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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고 폐기물처분장 근계 역암반의 투수계수

II. 연구개발의 목   요성

심부 암반에 고 폐기물 처분동굴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  충격이나 

굴착 후에 일어나는 응력의 재분포 상에 의해 동굴 주변의 암반에 손상

가 형성된다.  투수성인 처분장 근계 역 암반에 형성된 손상 는 지하수

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처분장 내로 지하수의 유입을 진시키고, 

처분장으로부터 출된 방사성핵종을 생태계로 유출시키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하구조물 암반에 발생된 손상 의 수리 특성을 규

명하고자 하 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이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을 상으로 

손상 의 특성을 규명하고, 투수계수 측정 장치를 개발하 다. 지하처분연구

시설의 벽면에 형성되는 손상 의 규모  범 를 장실험을 통해 조사하

으며, 암반에서의 투수계수 측정 결과를 해석하기 한 수학  모델을 조

사, 분석하 다.  손상 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한 소 구간 투수계수 

측정 장치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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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활용에 한 건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실험구간에서 발생된 암반 손상 의 범 는 0.6 m～

1.8 m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상  구간에서의 변형계수 값은 intact rock의 

약 40%에 해당하 다. 균열 암반의 투수계수를 장에서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단일공(single-hole) 시험법을 상으로, 측정 데이터 해석을 한 

수학  모델을 조사. 분석하 다.  손상  역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한 소 구간 투수계수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 측정 시스템은 손상 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해, 사용 유체로 물 신 질소를 사용한다.

이 연구결과는 손상 의 수리특성 변화에 한 장실험의 기  자료로 활

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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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Permeability of Near-Field Rock in High-Level Waste Repositor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excavation damaged zone (EDZ) is occurred at the rock around 

the tunnel due to the blasting shock during the construction and the 

stress re-distribution after the excavation. The excavation damaged zone 

in the near-field rock with low permeability serves as the pathway of 

groundwater. It can accelerate the intrusion of groundwater into the 

repository, and provide the main pathway for radionuclide release into the 

biosphere.

In this study,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hydraulic properties of 

the excavation damaged zone (EDZ) at the near-field rock of underground 

tunnel.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excavated damaged zone occurred at 

the rock in the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 were 

studied. and the measuring system for the permeability of excavated 

damaged zone was developed. 

The magnitude and range of excavated damaged zone formed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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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of KURT tunnel were investigated using the in-situ experiment. The 

mathematical model to analyze the measured data for the permeability of 

excavated damaged zone were reviewed. The small interval permeability 

measuring system to measure the permeability of excavated damaged 

zone was develope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ange of the excavated damaged zone at the test section in the 

KURT was from 0.6 m to 1.8 m. The values of the deformation modulus 

of rock in the excavated damaged zone are about 40 % of those of intact 

rocks. For the single-hole test which is widely used for the in-situ 

measurement of the permeability of the fractured rock, the mathematical 

models to analyze the experimental data were investigated and evaluated. 

The small interval permeability measuring system was developed to 

measure the permeability in the excavated damaged zone. The nitrogen is 

used as a test fluid in the measuring system.

These results will be useful to provide th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in-situ investigation of the change of hydraulic properties in the 

excavated damag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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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력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은 다량의 방사선과 붕괴열을 

발생시키므로, 그 유해기간 동안 인간환경과 생태계로부터 안 하게 격리시

킴으로써, 일반 에게 방사선  험이 미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재까지 제안된 고 페기물의 안  격리 방안 가운데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방안은 지하 심부에 치한 안정되고 균열이 없는 암반층에 처분

하는 것이다. 고 폐기물처분장은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있는 심부 지층

에 건설된 여러 개의 처분동굴들과 이를 연결하는 터 로 구성된다. 재 제

안되고 있는 고 폐기물처분장의 설계개념 [1,2]에 따르면, 처분동굴 바닥

에 수직으로 처분공을 굴착하고, 그 속에 방사성폐기물을 한 처분용기를 

넣은 후 처분용기와 처분공의 암반 벽 사이의 공간은 완충재로 충 시킨다. 

