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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광섬유센서케이블을 이용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감시관리시스

템 운영 결과 및 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다양한 유형의 인공 시설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 가지 자연 및

인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장기간 영향을 받을 경우, 시설물의 변형·변질을 초

래하게 되어 시설의 초기 성능의 저하 또는 궁극적으로 원래 기능을 상실하

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반함몰, 침하 및 산사태/사면붕괴 등 심각한 자연재해

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파국은 초기에는 조그마한 변형·변질

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시설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필요로 하는 특

정 시설이나 구조물에는 2차원, 3차원적 변형특성을 실시간 계측, 평가하기

위해 특정지점에 적절한 센서를 설치해서 감시·관리하고 있다. 한편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허가 심사과정에서 공동의 경우 매 50m 간격으로,

그리고 지반이 취약한 구역에는 보다 조밀한 간격으로 지반변위 감시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변위계측기

(strain gauge) 및 온도계측기를 이용한 계측기록을 분석 평가하여 관리하하

도록 SRP (Standard Review Plan)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대상 시설 및/혹은 지반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즉,

l 여러 개소의 측정지점에서 동시측정의 필요성,

l 센서가 설치된 매 지점을 직접 확인하고 수치를 기록

l 개별 센서 사이 구간에 대한 변화특성의 계측 필요성

l 또한,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개별 센서의 수에 해당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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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큼의 전원공급 및 측정자료 송수신용 회선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효율성 저하,

l 개별 센서의 수가 증가할 경우 유지관리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광

섬유케이블 자체를 센서로 활용하여 광섬유센서케이블(optical fiber sensor

cable)을 감시관리 대상 구조물에 대해 매 0.5∼1m 간격으로 필요한 전 구간

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년 간의 감시관리 결과를 통해

유용성을 확인코자 하였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대상시

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내

에 위치하는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로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실시간 감시관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하였다(2008년 1월). 이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광섬유센서케이블

(Optical Fiber Sensor Cable)을 KURT 터널 단면의 천정부 좌우측 모서리

부분을 따라서 설치하였다. 설치 구간의 연장 길이는 터널 입구 좌측으로부

터 우측벽면 지점까지 벽면을 따라서 한 개의 광섬유센서케이블로 연장 포

설한 형태이다. 여기서는 최초 설치 시점인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온도 및 변형률에 대한 감시관리 결과를 정리 및 분

석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하는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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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터널 내 벽면과 주변 사면의 지반변위 및 온도

변화를 실시간 감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년여 동안 감시 관리한 결과

터널 벽면의 쇼크리트의 균열이나 혹은 벽면 변위 등과 관련 한 뚜렷한 징

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터널 내에 투수성단열

(대) 분포 구역의 지하수의 누출 지점을 중심으로 벽면에서 완만하게 변형의

크기가 증대되어가는 경향을 보이나 그 크기는 미약하다. 하지만 계속적인

지하수에 의한 포화-습윤-건조 등의 순환현상이 반복되는 구간이나 포화상

태에 있는 구간은 점진적으로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광섬유센서케이블을 이용한 KURT의 터널 벽면의 균열변형 및

붕괴/낙반사고를 사전에 감지와 함께 암반 내 지하수위의 등락 현상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은 정착단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실시간 온도 및 변형률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나 구조물이 존재한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

는 보편적인 측정 개념은 점계측(Point sensing)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

근의 추세는 분포개념에 의한 계측기술(Distributed sensing)이 점차 확대 보

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적용 사례를 토대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

한 시설이나 구조물에 대하여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이

해가 요구된다.

이 감시관리시스템의 기능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장의 감시관리

에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며, 원격으로 실시간 자동감시관리가 가능하여 터널

내에서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격소화시설과 연동시킬

경우 특정 지점에 국한하여 선택적인 화재 제어 기능으로 확대시켜 발전시

킬 수 있다. 또한 실내 공조시스템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시스템의 기능은 복잡한 구조를 갖는 플랜트시스템의 구조 변형

은 물론 장대 구조물과 고층빌딩, 대형선박, 장대 교량, 댐과 송수관로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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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 등의 안전 유지상태 및 누수 등의 감시관리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온

