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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KURT 현장 지질조사 시험장비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고준위폐기물처분 연구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실증연구 환경을 만족하는 지하연

구시설 구축은 곧 원자력발전주기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기본요건이며, 우리나라는

기초연구단계(1997~2006)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3년부터 소규모 지하연구시설 구

축에 착수, 현재 지하 90m 심도에 1단계 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확보한 상태이다.

KURT 현장시험장비 개발의 기술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해외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자국의 처분개념을 실증하기 위한 지하

연구시설을 건설, 운영 또는 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의 KURT는 실증시험 연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선진국

수준의 설비 구축이 필요하다.

◦ KURT는 IAEA의 URF Network의 파트너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간

기술수준을 평준화 및 전문인력 양성 목적으로 Coordinated Research

Program, Technical Course, Fellowship, Scholarship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 시행을 휘해서는 지속적인 시험장비의 구축과 개선이 절실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KURT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시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험장비를 확충, 기

능을 개선하였다.

◦ 실시간 터널 온도, 변위, 미소진동 계측시스템

◦ 실시간 미소진동 계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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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 장심도 지하심부용 정밀수리시험 장비

◦ 지하수화학 다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Ⅳ. 연구개발결과

◦ 실시간 터널 온도, 변위, 미소진동 계측시스템

KURT 내외부에 1m 간격으로 지반변위 및 온도변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축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절적 온도변화에 의한 변형은 약 1000με 이하로 계측되고

있다. 터널 내 10개소에 미소진동 계측센서 매설하였으며, 2008년 2월 16일 리히터

규모 1.0~1.5 크기의 미소진동을 감지하였다.

◦ 지질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KURT 부지 및 주변 시험공에서 취득되는 지질구조, 수리지질, 수리지화학 자

료의 통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3차원 수리-구조 모델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 장심도 지하심부용 정밀수리시험 장비

국내 최초로 심부까지 3“~5” 규격의 시험공에서 정밀한 수리시험이 가능한 장

비를 해외 전문제작사와 공동설계를 통하여 고투수성~저투수성 암반영역에서

Constant head test, Pumping test, Slug and Pulse test, Undisturbed groundwater

sampling이 가능한 장비를 구축하였다.

◦ 지하수화학 다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시추공 내 다수의 격리구간에서 지하수의 원위치 압력, 온도, pH, Eh, EC, DO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지하수화학 다기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로 마련된 시험장비의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실시간 터널 온도, 변위, 미소진동 계측시스템은 터널의 역학적인 안정성을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

함.

◦ 3차원 지질구조 모델링 시스템은 KURT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여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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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자에게 필요한 경계조건 중의 가장 핵심이 되는 KURT의 지하 지질에

대한 3차원 지질-수리-구조 모델을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함.

◦ 장심도 지하심부용 정밀수리시험 장비는 KURT 암반의 정밀한 암반 투수성

평가는 물론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암반 투수성 평가에도 활용함.

◦ 지하수화학 다기능 모니터링 시스템은 KURT 지하 심부의 지하수화학 특성

및 원시료 채취, 그리고 지하수중 용존 개스를 포집, 분석하여 KURT 실증시

험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 심부의 지하수화학 특성에 대한 경계조건을 제공

하는데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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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stablishment of In situ Geological Investigation and Test Equipments in

KURT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PROJECT

In the field of the infrastructure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disposal

technologies, th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is the most important facility.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facility, which was constructed

in the end of 2007, is the first stage fundamental facility in the view point of

quality and research outputs from overseas deep URL. It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high qualified infrastructures of KURT to make fruitful in-site

tests and experiments in KURT for the development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technologies.

Ⅲ. SCOPES AND CONTENTS OF 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the advanced infrastructures of KURT, in-situ

experimental systems were installed as follows;

◦ Realtime monitoring system of temperature and rock mass movement

◦ Realtime monitoring system of micro-seismic events

◦ Geological data integration system

◦ Straddle packer system applicable for deep borehole

◦ Multi-func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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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THE PROJECT

◦ Realtime monitoring system of temperature, rock mass movement, and

micro-seismic events

The optical fiber cable acting as a sensor was embedded in KURT and portal

area in order to monitor their stability and the spatial temperature variation.

This system includes two types of sensing function to monitor the distributed

strain and temperature along the line, where sensor cable is installed, not a

point sens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one year monitoring around the

KURT, there is no significant displacement or movement at the tunnel wall and

portal slope. However, it would be able to aware of some phenomena as an

advance notice at the tunnel wall which indicates the fracturing in rockmass and

shotcrete fragmentation before rock falls accidently as well as movement of

earth slope.

The micro-seismic monitoring system with wide range of frequency has been

operating in real time and it is remotely monitored at indoor and on-site. This

system was constructed and established in order to secure the safe and effective

operation of the KURT. There is no significant evidence of high frequency

microseismic event, which is associated with fracture initiation and/or

propagation in the rock mass and shotcrete.

◦ Geological data integration system

The Vulcan software was launched to integrate the all of geological,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databases in KURT facility. By using this tool,

it is possible to visualize the three dimensional geological model which consists of

hydraulic soil domain, hydraulic rock domain, hydraulic conductors, and the

specific geological units. The version of KURT geological model was upgraded to

2.0 duri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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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ddle packer system applicable for deep borehole

The permeability characterization on the natural barrier for deep geologic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s very critical to evaluate total safety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disposal site. However, the confidence level in using

previous hydraulic testing equipments consist of simple components to estimate

rock mass permeability is not high enough to reflect in situ condition. To

establish an advanced hydraulic testing equipment, which is applicable to deep

borehole (up to 1,000m), through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problems of

previous packer systems, especially, the straddle packer hydraulic testing

equipment was designed to adopt both the hydraulic downhole shut-in

valve(H-DHSIV) to minimize the wellbore storage effect and the real time data

acquisition system to measure the pressure changes of test interval including its

upper and lower parts.

◦ Multi-func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system

The multi-fuctional groundwater monitoring system was developed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deep hydrochemical properties in a deep borehole. This

equipment measures the temperature, pH, Eh, dissolved oxygen, electric

conductivity of groundwater and is possible to access remotely the database

system.

Ⅴ. APPLICATION OF THE PROJECT

The optical sensor technique could be applicable to monitoring system for the

safe operation of various kinds of facilities having static and/or dynamic

characteristics, such as chemical plant, pipeline, rail, huge building, long and slim

structures, bridge, subway and marine vessel. etc.

The micro-seismic monitoring system is able to predict the location and

timing of fracturing of rock mass and rock fall around an underground openings

as well as analysis on safety of various kinds of engineering structur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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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facilities and other structures.

The straddle packer system for hydro-testing in a deep borehole will lead to

not only improve current technical level in the field of hydraulic testing but als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radioactive waste dispos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site characteriz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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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고준위폐기물처분 연구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실증연구 환경을 만족하는 지하연

구시설 구축은 곧 원자력발전주기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기본요건이며, 우리나라는

기초연구단계(1997~2006)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03년부터 소규모 지하연구시설 구

축에 착수, 현재 지하 90m 심도에 1단계 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확보한 상태이다.

원자력발전주기는 고준위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며, 향후

30년 이내에 최종 처분장을 운영한다면 지하연구시설에서의 20년 이상 실증적 연구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완전한 원자

력발전주기 확립에 관건이 되고 있다.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기술개발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기술

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합의 도출 여부가 가능할 것인가를 가늠해 봐야 한

다. 이것은 국내의 정부 주도사업에 민원의 제기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여러 가지 사례에서 얻은 교훈인 만큼 연구개발사업의 진도와 병행하여 대국민 이

해도 증진에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연구시설인 스위스의

GTS는 시험터널의 건설과 시험환경, 설비 등의 구축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이해당사

자 및 대국민에게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은 깨끗하다.”는 것을 심어 주기 위하여

발파식이 아닌 터널보링머신(TBM)으로 터널을 굴착했다. 이러한 연구시설 환경의

조성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만 아니라 대국

민 이해도 증진에서도 큰 성과를 이룬 것을 우리나라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

이 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 분야와 같이 특수 분야의 소수 전문가집단의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으로의 유지를 위해서는 실제 유사 환경에서 연구를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현재 전문이력 양성 문제는 IAEA에서

도 매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KURT 연구설비의 개선 및 현장시험장비의 확충을 위한 기술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해외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자국의 처분개념을 실증하기 위한 지하

연구시설을 건설, 운영 또는 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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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KURT는 산화조건의 지하수환경에 있으므로 시험조건이 확보되지 않

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시험결과는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

에 직접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QA/QC 측면에서도 유사 처분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설비 구축이 필요함.

