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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원유의 지하공동 저장원리는 원유가 물보다 가볍고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주변 암반에서 저유공동으로의 지하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펌으로써 

저장물이 저유공동 주변의 암반이나 생태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저유공동 주변의 수리동력학적 수밀성 (water tightness) 확보가 곧 시설의 기밀성 

확보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국내 지하원유비축시설의 수리설 

계를 위한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부지 고유의 지형적 특성에 지배되는 지하수유동체 

계를 고려한 종합적 인 수리지질 설계 기법의 확보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유동은 대상 지역에 대한 각종 조사와 현장시험을 토대로 수리지질학적 특성 이 분 

석/평가되어 규모별 유동체계가 구성되고 도출된 파라메터를 이용한 개념모텔의 수 

치해석 결과로서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게 된다. 본 연구는 지하원유비축시설의 

성능평가에서 요구되는 자연방벽의 기능올 평가하기 위해서 다총 구조 해석올 통해 

지하수체계를 해석하고 그 기밀성을 평가하였다 



Summary 

The underground storage cavem prevents oil to reach the biosphere by 

the hydromechanical water tightness, and the hydromechanical water tightness 

can be achieved by making groundwater flow to the cavem continuously 

through a water curtain system. To design the water curtain system, it IS 

important to characterize the groudwater f10w system of a given sit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hierarchical properties of the groundwater flow system 

based on analyses of the field observed data, and evaluate the hydromechanical 

water tightness of a des igned storage caver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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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장 서론 

지하에 건설되는 원유비축시설은 기본적으로 원유나 액화석유가스의 공간적 이동 

을 억제시킴으로서 자연 생태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킬 수 있는 성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 l안이 갖는 천연적인 방벽 기능이 저유공동(oil storage 

cavern)의 기밀성 (gas tightness)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이 된다 

원유의 지하공동 저장원리는 원유가 물보다 가볍고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는 특성올 

이용하여 주변 암반에서 저유공동으로의 지하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됩으로써 

저장물이 저유공동 주변의 암반이나 생태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저유공동 주변의 수리동력학적 수밀성 (water tightness) 확보가 곧 시설의 기밀성 

확보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유동은 대상 지역에 대한 각종 조사와 현장시험을 토대로 수리 

지질학적 특성이 분석/명가되어 규모별 유동체계가 구성되고 도출된 파라메터률 이 

용한 개념모델의 수치해석 결과로서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하게 된다 그러 나， 수치 

해석을 위한 단열(대)의 수리지질학적 파라메터는 지하지질이 갖는 불균질성， 수리 

지질학적 자료의 취득을 위한 접근방법의 한계성 둥의 요인으로 인해 그 해석에 있 

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며 결국 이 파라메터를 이용하게 되는 수치해석 결과 

에 대한 신뱅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황에서 국내 지하원유비축시설의 수리설계를 위한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부지 고유의 지형적 특성에 지배되는 지하수유동체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수리지질 

설계 기법의 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하원유비축시설의 성농명가에서 요구되 

는 자연방벽의 기능을 명가하기 위해서 지하수체계의 해석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올 검토하기 위하여 여수기지륭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의 

일부이다. 



제2장 지질 및 지질구조 

연구지역의 지질은 현장조사 

를 통하여 기존의 남해·서상 

도폭 지질 보고서(한국동력자 

원연구소. 1989)의 일부가 수정 

된 것이다(Fig. 1). 본 지역의 

지질은 크게 중생대말 유천충 

군 화산암류 및 이를 관입한 

알칼리장석화강암과 맥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열계는 근본적으로 기하학적 

규모와 수리적 특성으로 분류 

가능하며， 사업의 목적상 이들 

의 특성이 시설의 안전성에 미 

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분류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 

분시설의 설치에 적용된 기준(4 tier system; Black et 머. 1994)올 참고로 하여 지 

하공동 대상 암반블록의 주변 암반에 분포하는 단열의 규모에 따라 분류 가능할 수 

있도록 부분 수정된 정성적 기준올 적용하였다. 

• 선상구조(Ijneament) Order 1 동급의 선상구조는 N30'E 방향의 계곡올 가로지 

르는 것과 N80'E 방향으로서 연구지역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이다(Fig. 2). Order 2 

이하의 선상구조는NE군과 NW군으로 구성되는데. Order 1의 선상구조에 비하여 발 

달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그 연장성은 작은 특정올 갖는다. Order 3에 해당되 

는 것들은 항공사진이나 전산음영기복도 상에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연장 

성이 작은 3-4 조의 선상구조가 인지 가능하다. 화강앙 분포지역에서는 상대적으 

로 미약한 분포를 보인다 

용결웅회암 분포지역에서 인지되는 주요 선상구조의 특성을 탄성파， 전기탑사， 시추 

조사 결과(엘지엔지니어링(주). SK건설(주). 1999)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21 선상구조는 U- 1- 2 공구와 U-1 3차 시설의 지형적， 수리적 경계조건을 이루는 

구조로서 물리탐사 결과의 상호 이상대 구간 및 규모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J-1 조사공의 텔레뷰어 탑사에서 검충된 파쇄대 구간의 방향파 일치함올 보였다. 

현재， 이 구조선 상의 지하수위는 상당히 강하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22 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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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LG-Caltex와 U- 1 3차 시 설 

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다 

른 구조대의 이상대보다 상대 

적으로 매우 강한 저비저항 이 

상대를 보인다 AO-7번 조사공 

의 시추결과 GL.Om - GL. - 30m 

구간과 AO-3번 조사공의 

GL. - 210m - GL. - 250m 구간에 

서 대규모 단총대가 분포하고， 

텔레뷰어 검총에서도 N60-

80E 방향의 파쇄대가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31 구조 

선은 U- 1 3차 암체의 능선을 

따라 연장되는 것으로 지형상 

으로는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 

만 AO-6번 조사공의 

GL. - 70m - GL. - 8Om 구간에서 

확인된 단총대의 상하부연의 

w출.E 

Fig. 2. Lineament map in the study area 

방향이 N50-65E/80-90SE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연장성 및 규모는 AO-6번 조사 

공에서 제석산 정상부로 갈수록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 투수성단열 (conductive fracturesl 분포특성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추조사와 

기톤의 시추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단열망 지하수유동 모텔링에서 고려되는 투수성단 

열(1γpe 1)의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텔레뷰어 검충자료 중 풍화 및 변형의 

정도가 심한 상부 영역올 제외한 약 GL.- 4Om 이하에 분포하는 Tγpe1에 해당되는 

단열에 대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 (김경수， 2000; 김경수외， 1998) 

- 방향성 투수성단열의 방향성은 Fig. 3과 같다 이들의 분포는 전체 단열 

의 분포경향과 큰 차이가 없으며， 2개 조의 고경사각 단열조와 1개 조의 

sub- horizontal 단열조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Table 1). 

- 간격 투수성단열의 간격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며， 이들의 기하평균은 

단열조 순서대로 각각 O.3m , O.25rn, 0.87rn이다. 

틈의 크기 : 단열조별 틈의 분포유형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고， 기하평균 

은 각각 1. 73rnrn, 1.89rnrn, 2.63rnrn로 계산된다. 

길이 빛 크기 :3개 단열조에 대한 길이는 지표조사 자료로부터 결정되었 

n a 



으며， 그 크기(단열 반경)는 forward modeling 기법올 통해서 추정되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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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3. Stereographic pole plot 01 conductive Iractures in the welded tuff 

Table 1. Statistics of the conductive Iractures sets 

Set 2 3 

Mean Anilude 
Dip Direclion 158.6 251 .4 67.8 
미p 89.3 872 15.6 

PDF!Dispersion k Fisher/9.95 Fisher/7.46 Fisher/7. 1 7 
Proportion(%) 앉ì9(40이 599(35.7) 409(24.3) 

Meen~SO:m 3 ’ 17~2.607 3.65 ’ ~3.518 2 앉섯9~2.164 

Fraclure Min(m) 1αm 1αm 1 αJO 
T race Lenclh Median(m) 2.160 2.500 2.300 

Max(m) aαm 30.000 10.500 
Simulaled Equivalenl 
F raclure Radius 

M3Erψi 2.74 3.14 2.45 
under Exponen’ial 
Dislribu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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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89.6 
87.0 

1.6π(100) 



수리지질 저13장 

현재까지 

5개 공의 

선정하였다. 

