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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Ÿ 지하공동 내용연수 극대화 연구 (I)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목적

Ÿ 지하기지의 장기적 성능유지 및 기준마련을 위한 세부연구항목 및 수행

방안 도출 등 기본연구계획 수립

Ÿ 지하기지의 안정성 저해요인 (암반클로깅 및 해수침투 등)이 각 기지에

미치는 영향 검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연구계획 수립

필요성

Ÿ 지하공동을 이용한 지하유류저장기지(지하비축기지)는 국가에너지 안보

의 초석으로서, 인공적인 지하공동 내에 수벽시스템을 이용하여 석유류

를 수리지질학적으로 격리시켜 저장하고 있음.

Ÿ 이는 현재까지 운영 중인 유류저장기술 중 가장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운영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지하저장기지의 안정성은 각

기지별 유지관리시스템 하에서 정기적으로 진단 및 평가되고 있음.

Ÿ 그러나 최근 국내 지하유류저장기지 운영과정 중 일부 기지에서 수벽공

기능저하, 관측공의 국지적 수위하강, 제반 수리화학분석 값의 이상현상

등이 관측되면서 지하공동 주변의 지하수문시스템의 종합안정성 진단

필요성이 제기됨.

Ÿ 스웨덴 및 노르웨이 등 관련기술 선진국에서는 지하공동 노후화로 인한

기지 폐쇄사례 발생 및 폐쇄된 지하기지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된 바 있음.

Ÿ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지하공동의 장기적 성능유지 및 내용연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해석 절차 확립 및 검증된 조사수행사례는 아직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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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없는 상황임.

Ÿ 따라서 기존의 지하공동 안정성 점검인자를 재평가하고 기지의 안정성

저해요인의 원인규명 및 저감방안 마련, 지하공동의 장기적 성능유지

및 내용연수 평가를 위한 방안 확립, 지하기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 확립 등은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안전한 운영 및 내용연수 증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절차임.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연구수행 대상기지는 국내의 한국석유공사, SK가스, E1 등이 운영 중인

지하유류저장기지 중에 한국석유공사의 여수 및 평택기지, SK가스 울산기지,

E1 여수기지를 우선 대상기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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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유류저장기지 기밀이론

Ⅳ. 연구개발결과

1.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 평가

1.1. 지하공동 기밀이론 및 부지특성평가의 중요성

Ÿ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기본원리

-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기본원리는 공동

주변의 지하수압을 지하공동의 압력

보다 높게 유지시켜서 지하수가 항상

공동 내로 유동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자연적인

지하수압을 이용하거나 또는 공학적

인 수벽공 주입압을 이용함.

- 기밀성을 확보를 위한 자연 지하수압

과 수벽시스템 운영기준은 부지고유의

수리지질, 지구화학, 암반역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Ÿ 부지특성 평가의 중요성

- 기지별 각 관측공의 기준수위는 대부분 지하공동의 기밀성 원리에 따라

전산모델링에서 도출된 설계지침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어 운영중임.

-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기밀성은 공동 주변의 지하수압 분포특성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부지고유의 투수성 단열의 분포특성에 좌우됨.

- 현재 각 기지별로 기준수위의 감시가 기술적으로 큰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으나 기지 고유의 지질구조적, 수리지질학적인 특성에 의한 국지적인

이상현상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기밀이론 등의 동일조건으로 기밀성을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시설의 안정성 및 기지 고유의 부지특성과 관련된 이상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으로써 부지환경의 특성파악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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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문시스템 모식도

- 그러나 부지특성평가를 위하여 모든 지역 및 관련 항목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계측할 수는 없음.

- 따라서, 부지 전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자료를 토

대로 하는 지질-구조모델을 통하여 부지개념모델 구성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수리지질모델, 지구화학모델, 암반역학모델들을 구성하여

지하저장시설 부지 고유의 지하수 거동특성을 정밀하게 이해하고, 이를

지하저장기지의 종합적인 안정성평가에 활용할 예정임.

1.2. 지하저장기지의 유지관리와 내용연수

Ÿ 지하저장기지의 수문시스템

- 지하저장기지의 수리적 안정성의 기본

요소인 물수지 균형은 크게 지하수 함

양량, 수벽공 주입수량, 유출수량(공동

내 누출량) 및 제품유의 입․출하조건

등에 의해 평형관계를 유지시키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임.

- 관측공의 수위 및 수벽공 주입량(압)의

변화는 공동 운영상황에 따라서 민감

하게 변화 및 대처하는 기능이 항상

유지되어야 함.

- 따라서 이들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측자료의 분석은 지하저장기지의

수리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전체 저장기지의 내용연수가 좌우될 수 있음.

Ÿ 지하저장기지의 유지관리와 내용연수

- 내용연수 : 구조물 건설 이후 그대로 방치하여 수명이 다할 때까지의 기

간이 아니라 통상적인 유지관리 체제하에서 수명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

- 유지관리 : 내용연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시설물

의 상태를 조사하고 변상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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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기능적 요인(설계개념상)만 고려할 경우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시설의 자연적인 노후화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사례를 감안할 경우 수명이 제한적임 (유한한 내용연수).

- 지하기지 운영상의 안정성 저해요인은, 관측공의 수위하강 및 성능저하,

주입량 및 주입압 감소, 주입수와 유출수량의 불규칙적인 변동, 정기적

수질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클로깅과 해수침투의 징후, 시설물의 외관

및 안전성 점검결과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손상징후 등이 예상 가능한

중요 요인들임.

- 이러한 요인들의 이상징후들을 발견하기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성평가

과정의 수행여부와, 발견 후 지속가능한 시설의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여부에 따라 구조물의 유한한 내용연수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기지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

에 다다를 수도 있음.

Ÿ 지하저장기지 내용연수 해외사례 조사

- 스웨덴 및 노르웨이 : 1960년대 초기 건설된 지하공동이 40년 이상 경과

하여 이미 폐쇄단계 → 지하저장기지 폐쇄결정은 국가적으로 저장의

필요성보다는 환경적 피해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더 중시하였기 때문임.

