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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장심도 시추공 정 수리시험용 Straddle-packer System 운용 기술

Ⅱ.  연 구 개 발 의  목   필요성

  재 국내의 지반조사 장에서 이루어지는 암반의 투수성 시험방법은 나공 상태

에서의 간이 수리시험이나 양수시험, 는 이 패커를 이용한 주입시험 등이 용

되고 있다. 이러한 행 시험법들은 시험조건 상의 문제 도 있지만 시험이론을 만

족시키는 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수성 자

료의 신뢰성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도의 정 성을 요구하는 고 폐기물의 처분기술개발을 해서는 심

부 자연방벽의 특성을 신뢰성 있는 수 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술 수 의 향상과 선진 연구기반 구축을 하여 선진국 수 의 

정 한 수리시험 장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Ⅲ.  연 구 개 발 의  내 용   범

  장심도 시추공에서 안정 인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심부 암반의 수리특성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정 한 수리시험 장비를 구축하기 하여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을 통하여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장심도(1,000 m) 수리시험장비를 제작하 다.

  본 기술보고서에는 시험장비의 설계 개념  기본 요건, 시험장비의 제작, 각 부

품의 기능, 장에서의 시스템의 운용 차, 그리고  상세 설계도면, 제품 사양서 

등을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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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 구 개 발 결과  

 

  본 연구의 결과로 구축된 심부 시추공에서의 정 수리시험 장비는 국내 장조사 

기술력의 획기 인 향상을 선도할 것이며, KURT에서 이루어지는 수리시험  방사

성폐기물 처분부지 특성평가에 직  용될 것이다. 부분 으로 미흡한 기능, 즉, 

정률계측장치, 정압주입장치, DAS 박스 등은 추후의 연구와 설계를 통하여 그 기능

을 확장할 계획이다.

  본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장심도 시추공에서 정 한 수리시험을 하고자 하는 연구

원은 반드시 본 기술보고서를 사 에 충분히 숙지하고, 장 매뉴얼로 활용하여야 

한다.

Ⅴ.  연 구 개 발 결과 의  활용 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장심도 정  straddle packer system은 국내에 최 로 

도입된 장비이다. 본 장비를 활용한 심부 암반의 투수성 평가 결과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KURT 시설부지를 심으로 수행 

인 선진 핵주기 처분시스템 개발과 안 성 평가, 그리고 천연방벽에서의 물질이동

특성 규명 연구와 근계 역에서의 공학 방벽의 복합  거동 특성 규명 연구에 

요한 역할을 하는 수리특성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선진 시험장비의 도입, 용으로 국내의 지반조사 기술수 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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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 m a r y

Ⅰ.  Pr oje c t  Tit l e

   Techniques for Field Operation of Straddle-packer System in Deep Borehole

Ⅱ.  Obje c t ive  a nd  Im p or t a nc e  of t he  Pr oje c t

  Currently, the conventional hydro-testing equipments are double packer system 

which is applicable to simple test, such as open hole slug test, constant injection 

and withdrawal test, and Lugeon test. This equipment consists of wireline for 

lift, PE tube for water injection or withdrawal, inflatable packer, packer tube, 

and test interval screen. Even though conventional equipment is suitable for 

medium to high permeable zone, the wellbore storage effect can effect the data 

quality and make long time for hydro-tes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hydro-testing tool for the 

qualified characterization of deep geological environments, especially for the 

hydraulic properties of rock formation. 

Ⅲ.  S c op e  a nd  Cont e nt s  of Pr oje c t

  This research project had been initia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advanced infra-structures in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The 

straddle packer system was developed for hydraulic characterization of geological 

formation using deep borehole.

  This technical report consists of design concept, basic requirements, function of 

each part, field operation procedures and techniques, detail design drawing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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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Ⅳ.  Re s ul t  of Pr oje c t

  The qualified hydro-testing tool, which is suitable for medium to low 

permeable formation, using large and deep borehole, has been developed. This 

tool will be applied for the research project on development of HLW disposal 

technologies and the site characterization activities of LILW disposal project. 

More specific parts for the enhancement of tool functions, such as constant rate 

controller, constant injection pump, DAS box, and trailor-based support 

laboratory, will be supplemented through the further design works.

  Prior to field operation using this hydro-testing equipment, every researchers 

should be well acquainted with this technical report.  

Ⅴ.  Pr op os a l  for  Ap p l ic a t ions

  A state-of-the-art test tool and trailer-based support laboratory have been 

designed and built to carry out straddle-packer testing at KURT facility site. The 

quality controlled hydraulic properties of rock mass formation will be provided 

for the HLW disposal system development, safety assessment, nuclide migration 

in natural barrier, and engineered barrier system development work.

  It is expected that this equipment and its technical contributions will enhance 

the domestic technical level in a field of sit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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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언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의 수리지질학  투수성은 처분시스템의 설계와 안 성 평

가에 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

하다. 재 국내의 지반조사 장에서 이루어지는 암반의 투수성 시험방법은 나공 

상태에서의 간이 수리시험이나 양수시험, 는 이 패커를 이용한 주입시험 등이 

용되고 있다 (Fig. 1.1). 이러한 행 시험법들은 시험조건 상의 문제 도 있지만 

시험이론을 만족시키는 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

에 투수성 자료의 신뢰성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Fig. 1.1 A schematic example of common used hydro-testing equipment  for site investigation.

  재 국내에서 일반 으로 용되고 있는 수리시험장비의 문제 은 첫째, 지하의 

패커 격리구간 내의 자연상태의 지하수압력  주입압력을 지표에서 계측한다는 것

이다. 즉, 시험구간의 압력을 계측하기 하여 시추공 내 시험구간에서부터 지표까

지 연결된 호스 말단부에 shut-in 밸 를 설치하여 밸 를 폐쇄 상태에서는 시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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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압력을 얻고, 개방상태에서는 호스에 부하되는 압력을 계측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시험장비가 갖는 지표 shut-in 밸  시스템 하에서는 시험 구간의 류효과 

향을 제거할 수 없다. 패커를 이용한 수리시험의 이론을 만족시키기 하여는 

shut-in 밸 를 상부 패커 직상부에 치시키고, 압력센서를 패커 내부에 키시키

는 것이 핵심이고,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만 수리시험 결과의 품질을 직 으로 향

상시킬 수 있다.  Shut-in 밸 를 지표에 두지 않고 시험공 내 상부패커 직상부에서 

개폐 작동하도록 함으로서 얻는 시험의 결과는 Fig. 1.2와 같다. 지표에 shut-in 밸

를 치하는 조건의 시험결과에서는 공내 류효과로 인하여 방사성흐름이 100 

시간 이후에 형성되지만, downhole 조건에서는 1 시간 정도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결과로부터 공내 류효과와 afterflow 기간의 시간을 효과 으로 

최소화함을 알 수 있다.