11회， I(-2번 

관측구간을 

대하여 

분포구간을 

MP-38 시스템올 이용하여 I(- 1번 공의 7개 

구간에 대하여 8회의 지하수압을 계측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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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orehole K-2 

Fig. 5. Potentiometric head profiles in borehole I( - 1 and I(- 2 

(a) Borehole K-1 

본 지역은 EL. -50 - - 90m 지정에서 지하수압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며， 

해당 구간에는 작은 규모의 개구성 단열이 수개 분포하고 었다， 이는 하부 암반에 

서 상부와 다른 지하수유동 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K- 1 공의 상부 구 

간은 K - 2 공과 수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유사한 지하수압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 

며， 상부 지하수체계는 강수에 민감하게 반웅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는 적게 나타났 

다. 강우에 의한 상부 지하수위의 변동 폭은 약 2 m이내이고， 하부 지하수두는 이 

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변통한다 

그러나， 최근 계측된 결과(‘01년 11월 1일)를 보면， EL. - 9Om 상부 구간에서 최대 약 

약 2m의 수두강하가 초래되었다. 10m 이상의 수두강하가 

-50m 구간이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U-13차 건설에 

- 5 -

15m, 그 하부구간에서 는 

발생된 구간은 EL.- 20 -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Borlholl K-2 

뚫 
Pøck’” 

다- 지하수질 

순환과정에서 강수가 토양충을 거쳐 지하수를 형성하게 되고 지하수 유통로를 

따라 유동하면서 지하수는 주변매질과 반웅하연서 다양한 화학조성을 

이러한 화학조성은 지하수의 체류시간， 유통속도， 지하매질의 조성 동에 의해 결정 

되게 된다. 즉，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동일한 지하매질조건에서는 지하매질과의 

시간 (체류시간) 및 물/암석 반웅비 (지하수 유동속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된다 

결국，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은 지하수의 유동체계에서 나타냐는 화학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유동체계 해석과 관련하여 지하수의 화학적 

성결과가 상호 보완될 수 있고， 복잡한 자연계에서의 지하수 유통 모델링과 관련하 

여 불확실성 및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지역에 설치된 MP system은 K-1공에 지표를 기준으로 21m, 35m, 64m, 78m, 

138m, 176m구간에 6개의 패커가 설치되었으며， K-2공에는 지표로부터 23m, 30m, 

45m , 55m구간에 4개의 패커가 설치되었다. 이들 12개 격리구간에 대하여 pH, EC, 

Temp퉁이 현장에서 측정되었으며， 화학분석 및 통위원소분석용 시료는 분석용도에 

부합되게 시료채취가 수행되었다 화학분석은 주요 양이온과 옴이온 및 지하수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미량원소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산소 및 수소 안정동위원소 

및 삼중수소퉁 환경통위원소가 분석되었다. 

K-1공파 K-2공에서 1999년 5월에서 2αm년 8월에 걸친 지하수의 심도별 pH의 변화 

는 Fig.6에 도시되었다. 일반적으로 강수의 pH는 대기중 이산화탄소 (0.03%)와 반웅 

이론적으로 5.6의 값을 보여준 

이후 형성된 지하수는 지하수 

따라 유통하연서 지하매 

된다 

반웅 

pH 

8 

특 

갖게 

10 

Fig. 6. Variation 01 pH 01 groundwater according to depth 
in boreholes K-j and 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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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간이 길거나 또는 심부로 유동 

할수록 지하수의 pH가 중가되는 양 

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Fl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도별로 지 

하수의 pH는 중가되는 양상올 보여 

된다 지하매질은 대 

(K-장석， 사장석， 

구성되어 있고， 이들 

수소소모반용으로 

중가하게 

체 

질과 반웅하게 

부분 규산영광물 

운모류 

광불과의 

진행되어 



않고， 비록 최상부 지하수의 

하부구간이 전반적으로 

보여주지만， 일정한 증가 양상을 

않고 구간별로 독특한 값올 갖 

는다 각 구간에 나타나는 지하수의 유 

통 즉， 단열대의 분포특성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상기 일반적 

인 pH변화양상은 지표수→천부지하수 

→심부지하수으로 유동되는 광역적인 

지하수시스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 

으로서， 천부환경에서 pH는 단열분포 

특성에 따른 지하수 유통체계에 영향 

올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전도도의 pH와 함께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자로 활용된다. 

전기전도도의 높고 낮음은 지하수내 용존이옹의 함량올 암시하는 것이다 즉， 지하수가 

암석과 반웅하면 할수록 또는 지하수의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지하수내 이용함량은 중 

가하게 되므로 전기전도도 값은 높아지게 된다 K-1공에 대하여 전기전도도 변화를 살 

펴보띤， 대부분의 구간이 시기별 또는 심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특이하게 

1때m와 175m 구간의 지하수는 매우 높은 전기전도도 값을 보여준다 (Fig. 7) 시기별 

차이에 있어서는 packer설치 후 처옴 측정된 값이 가장 낮고 이후 측정치는 어느 정도 

중가하여 일정한 값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 역시 시추수에 의한 영향을 보인다- 이처럼 

높은 전기전도도 값이 이상치를 보이는 것은 상기 구간의 지하수가 물 암석반용에 의하 

여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지게 된 것이라기 보다는 단열대를 따라 상부지하수와는 달리 

다른 기원의 지하수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심도별 변화양상이 점이적이지 않 

고 단속적이고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정질암반에서 예상되는 지하수 유동체계는 단 

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diagram에 도시하면 대부분 지하수들은 

분류되며 륙이하게 Ca-Cl유형에 도시되는 지하수도 있다 이 

는 140m와 175m구간에서 채취된 지하수로서 전기전도도가 높은 원인으로 Ca와 Cl 

이온에 기인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수내 Ca의 기원으로서는 지하매질로서 사장석 

파 방해석의 용해와 해수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K-1공의 Na, Ca, Cl 및 S04에 

대한 시기별 및 심도별 분포 특성은 Fig. 8에 도시되었다 전기전도도 분포 특성에 

서 확인되었듯이 도시된 이온들의 함량은 대부분 구간은 시기별과 심도별로 거의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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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상부총의 기하평균에 의한 유 

효수리 전도도는 1.81 x lO 8 m/S이고， 

투수성단열이 우세하게 분포하며 

하부총에 비하여 약 5-6배 정도 

투수성 이 크다. 하부총은 투수성 단 

열이 random하게 분포하며 유효수 

리전도도는 3.24 x lO 9 m/S이다 그 

리고 전체 자료에 대한 유효 수리 

전도도는 6.89x lO•9 m/S 이 다(Fig. 

9). 

Polynomial Regression Plot 
w. ，앙강야1?;zι"l=~Z'’i 

.... ‘·‘ 
;z: j 、、

ZOOE~I 
、‘、

.. ’ • ., 
같 ._-

i 

、

‘ ‘ 
、

、,-‘ • - “ 

’-
._- 、 J 

‘ m 
m 
m 

‘ 、
~ 、 1---

.“" 
、 1 _ .- _PI 

.. ‘ • • i ‘ "., 10111110 _3011 

Oepth 

Fig. 10.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for 
hydraulic ∞nductivity vs depth. 