- 프랑스 : Geostock사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프랑스의 지하유류저장기지

의 내용연수는 약 50년으로 정부에 보고 → 입출하와 관련된 물류비용

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가 주된 폐쇄사유

- 이탈리아 : 1970년부터 운영 중인 지하저장기지가 케이싱의 부식에 의한

교체에 따른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폐쇄사례 발생

- 미국 및 스웨덴 등은 암반이나 지질조건이 매우 치밀하고 견고하거나

저투수성 암반이므로 수벽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음

-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지하공동의 기능적 수명한계에 의한 경우는 아니

지만 약 40～50년 운영한 이후에 지하저장기지를 폐쇄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지하유류저장기지 폐쇄사유는 운영상의 안정성 문제가 아닌

환경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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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경우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국가안보적 중요성에 비추어 기능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에 의한 내용연수의 한계보다는 기지의 수리안정성

에 의한 내용연수 한계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100년～150년 사이의 내용연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현재

지하기지들의 부지특성에 맞는 종합유지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지별 이상징후 및 문제발생에 대처하는

방안에 따라 급격히 감소할 수도 있음

Ÿ 내용연수 예비평가를 위한 수치적 모의

- 지하공동 주변의 수리적 변화 (투수성 단층대의 존재, 그라우팅 물질의

열화, 클로깅)에 대한 지하저장기지 주변의 지하수위 변화를 수치모의를

통해 제시하였음.

- 수치적 모의결과

․단층이 있는 상태에서 정류상태의 수치모의 : 모델영역에서 존재하는

투수성 단층대가 전체 영역에서 지하수위에 큰 영향을 미침.

․수벽터널 상부에서 그라우팅물질의 열화에 따른 20년 동안의 부정류

상태 수치모의 : 수벽터널 주변의 투수성 단층대와 만나는 영역에서

그라우팅제의 열화에 의해 초기조건에 비해 지하수위 하강

․동일영역에서 클로깅 현상에 대한 50년 동안의 부정류상태 수치모의

: 지하수위 상승

․지하기지의 운영 안정성 및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요소들이 도출

- 부지특성 평가 및 조사에서 잘 도출된 복합적인 지질환경의 요소들이

지하저장기지의 수리적 평가에 반영이 될 경우 향후 지하기지의 정량적

인 내용연수 평가 및 효율적 운영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Ÿ 내용연수와 예방적 유지관리

- 지하저장기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좌우하는 최우선 요건은 설계개념에

따른 시설의 성능유지 측면이므로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는 시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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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운영적인 측면 및 수리지질학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클로깅 등

포함)적인 측면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

- 지하저장기지의 적절한 유지관리 여부에 따라 기지의 유한한 내용연수

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므로 이상징후 발생 후, 사후관리체계로의

접근은 해당 구조물의 기능성 및 사용성의 저하를 초래함.

- 따라서 예방적인 차원의 유지관리체계는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 극대

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전에 이루어지는 안전성평가 기준

및 유지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 기준 및 지침

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평가 및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하저장기지 내용연수와 유지관리시스템과의 관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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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각 기지 주변의 단층, 단열대 및 배경단열의 지질학적 특성이 수리지질

학적으로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음

Ÿ 각 기지간 지질특성에 의한 수리지질학적 특성 및 지하수위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거나 예측되지 않았음.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이중관측공 대부분은 상하부의 수리적 분리영향이 잘 반영되고 있으나

일부 관측공의 경우 하부 지하수위가 강우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평가 필요

Ÿ 단위공동에 대한 부압(대기압 이하) 운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부압운영이 기지의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주입/유출수량 분석결과, 주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일부 수벽공이

확인됨 → 수벽공 주변암반의 장기적인 클로깅에 의한 영향검토 필요

Ÿ 주입수를 제외하고 관측공, 터널수, 유출수 등에서 pH 변화에 따른

방해석 및 일부 철, 망간광물의 침전가능성 → 클로깅 영향검토 필요

Ÿ 일부 터널 및 공동 내 시멘트 시설물과의 반응에 의한 높은 Ca 함량

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일부 관측공 지하수(UMW-2, UMW-3)와 터널수에서 Na-HCO3형의

수질특성 → 시멘트와 경화제와의 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Ÿ 일부 단위공동(T-101 등)에서 10%～15%의 비교적 높은 해수침투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구

Ÿ 현장측정 및 화학분석에 대한 지침마련 필요 : 과거 분석결과에서 Eh,

DO 및 Fe 등의 미량원소 분석결과에서 연도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

Ÿ 미생물 함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기별 편차의 원인규명 필요

2. 기지별 현안종합

2.1.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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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기지 주변의 단층특성이 2차원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주변 석유공사 여수기지에서 분석된 부지특성과 함께 평가하여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 필요

Ÿ 수위변화 양상에 근거하여 4개 구역으로 구분가능하며 각각의 구역은

독립적인 장기 수위하강 및 회복 현상을 보이며, 단층에 의해 수리적으

로 격리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지하수위 관측시스템은 단일관측공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 지하

수위는 비교적 강우의 효과를 양호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관측

공에서 지하수위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

Ÿ 기준수위 미달 관측공 (BH-1, BH-2, TE-1, 3, 4, 8, 14)에 대해 지하

공동의 수리적인 안정성에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수리적인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면 기준수위에 대한 재산정 필요

Ÿ 현재 지하수위 및 제반 수리자료 측정시 수동계측시스템에서 자동정밀

계측기기를 이용한 측정으로 변경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주입수량 및 유출수량 분석결과, 2005년 이후의 주입수량은 일정한데

비해 유출수량이 줄고 있어 이에 대한 클로깅 발생 가능성 의심

Ÿ 주입수 및 유출수에 방해석에 대하여 과포화 상태로 분석되었기 때문

에 광물의 침전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 필요

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2002∼2006년도와 2007∼2008년도 간에 분석 결과가 매우 상이함 →

현장측정, 화학분석, 미생물 분석에 대한 지침마련 필요

Ÿ 유출수 뿐 아니라 주입수에서도 증발잔류물, 경도, 염소이온 항목 등에

서의 수질기준 초과 현상

Ÿ 유출수의 높은 Cl 함량 해석을 위해서 해수 및 세정제(NaOCl)의 복합

적인 영향평가 필요

Ÿ 유출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높은 BOD, COD 농도가 나타남 → 원인파

악 및 저감대책 필요

2.2. E1 여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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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기지 및 주변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자료가 부족하므로 지질구조와 수리

지질, 지화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다분야 복합평가 부지특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련자료 확보하여 정리․분석하는 작업의 수행 필요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과거에 측정자료의 이상값이 존재하며, 일부 결측자료가 있어 공동운영

조건에 따른 지하수위 및 유출수량 변동의 분석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가 어려우므로 결측자료 최소화 필요

Ÿ 최근 신규 프로판공동 주변의 LG28L, LG29L 관측공 지하수위의 하강

추세 후 회복 → 수위하강 원인파악 및 주변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필요

Ÿ LG27, LG28, LG29 관측공은 위치, 해발고도, 공심도가 비슷하나 안정

수위는 각각 -70m, -25m, -50m로 다르게 설정됨 → 이들 지점에 대한

지하수위 안정수위(또는 기준수위)에 대한 재설정 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부탄 및 신규프로판 공동의 관측공 일부와 유출수에서 방해석이 과포