처분동굴 내의 처분공들이 모두 폐기물로 채워지면, 처분동굴과 연결터 들

은 뒷채움재로 채운 후 폐쇄한다 (그림 1, 2). 이러한 심지층처분 방식에서 

고 폐기물 처분의 장기 안 성은 처분동굴이 치한 심부 지층인 천연방

벽(natural barrier)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용기, 완충재, 뒷채움재  근계 역

(near-field) 암반으로 구성된 공학 방벽(engineered barrier)의 상호 보완

이고, 복합 인 작용에 의해 보장된다. 

  고 폐기물 처분장은 일반 으로 균열이 은 신선한 모암 내에 건설되

므로, 암반의 투수계수가 낮다. 따라서 처분장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의 유속

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심부 암반에 고 폐기물 처분동

굴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  충격이나 굴착 이후의 응력의 재분포에 의해 

동굴 주변의 암반에 물리  손상을 래하여 역학  특성을 하시키고, 수

리   열  특성을 변화시켜 처분동굴의 장․단기  기능을 하시킬 수 

있다. 처분장의 근계 역에서 이러한 물리  손상이 발생된 부분을 손상  

(excavation disturbed zone or excavation damaged zone, EDZ)라 한다. 손

상 는 근계 역 암반의 역학  특성을 하시킬 뿐 아니라 처분장 주 의 

지하수의 이동 상을 진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안 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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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손상 에는 발  시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된 다수

의 미세 균열이 존재하므로, 손상되지 않은 주  암반보다  투수계수가 상당

히 크다.  손상 는 그 특성 상 처분동굴 벽을 환형으로 둘러싸면서 형성

되게 된다. 따라서  투수성인 처분장 근계 역 암반에 형성된 손상 는 투

수성이 높은 지하수의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처분장 내로의 지하수

의 유입을 진시키고, 처분장으로부터 방사성핵종이 출되었을 때, 이 핵

종들을 생태계로 유출시키는 주요 경로가 된다. 따라서 근계 역 암반에 형

성된 손상 의 수리특성은 고 폐기물 처분장의 설계  장기 성능 평가

를 한 요 인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을 

상으로 손상 의 수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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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형 기 처분장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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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형 기 처분장 공학 방벽시스템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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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하처분연구시설 손상

  한국원자력연구원(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은 

2006년 11월에 에 치한 연구원 부지 후면 산지에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건설하 다. 지하처분연

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은 심부 암반에 건설

된 고 폐기물처분장의 환경을 모사할 수 있어, 방사성폐기물처분과 련

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하연구시설이다 [3]. 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의 암종은 우리나라에서 고 폐기물처분장 상 암종으로 고려되고 

있는 화강암이며, 부지 주 의 지질은 그림 3과 같다. 부지의 지층의 상태와 

지반공학  특성, 기반암의 분포상태  풍화도 등을 악하고, 설계에 필요

한 지반 자료를 얻기 하여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수직  경사시추조사

가 실시되었다 [4]. 경사시추는 하향경사 10%로 지하처분연구시설 진입터

의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252m 시추하 다. 경사시추 결과, 시추공 입구에서 

4 m 까지는 풍화토, 14 m 까지는 풍화암, 28 m 까지는 연암이 나오며 그 

이후에는 경암이 나타난다. 시추공을 따른 암반의 상태는 입구에서 90 m까

지는 리가 많으나, 90～110 m 구간에는 양호한 암반이 나타난다. 110～125 

m 구간은 리가 많으며, 이후 180 m까지 양질의 경암 구간이 계속되다가 

180～190 m에서 쇄 가 나타나며, 그 이후에는 252 m까지 양호한 암반이 

나타났다. 지표로 부터 70 m  75 m 인 두 지 에서 폭 0.8 m  2 m인 

단층이 확인되었으며, 1차  2차 쇄 는 각각 NW  NE 방향이었다. 세 

개의 단층과 쇄  (F-3, F-4, F-5) 가 경사 시추공을 교차하 다 (그림 

3). 