조사심도 하부의 심부 지총에 대한 

유효수리전도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분석된 수리전도도값올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 

였다 시험공 AO series와 K series에서의 수리전도도자료를 심도 20m 마다 유효 

수리전도도를 계산한 다음， 이들올 대상으로 선형 및 다항회귀분석올 실시하였다 

(Fig. 10) 각각의 상관계수(R2)는 0.826로서 상당히 양호한 적합성을 보여준다， 즉， 

웅회암분포지역의 심부 지충의 유효수리전도도( K)는 심도( D)에 따라 다음 식으로 

추정될 수 있다 

Log K = - 5.45 - 1. 38 Log D 또는 
Log K = -5.48 - 1.34 Log D - 9.9x lO- 3 Log d 

마.합앙률 

지표로 유업된 강수는 일부는 지표유출과 중발산을 통하여 빠져나가게 되고， 지하로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내부유출(interflow)로 다시 유출되게 되며， 일부만이 지하수로 

함양되어진다 더욱이 함양된 지하수는 상부지하수연을 따라 기저 유출을 통하여 호르 

게 되므로 단열대툴 따라 암반대수충으로 함양되는 양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 

이다 그러므로 지하수의 함양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표유출， 중발산， 

기저유출에 대한 자료가 도출되어 져야한다. 지하수의 함양비융을 명가하는 방법으로 

는 크게 두가지 (물수지분석과 추척자이용)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수지분석의 경우 

수문순환체계에 대한 관련요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함양률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발산이나 지표유출량 퉁올 평가하는데는 많은 어려웅이 따르고 불확실 

성을 크게 내포하게 된다. 추적자의 이용은 지표유출 및 지하수에 대한 화학성분 및 

환경동위원소률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하수의 함양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함양률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는 있지만， 장기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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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단점올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구역별로 지하수위 동락의 변화를 장기간 관측할 수는 없었으 

며， K- 3 및 K- 4 둥 두 개소에서 1년간 관측한 결과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연구 

지역에서 여수관측소의 관측자료를 토대로 통계 처리한 결과， 91-96년 사이의 강 

수량 특성은 연간 평균 1，(껴7mrn로 조사되었으며， 92년 -93년에는 1,455mm, 94-95 

년의 강우량은 이의 절반 수준인 799mrn로 그 변화의 폭이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시추공내 제반시험이 종료된 후 약 l년간 수위관측 기간 동안(99년 9월 14일부터 

2000년 9월 14일) 계측된 총 강수량은 1528.3mrn로서 연구지역에서 20년 동안의 명 

균 강수량보다 약 500mrn 정도가 더 내렸다， 연구기간 중 월 강수량이 10αnrn 이 

상인 경우는 6월 중순에서 9월 하순 동안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총 강 

수량의 80% 이상이 이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올 보였다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합앙률 헤석 강수량에 따른 지하수위 상숭에 의한 함양 

률 해석에 있어서， 지하수는 일단 상부 토충을 흥해 침투한 강수의 일부가 지하수 

로 함양된다는 전제하에， 통일 지역 내에서 다수 판측지점의 연간 관측기록이 전제 

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지역에서는 매 강우 사건 (event) 별로 분리하여 접근하였다. 

따라서 

REe = r (Pe - Me) 

여기서， REe = (h2-h l) . Sy, = t. h. Sy，각 강우사건 별 지하수 침투량 
r = 강우 첨후융I Pe :;;: 각 강우 사건 별 강우량 
Me = 각 강우 사건 기준 추정 최저임계함양 강수량 

위 식올 근거로 각각의 강수 사건별 지하수위 변화량( Ilh)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 

현하면 Fig. 11과 같다 여기서， 각각의 강수 사건별 최저 임계함양 강수량(marginal 

precipitation for groundwater recharge)이라 함은 일정량 이상의 강수량 이상을 가 

져야 지하수 함양을 발생시키는 기준량을 정의되며 (이동률， 1995), 함양량에 영향 

을 주는 강수량과 선행강수량에 영향올 주는 강수량의 구분을 위하여， 강수 사건에 

대한 지하수위변화( /lh)에 따른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산출되는 x축(강수량)의 절 

연 값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연구지역의 최저 임계함양 강수량은 K-3에서 약 

11.82mrn 내외 및 K-4공에서 22.5mrn 내외 이상의 강수에 대해서만 영향올 받는다 

는 것올 알 수 있다. 

K- 3 빛 K-4의 암반블록 규모에서 강수량에 따른 침투량의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 

는 것은 두 공이 위치한 곳의 매질에 륙성(토충의 두께) 차와 지형적인 요인과 단 

열대 발달로 인한 지하수 저류체의 크기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강수 사건별 지하수위변화량(6.h)를 도상에 표시하고 선형회귀분석을 하면 

이 그립을 통하여 강수량에 대한 지하수위변화량의 기울기 값(r)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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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함양량은 최저 임계함양 강수량올 제외한 값에 지하수위 상숭폭은 유효공극률 

이나 혹은 비산출률(Sy) 및 기올기 (r)올 적용하여 연구지역에서의 최종 지하수 함양 

량올 산출한다 연구지역에서는 화산웅회암에서의 비산출률값의 범위 (0.002-0.35; 

Walton, 1988)의 값 중 O‘01로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매 강수 사건별 함양량 

을 산출할 수 있다 (Table 2). 

‘·에섭‘우깅우 7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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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rise 01 groundwater level 01 boreholes K -3 and K -4 in each 
precipitation event Irom 1999 to 2αm 

Table 2. Estimated recharge rate per year in the borehole K-3 and K-4 using 
gwoundwtaer level change 

시험공 

K-3 

K-4 

총강수랑 

1528mm 

1528mm 

임계강수랑 

11.8mm 

22.5mm 

합양량 

135mm 

157mm 

합앙률 

8.8% 

10.3% 

·지하수워 강하곡선법에 의한 합양훌 혜석 지하수위 강하곡선법은 지하수위 

변동자료를 이용하며， 작도법상의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해 지하수위 강하곡선을 지 

수강하곡선으로 가정하고， 분석상의 모호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무강우시 지하수위 

최대강하량파 l개월 강하량의 비융올 지하수위 강하율이라 정의하여 ， 지하수함양률 

과 지하수위 강하융 사이의 비례상수를 구하고 지하수위 강하 감수상수를 변수로 

- 11 -



하는 회귀 l앙정식을 도출하여 함양률을 산정하였다 (박재성외， 1999) 

K-3공은 최고수위 52.23m에서 275일이 지난 후 최저수위 49.08m까지 하강하였으 

며， 총 3.l5m 하강하였다. K-4공은 275일동안 최고수위 34.l3m에 서 26.42m까지 총 

7.71m 하강하였다 또한 장기간 최고수위 발생이후 무강우 기간은 회귀 분석올 통 

하여 작도하였으며， 이때 K-3은 169일이며， K-4번은 221일로 추출하였다(Fig. 12). 

실제 두 공에서의 무강우 발생일의 차이는 두 공에서의 지형 및 수리지질학적 차이 

에 그 원인이 있올 것이다. 지하수위 강하곡선 해석법에 의한 지하수 함양률은 두 

시험공에서 모두 10 - 15%사이 의 값으로 산출되었다 (Table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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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ydrograph 01 groundwater level and regression in boreholes K -3 and K -4 with 
lhe precipilalion Irom 1999 10 2000. 

Table 3. Eslimated recharge rate per year in lhe borehole K-3 and K- 4 using 
gwoundwtaer drawdown curve 

K-3 

K-4 

0.0131 

0.0169 

합앙률(미 

14.68 % 

10.6 % 

시험공 1 value 0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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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위원소 접근법 지하수의 함양률올 산정하기 위하여 연구지역 K - 3 관측공에 

서의 지하수， 지표수 및 강수에 대한 환경동위원소에 대한 장기관측올 수행하였다. 