◦ KURT는 IAEA의 URF Network의 파트너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간

기술수준을 평준화 및 전문인력 양성 목적으로 Coordinated Research

Program, Technical Course, Fellowship, Scholarship 등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음. KURT는 스웨덴, 미국, 일본, 핀란드, 스위스, 벨지움 등 선진국의 연구

설비에 비하면 극히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

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설비 구축과 개선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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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현황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해외 선진국의 지하연구시설

(URL; Underground Research Lab.)의 운영은 197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URL을 운

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미국, 스웨덴, 일본,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독일 등으로

대부분 지표로부터 지하 250~1,000 m 심도의 터널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1970 1980 199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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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ishi

Tornemire

Olkiluoto

Aspo

Mt Terri B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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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계 주요 지하연구시설 개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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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명칭 ESF (Exploratory Studies Facility)

◦ 시설의 목적

∙ 고준위폐기물 최종 처분장 인허가용 SS-URL

- 지하 깊이에 따른 지질구조, 지질, 수문, 지화학 등 광범위한 데

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건설

- 처분장의 안전성, 설계와 건설 등 실제 처분장 건설 인허가 신

청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

◦ 건설 및 운영
∙ 1993년 유카산(Yucca Mountain) 고준위폐기물처분 후보부지에

ESF 시설을 건설, 1997년 운영 착수

◦ 지질 ∙ 사막지역, 응회암 (tuff)

◦ 시설의 규모

∙ 발파 및 TBM 방식으로 지하 약 300m 심도까지 굴진

∙ 총 연장 8 km

∙ 7년 소요

가. 미국 E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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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명칭 ÄSPÖ HRD (Hard Rock Laboratory)

◦ 시설의 목적

∙ 실제 처분장과 유사한 암반을 대상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개

발 및 실증연구를 위한 PBG-URL

- 지상에서 이미 행해진 조사 내용을 지하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함

- 지하수유동 및 핵종이동 모델을 실제 광범위한 스케일에서 실증

- 처분장 건설 및 폐기물 취급에 관련된 기술 습득

- 심지층 처분장의 장기적 안전성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의 검증

◦ 건설 및 운영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인근 Äspö 섬에서 1992년부터 수직

터널과 진입터널 굴착공사 착수

∙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위스, 영국 등 7개 국가와

공동연구 수행 중

◦ 지질 ∙ 발트해 무인도, 선캠브리아기 화강암 (granite)

◦ 시설의 규모

∙ 발파 및 TBM 공법으로 지하 450m 심도까지 굴진

∙ 램프 연장 3.6 km

∙ 3년 소요

나. 스웨덴 ÄSP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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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명칭 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 시설의 목적

∙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및 안전성 평가 연구를 위한

PBG-URL

- 지표 및 지하지질 특성 규명

- 용질 이동, 지하수 화학, 미생물 관련 연구

- 암반 복합거동 특성 연구

- 점토질 물질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밀봉재의 개발 및 성능 평가

◦ 건설 및 운영

∙ 캐나다 원자력사 (AECL)에서 건설

∙ 1983~1990까지 건설, 1989년부터 운영

∙ 현재 더 이상의 투자없이 실증연구를 마무리하고 해체연구를

진행 중

◦ 지질 ∙ 선캠브리아기 편마암질 화강암 (gneissose granite)

◦ 시설의 규모 ∙ 수직 커널방식으로 지하 450m 까지 굴진

다. 캐나다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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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명칭 Mont Terri

◦ 시설의 목적

∙ 점토층에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할 때를 대비하여 수문지질학적,

지화학적, 암반역학적인 특성을 조사, 시험하기 위한 Generic-

URL

- 단층대의 지하수 조성, 이류이동, 확산 등 지하수 유동 및 핵종

이동에 관한 주된 메카니즘 규명

- EDZ의 수리, 열, 역학적 특성 연구

◦ 건설 및 운영

∙ 도로터널에서 분기하여 1996년부터 건설

∙ Andra, PNC, SCK.CEN이 참여하여 1996년부터 실험 시작

∙ 스위스 지질기술주식회사 (Geotechnical Institute Ltd.)가 프로젝

트를 관리하고, SNHGS와 Nagra, 프랑스 Andra와 IPSN, 독일

BGR, 스페인Enresa, 일본 Obayashi 와 PNC, 그리고 벨기에의

SCK.CEN 등 6개 유럽국가와 일본이 참여하며 이들 나라의 연구

소와 16개 대학에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 중

◦ 지질
∙ 쥬라기의 안정된 점토층으로서 팽윤성이 우수한 점토층

(Opalinus Clay)

◦ 시설의 규모 ∙ 300m 암반 두께

라. 스위스 Mont Te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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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명칭 GTS (Grimsel Test Site)

◦ 시설의 목적

∙ 순수 연구 목적의 Generic-URL로서 처분장의 개발과 현장 실험

결과의 해석기술과 관련된 기술적인 연구 및 실증시험 수행

- 처분장 관련 연구에 대한 실무 경험을 얻고, 실제 처분장 건설,

운영 시에 필요한 경험 획득

- 처분장의 안전성에 관련된 물리적 및 화학적인 과정을 연구

◦ 건설 및 운영

∙ 1983년부터 도로터널을 분기하는 방식으로 건설을 시작하여

1984년에 운영을 개시, 현재 Phase V까지 종료되었으며,

2006년부터 Phase VI가 진행 중

∙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스페인 및 미국 등 공동 참여

◦ 지질 ∙ 해발 1730m 고도의 Aar Massif 화강암 (granite)

◦ 시설의 규모
∙ 연구시설은 지하 450m에 위치

∙ 직경 3.5m의 TBM으로 굴착

Layout

North

South

GTS

Simplified Cross Section

North

South

GTS

North

South

GTS

Simplified Cross Section

마. 스위스 GTS



- 9 -

◦ 시설의 명칭 ONKALO URCF (Underground Rock Characterization Facility)

◦ 시설의 목적
∙ 핀란드의 기반암인 결정질암반의 특성을 규명하고 고준위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 인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SS-URL

◦ 건설 및 운영

∙ 사업자 (POSIVA)는 2000년 정부의 후보부지 승인 후 지정된

후보부지 (올킬루오토)에 시설 건설 중

∙ URL 실증연구는 2010년까지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건설 승인을 2010년 정부로부터 취득하여 2020년 처분장 건설을

완료할 예정임

◦ 지질 ∙ 선캠브리아기 화강암 (granite)

◦ 시설의 규모

∙ 경사터널 방식으로 지하 520m 까지 굴착할 예정

∙ 소요 예산은 1996년 가격으로 약 1조 2천억원의 건설비와

1,100억원의 운영비를 예상

바. 핀란드 ONK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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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명칭 MIU (Mizunami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 시설의 목적

∙ 결정질암반 내 해수가 포함되지 않은 지하수환경에서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 관련 기술 및 안전성 규제 제도화를 위한

기술기반 구축용 PBG-URL

◦ 건설 및 운영

∙ JAEA는 화강암반에 6m 직경의 수직갱을 지하 1,000m 까지

굴착 중

∙ 20년에 걸쳐 조사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별로 지구과학분야의

다양한 연구가 계획 중

∙ 현재 진입 및 환기 수직터널을 약 350m 굴착하였음.

