내외일 것으로 단된다.

  나. 심도에 따라 수리 도도를 같게 한 경우

  이 경우의 하부경계 심도에 따른 공동내부로의 유입양(Table 4.5; Fig. 4.15)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부 경계가 해발 -400m 일 때 139 ton/day를 보이며, 해발 

-2000m 일 때는 121 ton/day를 보인다. 이 값의 차는 17.9 ton/day로 심도에 따

라 수리 도도를 달리 하 을 경우보다 유입양이 3배 정도로 많은 양을 보인다. 하

부경계의 심도가 증가할수록 유입양은 어들고, 그 어드는 비율도 감소한다. 

Fig. 4.13(b)에서 보듯이 하부경계 심도가  해발 -1200m에서 부터는 변화가 거의 일어나

지 않는다. 이와 같이 유입양에 크게 향을 주지 않을 하부 경계심도는 해발 

-1200m 내외일 것으로 단된다.

  지하수 에 한 향(Table 4.5; Fig. 4.15)을 살펴보면, 하부경계 심도 해발 

경계 심도는 해발 -1200m 내외일 것으로 단된다. -400m에서는  계산되 수

가 측공의 측수 보다 높아져 Normalized RMS 가 11.28%의 값을 보인다. 

하부경계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심도가 해발 -800m에서 측수 와 계산된 

수 가 가장 잘 일치한 결과를 보인다. 

  심도가 해발 -800m이하로 내려가면 계산된 수 가 측수  보다 낮아져 

Normalized RMS 값은 다시 작은 비율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하부 경계조건의 심도가 수 에 향을 미치지 않을 심도는 해발 -800m 

내외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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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400m

   

(b) EL.-600m

(c) EL.-800m

   

(d) EL.-1000m

(e) EL.-1200m

   

(f) EL.-1400m

Fig. 4.14. Pathway at each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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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EL(m)

Inflow

(ton/day)

Normalized 

RMS(%)

Depth

EL(m)

Inflow

(ton/day)

Normalized 

RMS(%)

-400 139.00 11.28 -1300 123 9.55

-500 133.33 9.97 -1400 122.59 9.6

-600 130.6 9.21 -1500 122.38 9.65

-700 128.53 9.08 -1600 122.16 9.67

-800 126.97 9.03 -1700 122.03 9.69

-900 125.64 9.12 -1800 121.9 9.71

-1000 124.61 9.24 -1900 121.83 9.72

-1100 123.97 9.37 -2000 121.75 9.73

-1200 123.32 9.5

Table 4.5. Calculated inflows and normalized RMS versus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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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us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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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lculated inflow versus depth. 

Fig. 4.15. Calculated inflows and normalized RMS versus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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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하부 경계조건의 심도에 따른 향입자추 에 의한 유동경로는 Fig. 2.3.16

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하부경계의 심도가 해발 -400m일 경우의 유동경로는 

하부경계 부근에서 심한 굴 이 일어나는 것을 찰 할 수 있다. 하부 경계의 심

도가 증가할 수록 경계에 의한 유동경로의 굴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발 

-1200m의 하부경계의 심도에서는 유동경로의 굴 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

로 볼 때 유동경로에 향을 주지 않을 하부경계의 충분한 심도는 해발 -1200m 

내외일 것으로 단된다.   

  에서 살펴본 심도에 따른 수리 도도를 달리 한 경우와 심도에 따라 단일 

수리 도도를 용한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 역은 

2.96Km×2.56Km이고, 지형경사가 심한 산악지형으로 논문 역의 앙부에 해발 

336.4m의 제석산이 치하며, 제석산으로부터 서쪽 남해화학 부근의 평지까지의 

거리는 666m로 구배는 50%를 보인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본 연구지역에서 하

부 경계의 심도에 따른 공동내부로의 유입양, 지하수 , 그리고 유동경로에 향

이 없을 최소한의 하부경계 심도는 해발 -1200m 내외가 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발 -600m에서 상부층과 수리 도도를 달리하 다. 유효수리

도도 값은 회귀분석에서 얻어진 값을 용한 것이다. 의 결과에서 보듯이 심

도에 따른 수리 도도를 달리 한 경우의 해발 -400m에서와 해발 -2000m의 유입

양의 차는 5.99ton/day이고, 심도에 따라 수리 도도를 단일 값으로 사용한 경우 

해발-400m에서와 해발-2000m의 유입양의 차는 17.25ton/day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심도에 따른 수리 도도 값을 달리한 경우 유출경로는 수리 도

도 값을 달리한 심도에서 부분이 굴 을 일으켜 배출지역으로 빠져나간다. 이

런 으로 볼 때 모델을 이용해 지하 심부에 들어설 시설물의 유입양을 측하

는 경우나 심부에 처분공동이 치하는 부지의 유동경로 분석을 한 모델링 시 

심도에 따른 수리 도도를 달리 용하기 해서는 그 심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신 한 검토를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실제로 부지에서 지

하 심부의 시추를 통해 장수리시험에 의해 도출된 입력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하부경계 심도의 향은 이런 정확한 입력자료를 이용해 보완되어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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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400m

   

(b) EL.-600m

(c) EL.-800m

   

(d) EL.-1000m 

(e) EL.-1200m

   

(f) EL.-1400m

Fig. 4.16. Pathway at each depth of the bottom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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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민감도 분석

  보정된 모델은 문제 역 내에서 정확한 수리특성인자의 시공간 인 분

포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에 향을 받는다. 한 경계

조건이나 각종 스트 스에 한 정의 자체도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보정된 모델에 미치는 향을 알아내기 해 민감도분

석을 실시한다(한정상, 1999).

  민감도 분석에는 Modflow의 WinPEST기능을 이용하여 KX와 KY와 KZ 

방향의  민감도를 동시에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함양율과 KX, 함양율과 

Ky, 그리고 함양율과 KZ방향의  민감도를 따로 나 어 비교하 다. 이 기

능에서는 모델에 입력된 측공에서의 각 연산횟수마다 라메터 값을 바

꿔가며 매 연산마다 수 를 비교해 라미터의 민감도를 분석 하게된다. 

모델의 과다한 용량 때문에 함양율과 수리 도도의 세 성분을 동시에 분

석하지 못하 다.  모델에 입력된 14곳의 모든 측공을 동시에 이용하

지 못하고, AO-2번 공만을 민감도 분석에 이용하 다.

  그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세로축은 민감도, 가로축은 연산 횟수

를 나타낸다. 수리 도도 Kx와 함양율의 민감도 분석 결과(Fig. 4.17(a))를 

보면 Kx의 민감도는 5번의 연산결과 19에서 39의 범 를 보이고, 함양율

은 82에서 84정도의 값을 보여 함양율이 수리 도도 Kx성분 보다 민감도

가 더 큰 결과를 보 다.

   Ky와 Kz와 함양율의 민감도(Fig. 4.17(b), (c))는 거의 같은 양상을 보

이는데 수리 도도 Kx와 Ky는 5번의 연산결과 민감도는 0인 반면 함양율

의 민감도는 82에서 84의 범 를 보인다. 이와 같이 함양율이  Kx와 Ky

보다 더 민감한 결과를 보인다.

  이 듯 함양율이 3방향의 수리 도도 보다 더 민감한 반응이 나타났는

데, 다시 이들 3방향의 수리 도도  어느 성분이 민감한지를 조사해 보

았다(Fig. 4.18). 여기서 Ky와 Kz의 민감도가 0인 것에 비해 Kx 방향의 

수리 도도의 민감도는 16에서 17정도의 범 를 보여 Kx방향의 수리 도

도의 민감도가  Ky와 Kz방향의 민감도 보다 더 민감한 결과를 보 다.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 논문의 모델에서는 함양율이  세 방향의 수

리 도도인 Kx, Ky, Kz보다 민감도가 더 크고, 세 방향의 수리 도도 

Kx, Ky, Kz의 민감도는 Kx방향의 수리 도도가 Ky, Kz방향의 수리 도

도 보다 더 민감한 결과를 보인다.

  더 정확한 모델의 민감도 분석을 해서는 본 논문의 개념 모델을 좀 

더 단순화 해 모델의 컴퓨터 용량을 인다면 여러 라메터 값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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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을 실시해 보다 신뢰성 있는 모델의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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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nsitivity between the Kx and recharge.

(b) Sensitivity between the Ky and recharge

(c) Sensitivity between the Kz and recharge

Fig. 4.17. Sensitivity Analysis of the hydraulic conductivity and re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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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Sensitivity Analysis of the Kx, Ky, Kz.

제 5   단열 가 지하수흐름에 미치는 향

  역 규모의 큰 단열 는 선상구조선 해석으로 도출되며, 경사도  특성은 지

표물리탐사와 시추조사에 의하여 분석되고 있으나, 단열 의 폭은 1～2개 시추공

으로 밝 지기 어려운 정도로 불규칙한 분포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 인 특

성이다. 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부지조사 결과 측이 실과 상이한 경우로 나

타난다. 이러한 차이 은 단열 의 발달이 암종의 복합체에 의하여 불규칙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일반 으로 단열  폭은 기 되고 있는 것보다 심도에 따라 좁

아지는 경향에 기인되고 있다. 

  단열  조사 과정에서 지표에서 찰되는 주 단열 의 방향성과 그 요성은 

알 수 있으나 심도가 증가할 수록 치, 폭 그리고 특성을 측하기란 매우 어렵

다. 이러한 문제 은 주로 경사에 한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다. 한 지구물

리탐사에서 나타나는 이상 와 단열 의 요도 사이에는 뚜렷한 상 계가 나

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를 들면, 지형 으로나 지구물리탐사 결과 매우 크

게 인지되는 단열 가 지하에서는 높은 역학  강도와 낮은 수리 도도를 갖는 

경우도 있다. 

  지표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단열 는 지구물리탐사 결과분석에

서 이상 로 나타나며 최소한 2 개 이상의 조사공에서 단열 가 확인되고, 공간 

간섭시험  반응이 나타나는 단열 들이다(김경수, 2000).

  본 연구의 수치해석에 고려된 단열 는 선구조선 분석결과와 기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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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LG 엔지니어링(주)와 SKC건설(주), 1999)를 기 로 하 다. 사용

된 모델이 불규칙한 경계면을 정확히 표 ․취 할 수 없는 유한차분법

(FDM)인 을 고려하여, 본 연구지역의 지하수 흐름을 1차 으로 지배할 

것으로 단되는 요 구조선인 F-21, F-22 단열 만을 수치해석에 반

하 다.

  F21과 F22 구조 를 통하는 AW-1번과 AW-2번 공에서의 수리성 시험결과

는 3장에서 설명하 다. 이들 두 단열   유공동에 근 한 F-21 단열 가 

지하공동주변의 지하수 흐름에 미치는 향을 검토해 보았다.

(a) Water table before the excavation of 

the cavern.



- 89 -

(b) Water table after the excavation of the 

cavern.

Fig. 4.19. Water table after the excavation of the cavern and before the excavation of the 

cavern.



- 90 -

  먼  공동건설 과 건설 후의 지하수 를 비교해 보기 해 교정된 모델을 

이용하 다. 교정된 모델은 유공동이 건설되어 있는 재 상태를 의미하고, 이 

모델에서 해발 -30m에서 EL.-60m 사이에 치하고 있는 유공동과 해발 0m에 

치하고 있는 수벽공을 제거하면 공동건설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 경우

의 모델에서 계산된 수 (Fig. 4.19)를 살펴보면 공동건설 (Fig. 4.19(a))에는 공

동주변의 수 가 공동건설 후(Fig. 4.19(b))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공동굴착 후에도 F-21단열 를 경계로 신규비축시설(U-1-3)이 들어설 지

역에는 U-1-2지역의 지하수  강하에 비해 그리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는

다. 이처럼 F21단열 가 신규비축시설(U-1-3)이 들어설 부지와 기존의 유공동

(U-1-2)이 들어서 있는 부지의 수리  경계역할을 하여 서로 다른 지하수 체계

가 형성되는 것으로 단된다.

  F21단열 가 지하수 와 공동내부로의 유입되는 양을 비교해 보기 하여 구

조 가 있는 경우와 단열 가 없다고 가정하여 단열 를 모델에서 제거 시켰을 

경우를 비교해 보았다. 이 경우 유입양은 단열 가 있는 경우는 132.78 ton/day

로 나타났고, 단열 가 없을 경우는 132.1 ton/day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Olsson(1992)은 Stripa 로젝트에서 지하공동으로의 유입양  약 90%가 단열

를 따라 유입  되었으며, 이들 단열  내의 흐름은 하나 는 두 개의 단열에 

집 되어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에 사용된 Modflow는 등연속체모델로 복잡한 

단열망은 표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더 자세한 단열 의 향에 의한 공동내부

로의 유입양은 분리단열망모델 개념에 의한 근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반면, 지하수 의 경우는 단열 가 있는 경우는 Normalized RMS의 값이 

8.39%로 나타났으며, 단열 가 없는 경우는 9.21%로 지하수 의 상승이 일어나

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주 의 모암보다 수리 도도 값이 큰 단열 의 특성이 

반 되어 단열  주변의 수 를 하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열 가 있는 경우 공동내부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유동경로에 한 단열 의 

향을 알아보기 해 공동내부에 입자를 치시키고 backward에 의한 입자추

법을 하 다(Fig. 4.20). 단열 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backward의 입

자추 에 의한 공동내부로의 함양지역은 연구지역에서 지형이 가장 높고, 가장 

높은 수두 분포를 보이는 제석산 정상 부근으로 나타났다. 단열 가 있는 경우는 

제석산 부근에서 출발한 입자는 유공동 쪽으로 향하다가 수리 도도가 모암보

다 큰 단열 를 만나면 수직 인 하향의 이동을 보인다. 그런 후 단열 를 지나 

다시 상승하여 공동내부로 유입된다. 

  단열 가 없을 경우(Fig. 4.21), 단열 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내부로 

유입되는 함양지역은 제석산 정상부이며, 단열 가 있는 경우보다 경로가 더 매

끄러운 양상을 보이며 유공동 안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찰된다. 즉, 단열 에

서의 유동경로는 수직의 하향의 흐름이 우세하며, 단열 가 없는 경우보다 더 복

잡한 유동경로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 91 -

(a) Plain view.

(b) Angle view 

Fig. 4.20. Pathway around the F21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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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in view.

(b) Angle view 

Fig. 4.21. Pathway without the F21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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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부지규 모  모 델

제 1   장자료를 이용한 단열망 구성

1. 지표부 풍화  깊이

장조건에 맞는 단열망 구성을 해서 1차년도(1998)에 연구 상으로 하 던 

10개의 시추공으로부터 얻은 단열 데이터를 이용하 다. 여기서는 지하수 유동체

계를 해석하는 것이 목 이므로 닫힌 단열은 의미가 없다.  Fig. 5.1의 심도에 따

른 시추공과 만나는 불연속면의 교차빈도를 보면, 투수성 단열(Type 1)의 경우 

지표로부터 약 40 m까지 하게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이는 지표부 풍화 에 

의한 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하공동은 EL. -90 m에서 EL. -110 m사이에 놓이게 될 것으로 가정하 으

므로, 지표부 풍화 의 높은 빈도를 고려한다면 공동이 들어설 암반의 단열 도

는 실제보다 과도하게 책정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10개의 시추공에 포착된 모든 

투수성 단열에서 지표로부터 GL.-40 m에 있는 단열을 제외한 나머지 단열로 단

열망을 작성하 다.

10개의 시추공에서 포착된 투수성 단열은 모두 2,197개 으나, 모든 시추공에

서 지표로부터 지하 40 m까지에서 포착된 단열을 제외하면 1,677개로 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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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Variation of the fracture intersection frequency with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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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군 분리

GL.-40 m 이하에 분포된 열린 단열 체에 하여 FracMan 코드의  ISIS 모

듈의 SET IDENTIFICATION 기능을 이용하여 3개의 단열군을 정의하 다. 방

향성 자료에 한 확률분포함수는 Fisher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각 

단열군의 우세 발달방향은 158.6/89.3, 251.4/87.2, 67.8/15.6이다. Set 1과 Set 2의 

단열은 90
o
에 가까운 수직 단열들로 구성되어 있고, Set 3은  방 에 걸쳐 나

타나는 경사 단열들로 구성되어 있다. 체 으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수

직에 가까운 단열들의 도가 Set 1과 2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을 통계 으로 알 

수 있다.

Set 1의 Fisher Dispersion K값이 9.95로 가장 크다는 것은 다른 Set에 비해 

극 들의 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단열 추 길이 분포 

지표조사 데이터로부터 그 지역의 단열 추 길이분포를 알아냈다. Order 4 규

모의 단열체계 분포에서 GL.-40 m 이하에서 인지된 단열들의 스테 오네트를 

분석하여 분리한 다음, Set별로 가장 비슷한 지표조사 Set와 연계시킨다. 측선법

으로 구한 지표의 단열자료로부터 Fig. 5.2와 같이 모두 지수분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포함수를 찾기 해 다음과 같은 지수분포 식을 설정하고 Fig. 

5.2 (a), (c), (d)의 분포곡선에 해당하는 상수 C와 λ를 결정해야 한다(Hoch & 

Hartley, 1999).

f(L)=C⋅L-λ   (5-1)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단열망 작성 소 트웨어인 NAPSAC에서 선택할 수 있

는 지수분포 옵션  1 m 이하의 단열 추 길이는 측정 상에서 제외하 으므로 

Truncated Power-Law Distribution를 선택하 다.

이에 해당하는 단열 추 길이 L과 지수 λ와의 계는 다음과 같다(Hoch & 

Hartley, 1999).

  mean (L 2 )=
1-λ

3-λ ⋅
L3- λ

max -L
3- λ
min

L1- λ
max -L

1- λ
min

(5-2)

여기서, Lmax = 단열 추 길이의 최 값 [m]

Lmin  = 단열 추 길이의 최소값 [m]

상수 C는 다음과 같다.

  C=
1-λ

L
1- λ
max -L

1- λ
min

(5-3)

지표조사 자료로부터 계산된 분포함수에 해당하는 상수 C와 λ는 Table 5.1과 같

이 계산된다. NAPSAC에 입력할 변수는 최   최소 길이와 그 지수값 λ이다.



- 93 -

20100

99

98
97

95

90

80
70
60
50
30
10

Trace length [m]

P
er

ce
nt

Exponential Probability Plot for Trace Length of Set 1

ML Estimates

Mean: 3.11705

3020100

99

98
97

95

90

80
70
60
50
30
10

P
er

ce
nt

Exponential Probability Plot for Trace Length of Set 2

ML Estimates

Mean: 3.65114

Trace length [m]

3020100

99

98
97

95

90

80
70
60
50
30
10

Pe
rc

en
t

Exponential Probability Plot for Trace Length of Set 3

ML Estimates

Mean: 3.52381

Trace length [m]
20100

99

98
97

95

90

80
70
60
50
30
10

Pe
rc

en
t

Exponential Probability Plot for Trace Length of Set 4

ML Estimates

Mean: 2.88947

Trace length [m]

(a) Set 1 (b) Set 2

(c) Set 3 (d) Set 4

Fig. 5.2. Trace length distributions of the fracture sets.