지하수의 함양률 명가둥 수문순환체계에서 환경동위원소 (0- 18, H• 2, H-3퉁)가 추 

적자로 활용되는 기본원리는 이런 환경동위원소는 물을 구성하는 원소이면서 강수， 

지표수， 지하수둥 물이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 다른 동위원소조성올 갖기 때문이다 

물의 순환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해수가 중발되어 구름올 형성하며 구륨은 해수 

에 비하여 가벼운 동위원소로 구성되게 된다 구름이 육지로 이동되어 강수를 형성 

하여 지표로 유입되고 다시 중발되어 구름을 형성하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강수의 

동위원소는 계속 낮은 값올 가지게 된다. 결국 강수가 지표로 유입되고 지하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통위원소의 분포특성을 모니터링한다연 강수， 지표수， 지 

하수의 순환과정올 정량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즉， 지하수 함양특성을 고려하여 강수량이 집 

중되기 이전인 5월부터 9월까지 강수， 지표수 및 지하수 (K- 3 관측공)시료를 집중 

적으로 일별로 시료채취하고 이를 분석하였으며， 동위원소특성을 이용하여 강수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함양특성)에 대한 해석올 시도하였다 

상기 기간에 대한 강수량， 강수， 지표수 및 지하수 (K- 3 관측공)의 동위원소 결과는 

Fig. 13파 같다. 강수에 대한 산소동위원소분포는 지표수나 지하수에 비해 크게 변 

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풍수기가 시작되는 6월말경전에 20mm미만의 강수가 여러번 발생하였옴에도 불구 

하고， 지표수의 동위원소조성에만 영향올 미치는 반띤 지하수의 동위원소조성은 변 

화되는 않았옴을 보여준다. 이는 강수량이 20mm미만인 경우는 강수가 지하수체계 

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음올 지시한다 

6월이전의 지하수의 산소동위원소 조성의 평균값은 -7.49%。이며， 6월이후의 지하수 

의 명 균값을 -7.93%0을 나타낸다‘ 또한 지 하수의 산소동위 원소조성 은 강수 및 지 표 

수의 명균치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며 epis여ic한 강우 event에 불구하고 지하수 

저류체의 산소동위원소조성은 -7.5%0로 대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동 

위원소조성을 이용하여 풍수기 초기에 유입된 강수와 지하수의 혼합비에 대한 동위 

원소평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 

618
0GA = 618

0 R • f + 618
0GB (l - f) 

여기서 Ó
18

0GA = 6월이후 지하수의 산소동위원소조성 
Ót80R = 6월초에 유입된 강수의 산소동위원소조성 

Ó
18

0GB = 6월이전 지하수의 산소동위원소조성 
f = 강수와 지하수의 용융 

산소동위원소조성은 6180로 표현되며 표준시료 (Vienna Standard Mean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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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6일에 발생된 강수의 동위원소조성과 

지하수의 동위원소조성으로부터 확인 

될 수 있다 상기 식에 동일하게 강수 

의 동위원소조성 (-5.3%0)와 8월6일을 

전후한 지 하수의 동위 원소조성 ( -7.8%0 

와 7.6%0)올 각각 대입하면 이 때의 

강수의 혼합비율은 6%임올 알 수 있 

다. 이는 갈수기가 끝나는 6월말경에 

비하여 8월초에 강수량이 많다하더라 

도 지하수로 함양되는 비율이 감소하 

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파 같은 함양률 산정결과는 상부 

지하수에 대한 것으로， 앞서 지하수위 

변화특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상부 

에 함양된 지하수은 함양 즉시 충간 또는 기저유출올 통하여 유실되는 특성 이 있으 

므로， 단열대를 따라 암반대수충으로 함양되는 특성은 체계적인 지하수의 심도별 

시료채취프로그램올 통하여 확보될 수 있올 것으로 사료된다. 

Water)에 대한 천분률(%0)로 나타낸다 

Fig. 13으로부터 8180 GA = - 7.93%0. 8 

18ÜJ‘ = -9.4%0. 818
0GB = -7.49%0올 대 

입할 수 있다 이로부터 f = 0.26를 구 

할 수 있으며， 이는 6월이후에 나타나 

는 지하수에 대한 강수의 혼합율은 

26%임 을 지 시 한다. 또한 풍수기 간중 

지하수에 대한 강수의 혼합비율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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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지하수유동 모델링 

가- 접근방법 

지하수유동 모텔령은 일반적으로 크게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현장의 현상과 모웰링 

을 하는 이유에 가장 부합되는 모텔을 선정하고， 이에 펼요한 자료를 취합한다 이 

들 자료들에 근거한 모텔링의 시 · 공간적 영역을 결정한 후 필요한 자료를 모텔에 

입력하여 모텔링을 수행한다‘ 모델링올 수행하기 위해 개념적인 모텔을 설정할 때， 

즉 대수성 수리특성인자와 경계 및 초기조건올 결정할 때 모텔링결과와 현장 측정 

자료가 가장 잘 일치되도콕 대수성 수리상수를 조정한다. 이 과정을 모텔교정이라 

한다 모텔랭올 수행할 때 모델의 검중과 타당성의 입중이 필요하다， 모텔의 검중이 

란 이론적 결과와 이미 타당성이 입증된 다른 모텔올 이용해서 도출된 모렐링결파 

와 비교하며 그 정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입중은 동일한 영역에서 얻어진 시간 

적으로 다른 자료들올 이용해서 교정된 모텔을 이용하여 분석함￡로써 여러 시간영 

역의 자료 모두를 잘 계산해 내는지를 겁토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산된 결파는 실제가 아닌 어디까지나 모텔에 의한 계산결과 

이므로 실제와는 상당히 다룰 수도 있다. 모델링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입력자 

료와 모렐링 과정의 정확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그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수리모웰링 절차를 기초로 하여 Fig. 14와 같은 절 

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모웰링에는 크게 지질 및 지질구조， 수리지질， 그리고 지하 

수화학적 자료가 요구된다 연구지 i 

역에서 이들 자료는 기존의 비축 

시설 건설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와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생산된 자료들이 있다 

개념모텔은 암종별 수리특성과 수 

리 인자들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전 

체적으로 검토하여 수리지질 단위 

충올 설정하였다. 해석 영 역은 개략 

적인 유동특성을 계산할 목적으로 

부지규모를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서 부터 backward 및 forward Fig. 14. Groundwater flow model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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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tracking올 실시하여 함양지역과 배출지역올 검토하였다. 이 검토 결과는 

상세 계산을 위한 암반블록규모의 영역을 결정하는데 이용되었다 지하수유통 해석 

을 위한 전산모텔은 원칙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다공성 연속체모텔 

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견고한 암반에서는 암반매질에서의 흐름은 무시될 수 

있는 반연， 주요 흐름은 투수성단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올 감안하면 단열망모 

텔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정밀한 계산에 유리하겠지만 대상 매질의 수리특성이 거시 

적으로 볼 때 단위충별로 균질 둥방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연속체모렐올 

기본으로 하였다. 단멸망모텔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연속체모텔의 수리전도도값올 

이방성으로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모텔구성 및 설계는 주어진 해석영역에서 경제조건의 변화에 따라 수리인자의 시 • 

공간적인 변화가 최소가 되는 조건올 도출하였으며， 이 조건하에서 현장자료와의 

대비를 통한 모델 교정이 이루어졌다. 연구지역의 수리지질조건와 유사하게 교정된 

모텔에 대하여 각 입력 파라메터별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수리적으로 가장 민감 

한 요인을 운석하였다. 

나. 부지규모 모댈링 

• 경계조건 1충에서의 유속 멕터와 입자추적(맹πicle tracking) 계산올 이용하여 

당초 Fll파 F12 선상구조로 경계되는 

독립암체 (4따n x3.2krn)로부터 지하수 

흐름의 경계가 형성되는 남측의 명주 

통골 계곡과 서측의 밤나무 단지와 

낙포제 부근까지를 모델 영역으로 하 

였다(Fig. 15). 이 해석영역의 크기는 

2.96krnx2.56krn로 기존의 U- 1-2 시설 

과 3차 시설부지까지를 포함하며， 

F21구조대와 F22구조대가 북동방향에 

서 남서방향으로 모텔영역을 가로지 

른다. 격자는 기존 시설지역은 

9m x32m, 기타 외곽지역은 40mx32m 

의 격자망으로 구성하여， 총 column 

수가 81개 row수는 1327ß, 그리고 

layer는 28개로 설정하였다‘ 

모델의 상부 경계조건은 수치지도를 Fig. 15. Determination 이 the mode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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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지표연올 그대로 반영하였고， 

초기 수위는 공동 굴착전의 수위를 적 

용하였으며， 여기에 함양플도 입력되 

었다 

모텔의 하부 경 계는 no f10w로 설정 

하였으며， 하부경계 심도는 연구지역 

의 상부 지하수체계의 계절적 변동이 

나 임의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하수체 

계의 교란 둥에 의한 영향올 받지 않 

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도 해발 

-12oom까지 확장시 켰다 

기존 저유공동의 경계조건으로는 수 

벽공은 EL.Om에 위치하고 저유공동은 

EL.-30-EI. -60m사이에 위치해 있다. 