화 상태로 분석되므로 공동 상부에서의 침전 가능성

Ÿ 부탄공동의 주입량 및 운영압은 계절적 영향에 민간하게 반응하고 있

으며, 유출수량 역시 연간 발생량이 감소하므로 수벽터널 주변의 장기

적 클로깅 현상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필요

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일부 관측공에서 높은 pH 및 EC값이 관찰되어 시설물의 급결시멘트와

의 반응결과로 판단됨

Ÿ 지하수의 수질특성은 Ca-Cl 또는 Na-Cl형, 유출수의 수질특성은

Na-Cl 유형 → 해수영향, 급결시멘트 용해,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의한 영향평가가 요구됨

Ÿ 미생물 함량은 연도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큰 편차를 보임

Ÿ 유출수에서의 BOD, COD값이 기준치 초과 → 원인규명 필요

2.3. 한국석유공사 평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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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울산기지 주변지역 상부 파쇄암과 풍화암 단층지역의 투수계수는 상대

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고 지하수 저장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동 누수현상으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에 대비 필요

Ÿ 수리지질특성은 건설당시의 기본 매질에 관한 결과만이 존재하여 지하

공동 주변의 지질구조대의 분포와 연계된 분석은 수행되지 못했음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현재 획득가능한 기지 운영자료에 대한 관측주기가 상이하고 결측된

자료들의 수가 상당수 존재하여 각 요소간의 비교 및 상관성 파악이

어려움 → 공동운영관련 축적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관측주기

를 통일하고 결측자료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 필요

Ÿ 1990년 중반부터 프로판공동 부근에 위치한 W/C 하부 관측공 대부분

과 부탄공동 부근의 W/C 하부 관측공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급격하게

지하수위 강하 발생 → 지하수위 하강 관련 원인규명 및 조치 필요

Ÿ 특히 프로판공동 부근에 위치한 YK17, YK20의 경우 지하수위가 공동

의 최저 안전수위까지 떨어져 있으며 수위회복을 위한 수직주입공 2개

공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측공 및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안정성 저해원인 분석과 후속조치 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일부 시료에서 나타나는 높은 pH는 숏크리트 등의 용해 특성에 의한

결과이며 숏크리트의 용해는 탄산염광물의 클로깅 가능성을 지시

Ÿ pH에 따라 탄산염광물이 포화 또는 과포화상태로 탄산염광물의 침전

가능성 및 일부 Fe 광물에 대하여 침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일부 관측공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높은 pH와 EC값을 보임

Ÿ 프로판공동의 COD 및 TOC가 부탄공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며 COD값의 경우 최고 1,000 mg/L를 나타낸 이후 감소경향을 보임

→ 원인규명 및 효과적인 저감방안에 대한 조사 필요

2.4. SK가스 울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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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분석 및 종합평가

Ÿ 4개 대상기지 종합평가 결과, 부지특성, 수리안정성, 클로깅, 수질 및

해수침투 관련 등의 주요 4가지 기지공통 현안문제를 도출하였음.

3.1. 부지특성 관련

Ÿ 각 기지 주변의 단층, 단열대 및 배경단열 등의 지질학적 특성이 수리지

질학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음.

Ÿ 지하저장기지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적인 인자에 대한 부지

특성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하기지가 갖고 있는 지질학적

특성 및 수리지질학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부지특성모델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지하수유동모델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지하수체계 해석을 위한 현안>

Ÿ 지하수체계 해석을 위한 부지특성자료 취득의 제한성 및 이에 따른 지하

수체계 해석의 불확실성

Ÿ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은 수리지질학적 개념모델

부지특성평가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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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암반의 수리특성 개념화>

Ÿ 단열암반의 수리특성을 분석하는 분리단열망모델 및 등연속체모델 방법

에서 현재까지는 등연속체모델을 주로 이용하여 설계, 운영 전, 운영 중

단계의 수리안정성 평가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Ÿ 수리지질학적인 관점에서는 분리단열망개념의 모델이 지질학적 특성을

더 현실성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뚜렷이 구분되기는 어려움.

3.2. 수리안정성 관련

<수리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관련 현안>

Ÿ 관측공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안 : ①기준수위 미달 ②수위변화의 이상변동

(수위변동패턴의 변화, 안정수위 하회, 지속적 하강추세 등) ③관측공의

기능약화로 성능점검 필요

Ÿ 지하저장기지 운영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적합한 위치 및 심도

에서 상․하부 관측공(이중심도 관측시스템) 설치 필요

Ÿ 이중심도 관측시스템 : 일부 지점에서 상부와 하부 지하수위가 유사하게

변동하는 사례 → 대수층 매질의 지질구조에 의한 연결인지, 설치시 또는

운영 중에 발생한 관측공의 결함인지에 대한 조사분석 필요

Ÿ 부지특성 모델링에 근거한 기준수위 재산정

Ÿ 관측공 자체의 성능평가를 위한 관측공 종합진단 및 관측공 성능검사를

위한 정기점검시스템 구축 필요

<지하저장공동 운영과 물수지 관련 현안>

Ÿ 지하공동의 운영인자와 관련된 수리적인 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확보

및 분석 필요

Ÿ 수리전산모델링 결과와 실제 계측 값과의 차이 (주입수량/유출수량)

→ 부지특성에 따른 수리모델링 및 모델링 입력자료 생산을 위한 지질

조사 및 수리시험 가능성 여부 평가 필요

Ÿ 공동운영압력과 수리적인 인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리시스템의

운영과 물수지 분석 등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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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클로깅 관련

<클로깅 발생 조건/환경 규명 현안>

Ÿ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메커니즘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 그러나 현재 미생물학적인 요인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Ÿ 미생물학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세정제(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사용에

대한 영향평가 부족

Ÿ 클로깅을 예방하기 위한 주입수 수질의 가이드라인 필요

Ÿ 산화환원과정에 탄소를 제공하는 유기물들을 고려해야 전체적인 기지의

지화학환경 해석이 가능해짐

Ÿ 침전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능성 평가

- 수벽공 및 관측공에서의 직접적인 클로깅 발생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가능여부 (수벽공 청소, 관측공 보수 등) 평가