Set 1 Set 2 Set 3

mean(L2) 16.5 22.97 13.0

Lmax 20.0 30.0 10.5

Lmin 1.0 1.0 1.0

λ 2.147 2.164 1.747

C 1.185 1.186 0.903

Table 5.1. C and λ of each fractur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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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열 도

단열 도는 보통 단 체  내에 얼마나 많은 단열들을 생성할 것인가를 결정

하는 요소이다. NAPSAC에서 사용한 등가의 근법은 단  체  당 단열의 

심 이 몇 개가 있는 가로 정의된다. 단열 심의 좌표에 한 값을 생성하기 

해 푸아송 로세스를 이용한다. 이때 해석범 의 외곽에서 단열이 생성되지 않

아 해석오차가 발행할 수 있는 외곽효과(edge effects)를 피하기 한 주의가 필

요하다. 이는 시뮬 이션 할 범 보다 더 큰 역에서 단열망을 작성함으로써 해

결할 수 있다.

단열 도는 지표에서 수행한 장 단열 분포조사로부터 스캔라인을 따른 단

열의 간격이나 시추공에 포착된 단열 간격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주어진 단열군

에 해 단열 도 ρ는 직선을 따른 교차 의 평균 간격의 항 s로 주어진다

(Hartley, 1998). 

 s= (ρX)
- 1 (5-4)

여기서, X는 스캔라인과 직각을 이루는 평면에 투 된 단열들의 평균투 면

이다. 이 값을 구하기 해서는 단열의 길이와 단열 간격 그리고 단열의 경사

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l
s

2
 x

 l
 s

in
 D

2
 x

 l
 s

in
 D

l cos D l cos D

s = l sin D 
인 경우

s =(l /2) sin D 
인 경우

s
/2

D

(a) (b)

Fig. 5.3. Simplified fractur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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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단순화해서 단열 도 식을 유도하기 해  Fig. 5.3을 고려해보자. 

같은 직사각형 면 에 경사가 D이고 길이가 l인 단열이 (a)의 경우는 2개 (b)의 

경우는 4개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때 이 면  내에 있는 단열의 도는 

  밀도(ρ)=
단열의 수면적

가 된다. 

(a)의 경우 단열의 수는 2개 면 은 2⋅lsinD⋅lcosD이므로,

  ρ=
2

2⋅lsinD⋅lcosD

단열 간격 s= lsinD이므로 결국

  ρ=
1

s⋅lcosD
(5-5)

가 된다.

(b)의 경우 단열의 수는 길이 l인 단열이 3개, 길이 l
2
인 단열이 2개이므로 모

두 4개가 포함되어 있다.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열의 도는

  ρ=
4

2⋅lsinD⋅lcosD
=

1
1
2
⋅lsinD⋅lcosD

가 된다. 그런데 s=
1
2
lsinD이므로 식 (5-5)와 같은 결과가 된다. 즉 식 (5-5)는 

2차원에서 단열의 길이와 경사각 그리고 단열 간격으로 표 되는 단열 도 식

이 된다. 

이제 3차원을 고려하기 해 지면 안으로 단열이 l 만큼 들어가 있는 한 변이 

l인 정사각형 단열을 생각해보자. 단열을 포함한 체 은 면  2⋅lsinD⋅lcosD에 

l이 곱해지므로 2l
3
sinDcosD가 된다. 그러므로 2차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열

의 개수에 상 없이 단열 도는 

  ρ=
1

s⋅l 2⋅cosD
(5-6)

이 된다. 

여기서 단열 간격, 단열 길이, 그리고 단열 길이에 상응하는 단열 경사 모두가 

무작 이라면, 이 단열들에 한 단열 도는 각각의 평균값을 구해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ρ=
1

mean( s)⋅mean( l 2cosD)
(5-7)

암반 블록에 포함된 천연 단열은 세 요소 모두가 무작 이므로 식 (5-7)을 

용해야 한다. 그런데 실 으로 경사각 D에 상응하는 단열 길이 l을 알아내기

는 불가능하므로 통계 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할 수 있다.

  ρ=
1

mean( s)⋅mean( l 2)⋅mean( cosD)
(5-8)

이 식은 국 AEAT에서 제안한 식(Hoch & Hartley, 1999)과 동일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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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히 말하면 실제와는 맞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장에서 얻은 단열 

추 길이  경사 데이터를 임의로 연계하여 여러 경우를 만들어 통계 으로 계

산해 식 (5-7)로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 다. 식 (5-8)에 의한 결과는 식 (5-7)에 

의한 결과를 기 으로 볼 때 모두 10% 오차 내에 들어갔으며, 한 두 식에 의

해 계산된 단열 도의 비에 한 평균값은 1.01로 통계 으로는 거의 동일한 결

과가 얻어졌기 때문에 식 (5-8)을 단열 도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단

했다. 

Table 5.2는 장에서 얻은 단열 추 길이 데이터와 경사데이터를 임으로 연계

하여 세 가지 경우를 설정해 식 (5-7)과 식 (5-8)로 계산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다.

연구부지 장 단열망의 단열 도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5.3과 같다. 여기서 

사용한 단열 길이는 본  3항에서 언 한 해당 Set의 지표조사 단열 추 길이를 

사용하 다.

Case 1 Case 2 Case 3 Average

mean(L
2

) 16.4966 22.9695 13.0049 

mean(cos(D)) 0.1772 0.3115 0.8533 

mean(L
2

cos(D)) 3.2242 6.4609 11.2328 

results by Eq.(4-8) 0.3421 0.1398 0.0901 

results by Eq.(4-7) (exact solution) 0.3102 0.1548 0.0890 

Ratio (4-8)/(4-7) 110% 90% 101% 101%

Table 5.2. Fracture density calculated by Eq. (5-7) and Eq. (5-8)

Item Unit Set 1 Set 2 Set 3

number of fractures 669 (39.9%) 599 (35.7%) 409 (24.4%)

total vertical length of 

10 boreholes
m 1678.9 1678.9 1678.9

average fracture 

spacing (s)
m 2.5096 2.8029 4.1049

average fracture area 

(l2)
m

2 16.497 22.970 13.005

average cos(D) 0.1917 0.3262 0.8286

fracture density 개/m3 0.1260 

(64 .2% )

0.04 7 6 

(24 .3% )

0.0226 

(11.5 % )

Table 5.3. Fracture density of each fractur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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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의 경우 코어로깅으로 잡힌 단열 수는 체의 39.9%를 차지한데 비해 단

열 도가 64.2%로 높아진 것은 평균 단열 간격이 다른 Set에 비해 작고 수직 단

열이 많아 cos D 값이 상 으로 으며 평균 단열 면 (단열 길이와 동일한 의

미)이 다른 단열군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즉 상 연구부지는 단열 길이가 짧고 

경사가 한 작은 규모의 단열들이 다른 단열군에 비해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t 3의 경우 평균 단열 면 이 고 단열 도가 11.5%인데 반해 코어

로깅에 잡힌 극 의 수가 24.4%로 높아진 것은 경사가 다른 단열군에 비해 완만

해 70°～ 65°경사인 시추코어와 상 으로 더 많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5. 단열 틈새

단열 틈새에 해서도 지표로부터 GL.-40 m 이하의 역에서 잡힌 단열 자료

만을 추출해 해석에 이용하 다. Fig. 5.4는 GL.-40 m 이하에서 잡힌 Type 1의 

단열 틈새를 본  2항에서 설정한 Set 별로 분리하고 각각에 해 분포곡선

을 그린 다음 이를 직선화하는 백분율 y축을 가진 반- 수 좌표계에 비교한 그

래 이다. 세 Set 모두 직선에 수렴하므로 로그정규분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들에 한 통계  값들을 Table 5.4에 요약하 다. 

Set 1 Set 2 Set 3

mean(Aperture) 2.7751E-3 3.0066E-3 3.9047E-3

STD(Aperture) 3.4942E-3 3.4895E-3 4.5659E-3

mean(Ln(Aper.)) -6.3620 -6.2716 -5.9412

STD(Ln(Aper.)) 0.9553 0.9448 0.8320

Table 5.4. Statistics of the fracture aperture of the type 1 fractures 

below GL.-40 m (unit: m)

Set 1

Set 2

Se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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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Aperture distribution of each fracture set below GL.-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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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이방성 수리 도도 계산

1. 계산 차

단열망 시뮬 이션이라 함은 우선 장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단열망을 구

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표조사 등으로부터 얻어진 불연속면 길이분포와 실제 

부지에서 측정된 수리 도도에 부합하는 단열망 특성을 갖도록 수치해석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단열망의 작성 소 트웨어인 NAPSAC 코드

를 이용하 다. 이 코드는 단열망을 작성하고 작성된 단열망에서의 지하수 유동

을 해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해석과정은 먼  본장 1 에서 기술한 장에서 얻은 각종 통계 데이터를 입

력하여 단열망을 작성하고 코어로깅 시뮬 이션을 통하여 작성된 단열망의 스테

오네트를 구해 장 스테 오네트와 기하학 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한

다. 그 다음, 생성된 단열 네트워크에 수압을 가하여 그 네트워크에서의 지하수

유동을 해석하고 장조건과 수리학 으로 일치하는 6 성분의 수리 도도 값을 

구한다. 이 값은 다음 장에서 수행할 연속체 모델 해석에서 장의 지하수유동에 

한 이방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2. 기하학 으로 일치된 단열망 작성

가. 장 자료로부터 작성된 단열망의 스테 오네트

본장 1 의 장자료를 입력하여 단열망을 구성하면 Fig. 5.5(a)와 같이 된다. 

Fig 5.5(b)는 작성된 단열망에 임의의 수직단면을 넣어 그 면과 교차하는 단열과

의 교차선을 보인 것이다. Set 1과 Set 2에 경사가 큰 단열이 많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수직 교차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Set 3에 의한 수평 교차선은 상

으로 다. 단열 길이는 30 m를 넘는 것이 없고, 1 m 이하인 것도 없다. 여

기서 단열 형상은 한 변을 단열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으로 가정하 다.

이 블록 사이즈는 50 m × 50 m × 50 m 인데 이보다 큰 체 에서 단열망을 

그리면 Dimension Overflow가 되어 계산이 불가능했다. 이 문제는 NAPSAC뿐

만 아니라 모든 이산단열망(Discrete Fracture Network: DFN) 로그램에서 발

생하는 문제로 단열망을 작성하여 지하수 유동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결정 인 

약 이 된다. 즉, 정해진 체  내에 일정한 수 이상의 단열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규모에서 단열망을 구축하고 지하수 유동해석을 하려면 아

주 단열 도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Order 4 규모의 단열을 시뮬 이션 하

는 것은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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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5 (a) 3D fracture network block generated using in-situ data (50 m × 50 m × 50 

m). 

(b) Intersection of a vertical section and the generated fracture network.

연구 상 부지의 6 km × 5 km× 1.2 km 범 의 NAPSAC 해석 모델은 

Order 1에서 Order 3까지의 규모 단열만 시뮬 이션이 가능할 뿐 공동 주 에 

직 으로 분포하는 Order 4규모의 단열을 고려한 모델은 계산이 불가능하 다. 

공동 스 일을 고려할 때 Order 4를 고려하지 않은 시뮬 이션은 의미가 없으므

로 다음 장에서 기술할 연속체 모델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공동을 포함한 해석 상 부지 체를 NAPSAC으로 모델링 할 수는 없지만 

상 부지에 한 확률 으로 표할 수 있는 이방성 수리 도도의 6 성분(Kxx, 

Kyy, Kzz, Kxy, Kyz, Kzx)의 계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 결과를 연속체 모델

에 입력하면 이방성이 고려된 부지의 지하수 유동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의 연속체모델에서 이방성을 고려할 수 없었던 에 비추어보면 보다 장조건

에 부합하는 진일보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상 부지의 단열 도로는 그림을 작성하는데는 세 변이 50 m까지 가

능했고(Fig. 5.5), 단열망을 그리지 않고 코어로깅만 한다면 세 변이 100 m인 블

록까지 가능했다. 

장근무(1998)는 체 증가에 따른 주투수계수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블록 체

을 바꿔가면서 주투수계수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분석결과 세 변이 

50 m 체 부터 안정된 값을 보이며 60 m와 70 m 체  규모에서는 서로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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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 다. Fig 5.6은 정육면체의 한 변을 20 m에서 70 

m까지 10 m씩 늘려가면서 4개의 난수(random number) 생산 시드번호(seed 

number)를 97, 47, 27, 17에 해 각각 작성한 모두 24개의 정방형 단열망에 수

압을 가해 계산한 6성분의 투수계수  3방향 주투수계수 값의 변화를 그래 로 

그린 것이다. 한 변이 50 m인 단열망에서부터 시드번호에 따른 투수계수 값이 

안정 으로 일치해 감을 알 수 있다. 시드번호 선택에 한 보다 자세한 차는 

다음 항에서 기술하 다.

(c)

Fig. 5.6. Permeabilities versus cube length. (a) Kxx, Kyy, and Kzz, (b) 

Kxy, Kyz, and Kzx, (c) principal permeabilities[80].

X(East)

Y(North)

(Vertical)

Z

θ
D

(a, b, c)

(x, y, z)

Core Logging Line

Fig. 5.7. Core-logging line.

x의 선택부호 y의 선택부호

1사분면 - +

2사분면 + +

3사분면 + +

4사분면 - +

Table 5.5. Choice of plus or minus 

sign in Eq.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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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변 100 m인 정육면체 블록에서 장조건에 맞게 히 10 개의 시추공 

치를 잡고 장의 시추공과 같은 Trend와 Plunge를 갖는 코어로깅 선으로 포

착된 단열들의 스테 오네트를 그려야 한다. 코어로깅선의 양 끝 에 한 좌표

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코어로깅 선의 한쪽 좌표가 (a, b, c)이고 깊이 

z인 선의 다른 한쪽의 좌표 (x, y)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Fig. 5.7).

  x= a±
(z-c)⋅cosD⋅ 1-sin 2θ

1-cos 2D

y= b±
(z-c)⋅cosD⋅sinθ

1-cos
2
D

(5-9)

가운데 ±기호는  (a, b)를 기 으로 코어로깅 선이 어느 사분면으로 뻗어나갔

는가에 따라 Table 5.5와 같이 선택된다.

장의 10 개의 시추공에 해당하는 코어로깅 선의 계산된 좌표는 Table 5.6과 

같다. 여기서 시뮬 이션 할 블록의 범 는 다음 장에서 기술할 NAMMU의 연속

체 모델과 같은 좌표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여 x  y 방향으로는 700 m ～ 800 

m 수직방향으로는 +20 m ～ -80 m로 하 다. 본 해석에서는 일반 인 좌표 설정 

방법과 같이 y축을 북쪽 방향, x축을 동쪽방향, z축을 수직방향으로 설정하 다.

Start points of core-logging lines End points of core-logging lines

a b c x y z

AO-1 710.0 790.0 20. 728.2 758.5 -80.0

AO-2 710.0 750.0 20. 716.3 714.2 -80.0

AO-3 710.0 710.0 20. 733.4 737.9 -80.0

AO-4 750.0 750.0 20. 750.0 713.6 -80.0

AO-5 790.0 790.0 20. 777.6 755.8 -80.0

AO-6 770.0 740.0 20. 776.3 704.2 -80.0

AO-7 790.0 750.0 20. 781.9 704.1 -80.0

AO-8 750.0 790.0 20. 762.4 755.8 -80.0

J-1 750.0 710.0 20. 731.8 741.5 -80.0

J-2 790.0 710.0 20. 771.8 741.5 -80.0

Table 5.6. Coordinates of the start points and end points of core-logging 

lines.

나. 난수 시드번호 선택

장조건에 부합하는 이방성 수리 도도를 구하기 해서는 먼  연구부지를 

표할 수 있는 일정한 크기의 단열망을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될 단

열들의 경사, 경사방향, 길이, 수리틈새 등을 계산하는데는 장에서 얻은 데이터

들이 분포함수 형태로 정리되어 입력되어야 한다. NAPSAC은 이러한 분포함수

의 변수들을 근거로 난수를 생성하여 무작 으로 경사, 경사방향, 길이, 수리틈

새 등의 값을 생성해 각 단열에 할당한다. 생성된 단열의 4가지 변수들에 한 

통계 값은 원래 입력된 분포함수의 형태가 되도록 계산되지만 난수를 생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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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번호에 따라 계산 결과의 분포함수는 원래의 입력 분포함수에 비해 조 씩 

달라진다. 시드번호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는 그 오차들이 10%이내에 들어야 확

률론 으로 계산되는 NAPSAC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시드번호를 임의로 선택

하여 각 시드번호로 1항에서 계산된 장데이터를 그 로 입력하여 세 변이 100 

m인 단열망을 구축하 다. 그리고 장 시추공과 같은 Trend  Plunge를 갖

는 수직성분 길이가 100 m인 10개의 코어로깅 선으로부터 포착된 스테 오네트

를 구성하 다. 본장 1 의 장데이터를 그 로 반 하여 5개의 시드번호로 작

성한 세 변이 100 m인 정육면체 단열망에서 코어로깅 한 결과의 스테 오네트는 

Fig. 5.8과 같다.

(e) Seed Number=2519
(Number of Poles=1302)

(b) Seed Number=307 
(Number of Poles=1319)

(c) Seed Number=580
(Number of Poles=1373)

(a) Seed Number=155
(Number of Poles=1293)

(d) Seed Number=716
(Number of Poles=1315)

Fig. 5.8. Stereonets from different seed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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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Number
155 307 580 716 2519 Average

Set 1 716 749 776 767 742 750.0

Set 2 335 333 341 340 313 332.4

Set 3 242 237 256 208 247 238.0

Sum 1293 1319 1373 1315 1302 1320.4

Difference from Average

Set 1 -4.5% -0.1% 3.5% 2.3% -1.1% -

Set 2 0.8% 0.2% 2.6% 2.3% -5.8% -

Set 3 1.7% -0.4% 7.6% -12.6% 3.8% -

Sum -2.1% -0.1% 4.0% -0.4% -1.4% -

Table 5.7. Number of poles for each Set from different seed numbers.

