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4271/2011                                   기술보고서

KURT 내 TB-5공에서 찰한 

단열  수리지질 특성

Characteristics of fractures and hydrogeologic 

properties observed at the TB-5 borehole in the KURT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평가” 과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KURT

내 TB-5공에서 관찰한 단열 및 수리지질 특성”에 관한 기술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11년 1월

과 제 명 : 심지층처분환경특성평가

저 자 : 지 성 훈

고 용 권

배 대 석

김 경 수

김 건 영

박 경 우

류 지 훈



- iii -

요 약 문

I. 제 목

KURT 내 TB-5공에서 관찰한 단열 및 수리지질 특성

II. 목적 및 중요성

KURT 내 TB-5공에서 수행한 코어 로깅, 음파 검층, 수리 시험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TB-5공과 교차하는 단열들의 기하학적 특성과 수리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 수압이 단열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고 인공방벽에 의한 지하수의 화학적 변화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시험 구간을

결정하였다.

III.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 TB-5에서 수행한 코어 로깅, 음파 검층, 수리 시험 결과 해석

∙ TB-5에서의 단열 특성과 수리지질 특성 분석

∙ 향후 연구를 위한 시험 구간 결정

IV. 연구 결과

향후 단열의 수리적 특성화의 불확실성 평가 연구와 인공 방벽에 의한 지하수의

화학적 변화 연구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KURT에 조사공을 설치하고

코어 검층 및 음파 검층을 통해 조사공에서의 단열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현장 실험을 수행할 실험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수리시험을 통

해 실험 구간의 수리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대상 단열

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 등으로 현장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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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결정된 시험 구간에서 향후 단열의 수리적 특성화의 불확실성 평가 연구와 인

공 방벽에 의한 지하수의 화학적 변화 연구 수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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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Characteristics of fractures and hydrogeologic properties observed at the TB-5

borehole in the KUR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core logging, acoustic

televiewing and hydraulic tests conducted at the TB-5 borehole in the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and characterized the geometrical

properties of the fractures and the hydraulic properties of the zone crossing the

borehole. Based on the characterization results, the test zone where the

researches on the influence of the water pressure on the fracture aperture and

the geochemical changes of groundwater due to the engineering barriers of the

subsurface repository for radioactive waste.

III. Scope and Contents

This report has following contents:

∙ Analyses of the results of the core logging, acoustic televiewing and

hydraulic tests conducted at the TB-5 borehole in the KURT

∙ Characterization of the geometrical properties of the fractures and the

hydraulic properties of the zone crossing the borehole

∙ Determination of the test zone where the future researches are conducted

IV. Results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etermined the test zone wh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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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s on the influence of the water pressure on the fracture aperture and

the geochemical changes of groundwater due to the engineering barriers of the

subsurface repository for radioactive waste.

V. Applications and Proposals

∙ Utilization of the determined test zone for the future researches on the

influence of the water pressure on the fracture aperture and the geochemical

changes of groundwater due to the engineering barriers of the subsurface

repository for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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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공 개요

지하저장시설 부근 대수층의 클로깅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현장 실험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에 위치한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내에 조사공을 설치하였다. KURT의 크기와 시추 장비의 크기, 실험 장

비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조사공은 수직으로 착공하였으며, 단열을 관찰할 수 있

는 장비의 공내 삽입이 가능하도록 공의 지름은 6인치로 하였다. 그리고 조사공

을 TB-5로 명명하였다. 그림 1은 TB-5공의 위치와 시추 모습을 보여준다.

TB-5공은 KURT 내 연구모듈 II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의 길이는 30m

로 굴착하였다. 코어 확인 결과, 공의 모암은 two-mica granite로 확인되었으며

지하 100m에 위치한 터널 안에서 착공하여 토양층 및 풍화대는 관찰되지 않았

다.

(a) TB-5공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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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B-5공의 시추 모습

그림 1. 조사공 TB-5의 위치와 시추 모습

2. 음파 검층

TB-5공과 교차하는 단열들을 파악하기 위해 Acoustic televiewer를 이용

하여 음파 검층을 수행하였다. 그림 2는 음파 검층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

의하면, 30 m 깊이까지 총 78개의 단열이 관찰되어 2.6의 P10 값을 보여준다. 이

때, P10은 단위 시추공 길이 당 교차하는 단열 개수이다. 단열의 분포를 살펴보

면 깊이 4.5 ∼ 6.5 m, 12 ∼ 14 m, 18 ∼ 20 m, 23 ∼ 28 m에 단열 빈도수가

높은 단열대들이 존재하며 나머지 구간에 드물게 위치한다. 단열들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contour plot을 작성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크게 3개의 단열군이 주로 나타난다. 평균 trend가 223˚, plunge가 74˚인 단

열군의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평균 trend가 335˚, plunge가 18˚인 단열군이 그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고, 평균 trend가 37˚, plunge가 24˚인 단열군이 빈도수가

가장 낮다.