도 변화 감시관리 기능은 문화재와 같은 목재건조물에도 시설의 특성을 고

려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VI -

SUMMARY

Ⅰ. Project Title

Operation and Analysis on the Monitoring System of Strain of

Tunnel Wall and Temperature Variation for KURT using Optical

Fiber Sensor Cabl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would be able to aware and predict some phenomena as an

advance notice at the tunnel wall including the shotcrete

fragmentations as well as fracturing of rockmass before rock fall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Mainly with afterwords it accomplished same contents with the

center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Optical fiber cable, as a sensor, was attached and installed at the

tunnel wall of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in

order to monitor the stability over time. This monitoring system

have two types of function to observe and measure including strain

and temperature variation based on the distributed sensing

techniques for not point sensing where the sensor cabl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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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ed. By using this system, it could be supported to know a

displacement or deformation showing a strain value with the range

from 20 to 28,000 , which would be converted with the range

from 0.02㎜/m to 28㎜/m and cover 30km with every 1m interval in

minimum. In temperature, it also could be possible to notify a

temperature variation for every 0.5m interval with 0.01℃ resolution

in minimum within the range of -160～600℃according to the cable

types.

Ⅳ. Result of Project

With after words it will be able to present a same research

result.

Based on the results of two years monitoring from Jan. 2008 to

Nov. 2009, there is no significant displacement or movement at the

tunnel wall of KURT. However, the cumulative volume of total

strain level shows the mild increasing pattern as time passes

comparing the result of reference data, which was firstly measured

in Jan. 2008. Especially, the strain level of several points, where

have been being affected by saturation and de-saturation phenomena

due to groundwater fluctuation, would be increased smoothly with

the comparison of the other part of the tunnel wall, but not larg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Besides it would be also applicable to a monitoring system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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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fe operation of various kinds of facilities having static and/or

dynamic characteristics under the conditions with physical and/or

thermal load, such as chemical plant, pipeline, rail road, huge

building, long and slim structures, bridge, subway and vessel.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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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언

모든 유형의 공학적 시설이나 구조물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상,

지표·지하의 수문환경 변화 및 지진동 등 여러 가지 자연 및 인위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 요인들에 의해 장기간 영향을 받을 경우, 시설

물은 변형·변질을 초래하게 되어 시설의 초기 성능의 저하 또는 궁극적으로

원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반함몰, 침하 및 산사태/사면붕괴

등 심각한 자연재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파국은 초기에는

조그마한 변형·변질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시설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를 필요로 하는 특정 시설이나 구조물에는 2차원, 3차원적 변형특성을 실시

간 계측, 평가하기 위해 특정지점에 적절한 센서를 설치해서 감시·관리하고

있다. 한편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허가 심사과정에서 공동의 경우

매 50m 간격으로, 그리고 지반이 취약한 구역에는 보다 조밀한 간격으로 지

반변위 감시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방

안으로 변위계측기(strain gauge) 및 온도계측기를 이용한 계측기록을 분석

평가하여 관리하하도록 SRG (Standard Review Guidelines)에 규정하여 시

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9; Table 1-1). 하지만 관리대상 시

설 및/혹은 지반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

착할 수도 있다. 즉, 여러 개소의 측정지점에서 동시측정의 필요성, 센서가

설치된 매 지점을 직접 확인하고 수치를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 개별 센서

사이 구간에 대한 변화특성의 계측은 불가능 등,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또한,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개별 센서의 수에 해당하는 개

수만큼의 전원공급 및 측정자료 송수신용 회선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효율성 저하, 개별 센서의 수가 증가할 경우 유지관리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광

섬유케이블 자체를 센서로 활용하여(optical fiber sensor cable: 광섬유센서

케이블) 감시관리 대상 구조물에 대해 매 0.5∼1m 간격으로 필요한 전 구간

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년 간의 감시관리 결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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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분야

감시
항목

감 시 내 용 감시 장소 및 지점 감시 주기 비 고

지질
공학

사면
산사태

·자연/인공사
면
·토괴/암괴 붕
괴, 응력변형,
변위

·각 절취사면: 1지점
·자연사면: 1 지점

· 건설 /운
영 중 연
2회(동/하
절기)

·부지특성 고려
설정

지반
변위

·공내 변위,
첨단침하

·동굴연장 10~50m
당 1지점

·지반조건
에 따라
신축 조정

·공동규모 및 지
반조건에 따라
신축적 조정

·지중변위 ·동굴연장 200~300m
당 1 지점
·측점 수: 4~6개/1
지점

·지반조건
에 따라
신축 조정

·공동규모 및 지
반조건에 따라
신축적 조정

Table 1-1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허가 심사를 위한 SRG(Standard

Review Guidelines) 중 인공시설 및 지반변위 감시관리 관련 주요 내용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대상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내에 위치하는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로서(한필수, 2005), 본 시설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실시간 감시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2008년

1월). 이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광섬유센서케이블을 KURT 터널 단면의 천