- 유사환경에서의 실험블록 운영 및 분석체계 구축가능 여부 평가

<클로깅 현상의 지화학모델링 현안>

Ÿ 지하수환경에서 클로깅 현상의 예측은 아직까지 매우 어려운 과제임

Ÿ 실제로 현재 국내 지하기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화학모델링 관련 현안

- 광물의 포화지수 계산시 염도가 높은 시료에 대한 적합한 화학평형모델

선택 및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제시 필요

- 탄산염광물의 포화지수 이외에 수질분석결과에 따른 표준포화지수 계산

광물종 혹은 그룹지정 필요

Ÿ 클로깅은 공동 주변에서는 기밀성 유지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수벽공 주변에서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이 있음

3.4. 수질 및 해수침투 관련 현안

<수질변화 계측/평가방법 체계화 현안>

Ÿ 운영사 및 기지별 특성에 적합한 수질모니터링 표준수행절차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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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분석(시료채취 방법, 시료보관 및 전처리, 현장측정 방법, 분석방법

및 분석기기) 방법

- 수질분석 항목 및 시기는 기지별 특성에 따라 분석지점 및 항목조절

(유출수에서의 높은 BOC, COD 값, 높은 철, 망간 농도, 해수침투지역

고려, 유기물 분석항목 추가 등)

Ÿ 수질분석 자료의 체계적인 DB화

Ÿ 분석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해수침투로 인한 수리안정성 영향평가 현안>

Ÿ 해수침투에 의한 영향평가

- 해수와의 반응에 의한 공동 내 기계류 및 배관의 부식율 증가 및 시설물

을 구성하는 시멘트 물질의 열화 → 장기적 부식성 연구 필요

- 해수의 혼입으로 인한 공동 내 원유품질 저하 여부 평가 필요

- 공동 주변암반의 클로깅 유발에 대한 해수의 영향 및 이로 인한 포텐셜

저하 평가 필요

․지화학 분석에 의한 해수침투율 산정 및 부지 특성에 따른 다공성/단

열암반 해수침투 수치 모델링에 의한 평가

․해수침투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허용 해수침투량의 설정

<콘크리트 열화 평가 현안>

Ÿ 장기간의 콘크리트-지하수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 및 열화에 대한

시설의 안정성평가

- 콘크리트 물질의 주요 열화인자 : 콘크리트 중성화(탄산화), 염화물침입,

황산염침입, 알카리-실리카 골재 반응, 포틀란다이트 유출, 동결-융해,

철근의 부식 등

Ÿ 해수침투가 일어날 경우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화물이나 황화물에 의

해 이러한 열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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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연구방안 제시

Ÿ 4개 대상기지 종합평가 결과 도출된 현안문제들을 예상원인 규명을 통해

아래의 4가지 현안별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문제해결 및 종합유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하였음.

4.1. 부지특성평가 방안

Ÿ 부지특성평가에 따라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가 긴밀하게

수행될 수 있음

부지특성화 (Site characterization)

Ÿ 목적 : 기지별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원인파악 및 향후 문제발생 가능지

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하기지의 운영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Ÿ 연구내용

․기존자료를 종합, 적절한 S/W를 이용한 3차원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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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특성평가 방안

․기존 특이지점 및 문제점 등을

특성화 결과에 포함, D/B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부지 개념모델 및 수리유동해석

Ÿ 목적 : 기지별 수리지질 개념모델

에 부합하는 상세 수치모델링을 통하여 장기적인 시설의 수리안

정성 예측

Ÿ 연구내용

․수리지질 개념모델 수립

․상세 수치모델링이 요구되는 수리적 불안정 지역 선정

․개념모델에 따른 수치모델 코드 및 모델링 유형 선정

․수치모델의 입력자료 생산

․안전성 기준인자 도출 및 수리기밀성 평가

4.2. 수리안정성 확보 방안

기준수위 제시

Ÿ 목적 : 안정적인 지하저장기지 운영에 필요한 기존 기준수위 재검토 및

기지별 부지특성과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기준수위 제시

Ÿ 연구내용

․각 기지별 설정된 기준수위 설정 방법 분석

․부지특성화 및 개념모델 결과와 연계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 기준수위

제시

지하수 관측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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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목적 : 기지별 부지특성과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관측시스템을

평가, 재구성하고 관측시스템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

Ÿ 연구내용

․부지특성화 및 기준수위 등을 고려하여 각 관측지점의 의미 및 관측지

점별 관리수위 검토

․기존 관측지점과 재검토 결과 추가관측이 필요한 지점 등을 구성하여

지하수 관측시스템을 구성

․관측지점별 관측내용과 적절한 자료분석 방법, 주기 등을 제시

공동운영압 관리기준 설정연구

Ÿ 목적 : 지하수흐름 매질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공동운영압 관리기준 제시

Ÿ 연구내용

․입출하에 따른 수리매개변수 변화유무 분석

․수리매개변수 변화정도 분석

․입출하 최적관리방안

4.3. 클로깅 현상 및 영향연구

클로깅 지화학모델링

Ÿ 목적 : 실내․외 실험결과에 대한 이론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실험결과를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실험변수들의 조건을 결정.

Ÿ 연구내용

․설계된 실내실험조건의 열역학적 수행 타당성 평가

․실내․외 반응실험 결과 침전가능한 광물상 평가

․실내․외 반응실험 결과 생성되는 반응결과 액상의 지화학적 특성 평가

․실내․외 실험으로 규명 불가능한 조건에서의 실험결과 예측

클로깅 현상 실내실험

Ÿ 목적 : 클로깅이 일어나는 현상유무 확인 및 현장실험과 클로깅 원인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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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실험

Ÿ 연구내용

․현장상황과 유사한 실내실험장치의 설계

․반응 지하수의 주기적 분석

․최종반응 후 지하수 및 칼럼 내 반응물의 분석

․최종반응 결과에 대한 지화학모델링 및 수리적 특성 분석

클로깅 발생 규명을 위한 현장실험

Ÿ 목적: 지화학모델링을 통하여 예측되고 실내실험을 통하여 확인된 클로깅

현상의 현장확인 및 클로깅 현상 원인규명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Ÿ 연구내용

․실제 지하유류저장기지의 현장상황과 유사한 현장실험장치의 설계

․반응 지하수(유출수)의 주기적 분석

․최종반응 후 오버코어링을 통한 단열대 혹은 유사 수벽공 내 지하수 및

반응결과물의 분석

․최종반응 결과에 대한 지화학 모델링 및 수리적 특성 분석

․실험 전․후 지하수 유동특성 수치모델링 및 결과 비교분석

클로깅 발생지역에서의 현장실험

Ÿ 목적: 연구대상의 지하기지에서 클로깅 현상이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실험/분석 및 클로깅 현상 원인규명에 대한 직접적 자료생산

Ÿ 연구내용

․클로깅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의 현장에서 직접실험

․클로깅 현상이 일어나는 주입공 부근에 여러 개의 시추공을 시추하여

주입수두 분포 및 시추코아에 대한 분석, 공극수에 대한 연구 수행

․이후 기본적인 현장실험내용은 앞서 설명한 “클로깅 현상 발생규명을

위한 현장실험” 절에서의 실험내용 중 최종실험후의 수행내용과 동일

클로깅 현상 메카니즘 및 영향연구

Ÿ 실내․외 실험시 매우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험 수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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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여부 자체가 연구의 중요성에 포함됨.