Fig. 1.2 Example of two well tests showing wellbore storage 

reduction with downhole shut-in valve. 

  두 번째 문제 은 시험구간의 압력은 원 치 격리구간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계측 

가능하여야 함에도 지표에서 line tube를 통해 달되는 시험구간의 back pressure를 

계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시험구간에 가해지는 stress에 의하여 유체의 압축

성에 향을 미칠 수 있고 한 line tube의 신축성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표에서 계측되는 back pressure 값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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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문제 은 상하부 패커와 암반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수 상과 시험구간

(P1)에서의 cross flow 상을 감시하기 해 하부 패커 아래(P1), 상부 패커  구간

(P3)에 한 압력도 동시에 계측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행의 장비로는 상기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서 패커의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에 한 

실시간 계측도 요구되고, 패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동 압력 유지

장치도 하다.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은 직경 3~4 인치 공경 내에 투입되어

야 하는 장비에 압력센서와 신호를 달하는 트랜스미터 등을 하게 장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네 번째 문제 은 패커시스템 부와 연결되는 튜 는 유체의 압력에 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기존의 시험장치에서는 wireline을 이용한 PE hose를 사용하고 있

다. 시험장치의 량이 가벼워진다는 장 은 있으나, 시험장치의 투입, 인양 과정의 

안 성, jamming 사고시의 장치의 회수성, 그리고 유체의 압축성 등의 측면에서 시

시험결과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안 성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고도의 정 성을 요구하는 고 폐기물의 처분기술개발을 해서는 선진국 수

의 정 한 장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기술  배경

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을 통하여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장심도(1,000 m) 수리시험장비를 구축하 다. 

  본 보고서는 2장에서 설계 개념  기본 요건, 3장은 제작  각 부품의 기능, 4

장에서는 장에서의 시스템의 운용 차에 하여 기술하 다. 기타 상세 설계 도

면, 제품 사양서 등은 부록에 수록하 다.

  본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장심도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연구원은 반드시 본 기술보

고서를 사 에 충분히 숙지하고, 장 매뉴얼로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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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험장비 설계

제 1   기술  배경

  Straddle-packer 시험장비는 기본 으로 두 개 는 그 이상의 팽창형 패커를 이

용하여 시추공 내의 시험구간을 격리 시키게 된다. 수리시험은 시추 작업 에 이

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 으로 시추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시행된다. 시추공에

서 이루어지는 수리시험은 보통 수리지질학 인 특성을 악하기 한 것이 주된 

목 이다. 특히, 투수성 매질 는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처분장과 같은 매질의 

투수성을 장에서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Bredehoeft and Papadopulos (1980)은 펄

스시험 (pulse test)을 설명하고 그 시험결과의 해석해를 제시하 다. Pickens et al. 

(1987)은 투수성 매질에서의 수리시험에 한 개 을 제시하 고 상세한 해석해를 

제시하 다. Roberts et al. (1999)은 미국 뉴멕시코의 Waste Isolation Pilot Plant 

(WIPP) 시설부지의 극 투수성 암염층의 지하터 에서 이루어진 수리시험 장치와 

해석방법을 발표하 다. Avis et al. (2009)은 정 한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최근 캐

나다 Bruce 부지 ( 폐기물 처분부지)에서 6개월에 걸쳐 2 개의 시험공에서 

47회의 수리시험을 시행하 으며, 오도비시안 투수층의 수리 도도는 10
-14

 ~ 10
-13

 

m/s인 것으로 평가하 다.  

  형 으로, straddle-packer 시험장치는 시험공에서 두 가지 형태의 수리시험법, 

즉, 펄스시험과 순간충격시험 (slug test)에 이용된다. 순간충격시험에서는 시험구간

내의 지하수가 거의 순간 인 주입이나 배출에 반응하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연결 

튜  내에서의 지하수  상승 는 하강되는 변화를 기록하게 된다. 펄스시험에서

는 완벽하게 격리된 시험구간에서 순간 인 압력의 변화 (shut-in)에 반응하는 지하

수압력의 변화를 기록하게 된다. 순간충격시험은 10
-6

 ~ 10
-9

 m/s 범 의 수리 도

도를 갖는 매질에 합한 시험법이다. 반면에, 펄스시험은 10-10 m/s 이하의 투수

성 매질의 평가에 유용한 시험법이다. DST (drill-stem test) 방법은 펄스시험 다음

에 순간충격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10
-8

 ~ 10
-10

 m/s 범 의 수리 도도를 갖는 매

질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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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결정질암의 수리 도도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물론 수리 도도는 감소

하지만 략 투수성 매질이라 함은 10
-12

 m/s 정도까지를 말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서는 보다 정 한 수리 도도 계측, 즉 투수성 매질부터 투수성 매질

까지 동일한 장비로 시험 가능한 장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 2   기본 요건  설계 목표

  투수성 암반에서의 수리시험은 시험결과와 시험 분석결과의 합성에 크게 

향을  수 있는 정도로 정상 인 시험 조건은 아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수반하

는 조건들은 시험장비를 하게 설계함으로써 그 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일

반 으로 투수성 암반의 수리시험에 요구되는 기본 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Minimize test-zone volume

  ∙ Minimize test-zone compressibility

  ∙ Minimize unwanted perturbation during testing

  ∙ Adjacent-zone monitoring to identify packer by-pass of cross-flow

  본 장치의 설계 과정에서는 상기의 기본 요건을 만족시키기 하여 Inflatable 

Packer International Co.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  검토를 거쳐 KAERI의 목

에 맞는 설계를 수행하 다. 

1. 공내 류효과의 최소화

  매질이 펄스시험에 반응하는 것은 매질의 성질, 펄스의 크기, 그리고 공내 류효

과 경계조건의 함수이다. 펄스시험에 있어서 이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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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매질에 있어서 자료의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압력변화의 반응 데이터를 얻

는데 필요한 시간은 상기 식에서  (공내 류효과) 항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 항의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비 설계의 기본 인 목표이다. 는 복합 인 유

체 압축성으로서, 시험장비 자체, 공내의 유체  시추공벽의 암반역학 인 반응과 

련된다. 단, 시험구간 내에 자유상의 기체가 존재하는 경우 가 시한 함수에 

하여 비선형 계를 갖게 되므로 시험결과의 분석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는 유

체의 체 으로서, 패거 사이와 패커 내부, 그리고 시험구간과 시험장비 부품을 연결

하는 각종 튜  내의 유체를 의미한다. 