Table 5.7은 포착된 극 의 수를 Set 별로 비교하고 이들의 평균값에 한 각

각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시드번호 716의 Set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모두 평균값에 해 10% 이내의 결과를 보 다. 이는 NAPSAC의 결과가 시

드번호에 의해 확률 으로 향을 받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임의의 시드번호

를 선택에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에 가장 근 하는 시드번호 307을 선택하여 이후에 수행

되는 모든 입력데이터에 사용하 다. 각 시드번호에 해  과정의 해석(최종 

출력물인 유출경로  소요시간의 계산까지)을 수행하고 각각의 결과를 통계 처

리하여 표하는 분포함수를 찾아내는 것이 본래의 확률론 인 해석방법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차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 이므로 표 인 하나의 시드번호에 해서  과정을 수행하

다. 향후 실제 로젝트에서 확률론  안 성평가를 수행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방법  차를 따라 시드번호만 변경시켜 가면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정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장 스테 오네트에 맞는 단열망 작성

장 스테 오네트와 일치하는 단열망을 작성하기 해서는 먼  장 스테

오네트와 비슷한 스테 오네트를 도출하는 기단열망을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 

이 단열망을 근거로 단열망 작성 변수를 조 하면서 장스테 오네트와 일치시

키는 과정을 진행하여 최종 으로 장 단열망과 일치하는 변수 값을 구한다. 이 

변수 값이 장과 기하학 으로 일치하는 단열망을 구성하는 값이 된다.

기단열망을 작성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시드번호 307을 이용하여 1항의 

장데이터를 그 로 입력해 세 변이 100 m인 정육면체 단열망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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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장 시추공과 같은 Trend  Plunge를 갖는 수직성분 길이가 100 m

인 10개의 코어로깅 선을 설정하고 이 선과 형성된 단열망의 단열이 교차된 극

을 스테 오네트에 도시하 다(Fig. 5.9).

이 포착되는 시추공의 수직성분 길이이다. 장 스테 오네트에 포착된 극

의 수가 1677개인 을 고려하면 1000 m의 코어로깅 선에 의한 극 은 1000개 

정도가 당한데 무 많은 극 이 포착되었다. 이는 코어로깅 선에 실제보다 더 

많은 단열과의 교차 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장자료의 Set 1, Set 2, Set 3의 비율이 각각 39.9%, 35.7%, 24.4%인데 

반해 Fig. 5.9의 비율은 각각 56.8%, 25.2%, 18.0%이다. 이것은 장데이터를 그

로 반 하여 작성된 단열망의 Set 1 단열과 코어로깅 선의 교차 이 상 으

로 많았고, Set 3의 교차 이 상 으로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 All (1319 Poles) (b) Set 1 (749 Poles, 56.8%)

(c) Set 2 (333 Poles, 25.2%) (d) Set 3 (237 Poles, 18.0%)

Fig. 5.9. Sterographic projections of the poles for fractures of the fracture 

network generated from in-situ data (seed number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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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의 코어로깅 선 체길이의 수직성분에 한 합계는 1000 m이고 여

기에 포착된 스테 오네트에 있는 극 의 수는 1319개로 나타났다. 장 시추공 

체길이의 수직성분에 한 합계는 2078.9 m인데 지표에서 GL.-40 m 사이에 

있는 단열 데이터는 버렸으므로 시추공 체길이의 수직성분에서 10개의 시추공

에 한 400 m를 제하면 1678.9 m이다. 이 길이가 스테 오네트를 구성하는 극

단열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변수는 본장 1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단열 틈새, 

경사  경사방향, 단열 간격, 단열 길이 등이다. 여기서 단열 틈새는 수리 도도

와 련 있는 변수로 단열망의 기하학  형태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사 

 경사방향 그리고 단열 간격은 시추공의 텔 뷰어 분석에 의해 얻은 직 인 

데이터이므로 변경의 여지가 없다. 단열 도가 경사각, 단열 간격  단열 길이

에 의해 계산된다는 (식 5-8)을 감안하면 결국은 단열 길이가 극 의 수를 많

게 한 주원인이 된다.

단열 길이는 직  근해 얻기는 불가능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장 1  3항에

서 언 한 바와 같이 지표조사에 의한 단열 추 길이로부터 유추할 수밖에 없다. 

Table 5.1의 지수분포를 결정하는 변수  단열 길이의 최소값  최 값은 직  

지표로부터 얻은 데이터이므로 변경 상에서 제외하면, 지수분포형태를 결정짓

는 지수 λ가 단열망을 변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변수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λ를 변경시켜 가면서 단열망을 수정해 나갔다. 지수분포함수 식 (5-1)의 

상수 C도 지수 λ의 함수이므로 λ를 조 하면 각 Set마다의 분포형태를 조 할 

수 있다. 

식 (5-1)의 특성상 λ를 크게 하면 같은 단열 도 하에서 길이가 짧은 단열이 

길이가 긴 단열에 비해 상 으로 더 많이 생성된다. 체 으로 극 의 수가 

과도하게 포착되었으므로(1000개 요구에 1319개 포착), 생성된 단열 수가 같다고 

하면 길이가 짧은 단열의 수를 많게 하는 것이 코어로깅 선과 단열의 교차 을 

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Set의 λ값을 늘리되 Fig. 5.9의 각 Set에 포착된 

극 의 수를 고려하여 극 의 수가 상 으로 많은 Set 1의 λ를 더 많이, Set 3

의 λ를 조 만 증가시켜 NAPSAC을 다시 실행시킨다. 그 결과 얻은 스테 오네

트를 다시 장 스테 오네트인 Fig. 2.1.5와 Set 별로 비교하여 λ를 다시 수정한

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으로 작성된 단열망의 스테 오네트는 Fig. 

5.10과 같이 된다.

Set 별 극  수의 비율이 같고 체 으로 장자료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

으므로 이와 같이 생성된 단열망(Fig. 5.11)은 연구부지 체를 기하학 인 측면

에서 확률 으로 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단열망을 생성하는데 사용된 λ는 

Table 5.8과 같이 최종 결정되었고 이 값은 다음 항의 수리 으로 일치하는 단열

망을 생성하는데 그 로 사용되었다.



- 106 -

(a) All (999 Poles) (b) Set 1 (397 Poles, 39.8%)

(c) Set 2 (358 Poles, 35.8%) (d) Set 3 (244 Poles, 24.4%)

Fig. 5.10. Stereonets for the final fracture network matched 

with borehole data geometrically.

(a) (b)

Fig. 5.11. (a) Final 3D fracture network geometrically matched with in-situ 

data (50 m × 50 m × 50 m). 

(b) Intersection of a vertical section and the generated fractur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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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 Set 2 Set 3

λ from in-situ surface 
data 2.147 2.164 1.747

finally modified λ 2.670 2.112 1.719

Table 5.8. λ of the fracture length distribution function to match a fracture 

network with in-situ stereonet geometrically.

Table 5.1과 비교하면 Set 1의 λ값이 가장 증가했으며, Set 2와 Set 3의 λ 값

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지표에서 조사된 단열보다 경사방향이 115°～205°, 

295°～25°이고, 고경사인 단열이 GL.-40 m 이하에서 보다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

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반면 수평 단열은 GL.-40 m 이하에서 길이가 더 길

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3. 수리학 으로 일치된 단열망 작성

가. 경계조건  물성치

Fig. 5.12는 기하학 인 조건에 맞게 생성된 연구부지 단열망 암반블록에 한 

수리 도도를 구하기 해 설정한 경계조건을 보인 것이다. Fig. 5.11과 같이 생

성된 단열망의 3면에 임의의 수압(여기서는 400 Pa)을 가하고  O에 0 Pa을 유

지하면 한 변이 50 m인 단열망 블록을 통하여 O 으로 물이 유입되는 상이 

일어나며 동시에 6성분의 수리 도도  고유투수계수(intrinsic permeability)가 

계산된다.

0 Pa

400 Pa

400 Pa

400 Pa

O

Fig. 5.12. Boundary conditions to calculate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generated 3D 

fractur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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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지하수의 도(ρ)는 997 kg/m
3
, 상온에서의 성계수(μ)는 1.00×10

-3
 

kg/(m․sec)(이희근외, 1997), 이때의 동 성계수(ν)는 1.003×10-6 m2/sec을 사용

하 다. 

나. 수리 도도와 투수량계수와의 계

NAPSAC에서는 수리 도도를 계산하기 한 변수로 수리틈새(hydraulic 

aperture)나 투수량계수  하나의 값을 사용한다. 본장 1 5항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단열틈새는 로그정규분포를 한다. 그러나 텔 뷰어로 조사된 틈새는 물리

인 틈새(physical aperture)이며 수리 인 틈새로는 직  용할 수가 없다. 유효

수리 도도는 단열의 거칠기, 미세 단열에서의 지하수 흐름 과정, 단열 내의 충

물, 그리고 지 압 등에 의해 복합 인 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물리 인 틈새를 이용해 수리 도도를 구하지 않고 

장에서 계측된 수리 도도를 이용해 투수량계수를 계산한 다음 역으로 물리

인 틈새와 수리 인 틈새의 상 계수를 찾으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수리 도도와 투수량계수의 다음과 같은 계식을 이용하

다. ‘Rule of Thumb’라는 간단한 계식은 다음과 같다(Hartley, 1999).

  Ke≅
T
s

      (5-10)

여기서, Ke = 유효수리 도도 [m/s]

T = 단열들에 한 투수량계수의 기하평균 [m
2
/s]

s  = 물이 흐르는 열린 단열 간격 [m]

유효수리 도도의 기하평균으로부터 투수량계수의 기하평균을 구하려면 로그

공간(log space)을 이용해야 한다. 로그공간에서 기하평균과 산술평균값은 같으

므로 측정된 수리 도도 데이터에 모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산술평균을 구하고 

다음 식을 용하면 투수량계수에 로그를 취한 값의 산술평균을 구할 수 있다

(Hartley, 1999).

  Ln (T)≅Ln (Ke)+ Ln ( s)       (5-11)

이 값을 NAPSAC의 입력데이터로 사용했으며, 투수량계수 분포는 로그정규분포 

옵션을 택하 다. 표 편차는 Ln(Ke)의 표 편차를 구해 Ln(T)의 표 편차로 사

용하 다. 그러나 식 (5-10)은 이  패커 구간과 단열간격의 크기가 비슷할 때

(즉, 1 fracture/interval) 잘 맞는다고 보고되어있다(Hartley, 1999). 

다. 응회암의 이방성 수리 도도  투수계수 계산

연구부지에서 수행한 수압시험은 패커 구간을 6 m～9 m로 하 다. 장 암반

의 단열 평균 간격은 1 m이므로 구간 당 단열이 6～9 개 존재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이에 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해서 계산 결과를 입력조건으

로 하는 피드백(feedback) 계산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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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인 에서 장에서 측정된 수리  암반 역과 수리  단열  역의 

수리 도도를 종합하여 응회암에 한 기하평균을 구하면 유효수리 도도는 

3.24×10
-9
 m/s로 계산된다. 여기에 로그를 취하면 -19.5477이며 이 값과 각 Set 

별 단열간격을 식(5-11)에 용하여 투수량계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의 평균  

표 편차를 구하면 Table 5.9와 같이 된다.

Try 1 Set 1 Set 2 Set 3

Spacing [m] 2.5096 2.8029 4.1049 

Ln(spacing) 0.9201 1.0306 1.4122 

mean(Ln(Ke)) -19.5477 -19.5477 -19.5477

STD(Ln(Ke)) 2.9618 2.9618 2.9618 

mean(Ln(T)) -18.6276 -18.5171 -18.1355

STD(Ln(T) 2.9618 2.9618 2.9618 

Table 5.9. Calculated mean transmissivity and its standard deviation of each 

fracture set in log-space.

Kxx Kyy Kzz Kxy Kyz Kzx

Componets 1.2090E-07 1.4687E-07 2.4027E-07 -5.3864E-09 -5.9865E-09 -5.6539E-08

Major 2.6290E-07

Intermediate 1.4781E-07

Minor 9.7320E-08

Geo. Mean 1.5580E-07

Table 5.10. 6 components of hydraulic conductivity and principal hydraulic 

conductivities calculated from Table 5.10(unit: m/s).

  Fig. 5.11의 단열망에 이 값을 용하여 성분별 수리 도도를 구해 주수리 도

도를 계산하고 그들의 기하평균을 계산하면 Table 5.10과 같이 된다. 모델에서 

계산된 수리 도도의 기하평균이 1.5580×10
-7
 m/s로 실제 측정된 수리 도도 

3.24×10-9 m/s에 비해 훨씬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패커구간 당 단

열 수가 많은 것으로 인한 식 (5-11)의 오차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보정하기 

해 수정된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3.2400E-9를 입력했을 때 모델은 

1.5580E-7의 기하평균값을 출력했으므로 3.2400E-9가 모델의 수리 도도 기하평

균 값으로 출력되려면 간단한 비례 계로부터 6.7378E-11이 입력되어야 한다. 여

기에 로그를 취하면 -23.4207이 되며, 이 값을 각 Set 별 단열간격과 함께 식

(5-11)에 용하여 투수량계수에 로그를 취한 값의 평균  표 편차를 계산하면 

Table 5.11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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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1 Set 1 Set 2 Set 3

Spacing [m] 2.5096 2.8029 4.1049 

Ln(spacing) 0.9201 1.0306 1.4122 

mean(Ln(Ke)) -23.4207 -23.4207 -23.4207 

STD(Ln(Ke)) 2.9618 2.9618 2.9618 

mean(Ln(T)) -22.5006 -22.3901 -22.0085

STD(Ln(T) 2.9618 2.9618 2.9618 

Table 5.11. Modified mean transmissivity and its standard deviation of each 

fracture set in log-space.

Kxx Kyy Kzz Kxy Kyz Kzx

Componets 2.5143E-09 3.0543E-09 4.9966E-09 -1.1201E-10 -1.2449E-10 -1.1758E-09

Major 5.4674E-09

Intermediate 3.0740E-09

Minor 2.0239E-09

Geo. Mean 3.2400E-09

Table 5.12. Finally modified 6 components of hydraulic conductivity and 

principal hydraulic conductivities (unit: m/s).

이 값을 다시 Fig. 5.11의 단열망에 용하여 성분별 수리 도도를 구해 주수

리 도도를 계산하고 그들의 기하평균을 계산하면 Table 5.12와 같이 된다. 여기

서 계산된 수리 도도의 기하평균 3.2400×10
-9
 m/s은 본래 장에서 측정된 수리

도도의 기하평균값과 같으므로 이 값을 출력하는 수리  틈새를 갖는 단열망

은 장조건과 수리 으로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차로부터 장시험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이방성 수리 도도를 

계산하 으며, 각 성분별 수리 도도 값에 상온의 변환상수(ν/g) 1.0224×10
-7
 

m․s를 곱해주면 각 성분별 고유투수계수를 구할 수 있다(Table 5.13). 이 값은 

다음 장에서 기술할 연속체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

kxx kyy kzz kxy kyz kzx

Component 2.5707E-16 3.1228E-16 5.1087E-16 -1.1453E-17 -1.2729E-17 -1.2022E-16

Major 5.5900E-16

Intermediate 3.1429E-16

Minor 2.0693E-16

Geo. Mean 3.3127E-16

Table 5.13. 6 components of permeability and principal permeabilities 
corresponding to the hydraulic conductivities in Table 5.12

(unit: 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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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강암의 수리 도도  투수계수 산정

연구부지의 지질특성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응회암 하부의 알칼리장석화강암

에 해서는 GL.-100 m～EL.-600 m에서 계산된 값, 5.05×10
-9
 m/s의 수리 도

도를 용하 다.

단열망 구축을 한 시추데이터는 응회암  화강암 지 를 모두 포 하고 있

으므로 기하학 으로 일치된 단열망은 Fig. 5.11과 같다. 이 단열망에 본  3.가 

항의 경계조건으로 본  3.다 항에서와 같은 차로 계산을 수행하면 화강암 지

의 수리 도도  투수계수를 Table 5.1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Hydro-conduct.

[m/s]
Kxx Kyy Kzz Kxy Kyz Kzx

Componets 3.9177E-09 4.7590E-09 7.7854E-09 -1.7449E-10 -1.9403E-10 -1.8320E-09

Major 8.5189E-09

Intermediate 4.7896E-09

Minor 3.1536E-09

Geo. Mean 5.0485E-09

Permeability

[m2]
kxx kyy kzz kxy kyz kzx

Component 4.0056E-16 4.8657E-16 7.9600E-16 -1.7840E-17 -1.9839E-17 -1.8731E-16

Major 8.7100E-16

Intermediate 4.8970E-16

Minor 3.2243E-16

Geo. Mean 5.1617E-16

Table 5.14. Hydraulic conductivities and permeabilities of granite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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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속체 모델 작성

1. 모델개요

Fig. 5.13은 연구부지의 해석 범 (굵은 선)  해석에 포함된 가상의 지하공

동의 치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등수두선  해석경계를 결정하기 해 고려된 

계곡과 능선도 함께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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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Area of modeling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한국의 복잡한 산악지형을 반 한 3차원 연속체모델에 

본장 2 에서 계산된 이방성 수리 도도를 용하여 지하공동으로부터 생태계로 

이동하는 지하수의 유동경로  도달 소요시간을 계산하는 해석 차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5개의 지하공동을 포함하는 해석 범 는 선으로 나타난 6 km×5 km 이고 깊

이는 EL. -1.2 km로 하 다. 등수두선을 상부경계로 하여 기본 격자(mesh) 간격

을 40 m로 하고 공동 부근에서는 조 하게 하여 Fig. 5.14와 같은 유한요소모델

을 작성하 다. 해석범 를 설정한 근거는 다음 항의 경계조건에서 기술한다. 

해석모델에 포함되는 지하공동의 크기는 해석의 편의상 높이는 20 m, 폭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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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로 하 고, 공동의 바닥은 EL.-110 m에 치하도록 하 다. 지하공동의 크기는 

높이는 10 m, 폭은 20 m로 하 고, 공동의 바닥은 마찬가지로 EL.-110 m에 

치하도록 하 다. 

X

Z

(East)

6.
0 

Km
5.0 Km

EL. 
-1.

2 
km

Y
(North)

Fig. 5.14. Finite element model mesh.

공동의 축은 1개 공동을 X=960 m에 4개의  공동을 각각 X=1040 m, 

1120 m, 1200 m, 1280 m로 모두 80 m 간격으로 배치하 다.  그리고 공동 모두 

Y=1440 m에서 시작하여 Y=1600 m에서 끝나는 길이 160 m로 설정하 다.

유한요소는 NAMMU의 8노드 육면체 요소인 ‘CL08’ 타입을 선택하 다. 요소

를 이루고 있는 암반은 장조건에 맞추어 상부가 응회암이고, 하부가 화강암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열  F-21과 F-22가 존재하도록 하 다(Fig. 5.15). 이 모

든 요소들은 Fig. 5.11에서 보인 균열망의 이방성 투수계수를 갖는 균질한 암반

으로 가정하 다. 요소에 할당되는 투수계수는 응회암에 해서는 Table 5.13, 화

강암에 해서는 Table 5.14에서 계산된 값을 용하 다. F-21  F-22의 단열

는 Table 2.3.1의 값을 용하 고 등방성 수리 도도로 가정하여 계산하 다. 