Ÿ 클로깅 발생 현상 규명관련 실험이 우선 과제임.

클로깅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개념도

4.4. 수질분석 관련 현안 해결방안

해수침투 영향 및 방지대책 연구

Ÿ 목적 : 염분에 의한 기계류 및 시설물의 부식, 석유제품의 품질저하, 해수

에 포함된 미생물 혹은 용존이온 종들에 의한 클로깅 가속화 평가

Ÿ 연구내용

․현장상황과 유사한 실내실험장치의 설계 → 주입수질 설정(해수 혹은

해수성분 혼합지하수) → 반응조건 설정 → 반응 지하수의 주기적 분석

→ 최종반응 후 지하수 및 칼럼 내 반응물의 분석 → 최종반응 결과에

대한 해수영향 해석

․해수침투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마련 : 특정 해수성분 및 안정동위원

소 분석을 이용한 해수침투율 계산식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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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장기적으로 ①해수내 염분에 의한 기계류와 시설물의 부식, ②해수혼입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저하, ③해수에 포함된 미생물 혹은 용존 이온종들

에 의한 클로깅의 가속화에 대한 각각의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 필요.

LPG 기지 유출수의 COD 증가원인 및 저감방안 연구

Ÿ 목적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COD가 나타나는 LPG 기지 유출수

에 대한 COD 증가 원인규명 및 저감대책 마련

Ÿ 연구내용

․실내실험 : 지하공동의 운영압 및 온도조건을 포함 다양한 조건 하에서

유분이 지하수로 녹아 들어가는 정도 분석

․장기적인 주변영향 분석 : 지하공동의 운전조건과 TOC 발생 등과의 상

관관계 분석 및 수치 모델링

․COD 발생대책 방안 마련 : 효율적인 운전조건 및 처리공정 제시

․multi phase 모델링코드 개발

4.5. 지하저장기지의 안정성 평가 및 유지관리체계 연구

Ÿ 목적 :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 증대를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 차원에서

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발

Ÿ 연구내용

․지하저장기지의 안정성평가 기준 및 종합적인 유지관리체계 연구

․지하저장기지의 안전관리의 한 사이클로써, 기지의 장기적 성능유지를

위한 안정성평가 차원에서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정밀 안전성평

가, 보수/보강 등 전체적인 기지의 유지관리체계 제시

․위에 제시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각 기지별 현황에 적합한 각각의 단계

및 단계별 평가항목들에 대한 기준 및 지침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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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 점 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긴급상황(폭우, 태풍, 지진 등) 시

또는 시설물의 이상발생(발견) 시

정밀안정성진단이 정 밀 진 단 긴 급 점 검

불필요한 경우
°2년에 1회 이상 실시

°관리주체 필요시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시
실시

정밀안정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안정성평가 정밀안정성평가가

°정밀진단 또는 긴급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
필요한 경우

점검/진단결과 검토 정밀안정성평가가

°종합평가 및 등급부여
°보고서 작성

불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이행 사용제한의 경우

°사용제한 등의 조치

보수/보강 실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보수/보강 확인

°보수·보강상태 확인

지하저장기지 종합유지관리 체계

4.6. 향후 연구방안 액션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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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지하 유류비축기지의 내용연수 극대화를 위한 연구내용 및 수리적 안정성

평가 방안을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와 관련한 심지층 처분연구에 직접 활

용

∙지하공동 내용연수 극대화 방안 중 부지특성 평가방안은 향후 국가 고준

위폐기물 처분사업 중 심부환경의 부지특성모델링에 활용

∙지하 암반의 클로깅현상은 심지층 처분개념의 용질이동 및 지하수 유동특

성관련 안전성평가의 평가 인자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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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석유비축사업은 유사시 석유공급 차질 등 석유위기 시 국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 이후 석

유위기 대응능력을 갖추고자 3차에 걸쳐 석유비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석유비축은 비축방식에 따라 크게 지상탱크와 지하공동으로 분류되며

이들 중 지하공동을 이용한 지하유류저장기지(지하비축기지)는 국가에너지

안보의 초석으로서, 인공적인 지하공동 내에 수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석유

류를 수리지질학적으로 격리시켜 저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알려진 유류저장

기술 중 가장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운영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으며 지하

유류저장기지의 안정성은 각 기지별 관리시스템 하에서 정기적으로 조사 및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지하유류기지 운영과정 중, 일부 기지에서 기지 자체의

이상 현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시자로서 수벽공 기능저하, 관측공의 국

지적인 수위하강, 제반 수리화학분석 값의 이상현상 등이 관측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지하공동의 장기적 성능유지 및 내용연수 증대

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해석절차 확립 및 검증된 조사수행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지하공동 안정성 점검인자를 재평가하고 공동

의 안정성 저해요인의 원인규명 및 저감방안 마련, 지하공동의 장기적 성능

및 내용연수 평가를 위한 방안 확립, 지하기지의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기준 확립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

1.2 연구목적

1.2.1 산학연 공동연구의 최종목적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운영기간 장기화에 따른 지하공동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지의 예상수명 산정, 기능 저해요인 발견 및 차단을 통한 기지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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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와 장기적 성능유지를 통한 내용연수 극대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의

최종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하기지의 장기적 성능평가를 위한 수행체제와 방안 확립

• 지하기지의 안정성 저해요인 방지 및 처리방안 마련

• 지하기지의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기준 제시

1.2.2 1차년도 목적

상기 산학연 공동연구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1차년도의 연구수행 목적

은 2차 및 3차년도의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계획 수립이며, 이에 대한 세부

연구수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하기지의 장기적 성능유지 및 기준마련을 위한 세부연구항목 및

수행방안 도출 등 기본연구계획 수립

• 지하기지의 안정성 저해요인(암반 클로깅 및 해수침투 등)이 기지에

미치는 영향 검증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연구계획 수립

1.3 연구기간

• 2009년 6월 9일 ～ 2010년 1월 4일 (총 7개월)