◦ 지질 ∙ 화강암 (granite)

◦ 시설의 규모

∙ 수직터널 2개, 각 1,000m (주터널 직경 6.5m, 환기터널 직경

4.5m)

∙ 500m 및 1,000m 연구터널 건설

∙ 매 100m 심도마다 주터널과 배기터널 간 연결터널 건설

사. 일본 M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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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명칭 Horonobe 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 시설의 목적
∙ 퇴적암층 내 해수 지하수환경에서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 관련

기술 및 안전성 규제 제도화를 위한 기술기반 구축용 PBG-URL

◦ 건설 및 운영

∙ JAEA는 임해지역 퇴적암층에 3개의 수직 터널을 지하 500m

까지 굴착 중

∙ 20년에 걸쳐 조사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별로 지구과학분야의

다양한 연구가 계획 중

∙ 현재 진입 및 환기 수직터널을 약 50m 굴착하였음.

◦ 지질 ∙ 퇴적암 (Sedimentary rock)

◦ 시설의 규모

∙ 2개 수직 진입터널 및 환기터널, 각 500m (주터널 직경 6.5m,

환기터널 직경 4.5m)

∙ 250m 및 500m 연구터널 건설

아. 일본 Horonobe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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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KURT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과 비슷한 지하 깊은 곳의 지질 조건에서 천연방벽

(암반)의 지연/희석 기능과 공학적 다중방벽 (처분용기, 완충재 등)의 격리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처분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공학적 기술의 타당성과 적합

성을 입증하기 위한 순수 지하연구시설로서, 부차적으로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교

육/홍보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설로 활용 중에 있다.

그림 2-2. KURT 시설 위치 및 레이아웃

2003년부터 부지조사와 설계에 착수하여 실제 굴착공사는 2005~2006년에 이루어

졌으며, 2007년부터 현장 실증시험 연구에 착수하였다. 부지의 조사 및 설계, 건설

비,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총 4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시설의 규모는 표 2-1과 같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1단계 현장 실증시험 연구는 암반 손상대 특성 시험,

소규모 히터시험, 용질이동시험, 심부지질환경 조사기술 개발, 지하수화학특성 장기

모니터링 등이며, 2012년 이후의 본격적인 시험으로는 콜로이드 특성 시험, 공학적

방벽 성능 실증 시험 등이 계획되어 있다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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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암 ․화강암

터널형태

․터널 단면 : 6 m x 6 m

․진입터널 : 경사 10 % 하향 180 m

․연구터널 : 좌 30 m / 우 45 m

연구터널 심도 ․1단계 지표에서 최고 90 m 심도

부대시설

․급배기 환기시스템

․배수펌프 / 통신 / 안전감시시스템

․현장사무실 및 홍보전시실 각 1동

표 2-1. KURT 시설 규모

시험 내용
1 단계 2 단계

‘07 ‘08 ‘09 ‘10 ‘11 ‘12 ~ ‘20

∙암반 손상대 특성 시험

∙소규모 히터시험

∙용질이동시험

∙심부지질환경 조사기술 개발

∙지하수화학특성 장기 모니터링

∙콜로이드 특성 시험

∙공학적 방벽 성능 실증 시험

∙처분장 재료-지하수 복합거동특

성 시험

∙처분시스템 실증시험

표 2-2. KURT 현장 실승시험 연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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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KURT 현장 지질조사 시험장비

제 1 절 실시간 터널 온도 및 변위 계측시스템

1. 서언

모든 공학적 시설 혹은 구조물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상, 지표/지하수문환

경 변화, 진동 및 지진 등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변형을 일으키게

되어 시설의 성능이 저하 또는 상실하게 되며, 지반함몰 또는 침하, 산사태, 사면붕

괴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재해는 초기에는 조그마한 변형

으로부터 출발하여 대규모 파괴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경우 특정 시

설 및 구조에 나타나는 2차원 혹은 3차원적 변형특성을 계측하기 위해서 주요 지점

에 설치한 개별 변형계측기 (strain guage) 기록을 토대로 분석 및 평가하고 있다.

이때 평가대상 구조물의 규모 혹은 물질의 변형 특성에 따라서 특정 위치 및 적절

한 센서의 선택과 수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센서와 원격제어시스

템 간에는 센서의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결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계

측기를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광케이블 자체를 센서 (optical

sensor cable: 광섬유센서케이블)로 활용하여 최소한 매 1 m 간격으로 센서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각 센서와 수많은 연결선으로부터 해방하였고, 평

가대상 구조물의 다양한 물리적, 기하학적 특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특히,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 공동의 경우 처분장 운영 중 매

50 m 간격으로, 그리고 지반이 취약한 구역에는 보다 조밀한 간격으로 지반변위 감

시관리를 시행하도록 SRP (Standard Review Plan)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지 내

인공사면의 경우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원

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하는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시간 터널 내 벽면의

지반변위 및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 가능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벽면의 균

열변형 현상을 미리 감지하여 대규모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암반 내 지하수위의

등락 및 화재감시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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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섬유센서 계측기술의 근본원리

광섬유센서케이블을 통하여 대단히 폭이 좁은 레이저파 신호를 보내면, 케이블

내에서 산란 현상이 발생한다. 그 중 일부는 반사되며 광다이오드에 의해 수신되는

진폭은 입사광의 것보다 대단히 작다. 만약, 광케이블의 주변환경, 즉, 온도, 변형,

압력 등에 변화가 발생하면 세 가지 종류의 산란현상 (Rayleigh scattering, Raman

scattering 및 Brillouin scattering)이 나타난다 (그림 3-1). 큰 진폭을 갖는

Rayleigh 산란은 대체로 케이블 주위 밀도변화와 연관되며 파장 변위는 없다.

Raman 산란은 레이저파의 진행 방향의 전․후방에서 케이블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나타난다. 즉, stokes 범위에 속한 후방-Raman 산란은 온도변

화에 무관하지만 anti-stokes 범위의 전방-Raman 산란은 온도변화에 따라 그의 진

폭 면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여준다. 여기서 온도측정은 바로 stokes 및 anti-stokes

의 Raman 산란 조도 (intensities)를 분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이다. 한편,

Raman 산란은 파장 변위 폭이 크기 때문에 분석 측면에서 그의 분리가 비교적 용

이하다. 이는 바로 온도측정 분해능을 높이는 유리한 여건이 된다.

그림 3-1. 광섬유케이블을 이용한 온도와 터널변위 계측 원리

Brillouin 산란 현상은 프랑스 물리학자 Léon Brillouin (1889-1969)에 의해 발견

되었으며 이에 대한 측정은 바로 분포개념의 온도 및 변형율 측정기법인 DTSS

(Distributed Temperature and Strain Sensing) 시스템의 핵심이다. 광케이블에 빛

을 보내게 되면 광파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음파가 발생한다. 이렇

게 전파되는 광파와 음파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Brillouin 반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Brillouin 반사 역시 두개의 성분 즉, stokes (후방산란)와 anti-stokes (전방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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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파장으로 분리되기 되기 때문에 이들은 각각 원래 광케이블을 통해 보낸 빛

의 색과는 다른 색을 띠게 된다. 이러한 Brillouin 산란은 온도, 변형률 및 압력과

같은 외부 영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림 3-1에서 도시한 바 같이 Brillouin

산란의 stokes 및 anti-stokes 신호는 주파수에 대해 Raman 산란의 것보다

Rayleigh 산란 지점과 훨씬 인접하고 있어 그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림 3-2는 온도 및 변형률 변화에 따른 Brillouin 산란 신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즉, 케이블 주변의 온도가 변하게 되면 stokes 및 anti-stokes 신호의 진폭이 변

하며, 변형률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 특성이 변하게 된다 (Paker et al.,

1997).

그림 3-2. Brillouin 주파수의 옵셋 범위

분석 측면에서 대단히 불리한 이러한 여건은 고도의 새로운 분석기법의 개발을

촉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Brillouin 산란파 수신호로부터 온도측정이 가능하다. 비록 분해능이 Raman 산

란파의 것보다 낮으나 (약 0.5 ℃) 온도변화에 따라 변하는 변형률 값 교정을

위해서 중요한 자료이다.