정부 좌우측 모서리 부분을 따라서 설치하였다. 설치 구간의 연장 길이는 터

널 입구 좌측으로부터 우측벽면 지점까지 벽면을 따라서 한 개의 광섬유센

서케이블로 연장 포설한 형태이다 (김경수외, 2009). 여기서는 최초 설치 시

점인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측정한 자료를 토대로 온도 및 변형

률에 대한 감시관리 결과를 정리 및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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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방법 및 KURT 주변 환경 특성

2.1 광섬유센서 계측기술 근본원리

광섬유센서케이블을 통하여 폭이 좁은 레이저파 신호(laser pulse)를 보

내면 케이블 내에서 레이저파 진행방향의 전후에 산란(scattering) 현상이 발

생한다. 이때 광섬유센서케이블이나 주변 환경에서 온도, 변형, 압력 등에 변

화가 발생하면 Rayleigh scattering, Raman scattering, 및 Brillouin

scattering 등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산란현상이 나타난다 (Fig. 2-1; Parker

et al., 1997; 김중열, 2007).

Fig. 2-1 Principles of temperature and strain measurement using the

optical sensor cable (김중열, 2007)

Rayleigh 산란은 큰 진폭을 갖고 케이블 주위 밀도변화와 연관되며 파장

변화는 없으며 주로 통신용으로 활용된다. Raman 산란은 레이저파 진행 방

향의 전·후방에서 케이블 주변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아 산란현상이 발생

한다. 후방-Raman 산란(stokes) 현상은 온도변화에 무관하지만 전방산란

(anti-stokes) 범위의 Raman 산란은 온도변화에 따라 진폭이 상이하게 나타

나서 후방산란과 전방산란의 산란조도(intensity)를 분석함으로써 케이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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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의 온도 분포 변화 특성을 알 수 있다.

한편 광케이블에 빛을 보내게 되면 광파(light waves)만이 전달되는 것

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음파(sound waves)가 발생하는데, Brillouin 산란은 이

광파와 음파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 Fig. 2-2와 같이 Brillouin

산란도 후방산란과 전방산란 범위의 파장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원래 광케이블을 통해 보낸 빛의 색과 다른 색을 띄고 온도, 변형률 및 압력

과 같은 외부 영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Fig. 2-2와 같이 케이블 주변

의 온도가 변하면 후방산란과 전방산란 신호의 진폭이 변하고 변형률이 변

하면 주파수 특성이 변하게 된다.

Fig. 2-2 Offset ranges of Brillouin frequency from center frequncy

(김중열, 2007)

Brillouin 산란 현상은 온도 및 변형율에 대한 분포개념의 측정기법인

DTSS (Distributed Temperature and Strain Sensing) 시스템의 핵심이 된

다. 분석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분석기법 개발을 촉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Brillouin 산란 신호로부터 별도로 온도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

록 그 분해능(약 0.5℃)이 Raman의 것(약 0.01℃)에 비해서 낮으나 온도변화

에 따라 반응하는 매질 자체의 변형률 특성의 교정을 위해서 유용한 자료이

다. 또 Brillouin 산란 신호 전체에 대한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변형률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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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10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측정값에 온도 교정이 이

루어지면 변형률 분해능은 20에 이르게 된다.

현재 DTSS 측정기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변형률에 대한

온도교정 여부에 따라 그 분해능의 수준이 차별화된다 (Table 2-1). 특히

dynamic distributed strain은 비록 그 측정거리가 최대 5km 이내로 짧고 또

한 분해능이 30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0.1초 정도의 대단히 짧은 시간 간

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측정 기법은

무엇보다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구조물의 동적변형률 측정을 가능하게 되었

다 (김중열, 2007).

Measurement Type Strain 
Resolution

Estimated 
Measurement 

Time

Measurement 
Range

Distributed strain 
(non-compensated)

10  20 minutes 10 km

Temperature compensated 
Distributed strain

20  20 minutes 10 km

Dynamic Distributed strain 30  10 Hz 5 km

Table 2-1. Strain measurement methods of DTSS

2.2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초기화

KURT의 터널 벽면 및 입구 주변 사면의 변형특성(변위의 위치, 크기

등)을 계측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광섬유

센서케이블을 설치하였다. 터널 내 설치 위치는 터널 단면에서 응력집중이

가장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터널 단면 좌우 모서리 부근에 터널입구

로부터 내부를 향하여 좌우측 벽을 따라서 에폭시로 고정시켜 한 줄로 설치

하였다 (Fig. 2-3). 설치 총연장 규모는 650m이며, 효율적인 감시관리 및 자

료 해석을 위하여 터널 진입방향을 기준으로 총 10 개 section으로 구분하였

다 (Table 2-2). 각 section의 구분은 터널구조와 방향 등을 고려하여 형태적

특성에 근거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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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Monitoring sections installed the optical fiber sensor cable at