간극률은 응회암의 경우 0.003, 화강암은 0.01, 그리고 단열 는 0.03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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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Vertical section, X=970 m (X View)

2. 경계조건

모델의 하부경계는 공동의 치가 EL. -90 m～ EL.-110 m인 을 고려하여 

이 치로부터 충분히 깊은 EL. -1.2 km를 경계 면으로 하 다. 이 값이 도출된 

근거는 앞 장에서 이미 언 하 다. 이 하부 경계 면은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면

(no flow)으로 설정하 다.

일반 으로 지하수 체계를 해석하는 모델에서는 능선(Ridges)에서 지하수 흐름

이 아래쪽으로만 향하고, 계곡(Valleys)에서는 쪽으로만 향한다고 가정한다. 이

는 능선이나 계곡을 따라 놓인 가상의 수직면을 가로지르는 지하수 흐름은 발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SKBF/KBS, 1983). 즉 능선이나 계곡이 3차원 연

속체모델에서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로 설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5.13의 Valleys 1, Ridges I, Ridges III로 경계지어지고 모

델링 될 공동 5개를 포함하는 역을 해석모델의 기본 역으로 보고 이를 충분

히 포함하는 동서방향으로 6 km, 남북방향으로 5 km인 직사각형 역을 모델의 

경계로 하 다. 

하부경계면을 -1.2 km로 고정하고 두 수평방향으로 경계를 변화시키면서 지하

수 유동경로를 해석하면 경계의 범 에 따라 지하수 유동경로는 변한다. 이는 수

평방향의 경계가 no flow이므로 해석 역이 좁으면 유동경로가 경계에 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동경로가 해석 역의 크기에 향을 받지 않는 경계

범 를 설정하기 해 경계를 늘려가면서 반복 계산을 수행하 다. 결국 동서방

향(X방향)으로 6 km, 남북방향(Y방향)으로 5 km인 직사각형 역이 계산되었으

며, 이보다 경계범 를 확장하더라도 유동경로의 변화는 없었다.

상부경계 면의 경계조건은 지하수  면의 치에 의해 정의된다. Fig. 5.13의 

등수두선에 의한 EL.0 m～EL. 250 m의 지하수  면이 상부경계가 된다. 등수두

선의 좌표 값을 얻기 해서 등수두선도의 6 km×5 km 해석범 를 X, Y 방향 

모두 160 m 간격으로 나눠 그 교차 의 수두를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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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유동경로  유동시간 해석

1. 해석 방법

본 에서는 3차원 연속체 모델로부터 지하수가 처분공동으로부터 생태계에 

도달하는 유동경로  소요시간을 해석한 과정  결과를 기술하 다. 

먼  연구부지에 지하공동이 건설된 것으로 가정하고 공동이 폐쇄된 후 지하

수가 공동의 바닥으로부터 어떤 경로로 유출되는지에 하여 검토하 다. 

공동이 모두 메워지고 지하수가 스며들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동 내부

는 모두 포화된 상태가 되고 공동 내부의 수두 분포는 공동을 굴착하기 의 상

태로 되돌아간다. 이를 수치해석 모델 에서 보면 공동 내부는 단지 수리 도

도가 다른 유한요소로 바 어질 뿐이고 수두 분포는 공동 굴착 의 상황과 같은 

조건이 용된다.

본 연구에서 그라우  효과로서의 수리 도도는 응회암과 같은 3.24×10
-9
 m/s

로 가정하고 응회암과 같은 이방성을 용하 다. 그리고 모든 경계조건  제반

사항은 3 에서 언 한 3차원 연속체 모델을 그 로 용하 다. 

유동경로는 5개의 처분공동의 축과 평행한 공동 바닥(Z=-110 m)의 심선을 

따라 각 공동의 남쪽 막장과 만나는 ((960, 1440), (1040, 1440), (1120, 1440), 

(1200, 1440), (1280, 1440))에서 출발하는 지하수의 유동경로를 각각 Path 1, 2, 

3, 4, 5라고 하고, 각 공동의 앙((960, 1520), (1040, 1520), (1120, 1520), (1200, 

1520), (1280, 1520))에서 출발하는 지하수의 경로를 각각 Path 6, 7, 8, 9, 10이라

고 한다. 각 공동의 북쪽 막장과 만나는 ((960, 1600), (1040, 1600), (1120, 

1600), (1200, 1600), (1280, 1600))에서 출발하는 경로를 각각 Path 11, 12, 13, 14, 

15라고 하 다. 

생태계 도달 소요시간도 이 게 설정한 6개의 유출경로에 하여 계산하 다. 

여기서 생태계 도달 시 은 공동으로부터 출발한 지하수가 지표 는 바다로 노

출되는 순간으로 정의하 다.

2. 결과 검토

Fig. 5.16과 Fig. 5.17은 본장 2 에서 구한 이방성 수리 도도를 입력으

로 해석한 유동경로를 보인 것이다. Table 5.15는 각 Path의 유동 거리 

 소요시간을 요약한 것이고, Table 5.16은 각 Path의 최종 출지 의 

좌표를 요약한 것이다.

수두가 가장 높은 곳에 치한 지하공동으로부터 출발한 지하수의 유동

경로는 Path 1, 6, 11로 가장 긴 이동거리를 보인다. 가장 긴 유동시간을 

갖는 경로는 Path 7로 8,585년이 걸려 공동 바닥으로부터 출발한 지하수

가 바다  지표로 출된다. 가장 긴 유동거리를 갖는 경로는 Path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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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m로 계산되었다. 

중준위 동굴
저준위 동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X(East)

Y(North)

Fig. 5.16. Pathway from centerline of floor of each cavern (ISO view).

임계경로(critical path)는 15개의 Path  가장 먼  지표에 도달하는 Path를 

말한다. 임계경로는 지하공동 설계에 있어 안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를 찾

아내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지형이 평평하여 치에 따라 수두가 변하지 않을 경우는 각 Path들의 경로가 

비슷하겠지만 지형이 복잡하여 수두의 변화가 심한 경우는 각 Path들의 경로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더구나 이방성 수리 도도를 용하여 해석한 경우는 

이러한 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유동시간 계산 결과 임계경로는 가장 수두가 낮은 곳에 치한 지하공동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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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막장에서 출발한 Path 15가 되었고 소요시간  거리는 각각 661년, 1,061 m

로 계산되었다. Path 15의 지표도달 지 의 좌표는 (1883, 1836, 0.0)으로 바다 

이 아닌 지상으로 출되는 경로를 가진다.

12
345

6

7

8
910

11

12

13
14

15

X(East)

Y(North)

Z

Z View X View

-Y View

Fig. 5.17. Pathway from centerline of floor of each cavern (X, Y, Z-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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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ID

INITIAL POSITION (m) FINAL POSITION (m)

X Y Z X Y Z

1 960 1,440 -110 2,722 1,530 -110.0

2 1,040 1,440 -110 2,485 1,472 -67.5

3 1,120 1,440 -110 2,352 1,414 -45.0

4 1,200 1,440 -110 2,215 1,412 -45.0

5 1,280 1,440 -110 2,112 1,414 -22.5

6 960 1,520 -110 2,685 2,031 -67.5

7 1,040 1,520 -110 2,416 1,862 -67.5

8 1,120 1,520 -110 2,254 1,767 -45.0

9 1,200 1,520 -110 2,108 1,718 -22.5

10 1,280 1,520 -110 1,993 1,695 -22.5

11 960 1,600 -110 2,488 2,391 -67.5

12 1,040 1,600 -110 2,321 2,126 -45.0

13 1,120 1,600 -110 2,148 1,974 -22.5

14 1,200 1,600 -110 1,996 1,888 -22.5

15 1,280 1,600 -110 1,883 1,836 -0.0

Table 5.15. Coordinates of final position of each path

PATH
Travel Time

(year)
Pathlength

(m)

1 8,401 2,997

2 4,669 2,445

3 3,117 2,037

4 1,985 1,664

5 1,353 1,372

6 8,585 2,926

7 4,493 2,389

8 2,698 1,934

9 1,623 1,537

10 953 1,198

11 7,178 2,788

12 4,069 2,273

13 2,317 1,810

14 1,302 1,409

15 661 1,061

Table 5.16. Travel time and path length for each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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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담수-해수 경계면 해석

1. 해석 방법

  지하공동이 해안가에 치하는 경우 해수와 담수의 도 차에 의하여 지하수 

흐름이 변화한다. 일반 으로 담수만 존재할 경우 정상류 상태의 포화된 지하수 

유동은 다음과 같이 연속 방정식과 Darcy 방정식으로 표 된다:

  ∂
∂t

(φρ
l) + ∇(ρ lq) = 0 (5-12)

  q=-
k
μ (∇PT-ρ

lg) (5-13)

   여기서, φ = 상 암반의 공극률 [-],

          ρ
l
 = 지하수의 도 [gr/m

3
],

           q = Darcy 속도 [m/sec],

           k = 상 암반의 투수계수 [m2],

          μ  = 지하수의 성계수 [kg/m/sec],

           P
T
= 지하수의 총압 [Pa], 

           g = 력 가속도 [gr/m/sec
2
].

  그러나 해수가 존재할 경우 해수와 담수의 상호 반응은 다음 식에 의해 표

된다:

  ∂
∂t

(φρ
lC) + ∇(ρ lqC) = ∇(φρ

lD∇C) (5-14)

  1
ρ
c

=
C
ρ
b
+

(1-C)
ρ
f

(5-15)

여기서,  C = the mass fraction of concentrated salt solution

                 D = 해수의 확산계수 [m
2
/sec].

 ρb = the density of concentrated brine(1195.8 ㎏/㎥)

ρf = the density of fresh water(997.0 ㎏/㎥)

ρc = the density at concentration C

      (=density of seawater, 1022.8 ㎏/㎥)

  방정식 (5-1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해수의 농도와 담수의 농도는 비 선형

인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 선형 인 방정식을 푸는 한 

방법론의 도입이 계산의 신속성과 신뢰성 향상을 하여 필요하다. 일반 인 경

우 Newton-Raphson iteration 방법이 용된다. Iteration 방법론에서는 수렴 속

도와 그에 한 정확도가 요한데 Newton-Raphson  방법에서는 quadratic하게 

수렴한다.

  상기 방정식을 풀면 지하 매질 내에 담수  염수 농도 분포를 알 수 있게 된

다. 일반 으로 지표면이 해수면 고도에 가깝고, 지형  고도 차가 없을 때는 무

거운 해수가 상 으로 가벼운 담수를 고 들어와 해수-담수 경계면이 사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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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매질에서는 고도 차에 의하여 해수-담수 경계면

이 결정되고, 해수와 담수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염분의 농도가 바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2.  경계조건  입력자료

  CONNECTFLOW 모델의 구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상지역의 지질과 지형과

의 주요 형상을 표하는 유한요소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심한 mesh의 

제작은 수치해석을 가능한 정확하게 하며, 설정된 mesh를 쉽게 변화할 수 있게 

하고, 한 모델의 입력자료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연구 상지역의 지

질학  단면으로부터의 유한요소 그리드 구축 단계를 아래에 간략하게 나타내었

다.

  가. 모델링 역  그리드 작성

  제석산을 심으로 동측으로 남해와 가장 근거리로 하는 단면을 해석 역

으로 하 다. 하부 경계는 지하 1200m 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충분히 유동이 없다

고 가정할 수 있고, 왼쪽 경계는 계곡이나 산 정상으로 역시 지하수의 유동이 없

는 지역을 선택하 다. 그리고 모델의 오른쪽 경계는 바다쪽으로 략 1km 이상 

모델을 확장시켜 설정함으로써 체 인 시스템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 다(Fig. 

5.18).  수리지질 단 층은 상지역을 크게는 화강암과 화산암의 두 층으로 단순

화하 다(Fig. 5.19). 

Fig. 5.18. Finite element g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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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 Hydrogeologic units

  나. 육지쪽 최상부면

  모델 육지쪽의 최상부 지표의 경계조건은 지하수면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때 유

동방정식을 해 필요한 경계 조건은 잔여 압력(residual pressure), PR 이다. 

  PR= ρ
fgh (5-16)

여기서, ρf = 담수의 도(997.0 ㎏/㎥)

g = 력가속도 

h = 고도

  이 경계조건은 CONNECTFLOW에서 BASE VALUE = 0.0, Z FACTOR =

ρ
fg  = 997.0×9.814 = 9.78×10

3
을 갖는 >> VALUE VARYING LINEARLY 

WITH POSITION의 사용에 의해 설정된다. 염분 이동 방정식을 한 경계조건

은 육지쪽 최상부 지표에서 유체는 담수이므로, C = 0 이다. 

  다. 바다쪽의 최상부 지표  오른쪽(바다쪽) 경계

  모델 최상부 지표  바다쪽 부분 와 오른쪽(바다쪽)의 경계 에서, 잔여 

압력은 주어진 지 의 해수 깊이에 의존할 것이다. 그래서 경계조건은, 

  PR=( ρ
f- ρ

s)gh (5-17)

여기서, ρS = 해수의 도(1022.8 ㎏/㎥)

  이 조건은 한 CONNECTFLOW 명령문인 >> VALUE VARYING 

LINEARLY WITH POSITION의 사용에 의해 설정된다. 이 경우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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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 0.0, Z FACTOR = ( ρ
f- ρ

s)g  = -25.8×9.814 = -2.53×10
2
이다. 

  CONNECTFLOW 모델은 해수 침투로 발생하는 염분의 농도차에 의한 유체의 

도 변화에 해서는 고려하지만 온도와 압력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유체의 도 

변화는 덜 요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한 온도에서 포화된 소 물(brine)의 

도와 담수의 도가 입력자료 필요하다. 이 때의 염분 달 방정식의 경계조건은 

농도 C이며, 이 구획은 해수이므로 식(5-15)를 사용해서 C는 0.1517로 설정되었다.

  라. 모델 바닥과 왼쪽 경계

  모델의 바닥은 지하 1200m 까지 충분히 모델을 연장해서 유동이 거의 없는 지

역으로 설정하 고, 왼쪽 경계는 상지역의 등고선에서 가장 높은 지 인 지하

수 분수령과 계곡으로 취해졌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모두 유동이 없는 경계조

건이 당하다. 

  마. 입력자료

  담수-해수 경계면의 2차원 해석을 용된 암종별 투수계수와 공극률은 앞서의 

3차원 해석모델에 용된 값과 동일하게 용하 다. 

3.  해석결과

  가. 자연상태의 경계면

  공동 굴착  자연상태에서의 등지하수  등고선의 분포는 최고  제석산으로

부터 동측의 남해로 흘러 나가는 형상을 보인다(Fig. 5.20). 상부에 놓인 응회암

의 유효수리 도도와 하 의 화강암의 수리 도도가 두드러지게 차이나지 않으

므로 암종간의 경계면을 따라서는 등수두선이 왜곡되는 상은 보이지 않는다. 

해석단면에서의 유선방향에 의한 담수-해수 경계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정상

상태에서 지하수의 흐름은 수리경사에 따라 바다로 유입되게 되는 것이다.

  계산된 염수 농도 분포도(Fig. 5.21)를 살펴보면, 육지부로의 확산이 아주 미미

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체 으로 담수체의 수두가 바다쪽 먼 곳까지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수두가 크고 유동거리가 정상부에서 작용하는 지하수

체에 의하여 해수체 하부까지 담수체가 두텁게 분포하게 된다. 그러나, 해안선을 

따라서는 담수체의 수두가 작기 때문에 해수체가 육지부 쪽으로 확산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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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Equipotential line and flow line before cavern excavation.

Fig. 5.21. Freshwater-Seawater interface under natur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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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동 굴착후의 경계면

  유선분포도에서 공동 굴착  자연상태와 비교할 때 가장 크게 변화되는 양상

은 첫째, 공동과 해안선 사이의 지 에서 담수체의 groundwater divide line이 

형성되는 것이고, 둘째는 담수-해수 경계면이 육지부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되

어 기 모양 해수침입이 이루어진다는 이다(Fig. 5.22; Fig. 5.23).

  이러한 상은 육지부 지하에 기압 상태의 공동이 치하게 됨에 따라 생겨

나는 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해수 농도분포도를 살펴보면, 공동의 굴착에 따

라 해수농도가 최고 0.1 가량 공동 주변부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확산에 의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실제 해수 비 농도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측된다. 한, 공동의 건설 치를 담수체의 수두가 높은 

정상부 쪽으로 이동시킨다면 확산에 의한 향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Fig. 5.22. Equipotential line and flow line after cavern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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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Freshwater-Seawater interface under natural condition.

4. 2-D 단면에서의 유동로  유동시간 해석

제5잘 제4 에 논의된 바와 같은 동일한 입력자료와 동일한 좌표를 사용하여 

해수침투 해석에 이용된 모델에서 유동로  유동시간을 해석하 다. 이것은 3차

원 공간을 통한 유동경로와 시간에 하여 보수 으로 계산되는 2차원 단면에서

의 해석결과를 비교하기 함이다.

Fig. 5.24와 Table 5.17은 본장 2 에서 구한 이방성 수리 도도를 입력으로 해

석한 유동경로와 유동시간을 보인 것이다. 계산방법은 해수침투 조건을 반 한 

경우와 반 하지 않은 상태로 나 어 계산하 다. 유동경로는 육지부 안쪽에 

치하는 공동에서부터 차례로 바다쪽의 공동으로 차례로 공동 바닥에 원을 

치시켰다. 

  해수침투를 고려하 을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유동경로의 거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유동시간은 해수침투를 고려하 을 경우, 생태계

까지 약 1,027년부터 391년이 소요된다. 담수-해수 경계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에는 자의 경우보다 약 1～2% 정도 빨리 생태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

다. 이것은 담수와 해수의 혼합(mixing)에 따른 지연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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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4. Pathway from each cavern.

해수침투 향을 

고려한경우

해수침투 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오차(%)

travel time(yr)

line1 1027.0 1008.3 1.82

line2 799.0 786.4 1.58

line3 634.2 624.7 1.50

line4 513.7 510.5 0.62

line5 391.4 386.9 1.15

pathlength(m)

line1 1,568.5 1,567.9

line2 1,375.3 1,376.1

line3 1,198.8 1,200.1

line4 1,037.0 1,038.9

line5 885.1 886.9

Table 5.17. Travel time for each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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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모델에 의한 계산결과(제5장 제4 )와 비교해 보면, 유동거리의 경우 최

 2배 정도, 그리고 유동시간의 경우에는 최  8배 가량 보수 인 값에 해당된

다. 즉, 지하공동이 해수면하 -90 m에서 -110m 사이에 치할 때 생태계 까지의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한 지하수의 흐름은 어도 400년 이상 체류될 것으로 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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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연구결과  

  지하수체계가 시설의 안 성을 좌우하는 시설에 있어서 수리  안 성은 지하

수의 측 가능한 유동경로  유동시간에 의하여 일차 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국내 기술확보차원에서 3년에 걸쳐 연구지역을 상

으로 도있는 용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목표는 상매질에 한 가능

한 모든 조사방법을 동원하여 단열(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표하는 라메터

에 하여 최소의 오류 범  내에서 정량화함으로써 해석 상에 따르는 불확실성

을 최소화하고 단열 암반을 모사, 수치화 할 수있는 모델을 설정하여 지하수 유

동로와 경과 시간을 해석하는 것이다. 