수벽 공의 압력 은 2kg/crn2를 constant 

head 경계조건으로， 공동 내부도 역시 

CODslant Hc:잉 야번연2'.J 

T른를료輪 
.醒轉購購購購購觀

톨률룹휩톰
.꽉;꽉젠꽉펙-“ll!llI꽉III펙. 
I l!l!l!!!!!!!I!1!1!R!젠-꽉lI!Il꽉11 1II!H III!IIIDIiIl I IlN 
II!I!I!I!I!I!I!I!I!I!I!I!I!I!I!I!I!I!I!I!I!I!IIIII! .. III!,::':!I!II‘""'"’ ... ’""""'’"잎·꽉，있11 
1 1I 11 1I 1 1I1II 1 1I1I1I1I 1 1I1I 1 1I !11 1II 1 1I1I 1 l!l1lll‘ \>lllI llW llltil 선l!tIII 

넙꼴꿇륙 

Fig. 16. Boundary condi1ions 

constant head 경계조건을 이용해 대기압상태로 설정하였다. 

연구지역의 통쪽파 북쪽의 바다지역 지역은 constant head 경계조건을 적용하였으 

며， 모델랭 대상 암체를 기준으로 남측과 북측에 각각 위치하는 기존의 저유공동과 

의 사이의 계곡부 및 연구지역의 동남쪽에 위치한 영주통골 퉁 주요 계곡부는 nver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Fig. 16). 

• 입력파라때터 : 본 지역의 수리지질학적 단위충은 웅회암과 알칼리장석화강암으 

로 구분하였다. 이들 단위충은 각각 심도에 따른 수리전도도 값을 달리 설정하였다. 

최상부충은 지표연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지하 10αn 까지를 하나의 충으로 구분 

하였고 수리전도도 값율 하부총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연구지역의 투수 

성단열과 수리전도도의 수직적 분포， 그리고 K-1공의 lιP 시스템으로부터 계측된 

지하수압 및 수질 특성을 근거로 지표하 100m까지를 상부충으로 하여 하부충과 구 

분하였다. 본 지역의 조사공의 시추 심도는 해발 -70m를 넘지 못하므로 그 이하의 

수리전도도 값율 추정하기가 힘들다. 모탤의 하부경계 심도가 해발 1200rn인 정올 

감안하여 본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심부 지충에 대한 유효수리전도도를 

추정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적용하였다， 즉， 지표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지 

하 100m에서 해발 -60αn， 해발 -αXlm에서 해발 - 1200 영역에 대한 유효수리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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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달리 적용하였다. 

단열대의 경우에도 모암의 수 

리전도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수리 전도도가 감소하는 것 

(SKB, 1991 )을 고려하여， 지 

표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지하 100m까지 ， 그 이하의 

심도에서 해발 - 600m, 해발 

600에서 하부까지 의 수리전 

도도를 다르게 적용하였다. 

이 들 단열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용회암지 역에만 적용하 

였고， 알칼리장석화강암 까지 

연장하지는 않았다 위에서 

설명한 차동 적용된 수리전도 

도값을 정리하연 Table 4, 

Fig. 17, Fig. 18과 같다. 유 

효공극률과 같은 일부 조사되 

지 않은 인자에 대하여는 일 

A 

8 8 ‘ 

A‘ 

Fig . 17. Plain view 01 the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used in 1 layer 01 the model 

반적 인 범위의 값(Table 5)올 사용하였다(UK Nirex , 1993; Anderson & Woessner, 

1992; Franklin & Dusseault, 1989; Walton, 1988). 

Table 4.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used in the model 

Depth(m) 
Hydraulic Conductivity (m/sl 

Tuff Granite F-21 F-22 

Suπace - Su끼ace- l00 1.81 x 10-8 3.00x1O-8 3.20x10 ’ 3.80x10-7 

SUrface-100m - EL.-800 3 .24 x 1O경 5.05x1O-5 3.20x 10-8 3.80x10-8 

EL.-800- EL.- 1200 5.30x 1O- '。 5.05x 10-.0 3.20x 10경 3.80x 1 0-9 

- 18 -



Table 5. Input parameters for the hydrogeological zones in porous conlinuum model 
(UK Nirex, 1993; Anderson& Woessner, 1992; Franklin & Dussea배， 1989; 
Walton, 1988) 

Zone Specific 씨eld PoroSity(%) 

Welded lapilli luff 0.185 7.2 
Granile 0.25 3 
Sedimenlary rocks 0.3 35 

(a) Seclion A- A’ (b) Seclion B- B’ 

Fig. 18. Cross seclion view of the hydraulic conductivity. Dolted line implies Ihe 
inferred boundary between Ihe luff and granite 

• 모댈 교정 : 모텔의 교정이란 현장에서 실제로 측정한 수두나 오염물질의 농도를 

모델결과치와 서로 비교해서 일치시키는 과정올 교정 또는 역사척 이력의 일치 

(historical matching)라고 한다 연구지역의 모텔에 대한 정량적 교정을 위하여 

U- 1- 2 저유공동 주변의 조사공에서의 지하수위와 공동내부로 유입되는 실제 유입 

양을 함께 고려하였다 모텔에서의 공동내부로의 유입량 계산은 물수지 분석에 이 

용되는 Zone Budget 기능 (Waterloo Hydrogelogic Inc, 1999)올 이용하였다 유입량 

의 실측치 (Fig . 19)는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98년 10월에서 99년 1월 

까지의 유입양은 112-154.3 torνday로 나타냈으며， 이 기간동안의 평균 유입량은 

128.14 ton/day을 보였다. 

위의 현장에서 계측된 지하수위， 

공동내부로의 유입량과 모텔에서 

계산된 지하수위와 유입량이 가장 

잘 만족하는 경우의 수리인자를 모 

텔에서의 보정치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지역의 현장 시험에 의해 구해 

진 수리 전도도 값은 3.24x lO-9 m/s 

이다. 모텔 교정 과정에서 지하수위 

와 유입량에 의한 수리전도도의 범 

1-’-~ -←- . ‘… 1 
’H I _ ~ --------------

.. 

f 띠~~~~~~~~~~~~~~~~~~~~~~~~~=~~~=~ i :t 
: l : l :::니ζi .. 

。•• 

Fig. 19. Results of monitoring for the injection 
water quantity through horizontal water 
curtain hole and inflows inlo the storage 
caverns per day al Storage U- I -2. 

m 

녀
 



위는 2.2x 10 9rn/S에서 4.2x lO 9rn/S 

의 값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 I 말략료굶호교벼i파'" 

해댐월꾀 
는 유입 량은 154.46 ton/day과 

112.15 to띠day로 나타났다. 모델 

교정결과， 수위와 유입량올 가장 

잘 만족하는 웅회암의 수리전도도 

는 3.00xlO 9 rn/sec로 함양률은 71 

mm/yr로 이 때 의 Norrnalized RMS 

값은 8.39%(Fig. 20)이고 공동내부 

로의 유입량은 132.78 tOIνday로 

나타났다. 이 값은 8년 10월에서 

99년 l월까지의 평균 유입량인 

128.14 ton/day와 매우 근접한 값 

을 보인다- 연구지역의 20년간 평 

균 강수량이 1356mm/yr인 것올 감 

안할 때 모텔에서 계산된 이 지역 

의 강수에 대 한 함양률은 5.24%이 

다. 이때의 모텔에서 계산된 수위 

(water table)는 Fig. 4.1 2에 나타내 

었다. 이처럼 모텔의 교정에 의한 

수리전도도와 현장 수리시험에 의 

한 수리전도도가 잘 부합됩올 알 

수 있다 

한편， 현장수리시험에 의해 구해진 

,.", ;ii‘ 

*‘“ 

--:펀흘펀 

Fig 잉 Calibration results at observation well 
through the calculated versus observed 
head 

‘ T L."., 
’"2~f헝 

- 4 ‘ 53 

FiQ. 21. Calibrated Qroundwater table 

수리전도도 값(3.24x 10-9rn/s)올 모텔에 적용시켜 이에 대용하는 유입량과 함양윷올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계산된 유입양은 138.98 ton/day로 실제의 유입양의 범위인 

112 -154.3ton/day에 속하는 값이고， 함양융은 75mm/yr. 그리고 Norrnalized RMS 

는 8.34%로 나타났다. 