2. 시험장비의 성능

  시험장비의 신뢰성 역시 매우 요하다. 시추공 내에 삽입된 상태에서 장비가 오

작동을 하는 경우 시험장비의 제거, 고장 부 의 수리, 수리 후의 검교정, 그리고 

재시험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3. 원격 모니터링

  설계에 반 되는  다른 요한 고려사항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원격으로 시

험자료에 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다. 이러한 기능은 장 외부에서 시험과정

과 진행에 한 지속 인 감독을 용이하게 해 다. 한, 시험 도 에 시험결과의 

비 분석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원격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의 감독 과 분석 

문가로 하여  장의 시험자에게 필요한 경우 시험방법과 차를 주문할 수 있

다. 

4. 공내 시험

  가변의 시험구간에서 수행 가능한 수리시험  련 행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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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구간의 자연상태 지하수압 계측

  ∙ 불교란 상태의 지하수시료 채취

  ∙ 정압  정률 수리시험

  ∙ Rising  falling head 순간충격시험  펄스시험

  ∙ 양수시험

 

5. 시험자료의 품질

      

  시험장비의 최종 인 설계 목표는 자료의 품질일 수 밖에 없으며, 시험자료는 가

능한 한 정 하여야 하고, 시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상되는 간섭이 최소여야 

한다. 를 들면, 극 투수성 매질에서 펄스시험을 하는 도 에 패커의 미세한 압력 

변화라도 시험구간의 압력에 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에는 실제의 매질의 반응에 

오류를 일으킥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서 투수성 시험구간에서의 패커의 미세한 

수 역시 매질의 실제 인 투수성의 과  평가를 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수

들을 제 로 리함으로써 최종 인 시험 분석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

성을 감시킬 수 있다.  

제 3   상세설계

1. 시추공 투입 장치 (downhole equipments) 

  시추공 투입 장치는 패커, shut-in 밸  하우징, 신호변환기 하우징, 펌 , 압력신

호 이블, 패커튜 , shut-in 밸 튜 , 펌 이블로 구성되며, 보다 정 한 시험을 

한 펄스 발생장치가 포함될 수 있다. 본 장치의 설계에서는 연구비의 한계로 인

하여 펄스 발생장치는 추후 추가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시험구간의 범 는 목

에 따라 rod의 연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자가 장에서 가변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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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딱딱한 재질의 패커를 사용하고 스테인 스 재질과 같은 강한 연결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최소화될 수 있다. 패커의 팽창압력은 주변 지하수압보다 20 MPa 까

지 허용되는 제품을 사용하 다.

  Shut-in 밸 는 rod로부터 시험구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패커가 완 히 팽

창된 상태에서 shut-in 밸 를 닫게 되면 시험구간이 완벽하게 격리된다. Shut-in 밸

의 개폐 원리는 Inflatable Packers International Pty Ltd.에서 제작한 볼밸 를 수

리 으로 동작시키는 개념을 용하 다. 흔히 straddle-packer 시험장치에 이용되

는 형 인 기계식 밸 와는 달리 수리 인 밸 는 효과 으로 무변

(zero-displacement)를 보장한다. 즉, 밸 의 폐쇄 시 시험구간 내의 압력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설계에서는 반 되지 않았으나, 보다 정 한 시험을 해 펄스 발생장치를 추

가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이후에 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펄스 발생장치

는 시험구간에 연결된 챔버에 장치된 수리 인 피스톤이다. 피스톤을 게 되면 시

험구간 내에 거의 순간 인 압력 펄스를 생성하게 된다. 시험구간과 피스톤의 체

을 안다면, 펄스의 크기로서 시험결과 분석에 요한 변수가 되는 를 직  계산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험구간의 shut-in에 앞서 피스톤을 어내게 

되면 펄스 제거 (pulse withdrawal)를 생성시킬 수 있고, 계속해서 시험구간의 

shut-in 밸 의 폐쇄 후에 피스톤을 복귀시킴으로해서 펄스 제거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압력 신호변환장치 (pressure transducer)는 시험장치 상에서 shut-in 밸  상부에 

치하게 되고 시험구간과는 스테인 스 튜 로 연결된다. 압력센서의 계측범 는 

5,000psi 까지 가능하도록 하 다. 압력센서는 하부패커 아래에 P1, 시험구간은 P2, 

상부패커 는 P3로 명하고, 이들은 실시간 계측을 하여 컴퓨터와 연결되도록 하

다.  

  시험구간의 길이의 선정은 복잡한 제약을 수반한다. 시험구간이 짧을수록 공내 

류효과를 감시킬 수 있으나, 일정구간 시험법을 용하는 경우에는 시추공  

구간을 시험하는데 시험 횟수, 소요 시간,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퇴 암층의 경우

를 를 들면, 여러 매질층에서의 복합 인 압력 반응이 허용 가능한 수 이 아닌 

한 지층의 평균 인 층후가 시험구간의 상한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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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공 투입 장치는 지표에서부터 스테인 스강 는 탄소강 재질의 rod로 방수 

상태로 시험구간까지 연결되어 투입되지만 rod 외부를 따라서 각종 라인(압력신호

이블, 패커튜 , shut-in 밸 튜 , 펌 이블 등)이 연결되게 된다. 이들은 rod 

외부에 고정되도록 3M plastic tape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단속하고, rod 연결부

에는 cross coupling을 장착하여 안 성을 확보한다.

2. 지상 제어 장치 (surface equipments) 

  스테인 스 재질의 수리  라인과 통신라인에 필요한 물 를 제외하고, 모든 지

상 제어 장치는 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모바일랩에 모든 

제어 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용 감을 하여 최소한의 DAS와 

컴퓨터로 구성하 다. 

  시추공 투입 장치와 의 연결 라인은 기본 으로 스테인 스 재질을 사용하는 것

으로 설계하고, 상황에 따라서 고압 PVC 튜 도 용 가능하도록 하 다. 패커 팽

창 펌 는 물을 이용하여 정해진 압력을 자동으로 유지하도록 하 으며, 기본 인 

가압 수단은 에어 컴 서를 사용하도록 하 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일교차에 

의한 튜  내의 압력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범 가 최소화되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4계 의 기온차가 뚜렷한 조건에서는 동 기에 각종 수리  라

인의 동결 상을 방지하기 한 책이 요구된다. 를 들어 동 기에는 부동액을 

첨가하는 것도 방법이고, 고압으로 각종 라인 내의 유체를 제거하는 방법을 용할 

수도 있다. 