KURT (김경수, 2009a)

Section 누적거리(공사기준) 터널내 표시 기준

Sec-01 sta.0+030∼sta.0+057 터널 입구 진입도로

Sec-02 sta.0+057∼sta.0+075 터널 입구 진입도로

Sec-03 sta.0+075∼sta.0+135 sta.0+000∼sta.0+060, con'c 라이닝 45m

Sec-04 sta.0+135∼sta.0+140 회차구간,

Sec-05 sta.0+140∼sta.0+235 sta.0+065∼sta.0+160

Sec-06 sta.0+235∼sta.0+240 sta.0+000∼sta.0+060, 연구모듈-1, 좌측

Sec-07 sta.0+240∼sta.0+255
sta.0+060∼sta.0+102, 정면 막장 구역, 배

수장

Sec-08 sta.0+235∼sta.0+240 sta.0+102∼sta.0+170, 연구모듈-2, 우측

Sec-09 sta.0+125∼sta.0+240
sta.0+045∼sta.0+160, sec-05와 역방향, 우

측벽

Table 2-2 Installation sections of the optical fiber sensor cable for the

monitoring system at KURT

Sec-01 및 -02 구간은 실제 터널 입구 외부의 진입도로에 해당한다. 공

사시점부터 누적거리로 가늠해 볼 때, 실제 터널입구는 sta.0+70 부터이며 이

구간은 sec-03의 시작 지점에 해당한다. 특히, sec-03의 입구영역 약 45m 구

간은 콘크리트 라이닝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모든 구간의 좌우측 및 천정 벽

체는 발파 후 절개면의 표면에 직접 숏크리트로 처리되어 있다.

Sec-04는 건설중 공사차량의 회차 구간으로 활용한 구역으로서 현재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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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변형 계측기기와 극저준위방사선 계측 설비가 위치한다. 또한 KURT 주변

의 미소진동계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감시 관리하고 있으며 모니

터로 확인 가능토록 하였다 (김경수 외, 2009b).

Sec-05와 -09는 터널 진입방향으로 서로 좌우 대칭이 되는 구간으로서,

상대적인 특성을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Sec-09의 누적거리는

터널입구로 진행할 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 계측치는

sec-05와 반대 방향으로 도시하여 대비시켰다.

Sec-06 및 -08은 각각 좌우 연구용 모듈에 해당한다. Sec-07은 터널 진

입 방향 정면 막장에 해당하며, 좌측 가장자리에 배수펌프장이 위치한다. 마

지막 구간 sec-10은 sec-09의 종단지점의 터널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에

다시 터널진입 방향으로 연장 설치하여 터널 상부(sec-05 및 -09)에 대비시

켜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온도 변화에 초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한편, 광섬

유센서케이블은 터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사무실 내에 화상시연시스

템으로 연결하여 원격감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KURT 공동 내에 광섬유센서케이블 설치 후 최초 변형률 계측치를 기준

으로 초기화(2008년 1월 15일) 하였으며, 이때의 값을 기준으로 정하고 후속

계측 값을 초기 값에 대비ㆍ반영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른 변형의 누적 절

대 크기를 초기값 대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김경수 외,

2009a).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 변형률에 대한 계측 결과치는 광섬유센서케이

블의 온도변화에 의한 자체 변형률을 반영하여 계산한 누적 변형률의 최종

값이므로 구조물 자체의 변형 규모를 절대 값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형률의 계측 간격은 매 1m 간격으로, 온도 계측은 매 0.5m 간격으로 계측

하여 각각 처리·정리하였다.

2.3 KURT 주변 단열분포 특성

KURT 주변 단열의 분포 특성은 시추조사공(경사공) 자료와 터널 굴착

단계에서 매 발파시점 별로 터널 막장의 단열분포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하

였다 (박경우외,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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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Fracture pattern in 3-D and 2-D of main

fractures(zones) around KURT based on the

horizontal drilling and tunnel wall mapping

during excavation works.

조사 기록된 전체 단열에 대한 방향성을 스테레오망에 투영한 결과 동-

서, 남-북 및 북서-남동 방향의 고경사 단열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Fig. 2-4). 단열에 대한 공간분석 결과 KURT 주변에 분포하는 단열의

간격(spacing)은 대수정규분포 특성을 보이며, 0.3m를 기준으로 급격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암맥과 단층(대)는 남-북방향으로 고경

사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남-북방향의 고경사 단열대/

단층과 동-서 및 남동-북서 방향의 소규모 단열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

된다 (박경우외, 2009a).