  경사 시추공을 따른 암반 상태의 변화는 그림 4와 같이 RMR(Rock Mass 

Rating)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경사 시추공을 따른 암반의 분류는 RMR

이 41보다 큰 역은 체 범 의 85%이었으며, RMR이 81보다 큰 역은 

체 범 의 약 24% 다. RMR을 기 으로 한 암반의 분류에 따르면 RMR

이 61에서 80인 경우는 "good rock"으로, 81 이상인 경우는 "very good 

rock"으로 구분된다 [19]. 지하처분연구시설 암반층의 평균 RMR은 64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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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암반의 RQD(Rock Quality Designation)는 35에서 79 사이로, 평균값은 

71이었다 [4]. 

  손상 란 터  굴착 시 발 충격이나 응력 재분포에 의해 암반의 열 , 역

학 , 수리 , 화학  물성이 구 변화되는 구간을 말하며, 암반 물성의 변

화 없이 응력분포가 변하는 구간은 별도로 응력 재분포 구간(Stress 

redistributed zone)이라 한다. 손상 의 발생 개념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손상 의 규모는 지질조건과 굴착기법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일반 으로 기계

식 굴착법을 사용하면, 발 에 의한 굴착보다 손상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같은 발 공법의 경우에도 터 의 바닥면의 발 에는 상

으로 많은 양의 폭약이 사용되므로, 터  바닥면에서는 천정이나 벽면에 

비해 손상  발생 범 가 크다 [6]. 암반손상 의 발생 메카니즘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7-10], 손상 의 특성이나 암반의 투수특성에 

미치는 향 등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 으로 암반손상 역

에서는 주변 암반에 비해 투수계수가 최소 101 ∼최  106 배로 히 증가

한다고 보고되었다 [9-11].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상

으로 한 암반 손상  평가에서는 Goodman Jack 시험으로 장 암반의 변형

계수를 측정하 다. 손상  시험 구간의 9개 시추공에서 재하시험을 실시하

여 변형계수 변화를 측정하 으며, 시험구간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시험에

는 한계 압력 700 kg/㎠인 Goodman Jack 시험기를 사용하 으며, 시추공 

벽에 압력을 가하면서 측정된 하 과 변형량의 계를 통해 암반 변형계수

를 결정하 다. 시험구간을 Zone 1～Zone 4에 설치된 시추공에서 인입 깊이

에 따라 수직방향  수평방향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변형계수의 이방성을 

악하 다. 시추공의 최  깊이는 9.0 m이며, 터  벽면에서부터 3.0 m 깊

이 지 까지는 30 cm 간격으로 측정을 하 고, 깊이 3.0 m ∼ 5.0 m 까지는 

5 0cm 간격 그리고 깊이 5.0 m 이상부터는 1 m 간격으로 측정을 실시하

다. 실험의 총 횟수는 350 여 회이었다 (그림 7).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각 

역에 해 벽면으로 진입 길이에 따른 암반변형계수를 산정하여 그림 8에 

표시하 으며, 역별 평균 변형계수 값과 손상  크기를 표 1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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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계수를 이용하여 암반 손상 의 크기를 산정할 때에는 intact rock의 

몇 % 이하가 손상 라는 정량 인 기 이 없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하여 구

간을 설정하 다. 표 1에서 결과는 터 시공 완료후의 데이터로서 intact 

rock의 Em은 암반손상 역 이외의 암반의 변형계수를 의미하며 손상 의 Em

은 손상구간에서 평균한 변형계수를 나타낸다. 시험구간 Zone 1의 경우에는 

손상 역이 터  표면으로부터 0.6～0.9 m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그 이상에

서는 11.2～18.9 GPa의 변형계수를 보이며 균일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Zone 