1.4 참여기관 및 대상기지

• 주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 협동연구기관 : (주)지오그린21

• 대상기지 : 한국석유공사 여수 및 평택기지

SK가스 울산기지, E1 여수기지

※ 국내 운영중인 지하유류저장기지

- 한국석유공사 구리기지, 평택기지, 거제기지, 여수기지, 울산기지

- SK가스 울산기지, 평택기지, E1 여수기지 인천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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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 지하유류저장기지 현황

소속 저장기지명 건설기간 모암 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기술자문 유종
용량

(천배럴, 천톤*)
비고

한국석

유공사

구리지사
1차 1979∼1982 화강암 Geostock

현대건설/

범양건설
- Geostock 등ㆍ경유 1,581

서울시로

부터 인수

2차 1990∼1994 화강암 벽산엔(주) 범양건설 벽산엔(주) 등ㆍ경유 1,442 K1

평택지사
1차 1984∼1989 안산암 범양엔(주) 한양건설 범양엔(주) Geostock

Butan 70* L1

Propane 90* L1

2차 1990∼1997 편마암 범양엔(주) 한양건설 범양엔(주) Propane 200* L1E

거제지사

1차 1981∼1985 화강섬록암 정우엔(주) 대림산업(주) 정우개발(주) 원유 27,283 U2-1

2차 1990∼1997 화강섬록암 벽산엔(주) 대림산업(주) 벽산엔(주) 원유 12,671 U2E

3차 2000∼2006 화강섬록암
벽산엔(주)/

대림산업(주)
대림산업(주) 벽산엔(주) 원유 5,283 U2-3

여수지사

2차 1990∼1997
안산암질

응회암
(주)삼림

SK 건설/

LG 건설 (주)삼림
원유 30,753 U1-1

현대건설 원유 + U1-2

3차 2000∼2008
안산암질

응회암
(주)LG

ENC SK 건설 대우엔(주) 원유 16,500 U1-3

울산지사 3차 2005∼2010 퇴적암 대우엔(주) SK 건설 벽산엔(주) 원유 6,500 T1

SK 가

스

울산기지 1985∼1988 퇴적암 Geostock Geostock
Butan 130*

Propane 140*

평택기지 1996∼1999 편마암 Geostock SK 건설 Propane 136*

E1

여수 기지 1981∼1983
안산암질

응회암
Geostock 정우엔(주) Geostock

Butan 69*

Propane 83*

인천기지 1997∼2000 편마암 Geostock LG 건설 (주)LG ENC Geostock
Butan 76*

Propane 169*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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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수행 내용

본 연구수행의 기본방향은 지하저장기지의 부지고유 수리․지화학특성,

수리안정성 평가를 근거한 기지 고유의 장기적 성능평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연구계획 수립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주요 연구내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가) 지하기지별 부지고유 기밀조건 검토

- 지하기지별 기밀성평가 자료분석

- 국내․외 지하기지 운영사례 및 평가사례 검토

- 기지별 최소 기밀조건 및 내용연수 예비평가

나) 지하기지별 수리지질 특성분석

- 지하기지 설계/건설중 지질 및 지하수조사 자료분석

- 기존 지하수/유류 유동특성 평가결과 및 모델링 입력자료 분석

다) 지하기지별 운영현황 종합평가 및 현안 도출

- 지하기지 운영 중 관측자료 분석

- 현행 안정성 평가체계에 대한 타당성 평가

라) 수질분석자료 조사 및 평가

- 기존 수질분석 보고서 자료수집 및 분석

- 수질분석 항목별 중요도 및 필요성 평가

- 수질분석 관련 문제점 도출

마) 기지안전성 저해요인 조사ㆍ분석

- 국내․외 사례 및 문헌조사

- 암반클로깅 및 해수침투 문제 도출

- 운영현황 및 현행 안정성평가체계 관련 현안 도출

- 문제점 유발요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한 연구수행방안 도출

- 실험실/현장실험 수행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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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합연구 세부계획 수립

- 연구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 및

제시될 세부 연구수행항목 및 수행절차 도출

․지하기지의 부지특성에 따른 기밀조건 및 기밀조건 평가방안

․지하기지의 수질분석체계 구축 및 현안 유발요인 분석

․지하기지의 내용연수 극대화를 위한 운영체계 합리화 및 유지관리지침

1.6 연구추진체계

지하저장기지의 성능 및 안정성평가를 위한 기본과정은 기존자료의 분석

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또한 본연구의 전체목표인 지하저장기지의 안정성과

내용연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자료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부

지별 지질/수리지질/지구화학/특성모델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는 짧은 기간

내에 도출되기 어려운 분야이다. 따라서 1차년도에는 각 기지별 시설의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현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반적

인 연구계획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연구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Ÿ 기존자료 수집 및 조사 수행 : 국내․외 문헌과 사례조사 및 저장기지

별로 축적되어온 기존자료 검토 포함

Ÿ 기존자료 수집 및 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지안정성과 관련한 현안 도출 :

저장기지별 장기관측 자료 및 운영 자료의 종합평가, 저장기지별 부지

고유 기밀조건 및 운영체계 검토, 지하기지 기지안정성 저해요인관련

문제점 도출, 기지별 장기관측 및 안정성평가 항목 타당성평가 포함

Ÿ 각 현안별 종합평가 : 지하공동 기밀조건 및 내용연수 예비평가, 기지별

로 도출된 문제점들의 유형별 분류, 도출된 문제점의 유형별 예상원인

도출 포함

Ÿ 현안별 종합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2차년도 및 3차년도 연구수행을 위한

기본연구계획 수립 : 연구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수행항목 및

수행절차를 도출, 장기관측 항목 및 안정성평가 항목선정을 위한 연구

방안 제시, 세부항목별 기초실험방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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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1차년도의 연구수행결과에 따라 향후, 기초연구 및 이론/실증 분석과

지하저장기지 현장적용 연구수행을 통한 장기적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

관리기준 제시 등의 2, 3차년도 연구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

Ÿ 각 연구항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를 적극 활용함.

이상과 같은 1차년도 연구추진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산학연공동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체계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 이후에 기술하는 내용 중에서, 기존 보고서나 논문

및 지하저장기지 현장 등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되고 불리어온 용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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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 지하저장기지, 지하유류비축기지 등으로 사용되던 유류저장

기지관련 용어들은 “지하유류저장기지”를 기본용어로 하여 사용하였으며,

삼출수, 누출수, 배출수, 유출수 등으로 기재되던 용어도 유출수를 기본용어

로 사용하였다.