2.4 KURT 주변 수문 특성

2008∼2009까지 2년간 KURT 주변 강수 특성은 대전기상대의 강수 자료

를 이용하여 정리, 수록하였다. 대전지역의 2008년 연평균 강수량은 865.1㎜

로서 2009년의 1,062.2㎜와 큰 차이를 보인다 (Table 2-3). 한편 지하수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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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08 45.3 9.1 29.1 34.4 59.2 37.9 249.4 260.4 94.0 15.2 17.3 13.8 865.1

‘09 14.0 25.6 67.2 32.4 138.6 122.0 388.2 115.4 45.8 25.8 50.0 38.8 1062.2

Table 2-3 Precipitation around Daejeon city(㎜)(Daejeon meteorological

station, 2008; 2009)

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일 약 20㎜ 이상의 강우 기록은 2008년에 12일,

2009년에는 18일을 기록하여 2009년이 2008년에 비하여 지하수함양에 기여

한 강수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Fig. 2-5).

KURT 내부로 유입하는 지하수량은 일일 일정시간에 각각 계측을 하였

다. 2008년 계측 일수는 297일이지만 2008년 1월 1일 계측치(8,155.75㎥)와

2008년 12월 31일 누적 계측 수량(19,555.19㎥)를 근거로 계측한 총 유입 수

량은 약 11,399.44㎥/년이며, 일평균 약 31.2㎥/일 수준으로 유입하였다 (Fig.

2-5). 2008년의 전반기 계측 수치는 기기의 운영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불규칙한 결과를 보이지만 후반기부터 일정하고 체계적인 계측

결과치를 보여주어 2009년에는 비교적 신뢰성 있는 계측 결과를 나타낸다

(Fig. 2-6). 2009년 총 9,657.84㎥/년으로 일 평균 약 26.5㎥/일의 유입량이 기

록되었다. 하지만 갈수기의 일평균 유입량은 20∼25㎥/일으로서 비교적 일정

한 유입량을 보이지만 우기에 들어서면서 일평균 30∼40㎥/일을 초과하여

2009년 7월 21일에는 83.58㎥/일에 달하는 최대 지하수 유입량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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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Precipitation around Daejeon city and inflows into KURT in

2009

Fig. 2-6 Precipitation and groundwater pressure at the tunnel wall of

KURT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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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감시관리시스템 운영 결과 및 분석

3.1 감시관리 현황 총괄

터널 내 광섬유센서케이블을 설치(2008년 1월) 후 2009년 11월까지 약 2

년 간, 총 9 개 시점의 관측 결과로부터 정리한 온도 및 변형률 변화 특성에

대한 계측 결과를 도시하였다 (Fig. 3-1; 3-2). 일부 지점에서 이상치를 보이

는 지점은 온도-변형률 변화 특성과 주변 자연환경 특성을 함께, 세부구역

별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터널 내에서 온도 변화 특성은 sec-01 및 02 영역에서와 같이 외부의 연

중 기온 변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입구 sec-03 및 09의 입

구측 영역은 13 ∼ 20℃ 범위를 보이며, 터널 내측에서는 15 ∼ 18℃로서 상

대적으로 작은 연중 변화를 나타낸다. Fig. 3-1 및 3-2에서 검은색 실선으로

도시된 결과가 최초 (2008년 1월 15일) 관측 치이며, 청색 점선으로 도시된

부분이 최근(2009년 11월 27일) 계측 결과이다. 대체로 온도이상대가 확인되

는 곳은 투수성단열대 혹은 지하수 누출 지점 부근에 해당한다. 좌우대칭 구

Fig. 3-1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the tunnel wall of KURT

(2008.1∼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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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train distributions at the tunnel wall of KURT

(2008.1∼2009.11)

역으로 대비되는 sec-05(좌측) 및 -09 구역(우측)은 전반적으로 sec-09가 상

대적으로 2 ∼ 3℃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지하수위가 터널 진행방향의

좌측(sec-05)이 우측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어 암반이 포화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이 많은 관계로 좌측 벽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다(Fig. 3-1). 온도 변화 특성을 크게 우기 (하절기: 5월∼9월) 및 건기 (동

절기: 10월∼4월)로 구분하여 볼 때, 하절기는 15∼20℃까지 범위를 보이나

높은 온도는 동굴입구 인접한 영역으로서 외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다. 동절기는 13 ∼ 17℃의 범위를 보인다.