2 의 경우에는 암질의 상태가 양호하여 손상  구간이 상 으로 작아 약 

0.6 m 정도 다. 반면에 2.1 m 지  이후부터는 오히려 체 으로 낮은 변

형계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상은 암반의 암질이 변하 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Zone 3 구간에서는 손상 구간이 0.6～0.9 m이

고, 1.8～2.7 m 지 에서 쇄 리  미세 리 구간이 발견되었다. 한편 

Zone 4의 손상  구간은 1.5～1.8 m로 상 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컸으며 

3.0～4.5 m 구간에서 쇄 리로 인한 국부 인 변형계수 감소 상이 발견되

었다. 체 으로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실험구간에서는 암반손상 의 구간은 

0.6 m～1.8 m로 측정되었으며, 손상  구간에서의 변형계수 값은 intact 

rock의 약 40%에 해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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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URT의 평균 암반변형계수(Em)  암반손상 역추정

Parameters Zone 1 Zone 2 Zone 3 Zone 4

Ave. Em of Intact
 rock

Ver.(GPa) 12.2 12.6 17.3 13.9

Hor.(GPa) 15.9 14.3 15.6 14.2

Ave. Em of EDZ

Ver.(GPa) 7.8 12.8 8.3 6.1

Hor.(GPa) 4.9 12.8 3.7 10.7

Range of EDZ (m) 0.6～0.9 Around 0.6 0.6～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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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의 지형  지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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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사시추공 깊이에 따른 RMR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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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처분동굴 주변 암반 손상 (EDZ) 발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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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손상  크기평가를 한 장실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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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암반 손상 의 변형계수 장측정 (Goodman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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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하처분연구시설 시험구간 별 평균 암반변형 계수(Em)  

             암반손상 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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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암반의 투수계수 

1. 투수계수 측정법

균열 암반의 투수계수를 장에서 측정하는 데는 보통 시추공 내의 시험하

고자 하는 부분을 격리시키는 패커(packer)를 사용한다. 패커를 이용한 투수

계수 시험법은 크게 단일공(single-hole) 시험법과 교차공(cross-hole) 시험법

으로 나  수 있다. 단일공 시험법은 단일공의 격리된 구간에서 시행되며, 

교차공 시험법에서는 한 시추공의 격리된 구간에 유체를 주입하고, 인 한 

시추공의 격리된 구간에서 압력의 변화를 모니터링 한다. 장 자료를 측정

하기 해 패커를 사용하는 경우, 단일공 시험법은 균열 폭(aperture)을 결정

하기 해 사용하고,  교차공 시험법은 균열의 방향성(orientation)과 시추공

사이의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을 조사하는데 사용된다.

단일공 패커 시험의 장 은 방법이 단순하다는 것으로, 시험 장치가 설치

되면,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  짧다. 반면에 단일공 패커 시험에 의

해 측정할 수 있는 암석의 체 이 시험 구간 근처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방

법에 의해 측정된 투수계수가 체 암반의 특성을 표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그러나 처분동굴의 근계 역에서 발생된 손상 와 

같은 좁은 범 에 있는 국부  역의 투수 특성을 측정하는 데는 단일공 

패커 시험법이 합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일공 패커 시험에 국한하여 기

술한다.

2. 단일공 패커 시험

단일공 패커 시험 (single-hole packer test)은 주입 시험 (injection test) 

법  슬러그 시험 (slug test) 두 종류로 나  수 있다. 주입 시험에서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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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로 격리된 구간에 정수두(constant hydraulic head)로 물을 주입하고, 구간 

내의 수두와 유량을 측한다. 슬러그 시험에서는 패커로 격리된 구간 내의 

수두를 순간 으로 증가시킨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수두 회복을 찰한다.