1.7 기존자료 분석방향

본 연구의 수행내용 중 기존자료 분석은 지하저장기지의 현재를 알 수 있

는 과거의 열쇠로서 전체 연구수행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핵심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자료의 분석은 부지특성 자료, 장기관측 자료, 수질분석 자료 등의

3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장기관측 자료분석은 각 시설의 성능과 관련된

현안을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도출되는 현안은 부지고유

특성과 관련되는 것과 지하기지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부지특성 자료분석은 현안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인 대상

으로 하며, 수질분석 자료 역시 필요한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추후에 부지특성모델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분석 가능한 자료는 각 해당기지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선적으로 지하저장기지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모든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틀을 설정하여 통일된 시각으로 분석한다. 만일 각 기지들 중에 해당자료가

부족한 지역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특성을 유추하며, 이에 대

한 평가의견을 기술한다. 부지특성 자료, 장기관측 자료, 수질분석 자료 등의

3개 분야에 대한 기존자료의 분석방향은 다음과 같다.

1.7.1 부지특성 자료

지하저장기지의 부지특성은 수리설계를 위한 수리지질특성과 지하공동

설계를 위한 암반역학특성을 주안점으로 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지형

및 지질특성, 수문학적 특성을 기술하게 된다. 따라서 부지특성자료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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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지질학적 자료분석

Ÿ 단열대 분포 및 특성자료

- 분석자료 : 조사공의 로그 시트(Log Sheet)와 시추공영상(BHTV)

자료, 지하공동 매핑(Mapping) 자료

- 분석결과 : 3D 지질구조 분포특성 및 구조별 수리인자

Ÿ 지하공동의 수리영역별 수리특성 자료

- 분석자료: 지상관측공, 수평수벽공, 수직수벽공의 공사기간 중 수위

변화자료, 수벽시설 수리시험자료

- 분석결과: HCD, HRD, HSD의 수리인자

¡ 수리지질 개념모델 자료분석

Ÿ 지하수유동체계 분석자료 및 개념설정자료

Ÿ 수리경계 특성자료

Ÿ 수리인자 특성자료

¡ 수리지질 수치모델 구성 및 입력자료 분석

Ÿ 모델격자망 구성 검토

Ÿ 지하수 모델링의 수리입력자료

Ÿ 초기/경계조건 설정자료

¡ 수리지질 수치모델 교정 및 모델 모사자료

Ÿ 기하학적 구성에 따른 모델 교정자료

Ÿ 수리학적 인자 교정자료

Ÿ 수리모델링 모사결과

표 1.2 부지특성자료의 정밀분석대상 내용

의 조사보고서, 기본설계보고서, 건설 단계별 장/단기 수리시험보고서, 수리

안정성평가보고서, 건설평가보고서, 감리보고서 등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정밀분석대상이 되는 부지특성자료들은 표 1.2와 같다.

그러나 금번 연구기간에는 장기관측 자료에서 도출된 현안을 위주로 해석

에 필요한 부지특성자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금번년도에 분석되지

못한 세부사항들은 금번 연구의 수행 이후에 전체 수행기간을 통하여 각 기

지별 모든 부지특성항목이 정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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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안정성 종합평가 자료

Ÿ 지하공동 수리안정성 평가 및 문제점 해결사항

¡ 암반공학 자료분석

Ÿ 지하암반별 역학적 특성자료: HCD, HRD

Ÿ 시공 시 역학적 문제점 및 구역

Ÿ 문제점 해결방안 및 결과

¡ 지상관측공과 지하공동내 관측공의 지하수위(압) 계측자료

Ÿ 지상관측공 자료 (건설 및 운영 중)

Ÿ 지하공동 지하수압 계측자료

Ÿ 지상 및 갱내관측공 설치내역

Ÿ 강우량

* 건설 중에 계측되는 지상관측공의 지하수위 변화는 수벽공의 지하수압

과 함께 지하수유동체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운영 중의 지하수

위 변화는 지하공동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제공

¡ 수벽공 계측자료

Ÿ 수직/수평 수벽공 (건설 중)

Ÿ 수벽공 주입량 (운영 중)

Ÿ 수벽공 설치내역

표 1.3 장기관측 자료의 정밀분석대상 내용

1.7.2 장기관측 자료

장기관측 자료는 부지의 건설 전, 건설 중, 운영 중의 지하수유동체계의

진화를 해석하고 지하공동의 수리안정성을 평가하는 기본자료로써는 지상

관측공과 지하공동 관측공의 지하수위(압) 계측자료, 수벽공 계측자료(주입량

과 주입압 등), 지하공동 유출수(지하수 유출량) 및 저장유위를 포함한다.

장기관측 자료는 금번년도에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별도의 부록으로 제시

되었다. 정밀분석대상이 되는 장기관측 자료들과 그 상세내용은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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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중의 수벽공은 각 공에서 주입량과 주입압이 계측되므로 지하수

유동특성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됨.

그러나 운영 중에는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주입량만을 알

수 있어 건설 중 자료로 해석된 지하수유동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

만을 알 수 있음.

¡ 지하공동 유출수 및 저장유위

Ÿ 유출수

Ÿ 저장유위

* 지하공동 유출수, 유위 및 수벽공의 주입량 자료는 지하공동에서 도출

되는 장기관측 자료이며 주입량과 유출수량 자료는 지하공동의 물수지

분석자료로 활용

* 저장유위는 공동내의 압력과 관련되며, 저장유량의 변화를 지시

¡ 현장측정 자료

Ÿ pH, Eh, EC, DO, 알칼리도 등

¡ 물리적 특성 항목

Ÿ 탁도, 증발잔류물(TSS), 경도, 총용존고체함량(TDS) 등

¡ 이화학적 분석 항목

Ÿ 주요 양이온 및 음이온, 미량원소 등

¡ 미생물 분석 특성

표 1.4 수질분석 자료의 정밀분석대상 내용

1.7.3 수질분석 자료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수질변화 자료는 각 기지별로 정기/비정기적으로 수

행한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였다. 주로 기지 주변 지하수, 지표수, 주입수, 유

출수 및 관측공 등의 물시료를 대상으로 한 수질분석 결과들을 기지별 특성

에 맞게 필요한 자료들을 우선 분석하였으며, 여기에는 현장측정, 물리적 및

이화학적 분석, 미생물 분석결과 및 기타항목 등이 포함된다(표 1.4). 이들

수질분석 자료들은 장기관측 자료와 함께 별도의 부록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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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호기성 세균, 혐기성 세균, 점액질 세균, 황환원성 세균, 석유자화균,

황산화성 세균, 원유 분해균 등

¡ 기타 분석항목(기지 특성별)