  1차년도의 주요 연구내용은 (1) 연구지역에서의 규모별 개념모델을 설정하기 

한 지질조사  지질구조  특성 조사, 그리고 기존 조사자료를 이용한 지하수

유동체계 특성 분석  수리지질학  단  설정, (2) 지하공동 주변 지하수유동 

평가 기반기술 구축, (3) 모의 지하공동을 가상한 주변 역규모의 지하수유동체

계를 해석하기 한  2 차원 지하수유동체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2차년도에는 지하수유동 수치모델링을 한 실제 모의 지하공동 모암의 수리지

질 라메터를 생산하기 하여 연구지역 내 화산암 분포지역을 처분장의 모암으

로 가정하고, 이를 상으로 시추조사  수리시험을 수행하 다. 단열계 분포특

성 해석을 한 조사로서는 지표노두에서의 정 단열조사, 조사 시추공내에서의 

코아 기재, 텔 뷰어 검층, 지구물리 검층을 수행하 으며, 수리 도도 산출을 

하여 일정 구간별 정압주입시험과 압력강하시험을 수행하 다. 지하수질 해석을 

하여는 Hydrolab 검층, MP 시스템을 이용한 구간별 물시료 채취  분석을 

수행하 으며, 지하수압의 장기 모니터링을 해서 2개 공에 하여 MP 시스템

을 설치하 으며, 주기 으로 구간별 지하수압을 계측하 다. 조사자료를 이용하

여 수리 도도의 수직  변화, 단열의 기하학  분포특성과의 상 계를 해석하

으며, 화산암 단 층에 한 유효수리 도도를 산출하 다. 기타, 환경동 원소 

 물수지를 이용한 함양율 추정은 주기 인 시료채취와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3차년도에는 연구지역의 모의 지하동굴을 상으로 수리모델 구성기법 수립 

 검증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 으며, 해석모델로는 연속체 개념과 단열망 

개념의 모델을 용하 다. 주요 연구내용은 (1) 장 계측자료의 종합을 통한 

개념모델의 수정, (2) 장계측치와의 모델 교정, (3) 민감도 분석, (4) 유동로 분

석  유동경로별 유동시간 계산을 수행하 다. 개념모델은 연구지역의 지질, 구

조지질, 수리지질  지하수질 등의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수정, 확정하

다. 여기에는 MP 시스템에서 장기 계측된 지하수압 분포, 수질특성이 반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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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념모델의 상부 경계조건 의 하나인 함양율은 환경동 원소를 이용하여 

추정하 다. 역규모의 모델 역은 no flow 경계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확장

되었으며, 부지규모의 모델 역은 forward/backward tracking 방법을 통하여 결

정되었다. 역규모의 모델에서는 공동 수량과 지하수 를 이용하여 모델을 교

정함으로써 입력 라메터를 최종 으로 결정하 다. 부지규모 모델에서는 정상상

태에서의 수리 도도와 함양량의 민감도를 분석하 으며, 등방성 연속 개념과 투

수성단열을 고려한 이방성 연속체 개념의 코드를 각각 용하여 유동경로와 유

동시간을 계산하 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지하수유동 모델링 차  해석결과에서 얻어진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유동 개념모델을 수립하기 한 입력자료는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공내 시험(수리시험, 음 주사검층, 물리검층 등), 수질분석, MP 시스템을 

이용한 장기 지하수체계 변화 계측 등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다. 

(2) 해석 역 내의 경계조건과 수리지질 단 층에 한 수리지질학  특성은 조

사, 시험된 자료를 토 로 하여 라메터가 갖는 공간  분포특성을 고려하

여 결정론  혹은 확률론 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장기 지하수체계 계측을 통하여 지하수 함양율을 추정하 다. 강수에 따른 

지하수  상승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8～10%, 지하수  강하곡선에 의한 방

법에서는 10～15% 로 추정되며, 동 원소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강수  지하

수에 혼합되는 비율은 갈수기에 최  26%, 풍수기에 최소 6% 인 것으로 추

정되었다.

(4) 해석모델의 교정은 실측 지하수 와 양수량 혹은 지하공동으로의 수량 등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 지하 수와 모델에서 계산된 지

하수 에 하여 각각 기존 기존공동 내부로의 유입량을 비교하여 교정된 결

과, 함양율은 약 5%, 유효수리 도도는 3.24×10
-9 

m/s 와 유사한 값을 보

다. 모델의 교정단계에서는 실측 지하수 와 공동으로의 수량과 같은 다양

한 인자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5) 실측 지하수 와 해석모델에서 계산된 지하수 에 의한 민감도의 분석결과 

함양율이 유효수리 도도 성분(Kx, Ky, Kz) 보다 더 민감한 결과를 보 다. 

그리고, 본 연구지역과 같이 지형구배가 0.5에 이르는 경사 지형조건에서 

해석모델의 결과에 향을 미치지 않는 하부 경계면의 최소심도는 EL. 

-1200m 내외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6) 모암보다 투수성이 큰 단열 가 있는 주변에 치하는 경우, 지하공동으로의 

수량에는 거의 향이 없지만 단열  주변에서는 지하수  강하가 두드러

지고, 유동경로 역시 하향의 흐름이 우세하다.

(7) 이방성 수리 도도를 입력하여 해수면 하 -90 m에서 -110 m사이에 치하

는 모의 지하동굴으로부터 생태계까지 도달하는 유동경로와 시간을 3차원 모

델로 해석한 결과, 긴 유동시간을 갖는 경로는 약 3,000 m로서 유동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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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500년이 소요된다. 가장 빠른 경로는 임계경로(critical path)는 가장 수

두가 낮은 곳에 서 출되는 경로로서 유동거리 약 1,000 m, 유동시간 약 

660년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8) 3차원 공간을 통한 유동경로와 시간에 하여 보수 인 측을 하여 동일

한 조건으로 2차원 단면에서 유동경로와 유동시간을 계산한 결과, 유동시간

은 해수침투를 고려하 을 경우 생태계까지 최  1,027년부터 최소 391년이 

소요된다. 이는 3차원 모델에 의한 계산결과와 비교해 보면, 유동거리의 경우 

최  2배 정도, 그리고 유동시간의 경우에는 최  8배 가량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 즉, 지하공동이 해수면하 -90 m에서 -110m 사이에 치할 때 생

태계 까지의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한 지하수의 흐름은 어도 400년 이상 체

류될 것으로 측된다.

(9) 지하공동이 임해지역에 치할 경우 해수-담수 경계면의 변화를 살펴본 결

과, 지하공동이 기압 조건인 경우에는 해수농도가 해수 비 최고 10% 가

량 공동 주변부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히 연속체 개념에서의 확산에 의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실제 해수 비 농도

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측되며, 한, 공동의 건설 치를 담수체의 수두가 

높은 정상부 쪽으로 이동시킨다면 확산에 의한 향을 배제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단된다.

제 2   수리모델 구성기법 토의  제언

1. 서 언

  지하수유동 해석모델을 이용한 근방법의 결과에 한 신뢰성이 불투명하므

으로 인한 모델 이용의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유동모델은 자연 상을 

설명하고 변화를 측하는 기능에 한 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하유동특성을 

해석  평가하기 한 모델링기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가능한 한 자

연 상에 근 하게 재 할 수 있는 모델의 선택과 모델링을 통하여 장기  측

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하공동 주변의 지하수유동 모델링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은 이러한 모델링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불확실성을 가능

한 한 최소화시키는데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한 목

으로 재 운   추가 건설계획 인 지하유류비축시설 부지를 상으로, 지하

수유동 모델링 시 상되는 문제 과 해석결과의 불확실성 등 제반 기술업무에 

한 개선방향을 도출하 다.

  오늘날 흔히 이용하는 부분의 지하수유동해석 모델들은 결정론  수학 모

델(deterministic mathematical model)들이다. 결정론  모델들은 질량보존법칙, 

운동량,  에 지보존법칙 등을 기 로 하여 근하며, 이들 정량  수치에 

한 다양한 유량의 평형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근본 으로 지배 인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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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은 실험과 함께 탁월한 통찰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인과

(cause-and-effect) 계를 표 한 것이다. 결정론  지하수유동해석 모델들은 일

반 으로 미분방정식의 해(solution)를 필요로 한다. 정확한 해들은 종종 해석학

(analytical)으로 구해질 수 있지만, 해석학  모델들은 입력인자와 경계조건들

이 상당히 높은 수 의 이상 인 상황을 요구한다. 

  수치해석법(numerical approach)은 기본방정식(지배식)에 하여 근사해를 도

출하며, 공간과 시간에 하여 이산화(discretization)를 필요로 한다. 이산화된 형

태 내에서 다양한 내부물성, 경계조건  지하수문 체계에 작용하는 외 요인

(stresses) 등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수치모델들은 해석학  모델들의 이상화된 

조건들을 단순화시켜서 보다 이상 이고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치 해

는 단순히 근사 해를 제공할 뿐이다. 

  수치모델링 방법의 장 으로 해석  방법에 의해 강요된 단순화를 완화시킴으

로서, 불균질성, 이방성인자군, 불규칙한 기하 구조, 혼합된 경계 조건  경계 

조건, 인자 문제로의 비선형성에 까지 반 인 수용을 허용한다. 

  일반 으로 복잡성을 간략화 하는 해석해는 비교 검토에 의해서 취득할 수 는 

없다. 문제는 일단 복잡성이 제기되면, 컴퓨터 코드가 지배 방정식에 하여 정

확한 해의 계산에 해서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mass conservation

을 검하고 global mass-balance error의 평가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단순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최종 분석에서 결국 확신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결정론  모델의 

용을 한 기본골격은 임의의 계(system) 내에서 지속 인 반응을 야기하는 

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과정에 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발

하여야 한다. 임의의 계에서 측과 측 결과 사이의 괴리 상은 수학 모델 내

에서 오류(error)의 형태로 나타나며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개념모델의 오류

  (2) 해석방정식의 algorithm에서 나타나는 수치  오류

  (3) 입력인자의 불확실성과 부 합성 등

  개념상의 오류는 모델 내에서 표 하여야 할 자연 상에 한 이론 인 개념

상의 오류로서 이들 상이나 과정들을 무시  는 반 하지 않거나 부 합한 

상을 수용하여 근하므로써 야기되는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다. 를 들어서, 

Darcy's law가 용될 수 없는 상이나 는 3차원 인 이동 상이 지배 인 

역을 2차원 으로 해석하려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치상의 오류는 

truncation 오류와 numerical dispersion이 해당되며, 입력인자로 인한 오류는 

상 수리지질단 에 한 물성, 외 요인  경계조건 등의 반  시 한계로 래

되는 요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분의 경우, 개념모델 구축과 입력인자의 부

성 등 두 가지 부문에서 가장 크고 빈번한 오류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골격을 토 로 모델링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과제들을 세부 으로 열거

하면 아래와 같다.

  (1) 개념모델의 구축 (construction of conceptu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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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모델의 선택 (applying model)

  (3) 입력인자의 특성 (input parameters)

  (4) 경계조건의 설정 (boundary condition)

  (5) 모델교정 (model calibration)

  (6)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7) 지화학  동 원소  근 (geochemical / isotopic approach)

  (8) 모델실증 (model validation)

2.  개념모델의 선택

  모델링에 있어서, 주요 안문제는 신뢰성 있는 측 능력을 도출해 내는 것에 

한 실질 인 교정(calibration)  검증(verification) 과정에 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한 일부 학자들은 장기  모델 측에서 고도의 신

뢰성을 한 장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몇 가지 사례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정 개념모델을 선택(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다. 올바른 개념 모델을 선정하는 것은 모델링 문가에 의한 작업 이  단계에

서 마무리되어야 할 성격이며, 더욱이 유동체계에 한 주  이해를 근거로 이

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델은 정한 경험 자료(empirical 

data)가 모델에 잘 일치하므로써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

  모델링의 과정을 통하여 가장 요하고 기본이 되는 업무는 개념모델의 구

성이다. 모델은 모든 자연 상을 변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단순화하고, 평

균화시키는 방향으로 근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개념모델을 구성하는 기본요

소는 

  (1) 지하수유동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리지질학  단 의 구분  설정하고

(hydrogeological setting)

  (2) 시스템의 공간 인 규모  범  (extent of system)의 정의이다.

  지하수체계의 정의 업무는 수층, 비 수층의 수리학 특성과 경계조건의 연

성을 조사하고 규명(mapping)하는 것이다. Mapping은 근본 으로 지질학 인 

시도이지만 수문지질학 인 해석과 첩하여 근한다. 경계조건을 설정하는 것

은 모델링의 핵심이지만, 수문지질학 인 이해 없이는 쉽게 근하지 못한다.

  수층은 자유면 수층과 피압 수층으로 구분되며, 수층의 유형에 따라 지

하수의 유동방정식과 입력변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델의 선택에 신 을 기

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압 수층은 자유면 수층의 하부에 

치하도록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일반 이다. 물론, 확보된 정보, 모델링의 목 , 

솔계 용이성 등에 의하여 모델결과가 크게 향을 받지 않는 범 에서 자유면

수층을 피압 수층으로 가정해볼 수도 있고, 하부의 피압 수층만을 고려할 수도 

있다. 

  모델링 상 역의 정 규모의 설정에 있어서 문제 은 역을 지나치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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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정하거나 혹은 작게 설정하는 경우이다. 향후 인  혹은 자연 인 변화로 

인한 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능한 한 좁은 범 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경계조건 설정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모델링 상지역을 아주 크게 설정

함으로써 불확실한 경계조건으로부터 모델 결과가 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Ward et al., 1987; Townley and Wilson, 1980). 그러나, 모델 상지역이 커

지면 느린 계산시간, 자료 입력의 어려움, 지나치게 큰 출력 일 등으로 인하여 

모델링 작업은 그 만큼 힘들어진다. 따라서, 모델 상지역의 설정은 모델의 결과

가 경계에 직  향을 받지 않는 범 에서 최소한의 크기로 설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러나, 상지역을 무 작게 설정할 경우, 특정 지 에서 장기 양수 

시에 모델 내에서 수 강하 가 무유량경계와 만나게 된다. 이 때, 수  강하

는 무유량경계에서의 지하수수  강하는 실제 값의 수 배로 나타날 수도 있다. 

  유동체계(flow system)를 정의하는 과정은 강수가 지하수체계 속으로 침투, 통

과  배출하는 유동 상을 정의하는 것이다. 즉, recharge, internal flows  

discharge 등에 한 제반 과정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을 지배하는 요

소는 경계조건 뿐만 아니라 수층과 상부 피복물질 내의 유동기구들과 한 

계가 있다. 이러한 매질들은 다공성매질, 단열 는 이 공극, 혹은 복수 수

층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수리지질학  단  내에서 한 상호간의 지하수수두 

 유동경사는 수리지질체계 내에서의 내  유동 상을 규명하기 해서 반드시 

악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개념모델 구축을 한 세부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문헌조사 (collecting existing data)

  (2) 성 상자료  답사 (remote sensing & reconnaissance)

  (3) 수문지질학 인 개념모델 (hydrogeological conceptual model) 구축

  (4) 부지특성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site investigation)

  기존문헌 조사과정에서 기상․기후, 토질․토양, 지질, 수문 련 기존문헌 등

에 하여 수집  분석되어야 한다. 강수량, 증발량, 지표유출량, 지하수  측

치  기타 화학성분 등에 한 계 별, 즉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 인 변화, 

과거기록 등을 토 로 분석되는 것이 요하다.

  성 상자료  답사는 성 상사진, 항공사진, 항공물리탐사 자료 등에 의

한 분석  개념모델의 입력자료 등이 도출되어야 한다. 지하수와 유동체계를 정

의하기 해서는 필수 인 사항이다.

  수문지질학 인 개념모델 구축은 모든 자료들의 수집  분석을 토 로 수문

지질학  개념모델이 정의되어야 한다. 암석학 (지질학 )  지하수뿐만 아니

라 기상/기후와 수문학 인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자료가 발생

할 경우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지특성조사의 계획은 그 수립에 있어서 상부지의 특성을 반 한 조사 항

목이 선정되어져야 하는데 이때 개념모델의 사  구축으로 조사계획의 주요 

안과제의 도출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역  국지지하수 유동조사는 지하수 유동조사․해석을 해서 수리지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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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지하수유동해석에 하여 주요 안 과제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역규모

  (1) 역  역에서의 지형과 지질구조

  (2) 추정 역  투수성구조와 그 수리특성

  (3) 지하수 유동해석의 개요(수치모델, 해석조건 등)

  (4) 역의 3차원해석

  국지규모

  (1) 국지지역의 주요 특징

  (2) 부지지역  주변지역의 지하염수에 한 개요

  (3) 염수의 존재를 고려한 연직 2차원해석

  (4) 국지지역의 3차원해석

  지하수유동해석에 한 조사․해석에서 수리지질구조모델을 구축할 때에 부지 

주변의 지질구조를 고려하여 선상구조(lineament)와 쇄 를 지하수유동의 요

한 유동로로써 모델화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우선 지형도  항공사진으로 독

된 선상구조를 도출하고 다음으로 지답사로 지질단층 는 쇄 의 치를 

확인한다. 지답사결과를 토 로 지질학  방법에 의해 지하심부의 쇄 의 방

향성  규모를 추정하고 수직 는 경사시추 등으로 심부에서의 쇄 를 확인

한다.

  쇄 의 유동경로로써의 특성 악에는 시추조사에 의해 횡단하는 쇄  부

분에서 주입시험을 통하여 수리 도도를 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경사시추의 

방향을 변화시켜 쇄 의 심부에 이르는 투수성을 구하여 그것을 통계 으로 

모사하고, 모암에 한 투수성과 심도의 상 계를 규명하여 쇄  투수성의 

심도종속성을 평가한다. 지하수유동해석은 역, 역,  국지지역 규모로 

근하고, 지질구조모델도 각 규모에 맞는 투수성구조를 고려하는 모델이 된다.

3. 해석모델의 선택

  암반지하수유동의 수치해석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근방법은 토질지반을 표

하는 다공성매질을 상으로 연속체모델에 의한 해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 

연속체모델에 의한 지하수유동해석을 균열내의 흐름이 지배 인 다양한 단열암

반에 용했을 때, 높은 투수성의 쇄 와 단층 를 해석 역 내에서 연속체로

써 모델링하고, 암반 역과 수리특성을 구별하는 것으로 표 해 왔다. 그러나, 

비교  큰 단열 를 모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암반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열을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편으로는 연속체 개념에 의한 단열암반의 모델링에

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단열방향성과 연속성에 의존한 이방성 투수성 등을 

모델링에 반 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단열암반 내에 지하수유

동을 해석하기 해서 암반을 불연속체로서 간주하고, 개별 균열을 모델링하여 

단열내의 흐름을 해석하는 단열망모델 (fracture network model)이 제시되었다.