  지상에서부터 시험구간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은 스테인 스 재질의 시험 장치와 

주철 재질의 이 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당한 량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장치의 

인양과 투입 시에는 1,000 m 기 으로 어도 40 t 의 량을 허용하는 크 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DAS (data acquisition system)은 시추공 투입 장치와 기압  각종 수리  라

인으로부터 압력 자료를 신호변환기를 통하여 취득하도록 한다. 사용자로 하여  

자료의 취득 시간 간격과 시험 조건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있는 인터

페이스를 마련한다. 모든 취득 자료는 SQL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장된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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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시험 이라도 장 는 원격지에서 언제든지 근하여 추출되고, 분석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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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상세설계 내역

  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한 심부 조사공에서의 수리시험 목 에 

부합하는 기본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각 부분별 상세한 사

양  기능은 Table 2.1과 같다.

  ∙ Maximum operating depth: G.L.-1000m

  ∙ Borehole diameter：Φ78-120mm

  ∙ Conveyance: Carbon steel tubing

  ∙ Measurement range of K: 10
-5

 ~ 10
-14

 m/sec

  ∙ Wellbore storage effect 최소화: Downhole shut-in valve

  ∙ 압력 센서 : P1(하부 패커 아래), P2(시험구간), P3(상부패커 )

  ∙ 시험구간 : 1 m 이상 가변 가능

  ∙ 시험  자료 근  샘 링 간격 제어 가능한 실시간 자료취득 원격시스템 

  ∙ 시험장비의 성능 안 성

  ∙ 공내시험

- 시험구간의 자연상태 지하수압 계측

- 불교란 상태의 지하수시료 채취

- 정압  정률 수리시험

- Rising  falling head 순간충격시험 

- 펄스시험

- 양수시험

  ∙ 시험자료의 품질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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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o. Parts & Description Function Quantity

1 Basic Straddle System

1.1
57 mm Straddle Packer System with 1m test   interval 

and bottom cap with cross-over to IPI O-Rod 
- Isolate the interval

- The length between packers can be varied using interval 

extension modules.

- Both packers are inflated on one inflation line.

1

1.2 3 m Interval-extension Module 6

1.3 1m Interval-extension Module 2

1.4 0.5m Interval-extension Module 1

1.5 Packer Inflation System

- Including pressure pump, digital pressure gauges, valving 

and connection hoses.

- Pressure system for packer inflation and monitoring packer 

pressure during testing.   

1

1.6 57 mm replacement packer elements - For replacement of packer elements 2

  

2 Down-hole Shut-in Valve (DHSIV) 

2.1
57mm Zero-displacement Down-hole Hydraulic   Shut-in 

Valve 

- Hydraulically actuated shut-in valve.

- This is a zero-displacement valve and is activated using 

hydraulic pressure from the surface.

- It requires a separate hydraulic line.

1

  

3 Control Lines  

3.1 Packer Inflation Line
- For packer inflation

- 1/4"   316L SS x 0.049" wall thickness
1,000 m

3.2 DHSIV Hydraulic Control Line
- For opening and closing the DHSIV

- 1/4" 316L Stainless Steel x 0.049" wall thickness
1,000 m

Table 2.1 Full design specifications and its function and description.



- 14 -

Item No. Parts & Description Function Quantity

3.3 Cable Reel 
- For packer inflation line, DHSIV control line, and data 

cable
3

  

4 Data Acquisition System  

4.1

Downhole Sensor Housing to hold P2 (test   zone 

pressure) and P3 (pressure above upper packer) 

transducers 

- Housing for pressure sensor that monitors the pressure in 

the test interval.
1

4.2

Quarzdyne Pressure Transducers for   P2 (test zone 

pressure) and P3 (pressure above upper packer) 

transducers

- 0.75" diameter 345 bar Quartz Tranducer, resolution 

0.00006% full scale
2

4.3
P1 Memory Gauge (to measure pressure below   the 

lower packer)   

- High-Resolution Silicone-Sapphire Memory Gauge, type   

Pioneer PP25,  including down-load   cable and software,  

Resolution 0.0003%   full scale 

- This will not be real-time, but can be evaluated after the 

system is removed from the hole.

1

4.4 Data Cable

- To send the signal to the real-time data acquisition system

- 4 22AWG twisted pair, shielded,   waterblock, with Kevlar 

re-enforcement and polyurethane jacket) 

1,000 m

4.5 Data Acquisition System

- This consists of a data acquisition module for all real-time 

measurements.

- HydroResolutions LLC Data Acquisition System, including 

Software, Communications Interface, Enclosure

1

  

5 Submersible Pum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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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o. Parts & Description Function Quantity

5.1 Submersible Pump

- 60 mm OD Submersible Pump Housing with Grundfos 

Redi-flo 2-inch Pump, Including 100 m Electrical Cable, 

and Variable-speed Controller

1

5.2 Manual-Operated Cable Reel - Hand-operated cable reel for spooling the cable 1

  

6 Tubing Accessories

6.1 6-meter IPI O-Rod - carbon steel, 1-inch diameter

- Rod, with O-ring seal. Each rod individually tested to 

10,000psi.

125

6.2 1-meter IPI O-Rod 5

6.3 Thread Protectors for IPI O-Rod (set of two per rod)
- To protect IPI O-Rod threads from damage and extend 

rod life
130

6.4 Cross-over from IPI O-rod to 1" NPT female thread
- For connecting IPI O-Rod to customer hose for injection or 

withdrawal of fluids to/from the tubing
2

6.5 Safety Joint w/ 3 Tonne Shear Yield

- The IPI Safety Joint is placed below the pressure sensor 

housing in case the straddle packers get stuck in the hole.

- This allows retrieval of the electronics from the hole shear 

pin activated by pulling up on the drill string with 3.5 

tonnes on the safety joint.

1

6.6 Running Sheave for Control Lines
- For running control lines from cable spools into to 

borehole
1

6.7 Hauling Sub for IPI O-Rod

- For lifting packer system and IPI O-Rods in and out of 

borehole

- IPI O-Rod Threads, Swivel movement for ease rod 

make-u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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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o. Parts & Description Function Quantity

6.8 Rod Slips and Accessories

- Holds galvanized or plain steel pipe, stainless steel pipe, 

and either flush joint or coupled PVC

- Holder with one set of slips, additional slip sets each set, 

removable side plate, wire guide

1

6.9 Rod Elevators - Used in pairs or with Column Pipe Holder 2

6.10 Cross-coupling protectors for control lines

- Gives maximum cable and control line protection across 

the coupling being the most vulnerable point.