∙Brillouin 산란파 수신호 전체에 대한 주파수 분석을 통하여 변형률 분해능을

10 까지 높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측정값에 온도 교정이 이루어지면 변형

률 분해능은 20 에 달한다.

현재 분포개념의 온도 측정기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3-1). 여

기서 변형률에 대한 온도교정 여부에 따라 그 분해능이 약 10  (0.01 ㎜/100 m)

으로 차별화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유형인 dynamic distributed strain은 비록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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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리가 최대 5 km로 짧고 또한 분해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30  ) 대단히 짧

은 시간 (0.1초)에 측정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독보적인 측정기

법은 무엇보다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구조물의 동적 변형률 측정을 가능하게 되었

다. 광섬유센서케이블의 온도 감시 성능은 0.01 ℃의 해상도와 -150∼600 ℃ 범위의

측정이 가능하며 이는 광케이블의 피복물질 개발로 다양한 모델의 광섬유센서케이

블을 적용함으로써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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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DTSS의 변위 계측 방법

3. 광섬유센서케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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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계측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 광섬유센서케이블

을 설치하였다. 터널 벽면의 설치 위치는 터널 단면에서 응력 집중이 가장 크게 일

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천정 좌우 모서리 부근에 한 줄로 설치하였다 (그림 3-3). 설

치 총연장은 650 m이며 에폭시로 벽면에 고정시켰다. 효율적인 감시관리 및 자료

해석을 위하여 터널 진입방향을 기준으로 총 10 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특히, 3 구역은 터널 입구의 콘크리트 라이닝 구간이며, 5 구역과 9 구역은 좌우 대

칭이 되는 지점의 상대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고, 6 구역과 8

구역은 각각 좌우 연구 터널에 해당한다.

터널 입구부 사면은 남측 좌안 사면으로부터 시작하여 터널 입구 방향으로 도수

로를 따라서 깊이 10 ㎝ 지점에 연장 250 m까지 총 9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매설,

설치하였다 (그림 3-4). 입구방향으로 좌측사면에 1, 2 구역이며, 3～7 구역은 터널

입구 배후의 급사면에 해당하며, 8과 9 구역은 우측의 북측사면에 해당한다. 한편,

광섬유센서케이블은 터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사무실 내에 화상시연시스템으

로 연결하여 원격감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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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KURT 내 광섬유케이블 설치 도면

그림 3-4. KURT포탈부의 광섬유케이블 포설 도면

4. 계측시스템의 초기화

KURT의 공동 벽면 및 동굴 입구 주변 사면에 설치한 광섬유센서케이블은 설치

후 최초의 상태를 초기화하여 이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정하고 후속 측정값을 대비

시키도록 설정하였다. 모니터링 주기는 시설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최소 수 초 단

위로 감시할 수도 있으나, 본 시설은 운영 시 진동현상을 나타내는 특정 플랜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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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동적특성을 가진 시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력 및 시설투자 여건

을 감안하여 월 1～2회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횟수를 증가하도록

계획하였다.

5. 감시시스템의 운영 결과 및 해석

감시시스템의 설치 (2008. 1. 7) 일 이후 현재까지 터널 벽면과 사면에서 최대

1000 με (약 1 mm/1 m) 이하의 미세한 변위가 확인되었으나, 이 규모는 터널 내부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과 이완 현상 수준으로 판단된다.

가. 터널 내 감시 결과

터널 내 광섬유센서케이블 설치 후 1년 간의 관측 결과 중 대표적인 4 개 시점의

측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5). 그림에서 파란색 실선은 최초 관측치이며, 녹

색 실선이 2009. 1. 9일 측정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센서케이블이 설치된 전체 구간

에서 1,000 με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위를 나타내었으나, 5 구역에서 2,000 με 이상

의 크기를 갖는 누적 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지점은 터널 외부 도로

시작지점에서 터널 진입방향 거리 200m 지점 좌측 터널 벽면에 해당한다 (그림

3-6). 이 지점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확인한 결과, 지하

수의 누출로 인하여 광섬유센서가 벽면으로부터 일부 일탈하기 시작하는 현상에 기

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전체적인 경향으로 나타낸 도

면은 그림 3-7a～d에 도시하였으며, 2008. 7월 계측 결과부터 이상대(붉은 색)의 수

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상대는 지하수 누출로 인한

현상이며, 온도분포 변화에서도 이 지점이 이상대임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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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위

(b) 온도

그림 3-5. KURT 터널 내 변위 및 온도 계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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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5 구역의 변위 계측 결과

(a) 2008-01-15 (b) 2008-06-17

(c) 2008-07-31 (d) 2009-01-09

그림 3-7. 실시간 터널 변위 계측결과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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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터널 입구부 사면구역 감시 결과

터널 입구부 사면구역에서 관측한 결과, 5∼7 구역 (터널 입구부 상부 구역) 및 8

∼9 구역 (터널 입구부 우측사면)에서 2～3 ㎜ (2,000～3,000με)의 변위를 나타내었

다. 이 값은 우려할 만한 수준의 값은 아니며 건설 후 다짐효과로 인정되지만 전반

적으로 변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2009. 1월 관측한 결과 (그림 3-8

에서 녹색실선; 그림 3-9a 및 b), 2 구역 중간부 이후 구간의 자료가 확인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 지점의 현장 확인 결과, 센서케이블이 짐승이나 사람의 통행

과 같은 외부 힘에 의해 절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8. 터널 포탈부의 변위 계측 결과

(a) 2008-1-7 (b) 2009-1-9
그림 3-9. 실시간 터널 포탈부의 변위 계측결과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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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터널 내 벽면과 주변 사면의 지반변위 및 온도 변화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숏크리트로 처리한 터널 벽면의 균열변형 및

붕괴, 낙반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암반 내 지하수위의 등락 및 화재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감시한 결과, 암반 변위는 2008년 1월 7일 이후로 터널 입구부의 사면

과 터널 벽체에서 계측된 변형율은 1,000 με (약 1 mm/1 m) 이하로서 극미소 변형

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변위는 계측되지 않고 있다. 터널 벽면의 쇼크리트의 균열

등 벽면 변위와 관련 한 뚜렷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터널 내에서는 지하수의 누출 지점을 중심으로 벽면에서 누적 변형의 크기가 완

만하게 증대되어가는 경향을 보이며 그 크기는 미약하다.

터널 내 공간적 온도분포 변화 계측 결과는 2008년 1월 7일 이후 터널 내 온도

변화 특성은 대체로 투수성 단열대 혹은 지하수누출 지점 부근에서 온도이상대가

확인되고 있다. 터널입구 영역은 13∼20℃ 범위를 보이며 터널 내측에서는 15∼1

8℃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진입방향 우측 암반이 상대적으로 2 ∼ 3℃ 높

은데 이는 지하수위가 터널 진행방향의 좌측이 우측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어 나타

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적용된 기술은 케이블을 따라 분포개념의 온도 및 변형율 측정기법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특정지점 계측방법과는 확연하게 차별된다. 이러한 계측

기술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매 1 m 간

격으로 총연장 30 ㎞ 까지 최대 30,000 개의 센서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KURT와 같은 지하시설 외에도 복잡한 구조

를 갖는 플랜트시스템의 변형은 물론 장대 구조물과 고층빌딩, 대형선박, 장대 교

량, 댐과 송수관로 및 지하철 등의 안전 유지상태 및 누수 등의 감시관리에 적용

가능하다 (김중열외, 2006; 김중열, 2007). 특히 온도 변화 감시관리 기능은 문화재

와 같은 목재건조물에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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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시간 미소진동 계측시스템

1. 서언

KURT 시설은 터널 입구부로터 50여 미터 까지 벽면은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보

강하였고, 나머지 구역의 대부분은 숏크리트로 처리하였다. 터널 내 일부 암반 등급

이 양호한 구역은 처분관련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원래의 암반을 그대로

노출시킨 상태로 두었다 (한필수, 2005).