  재까지 고려되고 있는 지하매질의 특성과 이에 한 모델의 형태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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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요약된다.

  (1) 매질의 특성 

- porous continuum, stochastic, dual porosity, fractured

  (2) 모델의 형태

- sand tank models

- analogue models: viscous fluid model and electrical model

- mathematical models: analytical and numerical model

- porous continuum, stochastic, dual porosity, fractured

  재, 지하수유동 해석방법으로는 다공성매질에 용할 수 있는 3 차원 유한요

소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Stripa(스웨덴), URL(캐나다),  NAGRA(스 스) 등

은 같은 수 으로 사료된다. 해석은 쇄  부분과 모암과의 투수성의 차이가 지

하수유동에 미치는 향 정도를 검토하는 것과 상부  측면방향의 경계조건에 

의한 민감도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평가방법은 압력분포, 유동량, 입자의 궤 , 

물수지에 의한 것이지만 실증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 해석결과를 보면 

쇄 의 존재가 측면경계조건과 상부경계조건 이상에 지하수유동이 큰 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명되었다(OECD/NEA, 1993).

  우리나라는 지질구조가 복잡하고 쇄  등의 지질구조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터  등의 토목공사에서는 쇄 와 단층으로부터 다량의 용출 상이 보고되고 

있고, 이의 수리특성에 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고 있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단열망(fracture network)모델은 투수성구조 내의 흐름만을 고려한 근 방법

이기 때문에 단열모사 결과가 해석결과에 큰 향을 다. 따라서, 해석모델의 

구성에 있어서 보다 자연조건과 유사하게 모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

치지반의 모든 단열의 치, 주향․경사, 형태, 크기, 틈 크기와 투수성 등을 계

측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열암반을 충실하게 재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추조사와 갱도 내 측 등을 토 로 어떤 유형의 개념

모델을 구축하는가는 입력자료의 통계  방법에 기 를 두는 모델링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단열망 해석의 역사는 짧지만, 재 상당한 수 까지 신뢰성을 확보한 단계에 

이르 으며 향후 암반 내 단열조사 방법과 단열특성의 평가방법의 발 여하에 

따라서 단열모델링이 차 그 비 을 확 해 갈 것으로 단되며, 단열암반 내 

지하수유동을 해석할 때에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Stripa project Phase 3 목  의 하나는 단열망 해석방법의 용성에 한 

평가와 해석방법의 개발이다. 이에 따라 Harwel Laboratory, Golder Associates, 

Lawrence Berkerley laboratory 등 세 기 이 각각 독립 으로 개발한 단열망 

해석코드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세 종류의 측해석을 실시하여 실측값과 비

교 검토한 바 있다(Herbert and Splawski, 1990; Geier et al., 1990; Long et al., 

1990).

  (1) D-hole의 용수량 측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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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증시험갱도(validation drift)에서 유출량 측해석

  (3) 추 자(tracer)시험 결과의 측해석

  세 기 에서 개발된 해석방법은 크게 다르지만 지하수거동의 측에 하여 

기본 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D-hole에 있어 유입이 뚜렷한 

단열  분석에 있어서는 실측값과 측치 사이에 서로 괴리 상이 드러났다. 이

것은 단열 의 모델링과 수리특성에 한 정보의 부족과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Cross hole시험 data의 축 과 보다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실증시험갱

도에서 유출량 측해석으로 오차의 제거와 자료 수정이 실시되어 그 목 을 달

성하 다(OECD/NEA, 1993).

  실증시험갱도에서 측해석과 같이 네 개의 평가기 에 해 검토하고, 모델링

에 다량의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Golder Associates의 해석방법이 역규

모․국지규모 지하수유동과 용질이동 측으로 당하다는 결론에 이르 다. 그

러나 단계에서는 해석사례도 고, Harwell의 해석방법이 국지규모에서의 용질

이동 특성평가에 당하며, LBL의 Annealing방법은 역규모에서의 검토에 응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우선 으로 충분한 자료 축 이 

필요하다.

  세 기 의 근방법의 문제 으로 해석방법에서 다른 은 Harwell과 Golder 

Associates가 개개의 단열을 상으로 하는데 비해서, LBL은 단열  만을 상

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단열  이외의 부분에 해 Harwell은 Golder 

Associates보다도 많은 단열을 고려하고, LBL은 단열을 고려하지 않는 이다.  

Harwell과 Golder Associates가 각각의 단열을 상으로 하고, LBL은 단열  만

을 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는 비교  좁은 범 의 해석에 

당하고 후자가 비교  넓은 역  해석에 당하다고 사료된다.  반 로 LBL해

석에서는 단열면내의 이방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에서 생각하면 cross hole

시험과 추 자시험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어느 하나의 단열 는 단열 에 하

여 모사를 실시하기에 당하다고도 사료된다.

  단열망 해석방법은 실측자료로부터 모델에 반 되었고, 모델작성 방법, 해석결

과에 한 평가 등 종합 으로 단하여 충분하게 실용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

었다. 한, 단열망 모델은 망의 기하학  구조를 통계 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토 로 하기 때문에 모델의 정 도는 실측자료의 정 도, 그 해석  모델 입력

인자의 변환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재 가장 어려운 항목은 원

치에서 구한 자료의 해석일 것이다. 이들은 실측자료의 해석자체가 아직 시행착

오 단계이고, 실측경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 도에 한 평가가 충분하

게 이 질 수 없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를 들어 단열의 실측자료는 1차원(bore hole), 2차원(갱도 벽내 등)에서 얻은 

것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유일한 3차원  단열망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많은 가정이 제되어야 한다. 한 재구성된 단열망이 기하학 으로 어느 정도 

실을 표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로는 단열 

mapping 결과와 비교․일치(Golder Associates) 여부와 수리학  결과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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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LBL)를 토 로 간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

  단열망 해석의 근시 확정론 으로 취 되는 부분(단열 의 치 등)과 통계

으로 취 되어야만 하는 부분(단열분포 등)을 모델링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통계 으로 같은 값의 모델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3차원 으로 무수히 존재

하는 단열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통계 으로 같은 3차원 기하학모델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단열이 실제

기하학모x흐임하는기여하고, 실 으로 단열의 결합상태를 어느 정도 모델에 반

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미해결과제로 남는다. Cross hole시험과 추 자시

험 결과에 의하면 하학모는 어느 특정 유동경멜두 따라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Stripa에서 실시된 용수량에 착안한 고 도 단열망 모델링을 토 로 

한 근방법은 이들 시험결과의 해석에 한 설명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으 남는향후기하학모델이경멜와 같은 연구의 요성에 비 을 두게 될 것으

로 상된다.  

  Stripa의 연구결과 역시, 단열망 해석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은 아래

와 같이 4개 부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입력인자의 결정에 한 부문

  (2) 모델링에 한 부문

  (3) 해석방법․해석조건에 한 부문

  (4) 평가에 한 부문

  이상의 기본  근방법과 함께 세 기 의 해석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보완해

야 할 문제 이 존재한다.

  (1) 모델이 원 치에서 계측한 단열정보의 충분한 반  여부에 한 검증

  (2) 단열면내의 투수성 이방성특성의 용

  (3) 단열면의 요철에 의한 channeling의 향 고려

  (4) 공동굴착에 의한 수 하와 공동주변의 二相流(two phase flow)의 향에 

의한 투수성 하의 고려

  (5) 공동굴착 향에 의한 이완 상과 응력집 의 향에 한 평가 명확화

  (6) 등연속체(equivalent continuum) 개념에서 REV의 규모의 결정방법  평

가방법의 명확화

  (7) 산정된 투수텐서(tensor)의 정 도에 한 평가방법의 신뢰성 확보

  (8) 단열  이외 모암부분으로부터 공동으로 유입 용수량 측의 정 도 제고

  (9 용질이동(solute transport) 해석에서 매질확산, 단열표면  지하수와의 상

호반응 고려

  (10) 몬테카를로시뮬 이션의 횟수와 결과에 한 평가방법의 확립 필요

  (11) 암반 내에 같은 모양으로 단열이 존재하도록 할 경우 모델링  용 가

능성

  (12) 경계조건의 설정 명확화,  모호성으로 인한 모델구축에 많은 경험과 시

행-착오(trial-and-error) 필요

  (13) 원 치에서 cross-hole시험 등의 투수시험과 용수량 자료를 토 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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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할 경우, 충분한 원 치시험 자료 요구되며 정 한 해석을 해서 가능

한 한 많은 원 치시험 자료도 필요

  (14) 모델링 시를 즈음하여 기타의 모델링방법에서 요구되는 자료형식과 다른 

자료가 필요

  (15) 단열망 해석방법에 한 향후 과제로서 부지특성평가․암반물성평가를 

한 각종 기기․장치․시험방법의 개발  이들의 원 치시험의 응성 검

토

  (16) 이와 동시에 암반 내 지하수유동  용질이동 상을 평가하기 한 수리

모델과 해석방법의 개발․검증 필요

  용질이동 문제에 해서는 그 측 정 도는 지하수유동 측의 정 도 보다 

확실히 낮다. 이것은 용질이동 문제에 한 종합 인 이해가 낮고,  자료계측 

방법과 그 해석상에 해결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용질이동 해석의 종합  정 도

를 향상시키기 해서 단열 내의 흐름분포 상태와 단열 교차 지 에서의 혼합

상의 악,  그 모델링과 인자의 결정방법 개발, 한 실측․해석결과에 한 

평가방법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모델링에 한 한 많은 문제 이 도출되었지만,  그  최종 성능평가 측면에

서 가장 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동굴착에 의한 암반에의 향을 어느 정도

로 반 하여 바르게 평가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를 들어 수리  특성

의 변화에 착안해서라도 역학  요인(응력집 , Crown fracture의 형성), 수리  

요인(수 하, 二相流), 화학  요인 등이 복합 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단

된다.

  해석방법․해석조건에 한 것 에서 지하수유동해석에 해서는 앞의 서술

과 같이 지하수 유동경로 결정에 한 부문이 안과제가 될 것이다. 용질이동 

해석에 해서는 그 기본 미 니즘에 한 해명이라는 이학  연구와 실측자료

의 축 을 토 로 공학  평가의 양면으로의 근이 필요할 것이다. 평가에 해

서는 재 정량 ․정성 ․유용성․실용성 등 4개 분야에 한 평가기  체계

의 지침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단열암반을 상으로 연속체모델 개념을 용하는 문제는 개념모델의 특성과 

입력정보(자료)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실 으로 단열

류체의 특성을 완벽하게 모사할 수 있는 모델링기술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다. 재까지 단열망 개념의 모사기술이 상당한 수 까지 발달하여 왔지만, 자료

처리기술과 모사기술(컴퓨터 등)에 한 부문에서 신뢰성 제고의 여지는 여 히 

남아 있다. 그 다고 해서, 무조건 연속체 모델을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

만, 사용목 과 실  여건에 따라 단열암반에 하여 연속체 모델을 용할 수

도 있다. 더욱이, 입력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열암반에 하여 단열망

모델을 이용하더라도 연속체모델을 이용한 경우에 비하여 보다 낳은 신뢰도 확

보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과 으로, 다공성매질 는 단열망 개념의 선택에 한 문제는 모델선택의 

요한 건이 될 수는 있지만, 단열암반에 연속체개념을 용하 다고 근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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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범하 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모델의 선택은 

  (1) 모델링의 목  

  (2) 모델링 결과에 한 정확도 요건 

  (3) 개념모델의 특성과 취득 가능한 입력인자의 종류와 품질 여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모델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입력인자의 특성

  개념모델의 오류와 함께 입력인자의 불확실성과 부 성은 지하수의 유동특

성 평가에 있어서 가장 요한 미해결과제의 하나이다. 일차 으로 설정된 개념

모델을 토 로 주요 안문제가 도출되어야 하고(key features & data 

shortages), 이들에 한 특성규명 작업이 후속되어야 한다. 국지 으로 상당한 

변화특성을 나타내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명하여야 한다.

  (1) 기후  요소: 강수 상에 한 특별한 유형 등

  (2) 함양특성  상부 토층에서 유동 상(기구)

  (3) 잠재  혹은 실제 인 함양원에 한 규명  이를 제어하는 기구

  (4) 수층 간의 지하수유동 

  (5) 수층 내에서의 상 수두분포 특성

  (6) 지하수 배출특성

  상기한 제반 특성들은 개념모델의 입증을 해서 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국지 인 특성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

성을 보완하기 해서 장조사를 한 지침의 수립이 필수 이다. 특히, 단열암

반의 투수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요 인자는 공극률(다공성  단열암반), 수두

경사  수리 도도 등이다. 유동 상  물성의 비검토, 함양, 배출, 수리 도

도, 류계수 등 가장 기본 인 인자의 정량  수치에 한 개략 인 추정을 하

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추정치에 한 신뢰성 제고를 해서 련분야의 장조

사가 요구되며, 민감도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상기 자료의 도출을 해 수행되는 시추공내 시험 , 장수리시

험과 추 자시험은 유사 이 많으며 특히, 지하수유동과 용질이동에 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Table 6.1).

Table 6.1. Parameters on groundwater flow and solute transport.

라미터 지하수유동 용질이동

Φ 치수두 농도

K 수리 도도 확산계수

S 류계수 공극율

Flux Law Darcy's Law Fick's Law

Diffusion time 10-2 ～ 10-4 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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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인자의 결정에 한 것은 실제로 측할 수 없는 것과 해석시 필요하게 

되는 물리량과의 괴리를 어느 정도로 감쇄시켜 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

는 해석방법의 유용성․실용성 측면에서 가장 요한 과제이며, 조사․시험방법

의 개선, 실측자료의 축 과 함께 향후 집 으로 투자하여야 할 분야이다. 

  장시험에서 측정한 값(투수량계수, 유계수)들의 표 값 도출을 한 처리

과정에서 산술평균 값을 모델에 입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자연상태에

서 측정한 수리인자 값의 분포는 보통 수분포(lognormal)를 나타내므로, 사안

에 따라서 조화평균, 기하평균,  확률 도함수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표 값

의 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지하수 함양율

  지하수 함양률이 모델에 미치는 향은 일정량의 강수가 일정기간 동안 지하

수체계로 침투하여, 동 기간 동안 평균 인 일정 지하수 를 유지하므로써 지하

수 유동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모델의 개념에 따라 입력인

자로서 지하수함양량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고정 지하수 면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특정지역에서 표 인 지하수 함양량은 지역   시간 으로 다양한 변화특

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 값의 제시에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지하

수 함양량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재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나, 각 

방법들에 의한 도출 결과들이 오차가 무 심하여 신뢰성에 있어서 다른 입력인

자에 비해 상 으로 큰 약 으로 작용한다. 결국, 독립 인 방법으로 함양량을 

추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완벽한 자료취득을 기 할 수 없으며 시시각

각으로 자연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항상 반복 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근하여 

표 값에 이르러야 한다. 우선 으로 

  (1) 지하수함양의 시간 련 인자들에 의해 short-term recharge,  seasonal 

recharge, perennial recharge  historical recharge 등으로 구분하고

  (2) 함양형태 별로 함양량의 추정을 해서 지역 체의 순함양량을 추정하며

(Table 6.2)

  (3) 한, 가능한 한 함양원(recharge source) 별로 독립 으로 근하여야 한

다.

  (4) 강수 혹은 직 함양

- 간헐 , 계   지속 인 하천함양

- 수층간의 유동

- 운하  개시설로부터 함양

- 도시지역의 함양 등

  지하수 함양율도 원 치에서 실측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재까지 확실한 실측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부분의 방법들이 경제   시간  측면에서 

실 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각각의 함양형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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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야 하며, 각 방법들은 상호간에 상이한 유사성을 가진다(Table 6.3). 

  (1) Direct measurement

  (2) Water balance methods

  (3) Darcian approaches

  (4) Tracer techniques

  (5) Empirical methods

  결국, 지하수 함양률의 분포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일반

으로 모델 교정시 조율인자(tuning parameter)로 사용된다. 그러나, 논리 이고 

합리 인 근거가 타당한 방법에 의해 도출한 함양율을 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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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Summary of methods of estimating net recharge over 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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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Comparison of methods of estimating precipitation re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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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극률

  Darcy법칙에서 지하수의 통과 면 , 체 , 유량, 수리 도도,  수두경사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 통과 면 은 지하수의 유동 속도를 결정하게 되며, 이는 

으로 매질의 공극률에 좌우된다. 매질의 공극률은 단 암석(intact rock) 자체의 물

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정의되며, 암종에 따라서 표 값으로 기 보고된 자료는 상

당한 많이 있다(Table 6.4).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암석

에 하여 공극률이 시험․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공극률의 값들은 실험실에

서 단 암석 자체의 체 과 공극의 체 을 고려한 값으로서, 이들 공극 체가 자

연상태에서 지하수유동에 직 으로 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지하수유동에 

미치는 투수성에 직 으로 작용하는 유효공극률(effective porosity)을 용하여야 

한다. 화강암의 경우 실험실  공극률은 최  30～50%에 달하는 보고도 있지만 매

질 자체는 지하수유동에서는 불투수성으로 간주되며, 단열을 통한 유동이 주를 이

룬다. 이 경우 단열공극률 특히, 유효단열공극률(effective fracture flow porosity)로 

표 값을 도출하여 용하여야할 것이다.

Table 6.4. Porosities of intact rock in each rock type 

Walton(1988)
Marsily

(1986)
Domenico(1990)

Porosity

(Dimentionless)

Total 

porosity(%)
Porosity(%)

Total 

porosity(%)

Effective 

porosity(%)

Sandstone 0.25-0.50 3.5-38 5-30 5-15 0.5-10

Shale 0.01-0.10 0.5-7.5 0-10 1-10 0.5-5

Silt 0.35-0.6 up to 90 34-61

Volcanic tuff 0.1-0.40 30-40

Granite 0.01-0.03 0.02-1.8 34-57 0.1 0.0005

  다. 치수두  수두경사 

  수두경사(i: hydraulic gradient)는 특정 지 간에 이동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치에 지(potential head: 치수두) 값의 차이로 나타난다. 개념모델에서 요구되

는 3차원 인 치수두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은 우선 지하수 의 분포특성을 

악한 후, 심도별 지하수압  치수두 분포특성을 도출하게 된다. 자료의 도

출방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 3 차원 (수평․수직 )인 자료수집 지 의 수

  (2) 정 감시 리 기간의 설정

  정한 감시 리 측정의 개수는 자료의 표 값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자

료 취득을 한 치의 선정은 개념모델을 비롯하여 식생, 지형발달특성, 수리지

질단 의 수, 매질의 물성변화 특성,  단열 의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그러나, 동일한 매질의 변화 특성을 갖는 지역에서 수평  변화 특성을 규명

하기 한 최소 거리는 200～500m의 범  (7～20개소/㎢)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계처리 측면(krigging 등)에서 본 표 값 산출을 한 정 표본 



- 147 -

수는 최소한 7～8개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수직방향의 자료 수집 개소 역시, 술한 내용을 감안하여야 하는데, 개념모델

의 하부경계의 심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때,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사

항은 수리 도도와 수두경사의 상되는 변화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 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정 감시 리 기간의 설정에 의한 상 모델링 역에 한 지하수 의 분

포는 측정(observation well)의 단기/장기 인 감시 리(Long-term 

monitoring)에 의해 도출된다. 지하수 의 감시 리는 오늘날 시행되는 부분의 

연구 혹은 사업들이 장기간의 자료수집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매우 소홀하

게 다루는 경향이 빈번하다. 기존의 지하수자원 리에 있어서 아무런 개발행

가 없었던 지역에서조차도 수년 정도의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무리 단기간의 

사업이라도 장기 인 감시 리 업무는 필연 으로 요구된다.