변형률 특성은 특정 지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센서케이블이 설치된

전체 구간에서 2,000με (2.0㎜/1m) 범위 내에서 변위를 나타내었다 (Fig.

3-2). 검은색 실선으로 도시된 최초 계측치에 대비하여 이후 감시관리 결과

처리 시 이 값을 반영하여 변화특성을 분석하였으며, (-) 부호는 변위의 상

대적인 방향성을 나타낸다. Sec-03 구역의 대부분은 콘크리트라이닝 구간으

로서 변형률의 변화 폭이 좁게 나타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가 민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터널 내부로 진입할수록 변위의 누적 크기는 점차 증대

하여 -1000∼3,000με (-1.0∼3.0㎜/1m)의 변화 범위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

하수 유동현상이 나타나는 단열대 분포 지점 부근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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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Strain distributions at the Sec-03 of KURT

진적으로 변형이 증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광섬

유센서케이블 및/혹은 숏크리트 재료 등 주변 매질 자체의 변형특성을 반영

한 결과로 추정된다.

3.2 Sec-03

Sec-03의 광섬유센서케이블 설치 구간은 터널 입구 라이닝 45m 구간과

나머지 숏크리트 구간 등 총 60m로 구성된다. 실제 sec-03 구간은 sta.0+075

부터 시작하는데, 터널 내에 표기된 거리는 이 지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조정

ㆍ표기되어 있다 (Table 2-2). 최초 계측치는 2008년 1월 15일에 측정한 것

으로 (Fig. 3-3)에서 검은색 실선으로 도시한 부분이며, 이 값을 최초 기준치

로 설정하고 이후 경과 시간에 따른 계측치의 누적 변위 크기에 대한 상대

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최초 설치 후 2년 여 경과된

종료 시점(2009년 11월)까지 총 누적 변위량의 변화 범위는 -800∼1000με(≒

1.8㎜/m)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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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큰 변형률 특성을 보이는 지점은 sta.0+122 부근으로서 콘크

리트 라이닝 벽체가 끝나고 쇼크리트 뿜어 부치기 시공한 터널 벽면과의 경

계부에 해당하는 지점이다(Fig. 3-4). Sta.0+122 지점의 변형률 변화 폭 증가

지점은 Fig. 3-5의 온도 변화 이상대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 해당한다. 이 지

점은 터널의 굴착면과 라이닝의 접촉면에 포설한 토목섬유가 일부 노출된

구간으로서 토목섬유 자체의 계절적 수축-팽창(-800∼1000με)으로 인한 결

과로 온도와 변형률 변화의 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3-6; 3-7).

Sta.0+90 부근의 온도 차가 나타나는 지점은 터널입구에 출입문을 경계로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낸다(Fig. 3-5). 온도 변화는 대기중 온도 변화와

관련 지울 수 있지만 우기에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벽면의 변형

과 연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변형률 변화 폭, -500∼500μ

ε을 감안할 때, 벽면 자체의 변위라기 보다 온도변화에 의한 재료의 단순 수

축-팽창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4 The boundary between lining and shotcrete in

Sec-03 (sta.0+122: about 50m apart from the tunnel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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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the Sec-03 of KURT

Fig. 3-6 The strain variations as time goes by in each specified point at

the Sec-03 of K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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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The temperature variations as time goes by in each specified

point at the Sec-03 of KURT

3.3 Sec-05

Sec-05 구간은 터널 입구 약 65m (sta.0+140) 지점부터 연구용 모듈-1 구

간 (sec-06) 시작 지점까지 약 100m에 구간에 해당한다(Table 2-2; Fig.

2-3). 이 구간은 터널 벽면이 전체가 숏크리트로 처리되어 있으나 처리된 벽

면은 발파면의 표면 굴곡으로 요철이 심하다.

계측기간 동안 온도 변화 범위는 13.5∼19.5℃로서 계절에 따른 영향 범

위를 보이며, 터널 진입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는 2∼3℃ 이내로 큰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Fig. 3-8; 3-10). 이 구간은 터널입구 주변의 13.5∼19.0℃

의 변화 폭에 비해서 연중 온도 변화는 16.5∼19.5℃ 범위로서 상대적으로

좁은 변화폭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 지점은 터널 내부에 위치하므

로 비교적 작은 온도 변화 범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sta.0+183

및 sta.0+200 ∼ sta.0+204 구간에서 온도 이상대가 확인되며, 이 지점은 변

형률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지점과 일치 한다(Fig. 3-9). 특히

sta.0+200 ∼ sta.0+204 구간은 sec-05 구간에서 가장 큰 3,150με(3.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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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the Sec-05 of KURT (2008.