• 하부경계 심도의 영향 초기에 모텔의 경계조건 설정 시 모텔의 경계 설정이 매 

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모델이 하부의 경계조건의 심도의 영향올 알아보기 위 

해 심도에 따라 각 암종의 수리전도도를 달리 사용하였을 경우와 십도에 따라 수리 

전도도률 단일 값으로 적용했올 경우의 영향을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하부 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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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 2000m까지 확장하여 심 도를 해 발 

-4oom까지 줄일 수 있도록 모델의 격자를 

설계하여 각각의 하부 경계조건의 심도에 

따른 모텔에서의 수위변화， 유입량 그리고 

전 향입 자추적 (forward particJe tracking )에 

의한 유동경로를 통해 그 영향올 검토해 보 

았다 

먼저， 심도에 따라 수리전도도를 달리 한 

경우， 하부경계 심도에 따른 공동내부로의 

유업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부경계 심도 

가 해발 -4oom일 때 139.67 torνday을 보이 

며， 해발 -2000m일 때는 132.14 ton/day로 

하부경계의 심도가 증가할수록 유입량은 줄 

어들고， 그 줄어드는 비율도 감소한다- 해발 

400m에서 해발 600m로 심도가 깊어지면 

νε 

g l ~• 

t'E H ; . “ μ 

• 

g§1§ 1§ l § l 옹 j§ 1§ 융§§§§§§옹§§ 
íííí • 1 • 1 • 1 • 1 • 1 • 1N ’ 
αg‘여 

Fig. 22. Calculated inflows versus depth 
。f the bottom boundary 

유입 량이 5.99 ton/day로 감소한다. 그 

러나 수리전도도 값올 해발 -600m하부부터 10배 정도 작게 입력한 영향으로 하부 

경계 심도가 해발 -7oom에서 유입량이 해발 -6oom일 때 보다 0.5 torνday 정도 중 

가하다 하부경계 심도가 중가하면 다시 작은 비율로 유입량이 적어진다 해발 

-12oom이하부터는 유입량의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정으로 미루어 볼 때 유입량 

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올 하부경계의 심도는 해발 - 12oom 내외일 것으로 판단된 

다 (Fig. 22) 

• 민갑도 분석 : 민갑도 분석에는 M여flow의 WinPEST기능올 이용하여 함양율에 

대한 Kx, Ky , Kz방향의 민감도를 따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 기능에서는 모텔에 

업력된 판측공에서의 각 연산횟수마다 파라메터 값을 바꿔가며 매 연산마다 수위를 

비교해 파라미터의 민감도를 분석하게 된다. Fig. 23에서 세로축은 민갑도， 가로축 

은 연산 횟수를 나타낸다. 수리 전도도 Kx와 함양융의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면 Kx 

의 민감도는 5번의 연산결과 19에서 39의 범위를 보이고， 함양융은 82에서 84정도 

의 값을 보여 함양융이 수리전도도 Kx성분 보다 민감도가 더 큰 결과를 보였다. 

Ky와 Kz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함양률이 3방향의 수리전도도 보다 

더 민감한 반웅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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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a) Kx vs recharge (b) Ky vs recharge 

닉J 

(c) Kz vs recharge 

Fig. 23. Sensitivity analysis 01 Ihe hydraulic conduclivity versus recharge 

• 단열대가 지하수흐롬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의 수치해석에 고려된 단열대는 

선구조선 분석결과와 기존 조사보고서 (LG 엔지니어링(주)와 SKC건설(주). 19!:웠)를 

기초로 하였다 사용된 모텔이 불규칙한 경계연올 정확히 표현 • 취급할 수 없는 유 

한차분법(FDM)인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지역 

의 지하수 흐름을 1차적으로 지배할 것으로 판 

단되는 중요 구조선인 F- 21 단열대만을 수치 

해석에 반영하여 지하공동주변의 지하수 흐름 

에 미치는 영향올 검토해 보았다 

F21 단열대가 없는 경우는 지하수위의 상숭이 

일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주위의 모암보 

다 수리전도도 값이 큰 단열대의 특성 이 반영 

되어 단열대 주변의 수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열대가 있는 경우 공동내부로 유 

입되는 지하수의 유동경로에 대한 단열대의 영 

향올 알아보기 위해 공동내부에 입자를 위치시 

키고 backward에 의한 입자추척올 하였다 

(Fig. 24). 제석산 부근에서 출발한 입자는 저 

유공동 쪽으로 향하다가 수리전도도가 모암보 

다 큰 F21 단열대를 만나연 수직적인 하향의 

이동을 보인다 그런 후 단열대를 지나 다시 

상숭하여 공동내부로 유입된다. 단열대가 없는 

경우， 입자들의 경로는 더 매끄러운 양상을 보 

이며 저유공동 안으로 유입되는 모습이 관찰된 

다. 즉， 단열대에서의 유동경로는 수직의 하향 

홉-‘ -~.'tJ\ 

’ 
,'1 

1 | 1 / 
/ 

(a) Plain view 

‘ j 

(b) Angle view 

Fig. 24. Pathway around the F21 fracture 
zone 

의 흐름이 우세하며， 단열대가 없는 경우보다 더 복잡한 유통경로를 형성시키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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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 

다- 암반블룩 규모 모델링 

U 1 3차 시설이 건설되는 암체를 대상으로 

수역시스템 설계 및 저유공동 유입량 계산을 

목적으로 FracM an/MAFIC 코드와 

MODFLOW가 이용되 었다 

• 단열망 모댈에 의한 수벽공 간격 도출 

시추조사， 수리시 험 및 텔레뷰어 검충결과로 

서 도출된 투수성단열의 분포특성올 이용하여 

저유공동을 중심으로하는 100m x 100m x 100m 

규모의 3- D 단열망모텔(Golder A sso., 1994) 

을 구성하였다(Fig . 25) 
Fig. 25. Three dimensional Iraclure network 

model(W100m x H100m x L 100m) 10 
eslimale Ihe waler curlain borehole 
spacrng 

미RECT CONt.ECTNITY " -0.0122 - SPAClNG+ 1.~ 

"' • 
• - • • •• sε.00<<l0\8Y~1NIπ '!..~!ll52 '~Itn.. .. .A양ι 

훌 g 53F:: - ;::::::t:f펴꽉: ~ .~-~ ~ ~ ~ ~ ~ ~ ~ ~ ] 

짧 fEEE:i띤EiEEEEEEEE펜 
o ，。 잉 I ι 밍 

WATER aRfAN I-O..E 잊'ACUl(씨 

Fig. 26. Inlerseclion probabilily 01 conduclive lraclures between waler 
curlain holes in 1erms 01 Ihe borehole spacinQ 

m 

FracM an 프로그랩의 sampling 기법을 이용하여 심도 EL.αn에서의 수역공 간격에 

따른 투수성 단열의 교차정도를 계산하였다(Fig. 26). 이 때， 계산조건은 수벽공의 

설치방향이 양M]。， 연장길이는 100m, 간격은 5m, 10m, 15m, 20m, 30m, 50m인 경우 

이다 저유공동 상부에 놓이는 수벽공에 교차되는 전체 투수성 단열의 빈도를 1.0으 

로 하였올 때， 인접 수벽공과 직접 교차되는 단열의 빈도와 간접적으로 교차되는 

단열의 빈도를 간격의 변화에 따라 계산해 보았다 계산결과， 인접 수벽공 간 투수 

성 단열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90% 이상의 확률로서 교차될 수 았는 간격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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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m 이 하인 것으로 계산되 었다 