숏크리트로 처리된 터널 내부 벽면은 계절적으로 우기와 건기를 반복하면서 지하

수압과 터널 내부로 유입하는 지하수량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습윤 및 건조 상태의 반복, 화학적 상호반응, 그리고 외부 진동 등에 의하여

숏크리트의 열화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초기의 미세한 균열현상은 이와 같은 외부

영향으로 인하여 균열이 진행되고 결국에는 숏크리트 물질이 파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할 때, 그리고 균열이 확장 전파될 때 미소진

동과 함께 초음파가 발생하므로 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면 터널 벽면의

취약 지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관리와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된

다. 이러한 터널 벽면의 동적 거동에 대한 감시 기능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처분장 운영 중 및 폐쇄 후 단계에서 터널 벽면에서의

지하수 유입, 낙반, 붕괴 현상의 예측과 집중적인 감시가 가능하므로 안전성 측면에

서 활용 가능하다.

미소진동 감지 및 해석을 이용한 균열 발생지점에 관한 연구 사례는 해외의 경우

많은 접근이 있었는데, 광산개발 시 굴착과정 전후에 발생하는 암석·암반 파열

(Young et al., 1992), 가행 광산 주변의 붕괴 지점 및 시각 결정 (Ellenberger et

al., 2001), 가행 탄광갱도 내 구조물 및 암반의 파괴시 발생하는 미소진동 계측 및

감시관리 (Sivakumar et al., 2008) 등이 있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지하원유비축기지

건설 중 발파로 인해 유발되는 균열에 관계되는 미소진동 계측 (홍지수외, 2006)이

있으나 이는 자연발생 미소진동 현상을 감시한 경우는 아니다.

본 연구는 KURT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연

구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안전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된 미소진동계측

시스템의 운영 결과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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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소진동 계측시스템 개요 및 원리

미소진동 모니터링은 암반 및 구조물의 균열과 파괴, 터널의 붕괴, 사면 붕괴, 단

층의 움직임, 광산 내 필라의 붕괴, 지진동 등의 발생 위치 및 규모의 특성 규명에

활용된다. 상기와 같은 붕괴 및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미소진동은 주변에 배열된

3성분 수진기에 도달하게 되고 각 수진기에 도달되는 주시를 이용하여 미소진동의

발생원 위치를 역산하게 된다. 이 원리는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진

앙지를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그림 3-10).

그림 3-10. 미소진동 계측 시스템의 원리

매질에 역학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매질의 진동을 유발하게 되며 이 발생원을 진

원지라고 한다. 발생된 탄성파 (진동)는 입자의 움직임 형태로 사방으로 전달되며

이 때의 에너지는 매질의 물성에 따라서 감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탄성파는 전달

되는 과정에서 고주파수의 에너지를 잃게 되며 멀리 떨어진 진앙지에서 발생한 지

진은 대부분 고주파수의 에너지가 소멸된 채로 5 Hz 미만의 저주파수 탄성파로 전

달되어 관측된다. 이에 비해서 각종 공사 등에서 유발하는 탄성파는 상대적으로 주

파수가 높은 즉, 광대역 주파수 특성 (10～1000 Hz)을 나타낸다.

KURT에 설치한 SUMO (SUmmit MOnitoring) 시스템은 그 주파수 대역이 약

0.01～10,000 Hz의 넓은 범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소진동에

의해 감지되는 주파수 중 지진 주파수 대역과 상호 대조하면 지진에 대한 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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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동 주변에서 발생하는 단열의 생성 및 전파, 터널 내 낙석 현상 시 발생하

는 미소진동도 동시에 감시, 관측할 수 있다 (그림 3-11).

그림 3-11. 미소진동 계측시스템 (SUMO)의 주파수 범위

3. 미소진동 수진기 설치

KURT 감시관리시스템 중의 미세진동계측시스템은 독일 DMT사에서 개발한

SUMO시스템으로 24bit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A/D converter)가 장착되어 미소

진동 계측에 요구되는 넓은 동작 범위 (dynamic range)를 가지고 있다 (그림

3-12). 3성분 수진기는 시추공에 매설하기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진동 방향을

분석하고 그 진원지를 추적하는 데 적합하다. 이 시스템은 현재 현장에서 계측된

모든 미소진동 자료를 LAN을 이용하여 사무실에서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정비하고 있다 (그림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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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미소진동계측시스템

(SUMO)과 수진기

그림 3-13. 원격 미소진동계측시스템 구성

도

수진기는 KURT 터널 내부 좌우측 하단부에 심도 5 m의 BX 규격의 시추공을

굴착한 후 총 10 개소에 매설하고 시멘트 몰타르로 그라우팅 하였다. A-B-C 및

H-I-J 단면의 경우 상·하단에 각각 3 개소 설치하였으며 D, E 및 F는 각각 1 개소

그리고 지점 G는 3성분 (Gx, Gy, Gz) 수진기를 매설하였다 (표 3-2; 그림 3-14).

표 3-2. 미소진동 수진기의 Transverse Mercator 좌표 (X,Y) 및 표고 (Z)

Channel No. X Y Z

A 232509.033 324887.915 87.075

B 232510.523 324887.313 71.449

C 232504.695 324870.790 72.087

D 232404.840 324915.230 62.315

E 232416.034 324936.646 61.914

F 232410.870 324964.522 61.663

Gx, Gy, Gz 232445.102 324902.934 65.716

H 232488.321 324898.889 84.516

I 232489.609 324898.639 70.230

J 232484.662 324881.473 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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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KURT 내 미소진동 수진기 설치 위치

4. 미소진동 계측 결과 및 해석

KURT에 설치된 미소진동계측시스템에서 2008. 1. 21～2009. 1. 9까지 관측된 진

동의 총 발생 횟수는 14 회에 달한다 (그림 3-15). 이들 중 2008. 10. 29, 충남 공주

시 남동쪽 15 km 지점에서 발생한 진도 3.4의 지진 (그림 3-16a) 이외의 대부분의

진동은 소규모 미소지진과 터널 주변에서 자연 혹은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진동들

이다. 지진에 의한 진동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진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의 주

파수 특성도 탄성파에 의한 것보다 낮은 100 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을 보이고 있

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진의 진앙지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서 취득된 자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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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미소진동 계측 기록

한편, KURT 주변에서 단열대 조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탄성파탐사에 의한 진

동 특성을 살펴 보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진동하며 주파수는 0∼1,500 Hz에 달하

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주파수 대역을 보인다 (그림 3-16b). 자연적으로 발생한 진

동 특성은 대체로 강도가 약하고 저주파 특성을 나타내어 단열이 발생되거나 단열

이 전파되는 등의 암반거동으로 인한 신호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 (그림 3-16c).

또한 각 수진기에 도달된 진동속도 (swing velocity)의 범위가 0.001～0.002 ㎜/s인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 잡음 수준으로 판단되어 터널 주변에서 균열현상이나 낙석

혹은 붕괴현상의 징후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지하공동 주변에서 발생되

는 단열발생이나 전파, 소규모 낙석이나 붕괴, 현장 시험에서 취급되는 중장비의 낙

하 또는 충격 등에 의한 진동이 수진기에 도달될 때의 주파수 특성은 600 Hz 내외

이고 진동속도는 0.05～0.5 ㎜/s의 범위로 나타난다. KURT 내에 설치된 미소진동계

측시스템에서 현재까지 계측된 총 14 개의 진동 중에서 순수하게 KURT 내에서 발

생된 진동으로 판단되는 것은 단지 2 개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소규모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미소진동을 유발하는 원인은 지진, 암석의 균열생성 및 파열, 낙석, 발파, 열차 등

의 동적 진동, 사면붕괴 현상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탄성파 발생원은 항상 P 및 S

파를 발생하며, 이들은 입자의 움직임이나 전달 속도 측면에서 크게 그 특성이 차

별된다. 만약 진원지 규명이 주요 현안이면 진원지 주변 최소 4 개 지점에서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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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도달 특성은 관찰하여야 한다. 계측을 통하여 얻어지는 파형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의 진동특성을 가지며, 파형의 도달 주시는 진원지 규명에 유용하다

(seismic monitoring). 또한, 탄성파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구조물 (교

량, 댐, 고층건물 등)을 구성하는 부재의 진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반응하

는 부재의 진동특성과 크기는 곧바로 부재가 갖는 고유주파수와 연관되므로 구조물

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형의 진동특성은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한 진동

분석 (vibration analysis)에 활용된다. 참고로 독일에서 각 구조물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에 대한 실험 및 이론 계산을 통해 얻어진 진동의 허용기준치를 법제화

하여 진동속도로 나타내고 있다 (표 3-3).