- Easy and rapid installation with pre-engaged swing bolt 

locking mechanism.

- Streamline design to avoid damage and hang-ups while 

running in hole.

- Designed and tested to withstand high axial and rotational 

forces, preventing slippage and twisting of lines.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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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스템의 구성

제 1   시험장비의 Layout

  장심도 시추공에서 다양한 투수성 매질에 한 정  수리시험이 가능하도록 설정

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시스템은 상세설계를 거쳐 Fig. 3.1과 같이 제작되었다.  

체 시스템의 설계도면은 부록-1에 수록하 다. 시추공 투입부 부품의 외경, 내경 

 압력 계측 범 는 Table 3.1과 같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하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으며, 시스템 부분

별로 상세한 기능  설명은 2 에서 다룬다. 

   (1) 57mm Straddle packer system 부분

   (2) 60mm Downhole sensor housing 부분

   (3) 60mm Downhole hydraulic shut-in valve (DHSIV) 부분

   (4) 60mm Submersible pump 부분

   (5) Surface equipments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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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ystem layout and major components of straddle pack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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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hole Component 

Nominal 
OD 

[mm] 

Minimum 
Flow-through 

ID

[mm] 

Pressure 
Rating 101mm 

hole bar 

[psi] 

57 mm Straddle Packer System with 1m test 
interval cap with cross-over to IPI O-Rod 
and bottom 

57 13.8 165 [2,400] 

3 m Interval-extension Module 60 50 -

1m Interval-extension Module 60 50 -

0.5m Interval-extension Module 60 50 -

60 mm Downhole Sensor Housing to hold 
P2 (test zone pressure) and P3 (pressure 
above upper packer) transducers 

60 14 -

60mm Zero-displacement Down-hole 
Hydraulic Shut-in Valve 57 10 

Packer Inflation Line - 1/4" 316L SS x 
0.049" wall thickness 6.3 3.8 

DHSIV Control Line - 1/4" 316L SS x 0.049" 
wall thickness 6.3 3.8 

Data Cable (4 22AWG twisted pair, 
shielded, waterblock, with Kevlar 
re-enforcement and polyurethane jacket) 

11.2 -

Quarzdyne Pressure Transducers for P2 (test 
zone pressure) and P3 (pressure above 
upper packer) transducers: 0.75" diameter 
345 bar Quartz Transducer, resolution 
0.00006% full scale 

- - 345 [5,000] 

P1 Memory Gauge (to measure pressure 
below the lower packer) High-Resolution 
Silicone-Sapphire Memory Gauge, type 
Pioneer PP25, including down-load cable 
and software, Resolution 0.0003% full scale 

- - 345 [5000] 

Table 3.1 Flow-through and Pressure Specifications for Selected Components of 

the IPI Straddle Pack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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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시스템 구성 부분별 기능

1. 57mm Straddle packer system 부분

  패커의 외경은 57mm 이고, steel wire로 강화된 천연 고무 재질이다. 상부 패커

(Fig 3.2)의 상단부에는 1‘ NPT female로 된 연결부가 붙어 있으며 길이는 200mm

이다. 이 연결부에는 downhole sensor housing이 연결된다. 상부 패커의 몸체부는 

쪽이 195mm, 아래쪽이 160mm이다. 그 사이의 고무 패커의 길이는 1,000mm이

다. 상부 패커 하부 몸체부에는 injection port가 있는 90mm 길이의 sub가 장착되

며, 그 으로 다시 90mm 길이의 sub가 연속해서 연결된다. 

  하부 패커(Fig. 3.3)의 상, 하부 몸체부 길이는 각각 160mm이다. 고무 패커의 길

이는 상부 패커와 동일하게 1,000mm 길이를 갖는다. 하부 패커 최 하단부에는 P1 

구간 압력을 계측하기 한 end pulg가 장착되며, 길이는 80mm이다. 

  시험구간은 상하부 고무 패거의 사이에 해당된다. 시험구간을 변화시키면서 시험

을 하게 될 경우를 비하여 extension sub(Fig. 3.4) 0.5m 1개, 1m 2개, 3m 6개를 

별도로 비하 다. 

  체 인 straddle packer assembly 설계도면은 Fig. 3.5와 같다. 고무패커의 최  

팽창 압력은 2,400psi (165 bar) 이다.

Fig. 3.2 Upper packer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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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Lower packer assembly

  

Fig. 3.4 Extension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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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Design drawing of 57mm outer diameter straddle packer system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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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mm Downhole sensor housing 부분

  상부 패커 바로 에 장착되는 downhole sensor housing(Fig. 3.6)에는 두 개의 

압력 센서를 보호할 목 으로 장착되었으며, 센서 장치가 기계 으로 매우 민감하

고,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 다루어야 할 부품이다.

  Housing 내부에는 두 개의 센서는 P2, P3 압력계로서 쪽에 시험구간의 압력 

(P2), 아래쪽에 상부 패커 쪽의 압력(P3)을 측정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

각의 센서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계측구간과 연결되어 있다.  Housing의 외경은 

60mm 이고 내경은 14mm이다. 

  P2와 P3 구간의 압력 센서는 Quarzdyne digital pressure transducers로서 외경은 

0.75“, 계측 가능한 최 압력은 345 bar (5,000 psi)이고, 오차범 는  계측범 에 걸쳐 

0.00006% 이다. 이들 압력 센서의 신호는 이블(pressure data cable)로 연결되어 지상부의 

DAS로 실시간 송된다. 이들의 사용 매뉴얼은 부록-2에 수록하 다.

  참고로, 하부 패커 아래쪽의 P1 압력세서는 장치의 슬림화 문제로 DAS로 연결시키지 못

하 다.  P1 압력센서의 데이터는 시험 종류 후에 인양하여 컴퓨터와 연결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 다. P1 압력센서는 High-resolution silicon-sapphire memory gauge (Pionner 

PP25)로서 계측 범 는 345 bar (5,000 psi)이고, 오차범 는  계측범 에 걸쳐 0.0003% 

이다.  P1 압력 센서의 실물은 Fig. 3.7과 같으며, 하부 패커 하단부의 end plug (Fig. 3.3)에 

탈부착이 가능하다. P1 압력센서의 설명서는 부록-3에 수록하 다. 

  체 인 60mm Downhole sensor housing 설계도면은 Fig. 3.8과 같다. 