  감시 리 기간의 기본단 는 사업의 목 에 따라 다르지만 지하수문체계의 특

성규명을 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에 한 감시 리가 요구된다. 특히, 폐

기물처분사업과 같은 환경산업과 같이 수 십～수 만 년 이상의 측을 목표로 

할 경우, 1년은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한다. 근래 1990년 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의 경우 연간 강수량의 분포 범 는 약 600㎜～1200㎜의 큰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 방사물처분사업과 같이 부지특성평가  안 성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긴 

사업임을 감안할 경우, 어도 3～5년 이상의 감시 리 기간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임해지역에 치하게 될 시설의 주변 향평가는 조석․간만의 

일별, 월별,  연간 변화 특성이 복합 으로 작용하여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되므로, 이를 고려한 측기간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변지역의 지하수

자원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미개발지역에서도 지하수유동과 치수두에 한 정

보는 리되어야 한다. 개발로 인한 향은 지하수문체계에 외 요인으로서 향

(stresses)을 끼치는 상이 나타날 것이다.

  감시 리 시스템  측정기술의 제약성은 single hole에서 multi-packer 등의 

이용 방안 확 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이는 비용-편익(cost-benefit) 측

면에서 고려하여 근하여야 하지만 안 성평가에 한 기본개념과 목표달성을 

해서는, 계획의 용에 경제성 보다 안 성 확보를 우선하여 근하여야 할 것

이다. 

  라. 수리 도도

  수리 도도는 암석  지층의 투수성을 나타내는 인자로서 단 면   단

시간당 통과 유량의 체 으로 정의되며, 시․공간상에서 다양한 변화 특성을 나

타낸다. 공극의 크기, 균열 폭(체 ), 입도조성의 균질성, 단열충  물질의 특성 

등에 좌우된다. 지하수유동 특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해서 지하수를 류하

고 있는 수층( 는 류체)의 고유한 특성 즉, 물을 달하고 류하는 능력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에 한 양 인 표 으로서 수리 도도 이 외에 투수량계수 

 류계수 등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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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에 입력되는 이들 수리인자들은 주로 원 치시험(In-situ test method)

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각각의 수리지질단  별로 표 값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래하는 요소는

  (1) 원 치시험의 이론  배경: 해석 시 흐름차원 개념 용

  (2) 시험방법/기기의 부정확성

  (3) 표 값 도출을 한 표본추출  자료처리 방법: 3차원 포함 

  심부지하수의 유동은 모암이 치 한 화강암으로 난투수성이기 때문에 암반의 

단열( )가 주 유동경로이다. 재까지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지하수 흐름에 

한 평가는 어렵지만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에 있어서는 매우 요한 부문이므

로 보다 높은 정 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Stripa에서 실시된 암반수리시험은 이

와 같은 암반내 흐름에 한 평가법의 확립을 목 으로 하여 기존의 시험에는 

없었던 다양한 시험방법의 연구․개발되었다.

  Stripa에서 주로 실시한 암반수리시험은 sinusoidal시험, 孔間정량양수시험, 孔

間정압양수시험, channeling시험  단일공시험 등이다. Sinusoidal시험은 펄스시

험에 비해 background의 압력변화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것, 실질 인 물의 출입

이 없기 때문에 평형시간이 작은 것 등의 장 은 있지만, 계측 가능한 압력변동

의 도달거리가 작다는 것, 기기가 보다 복잡하다는 것 등의 단 도 있다. 시험결

과 평가로 유동차원(flow dimension)에서 분할차원(fractional dimension) 해석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한 많은 자료의 축 이 필요하다. 즉, sinusoidal시험은 아

직 연구 의 시험법이라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孔間정량양수시험  孔間정압양수시험은 단열 의 수리  연속성과 수리특성

을 동시에 악할 목 으로 실시되어, 시험결과 해석에는 정압  정량(constant 

head and rate)시험에 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孔間정량양수시험에서는 결과

해석법으로 비선형 최소자승법해석, 표 곡선(type curve)해석, group해석이 실시

되고, 앞서 두 가지 방법으로는 투수(량)계수, (비) 류계수 이외에 유동차원을 

구할 수 있다. 孔間정압양수시험으로는 의 표 해석 외, 균질등방성매질에 

한 Jacob방법이 사용되며, 투수 의 폭을 정하는 방법과 흐름차원의 이용법  등

이 안과제로 남는다. 

  Channeling시험은 틈에 한 물흐름 상  수리특성 악을 목 으로 하고 

있으나, 결과 으로 수두분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틈 내의 channeling효과가 불

명확한 것이 과제이다.

  단일공시험은 투수성 틈의 기하학  형상과 상호연결성의 악을 목 으로 하

여, 결과의 해석법으로 선형유동(linear flow), 방사상유동(radial flow), 구상유동

(spherical flow) 모델과 각 유동차원 사이의 분할차원(fractional dimension) 등 

다양한 유동차원에 한 표  곡선 해석을 할 수 있고, 자료의 통계  처리에 의

해 유동경로의 孔間분포와 투수성의 분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block

을 상으로 할 경우 유효하지만, 얻어지는 수리특성의 신뢰성이 반드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지층처분에 있어 암반수리특성 련 문제는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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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평가․검토에 한 문제이다. 재 이에 한 연구는 공학 인 측면에

서 처분장의 입지조건과 다 방벽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처분장의 입지조건은 

지층의 융기, 침식 등에 의해 폐기물이 지표 부근까지 근한다거나, 는 자원

개발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인간생활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방벽은 공학 방벽과 천연방벽 등을 조합시킨 것으로 공학 방벽은 폐기

물이 지하수와 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 지연 는 확산시켜 방사성핵종이 

설된 후 핵종이 생물권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방사능level을 충분히 감쇠, 농도

의 하를 꾀한 것이다. 구체 으로는 migration diffusion(移流/移  擴散)을 

심으로 흡착, 지연효과, 지하수 상호간의 화학반응 등의 상이지만 생태계에 도

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상을 직 으로 좌우하는 것은 이류특성이 최  

안문제이다.

  移流에 한 문제는 지하수의 흐름의 주요 요소 즉, 수리 도도, 수두경사, 

류계수, 유효공극률 등이 해당된다. 지하수의 흐름에 한 연구는 100년 이상 

부터 있어 왔지만 부분 다공질매질을 상으로 한 것이며, 단열암반과 같은 불

균일한 단열 매질을 상으로 근한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의 처

분을 제로 한다면 필연 으로 단열암반을 상으로 근방법이 필요하다.

5. 경계조건의 설정

  다공성 연속체개념에 의한 유동해석시 기단계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경계

조건의 설정이다. 자연상태에서의 유동 상은 지형조건에 의해 지배되지만, 지하

공동의 규모나 양수량을 감안할 경우 Groundwater devide의 경계에 따라서 유동

체계의 양상이 격히 변하게 되므로 경계조건의 설정 시 신 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경계조건은 모델 상지역 경계에서의 종속변수( 치수두), 는 종속

변수의 미분 값(유량)을 수학 으로 정의되는 것으로써, 모델링 시 가장 많은 오

차를 야기하는 부문이다. 

  수치해석시 지형의 기복이 심한 우리 나라의 지형특성을 고려하므로써, 모델의 

상부 경계의 자연상태를 충분히 반 하고 2차원 으로 근을 지양하며 역

인 지하수 유동  3차원  공간에서의 흐름에 한 평가를 시작으로 근하여

야 한다. 한, 3차원 수치모델 해석 시, 모델의 하부경계의 범 를 어떻게 설정

하는 방법에 해서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역 인 지하수 분수령이나 물리 인 경계면을 경계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지하수 유동의 형태에 한 정보를 이용해 다른 수리 인 경계면들을 규정

할 수 있다. 를 들면 모델링하려는 지역의 지하수  등고선도를 이용해 수리

인 경계면을 규정할 수도 있다. 이때 모델의 격자망을 지하수  등고선 상에 

첩시키고 지정된 수두경계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면 주 의 지역에

서 향후 발생가능한 공동굴착이나 지하수 양수로 등 모델에의 외 요인에 의한 

이들 경계조건의 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심도에 따른 수리 도도를 달리 한 경우와 심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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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수리 도도를 용한 경우 하부경계 심도가 모델에 미치는 향분석을 시

행하 다. 그 결과, 정상으로부터 해안까지 평균 지형경사가 50% 내외의 특징을 

갖는 조건을 가진 본 연구지역에서 하부 경계의 심도에 따른 공동내부로의 유출

량, 지하수 , pathway에 향이 없을 최소한의 하부경계 심도는 EL.-1200m 내

외이다. 한, EL.-600m에서 상부 역과 수리 도도를 구별 용한(SKB TR 

92-43, SKB, 1991) 결과, 공동 내로 유입량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pathway는 수리 도도 값이 변화하는 경계에서 부분이 굴 을 일으켜 배출지

역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지하수유동 모델링 시, 하부경계와 이 경계에 이르는 

수리인자의 용(조사  표 값 도출 등)에 있어서 신뢰도 극복이 제일 큰 

안과제로 단된다. 

  지하수유동 모델링 과정 , 경계조건 설정에 있어서 가장 요한 사항은 

  (1) 불투수성 경계의 정의 (no transfer; impermeable boundary)

  (2) 단  유동량(prescribed flux)의 정의: 경계에서의 유동량

  (3) 각 유동 지 에 한 수두  압력의 분포 황에 한 정의 (prescribed 

value of the state variable)

  (4) 출경계에서 유량과 수두 선형상 계 규명 (linear relationship between 

a flux and state variable)

  (5) 측과정에서 경계조건의 변화를 야기할 자연  / 는 인 인 제반 

상에 비하여 가능한 한 넓은 유역경계를 설정 (sufficient boundary 

area)

  (6) 최 하부 한계의 설정 (define optimum condition of the bottom 

boundary)

6.  모델교정 

  모델링에 있어서 의문사항 의 하나는 “다양한 경제조건 문제에 있어서 지배 

편미분방정식에 하여 컴퓨터 코드가 정 한 해를 제공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이미 알려진 해가 존재하는 문제에 하여 산코드가 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사실을 표 하므로써 검한다. 이러한 시험은 수치모델 결과를 해석해

(analytical solution)의 결과와 비교하므로써 수행되는데, 수치해는 시․공간

(spatial and temporal)이고, 이산 상(discretization)에 민감하므로, 완벽한 일치

조차도 오로지 수치코드가 지배 방정식을 정확히 풀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

이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든지 정확히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해석해는 일반 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1) Simple geometry (단순한 기하학  형태)

  (2) Uniform properties (평균화/일양성 물성)

  (3) Idealized boundary and initial condition (이상 인 경계  기조건)

  이에 추가하여 모델링에서  다른 의문 은 지하수체계의 내부 물성(internal 

properties)과 경계조건을 하게 표 ․기술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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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서의 문제  해결을 해서 인자 분포 특성을 독특하게 결정하는 것은 

장시험의 경제  부담이 커서 경제 으로나 기술 으로 타당성이 희박하다. 따

라서, 실질 이고 일방 으로 시도하는 방법으로서, 방정식보다는 보다 많은 미

지수를 갖는 a large set of simultaneous equation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즉, 모

델의 교정을 통하여 최 해(best solution)을 도출하는 인자의 개략치의 일군을 

선택하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모델에 의해 계산된 값에 하여 수두 혹은 용질 농도의 측을 비교하

므로써 수행된다. 교정 차는 측치와 컴퓨터 수치와의 차이가 최소화될 때까지 

허용 오차 내에 인자가 변화하도록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최소화 작

업은 시행-착오 혹은 자동 역산 혹은 인자추정 과정을 통하여 수행된다. 모델은 

객 으로 수용 가능한 기간까지 역사  자료를 재생산 할 수 있을때 교정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문가의 단․결정(decision making)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일반 으로 모델링 과정에서 유일한 인자 군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신뢰성 있는 모델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술한 

바와 같이, 개념모델의 오류, 수치해 내에서의 오류,  입력인자의 불확실성에 

한 신뢰도 하 등의 수학  모델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다. 

  모델 교정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인자로서 지하수 수 자료를 비롯하여 유량

(flow rate), 유 (flow line), 동수경사(hydraulic gradient)등과 같은 물리  자료 

뿐 아니라 농도와 같은 화학  자료 등도 이용될 수 있다. 한, 모델을 교정하

는데 여러 종류의 교정 자료를 이용하면 모델결과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주로 수두자료만을 이용하는 있는 것이 

일반 인 실이다. 다라서, 모델 교정 시 감안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1) 수두를 측정할 수 있는 정호의 숫자  정 치

  (2) 지하수의 순간수두(snapshot head)뿐 아니라, 양수시  계 별 지하수  

변화 등과 같은 부정류수두(transient head) 자료도 고려

  모델은 시간종속 자료를 하게 재생산 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외 요인이 

확 된 상황하에서는 미래의 반응을 측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물리 인 개념에 

기 들 둔 수문학  모델과 수반되는 근본 인 문제 에 있어서 측 수문곡선

과 측치를 비교하는 방법이 필요한 시험이지만, 충분한 시험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 다(Beven, 1989).

  모델교정은 historical matching이라고도 하는데, 기존 모델 자료가 측 자료

로 정하게 비교될 때까지 수정되는 과정으로 정의(Crichlow, 1977)하 다. 

Historical matching은 교정이라는 용어보다 모델링 과정에서 그 실체를 극명하

게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석유 류체 련 기술자들은 류체의 성능평가 시 

historical matching 기간의 1～2배 이상 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1) 시간종속 자료의 변화이력 증거의 용기간이 길수록 측되는 성능 평가

의 신뢰성은 향상되며,

  (2) 측  실제 성능평가 결과는 반드시 모니터링되어야 하고, 류체의 물

리  특성은 정기 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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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모델은 보통 계산오차가 오차기 (error criterion)이내가 될 때까지 반복해

서 종속변수 값을 계산하게 되며, 반복계산에 따른 오차가 오차기 이내에 들어

야 그 모델이 수식을 수치 으로 정확하게 풀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델링 작업을 하다보면 아무리 반복횟수(number of iteration)를 증가 시켜도 최

오차(최 수두변화, maximum head change)가 오차기  이내로 어들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보통 오차기  는 반복횟수를 무 작게 

설정하 거나, 모델이 하게 설계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일반 으로 후자

의 경우가 더 빈번하다. 

  따라서, 기 수치모델(Initial numerical model)의 요성은 측기능으로서 역

할 이 외에도, 지하수 유동모델은 모든 정보를 합성하여 해석의 일 성을 보장하

여야 한다. 모델링은 간혹 추가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어떤 과

업에서도 모델링은 가능한 한 조기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치모델의 개발  입증(Developing & proving a numerical model)은 지하수

유동체계에 한 수치모델의 개발과 입증은 술한 과정의 종합  집합체로 나

타나며, 이들 업무와 함께 반복 인 시행  처리를 하여야 한다. 비개념모델 

 최  인자의 추정치는 수치모델을 통해서 검되어지며, 재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델의 완성(Finishing models)은 검토단계의 계획수립을 완료하기 해서 개

념  수치모델은 완성되어야 한다. 수집자료의 분석이 이차 으로 완료되면 개

념/수치모델은 완성단계로 진입하며, 모델에 의한 측의 불확실성의 범 는 민

감도분석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7. 민감도분석

  교정된 모델은 검토 상 역 내에서 정확한 시․공간 인 모든 수리특성인자

의 분포특성을 실 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확실성에 향을 

받는다. 한 경계조건이나 각종 외 요인에 한 정의 자체도 불확실성이 내재

되어 있다. 즉, 불확실한 입력변수와 경계조건, 수층의 형태 등이 변화함에 따

라 모델결과(수두 값, 유량)가 얼마나 향을 받게 되는지를 조사하여 이들의 불

확실성을 정량화하여야 한다.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이러한 다양한 

모델링 과정에서 정량   정성 인 효과 등을 검 가능하도록 기여하므로써 

지하수유동 모델링에서 유용한 보완도구로서 기능을 갖는다. 한, 경계조건의 

불확실성  모델링 결과의 불확실성 등이 교정된 모델에 미치는 향 정도를 

악하기 하여 시행하는 과정으로서, 민감도분석 과정을 거친 모델만이 최종 

측을 한 모델로 인정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조사나 시험으로부터 도출한 다양한 입력인자들은 항상 불확실

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정이 완료된 모델이라도 자연환경의 장기 인 변화 

측면에서 볼 때, 임의의 외 요인이 변화에 따라서 자연 상의 변화를 실제로 모

두 반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표 인 변화의 경우는 강수량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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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상변화나 규모 지하수개발 등과 같은 인 인 요인에 의해서 경계조

건의 변화를 래할 수 있다. 교정된 모델은 이미 고정된 경계조건 하에서만 설

명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므로 이러한 자연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처할 수 

없는 것이다. 

  (1) 역모델에서 도출된 국지 인 모델의 경계조건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수반

되는 불확실성은, 지형 인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모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의해 모델 내에서 유동체계의 민감도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모델링 상 면 은 단열 와 같은 지질구조의 발달을 특히 고

려하여 충분한 면 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격자에서 세격자로 모델 역을 이산시킨 후 입력자료를 변경시켰을 때, 

모델출력에 미치는 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민감도 분석은 주로 격자규모

나 수층 경계조건의 상  치, 배출원과 공 원  교정기간 등의 요

소에 의해 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델을 교정하기 이 에 입력인자의 상

인 용오차의 범 를 감안하여 근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 시, KX와 KY와 KZ 방향의  민감도를 동시에 

비교해 보았고,  함양률과 KX, 함양률과 Ky, 그리고 함양률과 KZ방향의  민감도

를 따로 나 어 비교하 다. 함양률과 수리 도도의 세 성분을 동시 분석은 컴퓨

터의 용량에 크게 좌우된다. 효과 인 민감도 분석을 해서는 개념 모델의 단순

화와 컴퓨터 용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한 근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

고 단열 와 경계조건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모델에 미치는 향을 민감도분석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주요 단열 의 수리 도도에 한 민감도 (Sensitivity to conductivity of 

major fracture zones)

  (2) 경계조건에 한 민감도 (Sensitivity to boundary conditions)

8.  화학 ․동 원소  근

  지하수의 화학특성의 조사  평가는 수리지질 분야에서 가장 이론 으로 

근할 수 있는 방법 의 하나이다. 수질성분에 의해 지하수 진화과정을 규명하

고, 이 결과로부터 암석과 지하수의 상호반응 과정과 지하수혼합 상을 추 하

므로써, 지하수의 유동경로를 추정하기 한 기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러한 지구화학  근은 근본 으로 지질환경의 상  변화과정 등에 한 이

해(understanding)에 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성능  안 성평가에 필요

한 요한 자료로 필수 인 인자들이다. 한, 지구화학  모델은 지하수유동모

델링과 함께 상호 비교검토 할 수 있는 보완 기능으로서 비 이 매우 크게 작용

한다.