1∼2009. 11)

Fig. 3-9 Strain distributions at the Sec-05 of KURT(2008. 1∼2009. 11)

누적 변위를 나타내었으나 다시 1,900με 수준으로 수축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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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The temperature variations as time goes by in each point at

the Sec-05 of the KURT (2008. 1∼2009. 11)

일반적으로 건조상태의 암반매질 구간에 비해서 지하수로 포화된 투수성

단열대 분포 구간이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 폭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sta.0+200∼204 구간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형률의 크기가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3-11). 2008년 7월 계

측 결과부터 변형률의 변화는 이상대(anomalous zone)의 수가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상대는 지하수 누출로 인한 현상이라 생각되며 온

도분포 변화에서도 그러한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sta.0+183 및

sta.0+214 지점 주변에서도 시간 경과에 따라 미약하나마 누적변형 크기가

점진적으로 증대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지점은 2008년 12월 이

후, 뚜렷한 변형률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초기 계측 값을 기준으로 할때

1,000με(1.0㎜/1m) 범위 내에서 완만한 신장-수축 변화 특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 지점에서 이상 현상은 지하수의 누출로 인하여 광섬유센

서와 함께 숏크리트 표면이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12A; 3-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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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The strain variations as time goes by in each specified

point in the Sec-05 of KURT (2008. 1∼2009. 11)

A) Sec-05(sta.0+175) B) Sec-05(sta.0+205)

Fig. 3-12 Tunnel walls at the (A) sta.0+175 and (B) sta.0+205 in the Sec-05

of K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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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ec-06, 07 및 08

Sec-06, 07 및 08 구간은 연구 모듈이 위치하는 구간으로서, 별도의 누

적거리 체계를 설정하였다. 즉, sec-06에서 sec-08까지 sta.0+0 ∼ sta.0+170

에 이르는 약 170m의 구간에 대하여 장기 계측을 실시하였다 (Table 2-2;

Fig. 2-3). 이 구역은 KURT 터널의 막장 영역에 해당하며, 연구용 시험 설

비 또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Sec-06은 터널진행 방향에 대하여 좌측에 위치하는 모듈로서, 수리지질

및 지구화학 분야의 연구용 모듈이다. 10°∼20° 경사로 설치한 준수평 방향

의 시험공에서 취득한 주변 지하수 압력은 연간 10∼15m 범위의 수두를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구간 중 지하수 누출현상이 확인되지 않

는 암반 구간은 14.5∼18.0℃, 지하수 누출 구간은 17.6∼19.5℃의 연중 온도

변화 폭을 나타낸다 (Fig. 3-13). 이에 비해서 연중 온도 변화 범위는 2∼3℃

범위 내에서 거의 일정한 변화 폭을 나타낸다. 지하수 누출 현상은 연간 지

속적으로 일정한 양의 수준을 보인다. Sec-06 및 07의 경계 지점인 모서리

구간에서 이상치가 관찰되지만, 이 지점은 광섬유센서케이블의 설치 시 설치

케이블간 중간 연결지점으로서 여분의 케이블이 에폭시로 고정되지 않고 대

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광섬유센서케이블 최초 설치 당시 각 지점의 변위 측정 및 기준치는 Fig.

3-14에서 검은색 실선으로 도시하였다. 각 지점의 초기 변위 수준은 거의 동

일한 수준이었으나, 약 2년여 시간이 경과한 현재 약 1,500με(1.5㎜/1m)에 달

하는 누적 변형률이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Fig. 3-15). 이 구간들의 변형률은 개략적으로 -1,000 ∼ 2,000με(-1.0∼2.0㎜

/1m) 범위에서 연중 변화하고 있지만, 각 지점 별 변화 범위의 폭은 약

1,000με(1.0㎜/1m)로서 계절별 변화 특성을 보이며 특이한 이상대는 관찰되

지 않았다 (Fig. 3-16). 다만 sec-06의 중간 지점에서 단열 틈으로 지하수가

상시 누출되고 있다.