상기 두 시험법에 의해 측정된 결과의 표  해석법은 암반을 균질하고, 등

방성(isotropic)인 다공성 매질로 취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1)

여기서 K는 수리 도도, Ss는 specific storage 이고, h는 수두(hydraulic 

head)이다. 식 (1)의 해는 유체의 흐름 패턴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다

양한 해가 얻어진다. 정상상태(steady state) 해석에서는 수리 도도를 구할 

수 있으며, 천이상태(transient state) 해석에서는 수리 도도와 specific 

storage를 얻을 수 있다. 

비록 주입 시험 의 유체의 흐름에 한 천이상태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

지만, 실제로 장에서는 천이 상태 해석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주요 이유 

는 시험에서 천이상태 구간에서 유체의 부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천이 해석이 정상상태 해석보다 훨씬 어렵고, 

해석에서 얻어진 결과가 명확치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는 정상상태 해석만을 다루기로 한다.

정상상태 해석을 하기 해서는 유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 으로 유체

의 주입을 계속하여야 한다. 투수계수는 시추공 주 의 조건이 정상 상태에 

도달되었다고 가정하여 구한다. 시추공 주 의 흐름 패턴의 가정에 따라 여

러 가지 다른 투수계수 계산 공식이 유도될 수 있다. 가장 리 사용되는 흐

름 패턴의 가정은 radial flow  prolate-ellipsoidal flow 이다.

radial flow 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도입된다.

- 유체의 흐름이 시추공 축에 수직하고, 시추공 축에 해 반경 방향으로 

   칭 이다.

- 시험 구간의 상부와 하부는 충분한 길이로 연장된 불투수성 매질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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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등포텐셜 표면 (equi-potential surface) 은 시험 구간과 높이가 같

은 동심 원통형 이다. radial flow의 흐름 패턴의 개념을 그림 9에 나타내었

다. 

정상 상태에서, radial flow인 경우에 식 (1)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 될 수 

있다. 

            



                                        (2)

여기서 r 은 시추공 축으로부터 반경 방향으로의 거리이다. 경계조건은 시

추공 벽에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h = hw                at   r = rw

            




            at  r = rw               (3)

여기서 hw 는 시추공에서의 수두이고, rw 는 시추공 반경, Q 는 체  주입 

량 (volumetric injection rate) 이다. 경계조건 식 (3)을 사용하여, 식 (2)의 

해는 직  분에 의해 구해진다. 

                


 


                              (4)

식 (2)의 인자 에 단일 시추공 시험에서는 알 수 있는 인자 값은 hw, Q 

 rw 뿐이다. 식 (4)로부터 K 를 구하기 해서는 유효 향반경(effective 

radius of influence(, re 를 가정하여야 한다. 유효 향반경 이상에서는 더 이

상 수두가 변화하지 않는다. 즉

   

              h = ho         at     r = 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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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o 는 ambient head 이다. 식 (5)를 식 (4)에 입하면, 수리 도도

에 한 다음 식을 얻는다. 

                ∆


 


                             (6)

여기서

                ∆      

prolate-ellipsoidal flow 의 흐름 패턴의 개념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이 

흐름 패턴에 해서 길이가 L 이고, 일정 주입량이 Q 인 경우의 해가 

Hvorslev [12]에 의해 보고되었다. 

         ∆  


    

 
     

 
          (7)

여기서

                ∆    

시추공에서의 수두는 보통 r=rw, Z=0 인 지  (그림 10의  A)에서 해가 

얻어지도록 취한다. 그러면 해는 

         ∆  


   




              


  


 

 


                      (8)

식 (8)을 K 에 해 풀면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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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L >> 2 rw 이므로

              
 ≈   



그러므로 식 (9) 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가 된다.