• 최적 수벽시스탱 계산 MODFLOW를 

이용한 수치해석에 있어서 만저 저유공동과 

수액시스템의 이격거리를 25m와 30m인 경 

우로 모사하기 위하여 저유공동의 심도를 

해수연(기준 지하수위) 하 EL.-30m에 위치 

하도록 하였다， 수벽공 간격은 단열망 모델 

ι，J “ 1./ ‘ ::.-" :....
~ 

-←~ 
~까{→-----

‘ ~--

~ I ， 

링에서 추정된 17m를 고려하여 15m와 20m ’-
인 경우로 모사하였다. 수벽공에 주입되는 (a) Water curtain level=EL.Om / Borehole 

수두는 10m, 15m, 20m인 경 우로 모사하였 spacing=20m / Injection Head=20m 

다(Fig. 27) 

이로서 계산된 수직 수리경사값과 수벽공 효융을 도표로 나타내연 Fig. 28파 같다 

수벽공 효율성파 연직 수리경사는 수벽공 주입압에 대하여 선형의 비례관계를 보인 

다， 다만， EL.-5m에 20m 간격으로 설치되는 

수벽공에 2.5kg/cm 2 의 수압올 가해 줄 경 

우에는 수벽공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특 

정을 보인다 최적 수벽시스램은 해수면올 

기준 지하수위로 하였을 때 저유공동이 

EL.-3Om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수벽공 간격， 

수직 수리경사， 그리고 수벽공 효율이 최대 

이고 주입압이 최소가 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이다. Fig. 28에서 셜계기준 

을 만족시키는 수벽시스템은 모두 5가지의 

경우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중에서 시설 

의 경 제성에 비추어 기밀성올 만족시키는 

조건 중에서 수벽공 간격이 넓은 2가지의 

방안올 최적의 시스템으로 선정할 수 있다 

‘~ 
/ . 

(b) Water curtain level=EL. -5m / 
Borehole spacing=20m I Injection 
Head=20m 

Fig. 27. Calculation of borehole efficiency 
and vertical hydraulic gradient 

• Case 1 수벽공 심도 EL.Om에서 간격 2αn， 주입수압 2.0kg/cm2 인 조건 

• Case 2 수벽공 심도 EL.-5m에서 간격 2이n， 주입수압 2.0kg/cm2 인 조건 

연속체 모텔에 의하여 결정된 최적 수벽시스템에 대하여 단열망 개념의 모텔령을 

몽하여 비교 붐석하였다. 해석영역은 해석 프로그랩의 계산 능력올 감안하여 단일 

저유공동파 수벽시스랩을 포함하는 70mx7Omx70m 규모의 암반블록올 설정하였다. 

외곽부 경계요소 중 상부 경계연은 constant head boundary, 좌우 및 하부 경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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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o- flow boundary로 설정하였다 저유공동은 대기압과 최대 운영압일 경우로， 

수벽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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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Relations of the water curtain efficiency and vertical hydraulic 
Qradient to borehole spacinQ and iniection pressure 

주입압을 경계조건으로 하였다(Fig . 29). 단 

열 투수량계수의 대표값과 분포형 태를 결정 

하기 위 하여 CONNECTFLOW(Hartley, 

1996)를 이용하였다. 단열조별 투수량계수를 

입력자료로 해서 단열매질의 방향성 수리전 

도도를 계산할 수 있는 CONNECTFLOW의 

계산기능을 이용하여 다공성 연속체 매질의 

대표값에 근접하는 단열조별 투수량 계수를 

역산하였다. 역산된 단열조별 투수량계수값 

의 범위는 산술명균이 2.6xlQ•7 

4.4xlQ- 7m2/s, 기 하명 균이 2.3x lQ-7 -

4.l x lQ-7m2/s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단열조별로 투수량계수가 정의된 해석 영역 

내에 길이 70m의 단일 저유공동과 EL.Om와 EL.-5m에 20m 간격으로 설치된 3개 

Con. ‘. nt Heact 

No- tlo’ 

No-tlow 

7fζ.， 
No-tlo‘ 

". 

Fig. 29. Conceptual model region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fracture network model 

수평수벽공이 배치되도록 하여 유한요소망을 구성하였다. 전술한 Case 1과 Case 2 

에 대하여 수벽공올 통한 주입수압과 저유공동이 건설 중일 때와 운영 중일 때를 

모사하여 MAFIC(Golder Asso., 1994)올 이용하여 계산하였다(Fig. 30). 계산결과 

염
 



수벽공이 위치하는 심도부터 저유공동의 상부에는 주입압에 따라 거의 평행한 둥수 

두 분포를 보여준다， 그러 나， 단열망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영역， 즉， YZ 연과 xz 
변의 좌측 경계부에서는 낮은 둥수두분포를 보이고， XZ 연의 우상단 부와 같이 연 

결성이 양호한 영역은 상부 경계조건의 정수두압에 의하여 높은 퉁수두선이 분포하 

것을 보여준다. 연직 수리경사의 최대값은 YZ 연의 저유공동 상부에서， 최소값 

은 단열의 연결성이 불량한 xz 연의 좌측 경계부에서 계산하였다(Table 6), 수벽시 

스템의 Case 별로 연직 수리경사값은 최소값이 1.20 - 1.29로서 양자 모두 설계 기 

준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단열망 모텔로서 계산된 연직 수리경사값은 

다공성 연속체 모텔에 의한 값과 비교해 볼 때 (Fig. 28), Case 1, 2 모두 약 1.2배 

」

"c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E) 

t
s
;
〉
S
ω

(b) XZ plane (a) YZ plane 

-
-
드
 
t
。
a
-
-
-
-
-
ω

(d) XZ plane 

Fig. 30. Polenliomelric head dislribulion seclion under Ihe conslruclion slage(a, 이 and 
Ihe operalion slage(c, 이 in Ihe case 01 waler curtain syslem al E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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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alculated vertical hydraulic gradient from the 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l 

Water Injection Hole 
Case 01 Water Curtain 

Water Condition 01 
Vertical Hydraulic 

Curtain 하stem Level 
Curtain Hole Pressure Storage Gradient (1,) 

(EL.m) 
Spacing (m) (kg/cm') Cavern Min Max 

Case Q) 0 2.0 
Construction 1.23 1.64 

20 
。peratlon 1.20 1.35 

Case 0 -5 2.0 
Construction 1.29 1.80 

I 。peration 1.24 1.40 

• 저유공동 유입량 ’ 저유공통의 누수량은 Reinius (l977)에 의한 계산식과 연속체 

및 단열망 모델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계산결과(Table 7)는 저유공동으로의 

누수량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타 공사용 터널， connection tunnel 및 shaft로의 누 

수량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최소 누수량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계산식에 의한 누수량 

은 지수효과의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수치모댈링에 의한 결과보다 최대 2 

배 이상 크게 계산된다. 또한 위 식은 수벽공과 저유공동간의 수두차가 거리에 비 

하여 더 민감하기 때문에 Case 1의 조건에서 누수량이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Table 7 . Calculated total water inflow into the storage caverns by the analytic ecuation 

and the porous continuum model 

Case 01 Water Condition of Total Water Inflow (m'/day) 
Method Curtain System Storage Cavern non- grouted grouted 

Construction 270.87 150.18 
Case 1 

Reinius(19η) 。peration 216.69 120.15 

Equation Construction 253.00 140.28 
Case 2 

Qperation 196.78 109.11 

Construction 132.36 115.48 
Case 1 

Numerical 。peration 121.16 læ.14 

m여eling Conslruction 137.24 123.01 
Case 2 

。peralion 117.98 103.69 

수치모텔링에 의한 누수량은 Case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그라우탱 효과로 

서 최소 10.4%에서 최대 15.7%까지 누수량 감소가 예측된다 계산식에 의한 값과는 

달리 수벽시스템과 저유공동간의 거리가 멸수록 누수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된 