Sec-07 구역은 배수펌프장이 위치하며, sec-08 구역은 뚜렷한 구조의

단열대 혹은 지하수로 포화된 특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열암반에서 열전달

특성 시험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관계로 약간의 온도 이상대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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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the Sec-06, 07 and 08 of

KURT (2008. 1∼2009. 11)

Fig. 3-14 The strain distributions at the Sec-06, 07 and 08 of KURT

(2008. 1∼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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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The strain variations with time in each specified point at

the Sec-06 of KURT (2008. 1∼2009. 11)

Fig. 3-16 The temperature variations with time in each specified point

at the Sec-06 of KURT (2008. 1∼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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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ec-09

이 구간은 sec-05 구간에 대하여 대칭인 터널 진행방향의 우측 벽면에

대한 특성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sec-05와 유사한 변화특성을 나타내지만

비교적 지하수위가 낮아서 단열구조와 관련한 온도변화 혹은 변형률 변화에

대한 이상대를 나타내는 구간은 확인되지 않았다(Fig. 3-17; 3-18). 온도 변

화는 15∼21℃ 범위 내에서 터널 입구측에서 15.3∼21℃ 터널 내측에서 16.5

∼18.5℃의 변화 폭을 나타내며, 양측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Fig.

3-17).

변형률은 최초 측정 시 기준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양의 방향으로 1,000μ

ε(1.0㎜/1m)의 규모까지 변형률 규모가 매우 완만하게 증대되는 경향에 있

다. 이 규모는 케이블 자체의 수축-신장 등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

된다 (Fig. 3-18; 3-19; 3-20).

Fig. 3-17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at the Sec-09 walls of KURT

(2008. 1∼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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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The strain distributions at the Sec-05 of KURT (2008.

1∼2009. 11)

Fig. 3-19 The strain variations with time in each specified point at the

Sec-09 of KURT (2008. 1∼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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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The strain variations with time in each specified point at the

Sec-09 of KURT (2008. 1∼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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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의 및 결언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하는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안

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터널 내 벽면과 주변 사면의 지반변위 및 온도 변화

를 실시간 감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숏크리트로 처리한 터

널 벽면의 균열변형 및 지하수위의 등락을 감시관리함으로써 터널 내 붕괴/

낙반사고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감시관리체제로

전환할 운영할 경우 화재감시 기능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매

월 1회 이상 계측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KURT에서 2년여 동안 감시 관리한 결과 터널 벽면의 쇼크리

트의 균열 등 벽면 변위와 관련 한 뚜렷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터널 내에서는 지하수의 누출현상으로 벽면의 누적된

변화가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변형의 크기가 증대되어가는 경향을

보이나 그 크기는 미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Fig. 4-1A; 4-1B). 하지만 계

속적인 지하수 의한 포화-습윤-건조 등의 순환현상이 반복되는 구간이나 포

화상태에 있는 구간은 점진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 Jan. 2008 B) Sep. 2009.

Fig. 4-1 The DTSS's strain distributions of the KURT in (A) Jan. 2008

and (B) Se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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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터널단면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인 좌우 상부 모서리 부분 전 구간에

대하여 누락된 구간 없이 감시관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감

시관리가 계속될 경우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광섬유센서케이블의 센서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케이블 전체가 하나의

센서 기능을 하는 분포개념 (Distributed sensing)의 온도 및 변형율 측정기

법으로서 기존의 특정지점 계측방법 (Point sensing)과는 확연하게 차별된다.

광섬유센서케이블을 이용한 분포개념의 측정 및 분석기술은 구조물의 특성

에 따라 선택적ㆍ탄력적 적용이 가능하여, 최소 매 1m 간격으로 총연장 30

㎞까지(최대 30,000개 센서) 하나의 운영체계로 감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변형특성의 계측 범위는 0.01㎜ 크기까지 변위 계측이 가능하

며, 변위 발생 위치와 변위가 진행하는 방향까지 계측 가능하다. 온도는 0.0

1℃ 해상도로서 계측 가능한 온도의 범위는 케이블 종류의 선택에 따라

-160～600℃ 범위까지 계측이 가능하며, 최소 0.5m 간격으로 측정이 가능하

다. 이로써 광섬유센서케이블을 이용한 KURT의 터널 벽면의 균열변형 및

붕괴/낙반사고를 사전에 감지와 함께 암반 내 지하수위의 등락 현상을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은 정착단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감시관리시스템의 기능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장의 감시관리

에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며, 원격으로 실시간 자동감시관리가 가능하다. 또

한 터널 내에서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격소화시설과

연동시킬 경우 특정 지점에 국한하여 선택적인 화재 제어 기능으로 확대시

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실내 공조시스템과도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시스템의 기능은 복잡한 구조를 갖는 플랜트시스템의 구조 변형

은 물론 장대 구조물과 고층빌딩, 대형선박, 장대 교량, 댐과 송수관로 및 지

하철 등의 안전 유지상태 및 누수 등의 감시관리에 적용 가능하다 [4][7]. 특

히 온도 변화 감시관리 기능은 문화재와 같은 목재건조물에도 시설의 특성

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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