         ∆


 


         when  L >> 2 rw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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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radial flow의 흐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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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rolate-ellipsoidal flow의 흐름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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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손상  투수계수 측정

1. 배경

처분 동굴의 벽면에 형성되는 손상 는 제 3장의 측정 결과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이, 벽 표면으로부터 수 m 이내의 한정된 구간의 암반에서 형성

된다. 따라서 수 십 m에서 수 백 m에 이르는 범 한 구간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일반 인 수리특성 측정 장비는 손상 의 수리 특

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굴착 동굴의 벽면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소 구간의 투수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근계 역 암반 , 손상 의 향이 잘 나타날 것으로 상되는 부분은 동굴

벽면으로부터 1∼2 m 이내의 구간에 있는 암반이다. 따라서 손상  투수계

수 측정에 사용되는 패커 사이의 시험 구간 (test interval)의 간격은 수 십 

cm 이하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 구간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해, 

사용 유체로 물 신, 기체를 사용하는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 다.

2. 투수계수 측정 장치

개발된 소 구간 투수계수 측정 시스템의 개념도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시스템은 크게 패커, 시험 구간, 연결 , 기체 공  장치  제어부로 구성된

다. 패커 부분은 단일 패커로서, 고정 부분과 이동 부분으로 나 어지는데, 

두 부분 사이에는 고무 가스켓이 설치되어 있다. 시추공 내에서 투수계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치에 연결 에 부착된 패커를 치시킨 후, 이동 부분을 

움직여 패커를 고정시켜 투수계수를 측정한다. 

사용 기체는 질소이며, 밸 와 기체압력 조정기를 이용하여 패커 내로 공

되는 기체의 압력을 조 한다. 투수계수 측정은 정압시험법 (constant 

pressure test)을 사용한다. 투수계수 측정 장치의 경을 그림 12에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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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장치 각 부분의 사진을 그림 13에서 그림 15 까지 에 수록하 다.

 

3. 투수계수의 추정

투수계수 측정에 통상 으로 사용되는 물 신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측

정 데이터로부터 투수계수를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체는 비압축성 유

체 (incompressible fluid)인 물과 달리 압축성 유체 (compressible fluid)이기 

때문이다. 

 등방성인 다공성 매질에서 정상상태일 경우, Darcy 법칙의 미분형태는 다

음과 같다.

            div                                  (11)

여기서

             ρ : 유체의 도

             k : 투수계수

             μ : 유체의 도 

             P : 유체의 압력

             g : 력 가속도

만일 유체가 비압축성이라면,

             lap P = 0

이다 [12]. 여기서 “lap" 는 Laplace Operator 이다. 이 경우 제 3장에 수록한 

것과 같은 해가 얻어진다. 

유체가 압축성일 경우, 다음과 같은 치환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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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식 (11)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다시 쓸 수 있다 [12].

              lap   - div                                 (12)

식 (12)에 한 정압 조건하에서 칭형 prolate-ellipsoidal flow의 흐름 패

턴에 한 해는 다음과 같이 유도되었다 [13]. 

                    
  

  

      
                       (13)

여기서

k : 투수계수

Qsc : 표 상태에서 부피유량 (volumetric flow rate)

L : 시험구간의 길이

rw : 시추공 반경

T : 시험구간의 기체 온도        

psc : 표 상태 압력

Tsc : 표 상태 온도

Z : 기체의 압축계수 (compressibility)

p : 주입 구간의 기체 압력

P0 : ambient ga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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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손상  투수계수 측정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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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손상  투수계수 측정 장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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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소 구간 투수계수 측정용 p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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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소 구간 측정 packer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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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소 구간 측정용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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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을 상으로 손상 의 특성

을 규명하고, 투수계수 측정 장치를 개발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실험구

간에서 발생된 암반 손상 의 범 는 0.6 m～1.8 m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상  구간에서의 변형계수 값은 intact rock의 약 40%에 해당하 다. 균열 

암반의 투수계수를 장에서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단일공(single-hole) 

시험법을 상으로, 측정 데이터 해석을 한 수학  모델을 조사. 분석하

다.  손상  역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한 소 구간 투수계수 측정 시

스템을 개발하 다. 이 측정 시스템은 손상 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해, 

사용 유체로 물 신 질소를 사용한다.

이 연구결과는 손상 의 수리특성 변화에 한 장실험의 기  자료로 활

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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