구 분

Swing velocity의 허용기준치 (mm/s)

주파수 대역 전주파수대

역 최대치1∼10 Hz 10∼50 Hz 50∼100 Hz

공장지역 구조물 20 20 - 40 40 - 50 40

주거지역 구조물 5 5 - 15 15 - 20 15

진동에 민감한 구조물

(동상, 교회, 문화재,

병원 등)

3 3 - 8 8 - 10 8

표 3-3. 건축물에 대한 스윙 속도치 가이드라인(German Standard

DIN4150-3:1999-02).

KURT에서 계측된 진동파의 대부분은 진폭이 대단히 적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반 변위에 문제를 유발시킬 정도의 단열 형성이 아닌 터널 내외부에서 발생한 미

소진동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진원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진기에서 초동

주시를 발췌할 수 있어야 하나 진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 가능하게 될 것

이다. 이러한 미소진동의 실시간 감시관리가 가능해진 근본적인 배경은 컴퓨터 기

억장치의 성능 향상과 특정 진동 발생 시 실시간의 대규모 자료 관리가 원활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미소진동 해석에 대한 연구사례 (Sivakumar et al., 2008)에서 사용

한 계측시스템도 본 시스템과 같은 풍부하고 고품질의 자료 관리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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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8년 10월 29일 계측된 규모 3.4 지진 (진앙 공주시 남동쪽 15 km)

(b) 단열대 탐사를 위한 탄성파 탐사에 의한 미소진동 기록

(c) 자연상태의 미소진동 기록

그림 3-16. KURT에 설치된 미소진동 계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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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에 설치된 미소진동계측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최근 1년 간 총 14회의 진

동이 관측되었으며, 이 중 공주시 남동쪽 15 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4의 지진

이외에는 대부분 극미소지진과 KURT 주변에서 인위적으로 발생한 진동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계측결과, 특히 숏크리트, 콘크리트 구조물 및 암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열의 생성 혹은 전파에 의한 고주파의 진동으로 추정되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소진동계측시스템은 넓은 동작 범위의 특성을 가지며, 현재 실시간으로 현장과

실내에서 감시관리 중에 있다. 본 시스템에 사용된 3 성분 수진기는 시추공에 매설

하기 적당하도록 설계된 시추공용 수진기로 진동 방향을 분석하여 미소진동의 진원

지를 추적하는 데 적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시스템은 지하공동 주변 암반

의 균열현상과 낙반 등의 감시관리는 물론 모든 원자력관련 시설을 포함한 타 기간

시설의 공학적 안전진단에도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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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질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1. 연구 수행 방법

KURT의 본연의 기능은 고준위페기물 처분시스템의 개발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지하지질 데이터를 생산하고, 필요한 경우 단위 기술의 실증을 수행하는 것이

다. 현재 KURT 주변의 지질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터널 내부 및 주변 지표부에

서 다양한 지하지질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중이다.

3차원 수리-구조 모델링 시스템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는 지하지질에 대한

정보(암석, 지질구조, 수리지질, 지하수화학 등)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

계적으로 정리,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단순하고 설명 가능한 형태의 수리-구조모델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리-구조모델은 KURT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각종 실증시험을 위한 기본

적인 3차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아울러 다음 단계의 지하수

유동 모델해석에 직접 이용된다.

2. 모델링 코드 기능 검토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지질 구조 모델링 툴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지하지질 정

보를 3차원으로 구축 가능하여야 하고, 3차원 visualization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의 기능도 충족되어야 한다.

◦ 지질정보의 좌표값이 여타의 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이루어져야 함.

◦ 암석, 단층 등의 지질구조, 지형, 시추공 등의 구현이 가능하여야 함.

3. Vulcan Geomodeller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춘 국내 제품은 전무하며, 해외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기관(JAEA 등)에서 다루고 있는 Vulcan을 도입하였다. 주요 기능은 다음

과 같고, 세부 내용은 그림 3-17과 그림 3-18와 같다.

◦ 제품명: 지하지질자료 통합관리용 Vulcan Geomodeller

◦ Block 모델링, Grid 층서 모델링을 활용한 지질모델링, 지질자료 종합 및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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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지질구조 예측을 위한 3차원 지질구조 모델링

그림 3-17. Vulcan Geomodeller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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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Vulcan Geotechnical toolbox 모듈

Vulcan 코드의 운용 기술 습득을 위하여 연구원 1명을 제작사에 파견하여 기본적

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후 일본 JAEA에 파견하여 추가적인 세부 운용기

술을 습득토록 하였다.

4. KURT 주변 Block 규모 수리-구조 모델링

조사를 통하여 축적된 KURT 부지의 자료를 토대로 수리-구조 개념모델을 구성

하였다. 상부토양층 및 풍화대를 수리토양영역(Hydraulic Soil Domain, HSD),

KURT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10개의 단열대를 수리투수영역 (Hydraulic Conductor

Domain)으로, 단열대 사이의 기반암을 수리암반영역 (Hydraulic Rock Domain)으로

구성하였다. 저경사 단열대는 저경사 단열영역(Low Angle Fracture Domain)으로

구성하여 수리-구조 개념모델 Version 2를 구축하였다 (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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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지질모델의 요소 수리지질학적 특성

HSD
- 등방성의 투수성

- 공간적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균질한 분포

LAFD
- 이방성의 투수성

- 공간적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HRD
- 등방성의 투수성

- 공간적으로 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불균질한 분포

HCD
- 이방성의 투수성

- 각 단열대 마다 상이한 투수성

표 3-4. 수리-구조모델의 구성 인자

수리-구조모델의 요소에 대한 수리특성은 KURT 주변 지역의 수리지질모델의 요

소에 대한 수리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압주입시험 (Constant head injection

test)의 결과(그림 3-19)를 이용하여 각 요소별 수리지질인자를 도출하였으며 (표

3-5), Vulcan 코드를 이용하여 구축한 수리-구조 모델은 그림 3-20(Version 1), 그

림 3-21(Version 2)과 같다.

그림 3-19. 정압주입시험을 통해 획득한 구간별 수리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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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요소 수리지질요소 수리전도도(m/sec)

토양층 및 상부풍화대 HSD 1.5E-07

상부 저경사 단열대 LAFD 1.05E-07

단열대 HCD

FZ2S-1 3.17E-07

FZ2S-2 4.36E-7 (expected)

FZ2A-1 2.57E-09

FZ2A-2 1.69E-09

FZ2A-3 5.49E-09

FZ2A-4 6.31E-07

FZ2A-5 4.57E-07

FZ2A-6 1.32E-06

FZ2A-7 8.78E-06

FZ2B-1 7.95E-6

기반암 HRD 4.3E-10

표 3-5. 수리-구조모델 요소별 수리전도도

그림 3-20. KURT 주변 지역의 지질정보를 종합한 수리-구조 모델 V.1



- 39 -

그림 3-21. 지하 지질자료 통합 해석을 통한 수리-구조 모델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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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장심도 지하심부용 정밀수리시험 장비

1. 서 언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투수성은 처분시스템의 설계와 안전성 평

가에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재 국내의 지반조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반의 투수성 시험방법은 나공

상태에서의 간이 수리시험이나 양수시험, 또는 이중 패커(그림 3-22)를 이용한 주입

/수위강하 시험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험 방법은 적절한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수성 해석 자료의 신뢰성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림 3-22. 국내 부지조사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수리시험 장

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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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리시험 장비의 문제점은 크게 (1) 시

험 구간 내의 압력만을 지표에서 계측하고, (2) 시험 구간의 저류효과에 의한 영향

이 크고, (3) 패커 시스템의 공내 이송수단으로 와이어라인과 PE 호스를 사용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4) 시험 과정 중 패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동으로

조절하고 있다.