  지질학 ․수리지질학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 에서 지하수의 화학성분, 유

체포유물(fluid inclusion), 지하수에 용존하는 수소, 산소, 유황  탄소 등의 안

정동 원소와 Trtium, 
14
C 등의 방사성동 원소, 쇄 에 형성된 방해석의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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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튬동 원소, 암석과 지하수의 방사성동 원소와 가스 등의 특성 조사에 의한 

근 방법을 들 수 있다. 

  지하수의 동 원소조성의 조사에 용하는 동 원소에는 방사성동 원소와 안

정동 원소 등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이들은 각각 특징 인 정보를 제공한다. 안

정동 원소는 그것을 포함하는 화합물 사이에서 질량의 극소한 차에 기인한다. 

다양한 물리․화학  과정에서 동 원소 분석결과를 정보로 제공한다.  왜냐하

면, 동 원소 분별(fractionation)은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그것의 동 원소를 

포함하는 지하수가 여기까지에 거쳐오는 환경과 기원이 서로 다른 지하수와의 

혼합, 증발, 응집, 확산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이 되는 원소로는 수소, 산소, 탄소, 유황 등이 있고 각각이 특징 있는 거동을 

나타내고, 더구나 보편 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풍부한 정보를 주

는 조사방법이다. 이들 동 원소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극미량의 동

원소를 검출하는 측정기술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방사성동 원소는 수질에 한 정보 외에 시간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3
H는 핵실험 이   이후의 함양 여부에 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

다.  
14
C는 수 천년～수만 년의 연 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방사성동 원소

의 방사평형으로 원소를 포함하는 지하수가 방사평형에 이르기까지의 최소 체류

시간을 암시해 다.  방사성폐기물을 암반 내 처분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 주

변의 지하수 체류시간은 매우 요한 정보이고, 방사성동 원소 조사는 핵심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정지역의 수리지질특성을 악하기 해서는 보다 역 인 지하수유동에 

한 조사가 필수 불가결하며, 이에는 지구화학․동 원소  근방법이 가

장 설득력이 있다.

  지하공동 시설의 정하고 안 한 치를 확보하기 해서는 지하공동이 건설

될 기반암내의 유체거동에 해 충분한 지식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기 해서

는 수리지질 인 기반암의 특성과 지화학  성질을 측정하는 기술과 측정결과를 

평가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 Stripa(Sweden)와 URL(Canada)

에서 실시된 여러 가지 지화학조사 결과, 결정질암체 내의 심부에서 화강암-물의 

상호반응에 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질 으로는 변동 에 치하여 활구조가 많고, 균열이 많은 

지역에서는 매우 복잡한 수리지질환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안 한 고 방사성폐기물에 한 장소를 조사할 경우에는 지화학조

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즉,

  (1) 역  지하수문체계 해석과 이해에 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

다. 

  (2) 개념모델의 수정․보완에 결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 단기  장기 인 환경변화의 표 을 제시할 수 훌륭한 지표 기능이 있다.

  (4) 모델교정 과정에서 수치모델에 의한 해석결과와 상호 비교하므로써 해석 

결과의 신뢰도 제고(지하수연 측정 등)에 있어서 큰 비 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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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불교란 환경 하에서 용질이동특성에 한 지시자의 역할을 한다

  지하수의 지구화학  특성 악과 상기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자료 도출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근원 규명

  (2) 재와 과거의 유동로 악

  (3) 주요 물-암석 상호반응 과정

  (4) 지하수수질의 안정  기간

  (5) Episodic한 혼합과정과 지속 인 지하수 진화과정 분류

  (6) 지하수유동율 추정

  (7) 지하수 체제기간

  술한 지구화학 /동 원소  근에 우선 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시료

채취(groundwater sampling)기술의 확보이다. 지하심부 원 치의 지하수시료를 

채취하는 문제는 재 세계 으로도 제일 큰 품질확보 상 우선 순 의 최상

에 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추공 내에서 지하수시료는 open hole 

상태에서 채취한 시료의 신뢰성 즉 품질보증 문제로 귀결된다. 재, 고 처분

연구는 물론 처분부지의 모니터링을 해서 공에서도 multi-packer를 설치

하여 운 하고 있다(로카쇼처분장, 일본). 지하수시료채취는 meteoic water의 순

환체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장기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근하여야 한다. 

조사공의 설치가 완료된 직후부터 open hole 상태에서 지하수유동체계가 1차 안

정화되기까지  multi-packer 설치 후 2차 안정화단계에 이르는 기간 등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신뢰도 제고의 건이다. 

9.  교정모델의 실증 

  Verification(검증)과 validation(실증)은 수문학에서 종종 상호 교환 으로 사용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검증은 지배 방정식을 풀기 한 generic model의 

성능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실증은 특정 장 자료에서 원인-결과(cause-and-effect)를 나타내는 부지고유

성(site-specific) 모델의 성능을 표 ․설명하는 과정이다. 실증의 최  목표는 

신뢰성 있는 측결과를 도출하기 해 모델의 성능을 제고하는 것이다. 과연 부

지 고유성 지하수유동 해석모델로 정확한 측을 할 수 있을까?  측된 자료를 

재 할 수 있는 모델의 성능은 검토 상  임의의 계를 해석하도록 한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해석과 측이 상호 ․ 칭 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

는데는 심각한 철학  논쟁이 요구된다. 즉, 어떤 상  과정의 이해와 그것을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것은 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

한 사례들은 수문학 특히 과학분야에서 일반 인 사실이다. 한 이를 자연 상

에 한 우리들의 이해 수 은 매우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측에 한 한 매

우 낮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사건에서 측의 정확성은 측기간이 지

나가기 이 에는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Konikow and Breadehoef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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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학에서 “실증”은 과학철학자에게 큰 심의 상  하나이다. 한 과학자

로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과

학에서 실증에 한 의문 은 궁극 으로 철학  차원에서 던져져야 하는 문제

이다. 이 안 과제에서 positivism  negativism 등 두 종류의 학 가 있다. 

Positivism (Kuhn, 1962)은 이론의 결과를 검증(verify)하기 하여 설계된 요

한 실험에 기 하여 이의 제기된 사실을 확인하는 근방법이다. 이에 비해서 

negativism (Popper, 1959)은 가설들은 결코 실증할 수 없으며, 오로지 무력화할 

뿐이라는 개념이다. 이 두 학설은 양립할 수 없으며 다만 옳다고 믿는 것을 선택

할 뿐이다. 

  Stephen Hawking(1988)의 “A Brief History of Time”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Popper의 시각이 일반 이라고 지 하 다. 어떠한 물리학  이론도 항상 

잠정 이고 임시 인 것으로서 단지 가설일 뿐이다. 결코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다. 아무리 많은 회수의 시험 결과가 어떤 이론에 잘 부합되더라도 우리들은 조

만간 그 결과가 이론에 배치되지 않고 계속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결

코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Konikow and Breadehoeft, 1992). 

  운 측면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고  폐기물처분장의 성능평가에 

용되는 모델의 실증에 한 토의에서 Davis et al. (1991)은 아래와 같이 지

하 다: 『USNRC는 validation을 정의하기를 “Computer code 내에서 구체화되

는 모델은 검토 상 지하수문체계 혹은 상에 한 정확한 해석임을 보증한다

는 사실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 다. USDOE에서는 실제 상황에 한 거

동을 진정으로 반 하는 code 혹은 model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한 목 으로 

행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한, IAEA는 실제 계 내에서 일어나는 실질 인 상

에 한 정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모델이라는 사실을 확인될 때 모델이 실

증되었다고 정의하 다. 이와 같은 정의는 모델이 실을 반 한다는 보증 혹은 

확신․자신감(building confidence)을 제공하는 것과 연 된다.』Davis는 모델 실

증에 한 과정은 단에 한 결정 혹은 규제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과정으로 

주장하 으며, 한 이러한 정의는 모델이 실제 인 체계를 하게 반 한다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것임을 지 하 다. 하다는 용어는 규제 기 에 의해서 

주 인 결정에 도달하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 결국, historical matching 용어는 

훨씬 실질 이고 실 이고 소  실증 과정 동안 행해지는 정확한 표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실증은 교정과 같이 특징 으로 정의(규명)된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수

행된다. 실증은 측과 실험  측정을 통하여 계산 결과를 비교하므로써 수행하

는 것으로 정의하 다(IAEA). 그러나, 모델 해에 한 비유일성

(mon-uniqueness)의 의미는 훌륭한 비교로서 부 하거나 오류가 많은 모델로

서 그 성격을 의미한다. 한, “good"에 한 정의는 실증에 한 통상 인 운

 정의 하에서는 주 이기 때문에 경직되고 합리 인 과학자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그 모델이 부 합(invalid)하다고 명된 경우에 자신의 

모델이 실증(validated)된 모델임을 선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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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실증측면에서 본 모델링에 있어서 안과제는

  (1) 개념모델과 입력인자의 불확실성 (Uncertainty in conceptual- ization and 

parameter)

  (2) 모델의 신뢰성 실증 방법 (validation of correct)

  결국, 모델은 실증될 수 없으며 다만 실증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일 뿐이다. 따

라서 수많은 모델의 검증, 실증을 한 정  시험은 상모델의 historical 

matching에 집 되어 있으며, 입력인자 분포, 체계에서 내외 인 향요소, 경계 

 기조건 등의 추정(산출)과정의 객 성과 실성의 충족에 좌우된다. 이 과

정은 모델의 실증은 정 첩 결과(resulting good fit)를 의미하며 측 수단으

로서 그 기능을 확보하게 됨을 말한다. 이러한 논리 인 상호 연계성은 모델 실

증에 하여 철학  의문 을 제기하게 되지만 만약 이들이 단순히 의미상의 논

쟁을 월한다면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델

이 검증되거나 실증된 것으로 간주되는 등 모델에 하여 상당히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연유로 과도한 문  노력이 실증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의미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모델 실증에 소요되는 

노력은 특정 수리지질체계나 혹은 심의 상이 되는 문제에 한 더욱 완 한 

해석을 발 , 개발하는데 더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확보를 하여 모델 실증에 쏟는 노력은 실로 엄청

나다. 측 상 기간 10,000년은 측기간을 훨씬 과하는 상상을 월하는 기

간으로서 수리지질학에서 생각하는 historical matching방법은 거의 불가능한 기

간이다. 특히, 고 처분을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기본 인 상(과정)이 가

능성뿐만 아니라 운 되는 양상에 한 사항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에 

한 기본 인 이해만이 방어 가능한 설득력 있는 장기  측을 가능  할 것

이다. 

  Yucca Mt에서 10,000yr이상의 지질학 , 수리지질학  상에 한 측 실증 

모델의 부재에 한 Winograd(1990)의 지 에 의하면, 필요한 모델이 연구를 선

도하는데 요하고 필수 불가결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한 시험  처분장 부

지의 경계부를 배제하는데 요하고 필수불가결 할지라도 요구되는 모델은 쉽게 

실증할 수 없거나 혹은 아마도 교정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일반사회는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계속 으로 operational decisions를 계속 으

로 만들어 낸다. 이러한 결정들은 미래의 험성과  결과에 하여 단  

결정에 근거를 둔다. 방사성폐기물 처분도 마찬가지로서, 최종 해석․평가 단계

에서 사회는 제안된 사안에 하여 사려 깊은 단․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우리들은 사회가 기 제안된 사실들이 합리 이라는 사실을 과학계로부터 책임 

있는 consensus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우리들이 취 하는 모델

들이 어떻게든 실증되었고, 더욱이 련 문제들이 조사되고 불합리한 험을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 자신들에게 인정하고 확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만약 모델들이 실증될 수 없다면, 왜 이러한 일련의 행 들이 계속 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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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한 그 유용성에 한 의문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임계해석(critical analysis)을 한 도구를 제공하고

  (2) 시나리오를 구축하는데 유용

  (3) 합리  사고를 유도하고, 이들의 합리성에 한 시험 구상 가능 

  (4) sensitive parameter를 지시

  (5) 향후 조사계획에 한 방향 제시

  (6) 시험 가설을 한 요한 실험의 구상

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서

  (1) 다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는 새로운 견해(통찰력)를 제공하며

  (2) 문가  단력을 더욱 리하게 하고

  (3) 궁극 으로 폐기물 처분과 련하여 과학 인 문가의 단을 가능  한

다.

  모델의 측 능력(성능)을 시험하는데 흔히 행해지는 방법은 교정이나 역사  

기록일치법(historical matching)으로서 평가(최  특성 평가)된다. 이는 모델의 

신뢰성을 제한 으로 표 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한편, 실증과 검증의 용어는 지

하수 과학에서 미미한 의미를 갖는다. 이 용어는 모델 성능에 한 잘못된 선입

견을 갖게 된다. 모델링의 과정에 있어서 보다 의미 있는 표 으로서 model 

testing, model evaluation, historical matching, parameter estimation, confidence 

building 등으로 표 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므로써 복잡한 수리지질체

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모델 측으로서 잘못된 confidence building으

로부터 벗어나게 해  것이다. 

  측은 사업수행으로 있게될 응력(stress)에 하여 지하수 시스템의 반응

(response)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일반 인 환경 향조사에서 모델이 용되는 

기본 목 이다.  모델은 실제상황에서는 흔히 상상할 수 없는 외 요인에서 지하

수체계의 반응도 상할 수 있다는 에서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조사 상 지역에서 도출한 정보가 연 평균치나 는 어느 한 시 에서 측

정한 수문변수(지하수, 하천의 수  등)의 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수 

모델에서 향 측에 한 비 을 강화하여야 하고, 모델은 코드 선택의 문제

보다는 코드의 응용방법에 비 을 두고 근하여야 한다.

  지하수시스템에 한 모델링은 단순히 몇 개의 표 인 변수값을 로그램에 

입력시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지역의 지형, 지질, 기상, 수리, 수문 등에 

한 정보를 취합하여 이들 정보를 모델에 반 시킬 수 있는 직 과 경험이 필

수 이다. 한 지하수 모델에 하여 어느 정도의 문성을 갖추기 해서는 지

질 반과 수치해석 뿐 아니라, 수리지질학(지하수학), 지하수 오염론, 지하수 유

동  오염물질 이동 모델링 등의 과목들을 성공 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

나, 국내에는 이러한 교과과정을 갖춘 교육기 이 아직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있

다 하더라도 모두 최근에야 그 체계를 갖춘 것들이다. 따라서 지하수모델이 지하

수환경 향평가에 히 용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교육기 과 연계

된 문가 양성 로그램과 이미 장에 진출한 담당자들의 재교육 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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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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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시추공별 투수성단열의 빈도, 틈  수리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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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Summary of methods of estimating net recharge over a region

M ethods W ater tab le rise
D ischarge 

from b asin
Inverse methods Transit time model M ix ing cell models

Applicability

-Unconfined, unstratified,

 underexploited 

 aquifer(distinct recharge 

 seasons or events)

-GW system: well 

 defined boundries & 

 outflow points

-Simple GW systems: 

steady state, distinct 

recharge areas

-Small GW systems:

 single recharge source

-Small or 

underexploited GW 

systems:

Accuracy

-Poor to reasonable -As good as 

 knowledge of system, 

 accuracy of outflow

- ? -Poor to reasonable -?

Data 

requirements

-Hydrogeological 

 conceptual model,

 specific yield, pumping 

 & other outflows,

 GW hydrographs

-Outflow data: 

 boreholes etc.

-Hydrographs, specific 

 yield(not steady state)

-Conceptual model

-Mathematical model

-Spatial pattern of K

-Detailed GW head 

map

-Input & output 

 concentration of tracer 

 over flushing time of 

 aquifer

-Conceptual model

-Input & spatial pattern 

of tracer concentra- 

tions

Ease of use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

 (outflow data)
-Difficult -Reasonably simple

-Mod.～difficult 

-Computer skill required

Type of 

estimate

-Areal average for 

period of hydrograph

-Long term average

 (whole aquifer)

-Long term average at 

each node

-long term areal 

 average

-Long term average 

 at each node

Costs -Depends on ob. wells
-Low(if existing data)

-Mod.～high

-High: specialized skills 

required

-Low: data already 

  collected
-Moderate

Time 

required

-Analysis: short

 data collection: long

-Analysis: short

 data collection: long

-Mod.: 3～12MM

 (collected data 

existed)

-Short: data already 

 collected

-Long: input/output 

 must be measured

-Mod.: model develop 

& calibration

-Long: field data must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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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Comparison of methods of estimating precipitation recharge

M ethods L ysimeter
S oil moisture 

b udgeting

N umerical modeling of 

unsaturated z one

F ield-data b ased 

D arcian methods

Tracer p rofiling

methods

Applicability

-Any 

construction

 feasible site

-Humid, temperate or 

 irrigated area with 

 soil

-Isotropic soil layer

 (no cracks, swelling 

 clays, root channels...)

-Special cases
-Un-/saturated, Single

 flow mechanism

-Steady state

-Enough recharge

Accuracy

-Good -Mod～poor(semi-arid)

 worse(arid)

-Calibration 

-Theoretically good

 (Must be calibrated)

-Poor～mod: unsaturated

-Mod～good: 

          under GWT

-Mod～Good

Data 

requirements

-All collected 

on site

-Daily meteorological 

 data, vegetation & 

 cropping pattern

-Daily meteorologic data

-Soil properties(K-P-θ)

-Calibration data(θ, P, 

 GWL)

-Soil properties(K-P-θ) -Input history: 

  envirnmental tracer

-Profiling of tracer & 

 soil

Ease of use

-Careful 

supervision 

 for construction

-Simple arithmetic

-Research tool usually

-Time consuming

-Difficult(data, operation)

-Fairly simple -Chloride profiling: 

   fairly simple

-Expert & equip.

Type of 

estimate

-Point value &

 short term

-Point value, or 

 estimate for 

 homogeneous zone

-Instantaneous point value -Point values -Point value

Costs

-High for 

installation

 and monitoring

-Low if data already

 available

-High in manpower, data -High: installation & 

       monitoring

-Mod～high: tracers

Time 

required

-〉1yr

(arid/semi-arid:

〉5yr)

-Rapid: data available

 otherwise several yrs

-1～6month(data, tech.)

-6～24month(if not)

 〉1yr

 (arid/semi-arid:〉5yr)

-Mod: one wet season 

& possibly several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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