Fig. 3.6 60mm Downhole senso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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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P1 pressure data logger and data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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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Design drawing of 60mm downhole sensor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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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mm Downhole hydraulic shut-in valve (DHSIV) 부분

  Hydraulic downhole shut-in valve (H-DHSIV) (Fig. 3.9)는 단일 패커 는 

straddle 패커 시스템의 쪽의 pressure sensor housing 에 연결된다. 이 장치는 

시험공 내에서의 수리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시험구간을 격리하기 한 용도로 사

용된다. H-DHSIV는 볼 밸 에 의해서 개폐되도록 작동하는데 지표에서 튜 로 연

결된 라인에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작동한다. 정상 압력에서는 개방상태이고, 수압

이 가해지면 닫히는 구조이다. 

  H-DHSIV의 설계도면은 Fig. 3.10과 같으며, 상세한 운   유지 리 매뉴얼은 

부록-4에 수록하 다. 

Fig. 3.9 60mm downhole hydraulic shut-in valve

  장에서의 간략한 운 차는 다음과 같다.

  (1) H-DHSIV 몸체 아래쪽을 Downhole sensor housing 상부의 1" NPT female 

thread에 조립한다.

  (2) H-DHSIV 몸체 쪽에 IPI O-rod를 연결시킨다. 상부 연결부는 1“ NPT 

female이다. 

  (3) H-DHSIV 상부에 있는 1/4" Swagelok 피 에 수압 작동 튜 를 연결시킨다.

  (4) IPI D-rod를 이용하여 요구되는 심도까지 투입하면서 연결한다. 이때 투입 과

정에서 수압 작동 튜 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로드의 

매 연결부마다 튜 를 테이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시험장치의 투입이 완료되면 펌 를 이용하여 H-DHSIV가 완 하게 개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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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확인한다.

  (6) 지상의 압력 펌 와 수압 작동 튜 를 연결한다. H-DHSIV를 완 하게 폐쇄

하기 하여 충분한 압력을 가한다. H-DHSIV의 볼 밸 를 완벽하게 폐쇄시

키는데 필요한 압력은 장치가 치하는 표고 지 에서의 정압보다 최소 70 

bar 이다. 실질 인 작동 압력 비 볼 밸 의 폐쇄율(%)은 다음과 같다.

Activation Pressure (bar) Percentage Closed (%) 

0 0 

11 1 

14 5 

22 25 

40 50 

49 75 

61 99 

67.5 100 

  (7) 볼 밸 가 완 하게 폐쇄되었는지의 여부는 펌 를 이용하여 IPI O-rod 내의 

수 를 시험구간의 상 수압보다 약간 높거나 같도록 수 를 낮추어서 수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에서는 기에 제작된 H-DHSIV의 housing이 깊은 심도의 수압 조건 하에

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housing을 교체하

다. 교체 과정에 이용된 설계도면은 Fig. 3.11이다. 

  (1) 바이스를 이용하여 H-DHSIV를 수직인 상태로 거꾸로 세운다. 이때 Fig. 3.11

의 2번 (top sub)을 바이스로 잡고 거꾸로 수직으로 세운다.

  (2) 13번 (lower crossover IPI pin)의 핀을 분리한다.

  (3) 12번 (end sub)을 분리한다. 

  (4) 3번 (outer case)의 외부 이스를 분리한다. 

  (5) 새로운 housing (구멍들이 있는 스테인 스 테이스)으로 교체하기 에

  (6) 11번 (inner end sub) 부품을 제공된 C-스패 를 이용하여 충분히 조인다.

  (7) 새로운 housing을 2번 (top sub)에 장착한다.

  (8) 12번 (end sub)과 13번 (lower crossover IPI pin)을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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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Design drawing of 60mm downhole hydraulic shut-in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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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Design drawing for housing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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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0mm Submersible pump 부분

  소형 양수 펌 는 시험구간의 불교란 지하수시료 샘 링, 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펄스시험을 한 목 으로 장치되었다. 수리시험 장치의 규격이 작기 때문에 

형 펌 를 용할 수 없었다. 본 시스템의 장착된 양수 펌 는 Grundfos 사의 

Redi-flo II (2" environmental submersible pump)이다. 이 펌 는 스테인 스 재질

의 housing 내에 장착되었다 (Fig. 3.12). 

Fig. 3.12 60mm submersible pump

  Housing의 상세한 설계도면은 Fig. 3.13과 같으며, 양수 펌 의 제원은 부록-5에 

수록하 다. 사용 력은 3상 220V/400Hz이며, 최  양수율 범 는 100 ml/min ～ 

9 GPM (40 l/min)이다 (Fig. 3.14). 양정고가 깊을수록 양수율은 어지며, 최  양

수율은 그 반 의 경우이다 (Fig. 3.15). 즉, 실제 장에서의 시험 시에는 시험구간

의 상되는 지하수 수두를 고려하여 양수 펌 의 표고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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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Design drawing for 60 mm submersible pump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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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Grundfos Redi-flo II pump

Fig. 3.15 Pumping rate in related with motor 

voltage and total groundwater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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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rface equipments 부분

  가. HydroResolutions LLC real-time Data Acquisition System

  실시간 자료취득시스템 (DAS)는 재 미국과 캐나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의 

조사에 용되는 HydroResolutions 사의 DAS를 도입하 다 (Fig. 3.16). 

Fig. 3.16 HydroResolutions LLC DAS

  DAS는 다음과 같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구성 제품은 상용 규격 제

품이다.

  ∙ 아날로그 계측기 용의 Ethernet I/O 서버

- MOXA ioLogik E2240 with eight analog inputs

- Two analog outputs

- LDP1602 LCD module 

  ∙ Quartzdyne 압력 세서와의 통신을 한 Ethernet 직렬 장치 서버용 RS-485

- MOXA NPort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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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버와 DAS 컴퓨터를 연결하는 Ethernet 스 치

- Atop model EH2006

  ∙ 원 공  장치 (Ethernet I/O 서버, Ethernet 스 치, Quartzdyne 압력 세서)

- Allen-Bradley 1606-XLP50E 24V and 1606-XLP50B 12-15V singlephase

  ∙ DAS 소 트웨어

- DAS 구동용 소 트웨어는 Borland C++ Builder로 작성되었다. 시험자는 

시험 에라도 언제든지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추출하거나 

장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원격 속 서버에 복제될 수 있다.  

- Borland C++ Builder에 개발된 HMI (human-machine interface)는 DAS의 

기능과 Paroscientific gauge package와의 사용자 심의 그래픽 인터페이

스를 제공한다.