첫 번째의 문제점은 시험 구간의 압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지표까지 연결된 PE

호스 말단부에 라인밸브를 설치하여 밸브 폐쇄 상태에서 시험 구간의 압력을 얻고,

개방 상태에서는 호스에 부하되는 압력을 계측하고 있다. 시험 구간의 압력은 원위

치 압력을 실시간으로 계측 가능하여야 함에도 지표에서 배압(back pressure)를 계

측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구간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하여 유체의 압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원위치 압력센서가 없게 되면 상하부 패커와 암반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누수현상을 알 수 없게 되어 잘못된 시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림 3-23. 동일한 시험 구간에서 시행한 수리시험결과의 사례로

서, 공내에 위치하는 shut-in 밸브에 의해 저류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임 (Joseph et al., 1988).

두 번째의 저류효과는 현행 장비의 여러 부분에서 초래되고 있는데, 먼저 shut-in

밸브가 지표에 위치하게 되면 PE 호스에서부터 시험 구간까지의 저류효과 영향이

매우 커지게 된다. 저류효과는 유체의 압축성에 비례하므로 PE 호스의 신축성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험 구간의 유체가 체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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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인데 상하부 패커 구간을 연결하는 스크린의 체적이 너무 작다. 저류효과를 직

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예는 그림 3-23과 같다. 동일한 시험 구간에 대하여 shut-in

밸브를 지표에 위치한 때와 상부 패커 직상부에 위치한 때의 시험 결과를 살펴보

면, 전자의 경우 공내 저류효과로 인하여 방사성흐름이 100 시간 이후에 형성되지

만, 후자의 경우에서는 1 시간 정도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결과로부

터 공내 저류효과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의 패커 시스템 이송장치의 경우, 패커 시스템과 연결되는 튜브는 유체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의 와이어라인을 이용한 PE 호스를 사용하

게 되면 전체 중량이 가벼워진다는 장점은 있으나, 시험장 치의 투입, 인양 과정의

안전성, 공내 사고 시의 장치의 회수성,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은 유체의 압축성 등

의 측면에서 시험결과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네 번째의 패커 압력 문제의 경우, 저투수성 시험 구간에서는 패커의 압력 변화

에 의해 시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패커의 압력에 대한 실시간 계

측도 요구되고, 패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동 압력유지 장치도 필

요하다.

본 연구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고준위폐기물의 처분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자연방벽에 대한 특성 평가가 중요하므로 전술한 현행 시험 장비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심도 (1,000 m) 시추공에 적용 가능한

수리시험 장비를 구축하였다.

2. 기본 설계 요건

Straddle packer 시험 장비는 기본적으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팽창형 패커를

이용하여 시추공 내의 시험 구간을 격리시키게 된다. 수리시험은 시추 작업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시추 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시행된다. 시추공

에서 이루어지는 수리시험은 보통 수리지질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저투수성 매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장과 같은 매질의

투수성을 평가하는 데는 장비의 성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Bredehoeft and Papadopulos (1980)은 펄스시험을 설명하고 그 시험 결과의 해석

해를 제시하였다. Pickens et al. (1987)은 저투수성 매질에서의 수리시험에 대한 개

관을 제시하였고 상세한 해석해를 제시하였다. Roberts et al. (1999)은 미국 뉴멕시

코의 Waste Isolation Pilot Plant (WIPP) 시설부지의 극저투수성 암염층의 지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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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에서 이루어진 수리시험 장치와 해석방법을 발표하였다. Avis et al. (2009)은 최

근 정밀한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캐나다 Bruce 부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부지)에서

6개월에 걸쳐 2 개의 시험공에서 47회의 수리시험을 시행하였으며, 600m 하부에 분

포하는 오도비시안 저투수층의 수리전도도는 10-14 ~ 10-13 m/s인 것으로 평가하였

다.

전형적으로, straddle packer 시험 장치는 시험공에서 두 가지 형태의 수리시험법,

즉, 펄스시험과 순간충격시험에 유용하다. 순간충격시험에서는 시험 구간 내의 지하

수체가 거의 순간적인 주입이나 배출에 반응하는 정도를 계측하게 된다. 펄스시험

에서는 완벽하게 격리된 시험구간에서 순간적인 압력의 변화 (shut-in)에 반응하는

지하수압력의 변화를 기록하게 된다. 순간충격시험은 10-6 ~ 10-9 m/s 범위의 수리

전도도를 갖는 매질에 적합한 시험법이다. 반면에, 펄스시험은 10-10 m/s 이하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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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순간충격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10-8 ~ 10-10 m/s 범위의 수리전도도를 갖

는 매질에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결정질암은 심도가 깊어질수록 수리전도도는 감소하지만 대략 저투수

성 매질이라 함은 10-12 m/s 정도까지를 말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서는 보

다 정밀한 수리전도도 계측, 즉, 투수성 매질부터 저투수성 매질까지 정밀한 수준으

로 시험 가능한 장비의 구축이 중요하다. 저투수성 암반에서의 수리시험은 쉽게 행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험 조건이 아니어서 시험 결과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시험 장비를 적절하게 설

계함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가. 공내 저류효과 최소화

시험 구간의 매질이 압력 변화에 반응하는 것은 매질의 물리적 성질, 압력의 크

기, 그리고 공내 저류효과들의 함수이다. 임의의 시험 구간 내 펄스시험에 있어서

저류효과는 다음의 식과 같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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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매질에 있어서 자료의 분석에 충분한 압력변화의 반응 데이터를 얻는데 요

구되는 시간은 상기 식에서   (공내 저류효과) 항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

항의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비 설계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는 복합적인 유체

압축성으로서, 시험장비 자체, 공내의 유체 및 시추공벽의 암반역학적인 반응과 관

련된다. 단, 시험 구간 내에 자유상의 기체가 존재하는 경우 가 시간 함수에 관

하여 비선형 관계를 갖게 되므로 시험결과의 분석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는 패

거 사이와 패커 내부, 그리고 시험 구간과 시험 장비 부품을 연결하는 각종 튜브

내의 유체의 체적이다.

나. 장비 안정성 및 시험 결과의 품질

현장에서의 시험 장비의 안전성은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추공 내

에 투입된 상태에서 장비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 시험 장비의 제거, 고장 부위의 수

리, 수리 후의 검교정, 그리고 재시험에 이르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

게 된다. 시추공의 붕괴 등에 의한 사고 시에도 안정하게 장비를 인양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시험 장비의 최종적인 설계 목표는 자료의 품질일 수 밖에 없으며, 시험자료는

가능한 한 정확하여야 하고, 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되는 간섭이 최소여

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는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원격

으로 시험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외부에서 시험과

정과 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용이하게 해 주며 시험 도중에 시험결과의 예비

분석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원격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의 감독관과 분석 전문

가로 하여금 현장의 시험자에게 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한 주문을 지시할 수 있다.