단열 내 클로깅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단열이 많이 모여있는 단열대

보다는 단일 단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에 음파 검층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을 위해 적합한 구간을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중 패커 시스템의 최소 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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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1 m이므로 1 m 구간 내에 단열이 되도록 적게 존재하는 구간을 선택하

였으며 이에 깊이 28.2 ∼ 29.1 m 구간을 실험 구간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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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B-5공에 대한 음파검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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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B-5공에서 관찰된 단열의 방향성 분포 분석 결과

3. 수리 시험

실험 구간으로 선택된 구간의 수리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수리 시험으로 정압배출시험과 회복시험을 시행하였다. 정압배출

시험은 시험공의 수두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시간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량을

측정한 후 그것을 이용하여 수리 특성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본 과업에서는 실험

구간에 이중 패커를 설치하여 실험구간의 수두가 자연 수두로 회복되어 안정화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수두를 갑자기 낮춰 유지시키면서 지하수 유출량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때 지하수 유출량은 시험 초기에는 매우 크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종국에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본 시험의 해석법으로

Moye 방법, Jacob-Lohman 방법, Cooper-Jacob 방법이 있으며 이들 방법을 이

용하여 실험 결과를 해석하였다. Moye 방법은 정류상 지하수 흐름을 가정한 후

지하수 유출량이 어떤 값으로 수렴했을 때의 유출량과 초기 수두, 시험 시 유지

시킨 수두를 이용하여 다시의 법칙으로 단순하게 구간의 투수량계수를 유추하는

방법이다. Jacob-Lohman 방법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투수량계수를 유추한다

(Batu,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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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투수량계수(m2/s), 는 수위강하(m), 는 우물함수(무차원),

 는 Bessel function, t는 시간(s), 는 저류계수(무차원), 는 우물반

경(m)을 의미한다. Jacob-Lohman 방법은 지하수 유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압배

출시험 시 지하수 배출량 변화의 해석 해를 유도하고, 이 해석 해를 이용하여 만

든 표준곡선에 측정한 지하수 배출량의 변화 그래프를 중첩시켜 대수층의 투수

량계수(T)값을 산출한다. Jacob-Lohman 방법의 해석해는 시간이 무한대로 커짐

에 따라 Cooper-Jacob 방법(1952)과 같이 간략화 시킬 수 있다.

≈








log

 


 


이때, 는 Theis 우물함수를 의미하며, 
에 대한 값의 변화를 편 대수로

도시하여 투수량계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straight line 방법이라 하기도 한

다.

정압배출시험 후 지하수 유출량이 어떤 값으로 상태로 일주일을 보내어

지하수 흐름이 어느 정도 정류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회복 시험을 수행하였다. 회

복 시험은 지하 수두가 회복되는 양상을 분석하여 대수층의 수리적 특성을 산출

하는 시험으로, 본 과업에서는 회복 시험 결과를 Horner plot을 이용하여 해석하

였다(Waples and Pederesen, 2004). Horner plot은 ln  에 대한 수위

강하의 변화를 편대수로 나타내며, Cooper-Jacob 직선법(1952)의 가정을 적용하

여 투수량 계수를 산출한다.

 


 ln












 

이때, m은 시간의 매 로그 축적 당 수위강하(m)를 의미한다.

그림 4는 실험 구간에서 수행한 정압배출시험과 회복시험 결과를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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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4. 실험 구간에서의 정압배출시험 및 회복시험 결과

먼저 정압배출시험 결과를 Moye 방법과 Jacob-Lohman 방법, Straight line 방법

으로 해석하였다. Moye 방법으로 해석한 결과 실험 구간의 투수량계수는

× 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5는 Jacob-Lohman 방법으로 정압배출시험

결과를 해석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해석해를 도시한 표준곡선에 실험 결과를 중

첩시킴으로 구하였으며, 예측된 투수량계수는 ×  , 저류계수는

× 이었다. 그림 6은 Straight line 방법으로 정압배출시험 결과를 해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투수량계수는 ×  , 저류계수는 × 으로 예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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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Jacob-Lohman 방법을 이용한 정압배출시험의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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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traight line 방법을 이용한 정압배출시험의 해석 결과.

그림 4의 회복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실험구간의 수리적 특성을 분석하였

다. 전술한 Horner plot을 이용하여 회복시험 결과를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

림 7과 같다. 해석 결과, 실험구간의 투수량계수는 × 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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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orner plot을 이용한 회복시험의 해석 결과.

4. 결언

수리시험 중 수압의 변화가 단열의 간극 곧 단열 투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인공방벽이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의 현장 실험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KURT에 조사공을 설치하고 코어 검층 및 음파 검층을 통해 조사공에서의 단열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현장 실험을 수행할 실험 구

간을 선정하였으며 수리시험을 통해 실험 구간의 수리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대상 단열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 등으로 현장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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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향후 단열의 수리적 특성화의 불확실성 평가 연구와 인공 방벽에 의한 지하

수의 화학적 변화 연구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KURT에 조사공을 설

치하고 코어 검층 및 음파 검층을 통해 조사공에서의 단열 분포 특성을 조사하

였다. 이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현장 실험을 수행할 실험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수리시험을 통해 실험 구간의 수리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대상 단열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 등으로 현장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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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5, 단열 특성 분석, 수리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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