- DAS의 HMI 소 트웨어는 밸  상태, 압력 계측구간의 압력, 패커 압력, 

데이터 수집 빈도(시간), 시험 시작 시간  시험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하

는 모든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며, 동시에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라메터 

별로 실시간 도식화가 가능하다.

  ∙ 휴 용 컴퓨터 

  나. Pressure controller  Air compressor

  패커의 팽창  수축, 그리고 H-DHSIV의 개폐를 한 압력 조 장치는 Fig. 3.17

과 같으며, 기본 으로 압력 달을 해 청수를 사용한다. 

  이 압력 조 장치는 공기 압축기 (Fig. 3.18)과 연결되어 압력을 제공받으며, 압력 

조  장치에서 세 한 압력에 따라 자동 으로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압력을 제공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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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Pressure controller

Fig. 3.18 Air com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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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Pump controller

  IPI O-rod의 임의 지 에 연결된 수  펌  (Grundfos Redi-flo II)는 원  통

신 이블로 지상의 조정 장치 (Fig. 3.19)와 연결된다. 시험자는 지상에서 양수시험, 

H-DHSIV의 개폐 확인, 지하수 시료 채취, 수리시험 등의 목 에 맞게 펌 의 작동

을 조정할 수 있다. 

Fig. 3.19 MP1 Pump controller

  라. IPI O-rod

  IPI O-rod는 정  수리시험용의 방수용 로드이다 (Fig. 3.20). 본 시스템에서는 

carbon steel 재질을 용하 으며 각 말단부에는 수를 방지하기 하여 O-ring과 

cap이 장착되어 있다. 고압용 (10,000 psi)이기 때문에 수리시험 뿐만 아니라 수압

쇄 시험에도 용 가능하다. 

  연결부는 NPT female, male 형태이고, 연결부 외부는 랫하게 처리하여 시추공 

내에서 jamming 가능성을 다. 길이는 6m, 1m가 있으며 외경은 33.4 mm, 내경

은 24.1 mm, 커 링 외경은 44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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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IPI O-rod

  마. 기타 악세서리

  시험장비의 투입, 인양, 그리고 시험에 필요한 기타 악세서리는 Fig. 3.21과 같으

며 각각의 용도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크 인과 rod 연결  : 로드의 투입  인양을 해 크 인과 연결하귀 한 

장치

  (b) 최상부 rod 연결 캡 : 수리시험용 는 지하수시료 채취를 하여 로드의 최

상부에 연결하는 어 터

  (c) Rod stopper : 로드의 투입  인양 시의 량을 지탱하는 장치

  (d) Rod and tool stopper : 로드의 투입  인양 시의 량을 지탱하는 보조 장

치로서 각 로드의 연결부 는 straddle packer 부의 홈에 끼워서 사용한다.

  (e) 거치  : 시추공 상단에 거치하여 시험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f) 이블디스크 : Data cable과 각종 튜 의 휨 상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한 디스크로서 거치  상부에 설치한다. 

  (g) Pressure data cable : 가장 요한 통신용 이블로서 지상의 DAS와 

downhole tool의 pressure sensor와 연결된다.

  (h) Volume tank : 패커 팽창  H-DHSIV의 폐쇄에 이용되는 청수의 보  탱크

로서 각각의 작동에 사용된 양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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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크레인과 rod 연결대 (b) 최상부 rod 연결 캡

(c) Rod stopper (d) Rod and tool stopper

(e) 거치대 (f) 케이블디스크

(g) Pressure data cable (h) Volume tank

Fig. 3.21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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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장 운  차  기술

제 1   시험  비작업 

1. 시추공에 이블디스크와 거치 를 설치

  거치 는 시추공을 기 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다. 이블디스크를 거치  

에 설치하는데 이블디스크는 지상으로 올라오는 pressure data cable, packer 

inflation hose, MP1 pump elecetical cable, shut-in valve hose를 안 하게 보호하

는 역할을 한다 (Fig. 4.1).

Fig. 4.1 Setting of working plate and cable disc

2. Pressure data cable 거치

  Pressure data cable을 cable disc에 거치한다. Pressure data cable은 회 식 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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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풀고 감을 때 용이하도록 하게 한다 (Fig. 4.2). 

    

Fig. 4.2 Reel of pressure data cable

3. P1 probe 설정

  P1 probe에 원을 연결한 후, P1 pressure sensor를 수리시험의 목 에 맞도록 

정 시간으로 설정하고, data logger case에 넣는다 (Fig. 4.3). P1 probe는 원을 

연결하는 순간 작동이 시작된다. P1 sensor는 PPS smartview를 통해서 자료 설정이 

가능하며 하부 패커의 아랫 부분 (lower pressure memory gauge housing)에 연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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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 4.3 Setting of P1 pressur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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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수리시험장비 거치 작업

1. 하부 packer와 packer rod의 연결

  57mm 하부 packer와 packer rod를 연결하고, 패커 내부의 공기 제거를 하여 

packer rod를 통해 물을 채운다 (Fig. 4.4). 단, packer rod를 연결할 때, 하부 

packer 상부에 지지 를 이용하여 bottom packer가 시추공 내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한다.

  

Fig. 4.4 Connection of lower packer and packer rod

2. 패커 rod 연결

  계획된 수리시험 구간에 맞추어 패커 rod를 연결한다. 수리시험 구간이 10m 이상

일 경우 패커 rod의 무게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크 인을 활용하여 패커 

rod를 지지하도록 한다. 한, 패커 rod를 연결할 때 패커 rod 상부에 stopper를 설

치하여 하부 패커와 패커 rod가 시추공 내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한다. 



- 43 -

3. 상부 패커와의 연결

  Fig. 4.5와 같이 크 인 tool을 이용해 상부 패커를 크 인에 연결 후 packer rod

과 연결한다. 상부 패커를 연결한 후, 상부 packer 윗부분에서 패커가 잘 연결되었

는지, 연결부에 수가 없는지를 portable packer inflator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이 때 반드시 지지 를 Fig. 4.5의 노란 원과 같이 패커 상부에 설치하

도록 한다.

  

Fig. 4.5 Connection of upper packer and packer rod

4. Pressure sensor housing의 연결

  Straddle packer system의 연결이 끝난 후, 상부 패커와 pressure sensor housing

을 연결하고 sensor housing과 상부패커 간의 packer inflation tube를 연결한다 

(Fig. 4.6a). 시험장치를 약간 내린 다음, sensor housing의 윗부분에 pressure data 

cable과 packer inflation tube를 연결한다 (Fig. 4.6b). 이때 packer inflation tube는 

연결 에 청수로 완 하게 채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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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6 Connectiing of packer inflation tube (a) and data cable (b)

  Sensor housing의 윗부분에 pressure data cable과 packer inflation tube를 연결

한 후, 연결 라인들이 패커 하강 시 손상되지 않도록 아래 Fig. 4.7과 같이 고탄력 

테이  (3M PVC tape)로 견고하게 묶는다.