다 계산결과를 정리하연， 그라우탱이 완벽히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건성과 운 

영단계에서 저유공동으로 유입되는 누수량은 Case 1 의 경우 약 100 - 115m3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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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의 경우는 약 100 - 125m3/day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 나， 그라우탱에 의 

한 지수효과를 무시할 경우에는 Case 1 의 경우 약 120 - 130m3/day, Case 2의 경 

우는 약 120 - 140m3/day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FracMan/MAFIC에 의한 단열망 모텔에서 계산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저유 

공동의 유입량은 Case 1의 경우 약 8O -98m3/ day, Case 2는 135 - 173m3/day의 범 

위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그라우팅 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연속체 개 

념 모텔에 의한 계산결과(Table 7)와 비교하면， 건설 중일 때 Case 1은 약 26% 적 

게， Case 2는 약 26% 많게 계산된 결과이다 그리고 운영단계에서는 Case 1은 약 

34% 적게 ， Case 2는 약 15% 많게 제산된 것이다. 단열망 모텔에 의해 계산 가능한 

물수지를 살펴 보면， 건설단계에서는 Case 1의 경우， 저유공동으로의 누수량 중 자 

연 지하수가 약 15%, 수벽공 주입수가 약 85%를 차지한다. Case 2의 경우는 지하 

수가 약 9%, 수벽공 주입수가 약 91%를 차지한다. 운영단계에서는 Case 1의 경우 

지하수가 약 19%, 주입수가 약 81%를 차지한다‘ Case 2의 경우에는 지하수가 약 

11%, 주입수가 약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Table 8. Calculated total water inflow into the storage caverns by the 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l lunit: m'/day) 

Case 1 Case 2 
Boundary 

Conslruclion 。peration Conslruclion 。peralion

Toρ 14.91 14.91 14.94 14.92 

Botlom 0.00 0.00 0.00 0.00 
。미er 

Sides 0.00 0.00 0.00 o∞ 

Tolal 14.91115%) 14.91119%) 14.9419%1 14.92(11 %) 

#1 13.58 11.26 34.04 26.74 

Horizonlal Waler #2 42.12 34.44 75.89 59.10 

Curtain Boreholes #3 27.15 19.77 48.23 34.38 

Tolal 82.86(85%) 85.47(81%) 158.16(91%) 120.22(89%) 

Slorage Caverns 97.76(100%) 80.37( 1 00"10) 173.1 O( 100"/.) 135.161100%) 

• 인접시성과의 수리간섭영향 : U- 1 3차 시설의 건설로 야기될 수 있는 지하수체 

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U-1 -2와 LG- Caltex 지구에 미치는 수리안전성에 대한 영 

향올 분석하였다(Fig. 31) 건설단계부터 완공시기에 이르기까지 지하수유통 체계는 

U-13차 시설올 중심으로 3개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가장 큰 특정은 지하수위의 강 

하와 함께 주 함양지역의 경계선이 U- 1- 2 및 LG- Caltex 지구 쪽으로 각각 이통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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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지하수위띤에서 계산되는 지 

하수두를 이용하여 4개 지점에서 

계산한 수리경사 감소 경향은 

Table 9와 같다 U - 1- 2 지 구는 적 

게는 약 50%에서 많게는 약 80% 

까지의 수리경사 감소가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수리경사는 다 

공성매질 개념에 근거를 두었으며， 

저유공동 외곽부의 유동상태를 대 

변하게 된다 다만， 함양 유역의 면 

적과 그에 따른 수리경사의 감소로 

인하여 지하수 유통량의 감소가 있 

을 뿐이다 암반지하수의 유통량은 

단열대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U - 1 3차 지구에 

미치는 유동량 감소의 직접적인 영 

Fig. 31. P01entiometric head distribution map at 
EL.Om in the operation stage where U- 1-2 
and LG-Caltex are in operation. Both the 
line and circle are the reference locations 

to catculate a hydraulic gradient. 

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F21 구조대를 경계로 이웃하는 U - 1-2 지구 

의 경우 F21 구조대의 기준 지하수위가 유지될 것인가하는 문제는 현재로선 예측 

불가하며， 지하수 유통량 감소에 대한 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접시설 

과의 수리간섭 영향에 대한 수치모웰링 결과를 정리하면， U - 1 3차 건설로 인하여 

U - 1- 2 지구의 함양유역 축소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하여 양 시설간 수리적 경계연 

역할을 하는 F21 구조대의 지하수위 및 유동량이 큰 폭으로 강하될 것으로 예측되 

므로 보수적인 판점에서 기준 지하수위 유지를 위한 보조의 수직 수벽시스템이 요 

구된다 

Table 9. Decrease of the hydraulic gradient in the U-1-2 regime due to the 

construction of Extension Storage 

Before Construction After Construction 
Decrease 

Groundwater Reference Rate of 
Flow from Fig 

Distance 
Head Head Hydrau”c 

Hydra비IC (m) 
Regime 31 Differen∞ Hydraulic DIffe(mre)n。e Gradlen! Gradient 

(~. '-1 Gradient (%) 

@ 276.9 110 0.40 52 0.19 52.5 

U- I -2 46.2 70 0.56 15 0.16 71.4 
@ -

138.5 78 1.52 a 0.33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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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결론 

본 연구는 각종 지질 및 수리지질학적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수치모텔링올 이용 

한 지하원유비축시설의 수리지질 안정성 해석방엽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선적으로 저장유와 개스가 생태계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고， 동시에 경제적인 시스템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국내 기술확보차원에서 연구지역올 대상으로 밀도있는 적용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3차원 연속체 모델올 이용하여 지하원유비축시설에 대한 광역 규모의 수리 

지질학적 안정성 요건올 해석하였다 이 방법은 기혼의 2차원 대표 단연에 

서의 해석 기법파 비교할 때 연구지역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유사한 수준 

으로 모사 가능하기 때문에 독립 암체 내에서의 공간적인 지하수체계 변화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파의 수리지질학적 간섭 해석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3차원 단열망 모텔은 암반 블록 규모의 지하수체계 해석에 제한 

적으로 적용 가능하나， 해석 영역의 확장성과 실제 계측치와의 대비를 용 

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2. 지하원유비축시설의 수리지질학적 안정성 해석은 3차원 수치모텔을 이용하 

여 설계인자， 즉， 저유공동의 심도와 내부 압력조건， 수벽공의 심도， 간격， 

주입압 조건들의 조합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신규 비축시설의 건설로 

인한 주변 시설과의 수리적 간섭영향은 지하수 함양유역의 축소와 수리경 

사의 감소 현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투수성 구조대는 지표 및 시추조사만 

으로는 정밀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가 확인될 

경우 시설간의 간섭영향 뽕만 아니라 해수침투에 의한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리지질학적 특성 이 재 확인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수리적 영 

향 저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수치모텔에 요구되는 인자들은 개념에 따라 결정적 인자와 확를적 인자로 

구분된다. 투수성 단열계의 기하학적 분포특성은 Order 1 둥급부터 Order 

3 퉁급까지의 구조대에 대하여는 전산옴영기복도를 이용하여 위치와 연장 

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Order 4 퉁급의 단열계는 지표 측선조사와 공내 

텔레뷰어 검충을 이용하여 확률척 분포특성이 결정되어야 한다. 암반 및 

투수성 단열의 수리인자는 지표 풍화대 영역. hydraulic rock mass 영역， 

hydraulic conductor 영역으로 분류하여 해석되는 것이 바랍칙하다 다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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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체 모델의 유효수리전도도는 지표 풍화대 영역을 제외한 기하명균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단열 투수량계수를 역산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단 

열망 모텔의 모사를 위해서는 부정류 해석에 의한 단옐조별 단열 투수량계 

수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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