다. 기본 요건

공내 저류효과를 최소화하고 시험 장비의 안전성과 시험 결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리시험 장비는 곧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위한 심부 암반의 투수

성 평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현행의 시험 장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는 기본적인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최대 운용 심도: G.L.-1000m

∙ 시추공경: Φ78-1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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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커 시스템 이송수단: 1“ 탄소강 로드

∙ 수리전도도 계측 범위: 10-5 ~ 10-14 m/sec

∙ 공내 저류효과 최소화: 공내 투입 장치의 상부패커 직상부에 shut-in 밸브 장

착

∙ 압력 센서: P1(하부 패커 아래), P2(시험 구간), P3(상부 패커 위) 실시간 계측

∙ 시험 구간: 1 m 이상 가변 가능

∙ 시험 중 자료 접근 및 샘플링 간격 제어 가능한 실시간 자료취득 원격시스템

∙ 시험 장비의 성능 안전성 및 시험자료의 품질 신뢰성

∙ 수리시험

- 시험구간의 자연상태 지하수압 계측

- 불교란 상태의 지하수시료 채취

- 정압 및 정률 수리시험, 순간충격시험, 펄스시험, 양수시험

3. 상세 시스템 사양 및 현장 운영 절차

본 시스템에 관한 상세한 설계서와 현장에서의 운용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기술

보고서(김경수 외, KAERI/TR-4066/ 2010)를 참고 바란다.

4. 결론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의 지하수체계 특성, 특히, 모암의 수리전도도는 부지의 방

사선적 안전성 평가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국내 수

리시험 장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암반 투수성 평가 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장심도 시추공에서 정밀한 수리시험이 가능한 장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본 장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 기술사항은 공내 저류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

하여 H-DHSIV를 장착하고, 시험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시

험 구간을 포함한 3 개 구간의 압력 변화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DAS를 구축한 것

이다.

본 장비의 실제 현장 운용단계에서는 시험 구간의 선정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시험 구간이 짧을수록 공내 저류효과를 저감시킬 수는 있으나 일정구간 시

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시추공 전 구간을 시험하는데 요구되는 시험 횟수, 소요

시간, 비용 등의 요소가 증가하게 된다. 퇴적암층의 경우에는 수리특성이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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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질층에서의 복합적인 압력 반응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닌 한 지층의 평균

적인 층후가 시험 구간의 상한치가 되어야 한다. 결정질암의 경우에는 시험 전의

공내 검층을 통하여 암반 배경단열과 투수성 단열의 빈도를 고려하여 시험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MWCF (major water conducting feature)에 대해

서는 시험 구간을 한정하여 정밀한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구조의 투수량계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장비의 본체 및 부대장비를 포함한 총 제작비용은 약 3.5억원으로 현행 국내

지반조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중 패커를 이용한 전형적인 수리시험장비와 경

제성 측면에서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험 구

간의 투수성 정도에 좌우되겠지만 H-DHSIV의 적용으로 기존 장비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방사상 흐름에 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정밀한 시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비의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향후 보다 정밀한 시험을 위해 펄스 발생

장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펄스 발생장치는 시험 구간에 연결된 H-DHSIV

하우징 내에 장치되는 소형 피스톤이다. 피스톤을 밀게 되면 시험 구간 내에 거의

순간적인 압력 펄스를 생성하게 된다. 시험 구간과 피스톤의 체적을 알면 펄스의

크기로서 시험결과 분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를 직접 계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험 구간의 shut-in에 앞서 피스톤을 밀어낸 상태에서 밸브를 폐

쇄한 다음 피스톤을 복귀시킴으로써 펄스 제거 (pulse withdrawal)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구축된 심부 시추공에서의 정밀 수리시험 장비는 국내 현장조

사 기술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선도할 것이며,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와 부지특성평가에 직접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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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지하수화학 다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1. 연구수행 방법

본 장비는 KURT 시설 내 심부 조사공에서의 다수의 격리구간에서 지하수의 원

위치 압력, 온도, pH, Eh, EC, DO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지하수화학 다

기능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이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목적은 심부의 지하수 화학자

료를 처분기술개발을 위한 현장 실증시험의 기본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장비의 설계 과정에서는 해외의 유사시설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사례를 참

고하여 자체 설계를 수행하고 전문 제작업체에 제작 의뢰였다 (그림 3-24).

그림 3-24. 지하수화학 다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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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가. 장치의 제작 및 설치

기존의 PE 튜브를 대체하여 스테인레스 재질로 6개 구간의 수질을 계측 가능하

도록 하였으며, 시추공내 다수의 격리구간에서 지하수의 원위치 압력, 온도, pH,

Eh, EC, DO 등의 파라메터를 실시간 계측하고, 동시에 지하수중의 개스를 포집할

수 있는 지하수화학 다기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작, KURT 현장에 설치하였다

(그림 3-25).

특히, 기존의 장치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로부터 가스를 채취하고 이를 가스 분석

기에 주입할 때까지 다량의 지하수를 다단계 과정에 따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본 장치를 이용하여 가스를 챔버에서 한 번의 과정으로 직접 채취함으로써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샘플 오염가능성을 줄이고 분석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

어서 원위치 상태의 가스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본 장비는 KURT 현장과 연구실에서 동시에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

록 온라인 운영 체계를 구축한 상태이다.

그림 3-25. 지화학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나. 모니터링 결과

본 장비는 현재 KURT 내 DB-1 시추공의 320m 심도의 지하수를 모니터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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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이다. 이 구간에서 얻어진 실시간 계측자료는 그림 3-26과 같다. 안정화된

수질 자료를 취득한 다음에는 다른 심도의 구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장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심도가 깊은 조건의 지하

수의 온도는 약 17.4 ℃, pH는 약 9.3, 또는 - 25 mV, EV는 0.2 mS/cm 등이다.

그림 3-26. 지화학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지하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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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의 성공적 수행을 통하여 국내 유일의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KURT)의 기반시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으며, 당 과제의 연구성과를 바탕으

로 하여 전체적인 시설의 활용방안은

◦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련 사업자,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산업계의 연구이용시

설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산학연민의 긴밀하고 협조적인 유대관계 활성화가

기대되며,

◦ IAEA URL Network Center의 파트너 시설로 입지하여 국제적으로 회원국간

공동연구 및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KURT 현장 지질조사 시험장비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실시간 터널 온도, 변위, 미소진동 계측시스템

- 터널의 역학적인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함.

② 3차원 지질구조 모델링 시스템

- KURT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에게 필요한 경계조건

중의 가장 핵심이 되는 KURT의 지하 지질에 대한 3차원 지질-수리-구조

모델을 제공하는 용도로 활용함.

③ 장심도 지하심부용 정밀수리시험 장비

- 국내 최초로 지하 1,000m 심도까지 정밀한 시험이 가능한 장비이므로,

KURT 암반의 정밀한 암반 투수성 평가는 물론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암반 투수성 평가에도 활용함.

④ 지하수화학 다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 KURT 지하 심부의 지하수화학 특성 및 원시료 채치, 그리고 지하수중 용

존 개스를 포집, 분석하여 KURT 실증시험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 심부의

지하수화학 특성에 대한 경계조건을 제공하는데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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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KURT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지질조사 및 시험을 지원하기 위

하여 실시간 터널 온도, 변위, 미소진동 계측시스템, 미소진동
계측시스템, 지질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장심도 지하심부용 정밀수리시험 장비, 그리

고 지하수화학 다기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장 지질조사 및 시험장비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 실시간 터널 온도, 변위, 미소진동 계측시스템: 터널의 역학적인 안정성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여 연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 3차원 지질구조 모델링 시스템: KURT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하는 여러 분야의 연

구자에게 필요한 경계조건 중의 가장 핵심이 되는 KURT의 지하 지질에 대한 3

차원 지질-수리-구조 모델을 제공하는 용도

- 장심도 지하심부용 정밀수리시험 장비: KURT 암반의 정밀한 암반 투수성 평가

는 물론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암반 투수성 평가에도 활용

- 지하수화학 다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KURT 지하 심부의 지하수화학 특성 및 원

시료 채취, 그리고 지하수중 용존 개스를 포집, 분석하여 KURT 실증시험에 종

사하는 연구자들에게 심부의 지하수화학 특성에 대한 경계조건을 제공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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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시스템, 장심도 지하심부용 정밀수리시험 장비,
지하수화학 다기능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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