Fig. 4.7 Taping of packer inflation tube using 3M PVC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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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d의 연결(1) (shut-in 밸  아랫 부분)

  H-DHSIV를 연결하기 에 shut-in 밸 와 pressure sensor housing 사이에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rod를 연결한다. 이 때 크 인을 이용하여 rod를 

pressure sensor housing과 연결한다. rod를 연결할 때 로드 지지 를 이용하여 안

하게 연결한다 (Fig. 4.8a). 롯드 지지 를 이용할 때 롯드 지지  (Fig. 4.8b)는 

cable을 끊을 수 있으므로 (cable killer) 반드시 주의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a)

 

(b)

Fig. 4.8 Connecting of rod to top of pressure sensor housing using rod stopper

6. H-DHSIV 밸 의 연결

  로드 에 H-DHSIV를 연결하고 shut-in 밸 에 고압 tube를 연결한다 (Fig.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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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Connecting of H-DHSIV and hydraulic activation tube

7. Rod의 연결(2) (shut-in 밸  윗부분)

  계획된 심도까지 IPI O-rod를 연결하면서 투입한다. 이 때 반드시 지지 를 이용

하여야 하며, 동시에 크 인을 사용하여 시험장치의 삽입 시 사고를 방지한다. 

  Shut-in 밸  에서 로드를 연결해 나갈 때 세 개의 line (packer inflation tube, 

pressure data cable, shut-in valve tube)을 이블 타이 혹은 3M PVC tape을 이용

하여 촘촘히 테이핑한다. 각 로드의 연결부에는 cross-coupling protector (Fig. 4.10)

를 장착하여 견고성과 안 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Fig. 4.10 Cross coupling protectors for contro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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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ump의 설치

  계획된 시험 구간에서 양수시험이나 지하수 시료 채수를 할 경우, 연결 rod 내에 

펌 를 연결해야 하는데, controller cable의 길이가 100 m 이므로 심도 100m 보다 

상부에 펌 를 설치한다 (Fig. 4.11). 양정고가 낮을수록 양수율은 가하게 되므로 

시험 계획에 따라 한 심도의 결정이 요하다.

Fig. 4.11 Installation of pump along the IPI O-rod

9. 최종 상부 로드 cap 연결

  로드의 연결이 완료된 후 상부 로드 cap을 Fig. 4.12와 같이 연결 한 후, 지지 를 

통해 지지토록 한다. 가능하면 크 인이 장에 치하여 로드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 이나, 크 인의 역할을 하는 유사한 장용 지지 를 만드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다. 로드 cap은 수리시험이나 지하수시료를 채수하는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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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Attachment od rod cap 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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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패커 inflation  H-DHSINV 개폐 작업

1. Pressure controller 세

  패커 pressure controller에 air compressor를 연결한다 (Fig. 4.13). Pressure 

controller에는 압력 조 기가 2개 있으며, 이들과 air compressor는 고압 호스로 연

결한다. 

Fig. 4.13 Setting of Pressure controller and air compressor

  Volume tank를 pressure controller에 연결 (Fig. 4.13) 후, 지상으로 나온 고압 튜

 (packer inflation tube, H-DHSIV tube)를 pressure controller에 각각 연결한다. 

2. 각종 이블 연결

  두 개의 pressure controller cable을 DAS와 연결한다. 

  Pressure data cable을 DAS에 연결한다.

  Submersible pump cable을 MP1 controller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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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커 inflation

  Air compressor를 10 kg/cm2으로 설정한다. 패커 inflation tube를 pressure 

controller에 연결하기 에 500 psi로 packer에 가해질 압력을 Fig. 4.14의 오른쪽 

계기 을 보면서 설정한다. 일반 으로 300 psi 이상에서 packer가 팽창하지만, 

packer의 충분한 팽창을 고려해 500psi 정도로 설정한다. 500 psi로 일정하게 

pressure controller가 설정되는지 다시 확인 한 후 packer inflation tube에 연결하

여 packer를 불리게 된다. 패커를 불린 후 압력 센서의 압력변화를 통해 상하부 패

커의 팽창 여부를 확인한다. Deflation의 경우에는 tube를 탈착한다.

Fig. 4.14 Controlling the pressure controller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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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DHSIV의 개폐

  H-DHSIV는 압력이 가하기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펌 를 이용하여 사

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요한 차이다. Pressure controller에서 Fig. 4.14의 왼쪽 

gauge를 shut-in mode로 두고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shut-in 밸 가 닫힐 때 까지 

압력을 가한다. Shut-in 밸 의 개폐 유무는 pressure sensor의 변화로 측할 수 있

다. Pressure sensor의 변화는 DAS 소 트웨어를 통해 확인한다. 

  H-DHSIV는 연결 tube를 탈착함으로써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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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고도의 정 성을 요구하는 고 폐기물의 처분기술개발을 해서는 심부 자연방

벽의 특성을 신뢰성 있는 수 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

를 통하여 기술 수 의 향상과 선진 연구기반 구축을 하여 선진국 수 의 정 한 

수리시험 장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기술  배경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을 통하여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장심도(1,000 m) 수리시험장비를 구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구축된 심부 시추공에서의 정 수리시험 장비는 국내 장조사 

기술력의 획기 인 향상을 선도할 것이며, KURT에서 이루어지는 수리시험  방사

성폐기물 처분부지 특성평가에 직  용될 것이다. 부분 으로 미흡한 기능, 즉, 

정률계측장치, 정압주입장치, DAS 박스 등은 추후의 연구와 설계를 통하여 그 기능

을 확장할 계획이다.

  본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장심도 시추공에서 정 한 수리시험을 하고자 하는 연구

원은 반드시 본 기술보고서를 사 에 충분히 숙지하고, 장 매뉴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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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Straddle-packer system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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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Quartzdyne Digital Pressure Transducer (P2, P3) 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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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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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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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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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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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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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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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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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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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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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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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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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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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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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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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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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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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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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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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Pioneer Sapphire-silicon Pressure Memory Gauge (P1)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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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60mm Downhole hydraulic shut-in valve (DHSIV) 운용  정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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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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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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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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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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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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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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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60mm Submersible pump housing and Redi-flo II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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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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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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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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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dix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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