Ÿ 총유분, BTEX, BOD, COD, TOC, 페놀류 오염물질 등

¡ 과거 분석자료의 추이분석

1.7.4 지하저장기지 성능평가 관련 현안분석

지하기지의 성능평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 수리안정성 평가 : 지하기지의 자연매체 기능(지질, 수리지질 및 지구화

학 평가)

• 시설안전성 평가: 비축기지의 공학적 기능(지하공동, 수벽시설, 지상관

측공 등 관련시설)에 대한 성능 평가

• 지하저장기지의 운영에 대한 성능평가 : 시설 안전성/성능 저해방지 및

문제점 해결방안

이와 관련하여 금번 연구기간 동안에는 현안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우선으로 정리하였다. 현안도출은 기존 장기관측 자료에 기반을 두며, 문제

점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특성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이

지하기지 시설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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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 평가

2.1 지하유류 저장원리

2.1.1 지하공동 기밀이론

무지보(unlined) 지하공동에 저장된 유류의 누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암반의 투수성을 제어하는 방법(permeability control)과 수리동력학적으로

제어하는 방법(hydro-dynamic containment)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라

우팅(grouting)이나 숏크리트(shotcrete)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

우는 지하공동 상부에 수벽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공동의 기밀성을 유지하

는 방법이다.

수리동력학적 개념은 가압상태의 저유공동압보다 지하공동 주변의 지하수

압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지하수가 항상 공동 내로 유동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은 자연적인 지하수압과 인공적인 수벽공을 설치

하여 만들어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지하공동 기밀성 기준은 공동상부의

지하수두가 최대공동임계 가스압보다 커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공동 주변의

자연 지하수압 또는 수벽공 주입압은 부지고유의 투수성 단열의 분포특성에

좌우된다.

저장유류의 최대 운영압이 정해져 있을 때, 이와 같은 기밀성은 공동 주변

의 지하수압 분포특성에 의해 좌우되며, 이와 관련된 기지 운영 중 관리되고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Ÿ 가스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운영기준 지하수위

Ÿ 지하수면 하 저장공동 심도

Ÿ 운영 중 수벽공 주입압

일반적으로 저유공동 내의 유류가 누출되는 과정은 가스가 암반에 분포하

는 단열로 유출되는 과정과 단열면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가스의 유출과정은 모세관현상으로 설명되고 논의되어 왔으며,

가장 현실적인 대처방안은 가스의 이동 가능성이 있는 단열을 봉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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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되고 있다(Åberg, 1977, 1989; Goodall, 1986). 또한 파쇄암반에서

모세관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다는 지적도 제시되었다(Lindblom

et al., 1984).

H

P

H> P+F+S

H : hydrostatic head F : shape factor

P : productive vapor pressure S : safety factor

그림 2.1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수리동역학적 기밀이론

포화된 단열을 따라 발생되는 가스의 유출에 대한 Åberg(1977)의 이론적

설명은 가스의 이동을 방지하려면 공동 상부에서의 연직방향의 수리경사가

1.0보다 커야 한다(Io>1)는 것이다. 이 기준은 포화된 암반만으로는 가스의

유출과정에 대한 필요조건은 제공하지만 충분조건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신뢰도는 여러 연구자(Bawden, 1980; Goodall, 1986;

Nakagawa et al., 1987; Watanabe et al., 1987) 들에 의하여 검토되었으며,

상기 기준은 아직도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후 Goodall et al.(1988)은 공동으로부터의 모든 가스누출 경로들을 따

라 지하수압이 어느 정도 높게 유지되는 한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다는 단순

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최근에 Liang & Lindblom (1994)은 지하수두와 저유

공동에서 가스누출이 일어나지 않는 허용 최대가스압(임계가스압)과의 관계

는 거의 선형의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수벽공

시설의 유무에 따른 임계가스압을 계산하였다.



- 14 -

Pg = a + bH

Pg : 수벽공시설이 없을 경우의 공동 임계가스압

H : 자연지하수두

a,b : 공동의 수, 형태, 크기, pillar간격 등과 관련된 상수

Pg = po + c ·pwc

Pg : 수벽공시설이 있을 경우의 공동 임계가스압

pwc : 수벽공 주입압

p o,c : 공동 및 수벽공 배치, 공동 심도 등과 관련된 상수

국내의 원유 또는 LPG 지하저장기지는 거제1차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벽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수벽시스템의 적용은 수리동력학적으로 최대

공동임계 가스압을 고려하여 기밀성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 때

최소 자연지하수위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지하수 함양의 부족

등의 이유로 자연지하수위가 해수면까지 강하되어도 수벽시스템이 정상 가

동하는 때에는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실제로 기지별 운영 중에는

각 관측공에서 “기준수위” 혹은 “안정수위”라는 지하수위를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기준수위는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링에서 도

출되고 있는데, 설계개념 자체가 지하공동 주변에 발달가능성 있는 모든 지

하수 유동로의 지하수압이 공동운영압 보다 높아야 하는 설계지침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기준수위의 감시는 현재 각 지하저장기지별로 기술적으로 큰

문제없이 수행되고 있으나 기지 고유의 지질구조적,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의

한 국지적인 이상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기밀

이론 등의 동일조건으로 기밀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러한 국지적 혹은 기

지 고유의 부지특성에 의한 이상현상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부지특성모델이

수립되어져야 하며 이로부터 이상현상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만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 및

문제발생 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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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하수문시스템

일반적으로 유류저장을 위해 지하암반이 갖는 수리적 격리능력와 역학적

인 안정성은 지하공동의 수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저장기지의

장기적 안정성에 커다란 장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하고 자체의

밀봉성이 우수한 암반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크기의 단열 등과 같은 틈이 존

재하기 때문에 지하공동의 설치위치 및 심도는 유류의 지하저장에 최대한

적합한 수리지질적인 조건이 만족되는 지점에 선정되며, 부지 고유의 수리지

질조건에 따르는 수벽시스템 운영기준이 설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 중 발생하는 공동 내 유출수의 배수와 제품유의 입출하

등으로 인한 지하수체계의 변화는 수벽공 주입수의 적절한 조절기능에 의해

초기상태(설계 시 운영기준)를 유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물

수지 균형은 크게 지하수 함양량, 수벽공 주입수량, 유출수량(공동 내 누출

량) 및 제품유의 입․출하조건 등에 의해 평형관계를 유지시키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림 2.2).

평형상태의 개념 하에서, 근본적으로 강수의 지하수함양에 의한 공동 내

로의 유출수량은 연간 강수량의 변화로 인하여 계절별 기여도의 변화는 있

으나 가능한 한 연간 안정된 상태(일정한 변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하공동의 운영 중 저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수문시스템의 안전

성 확보차원에서 안정수위 유지를 위한 역할은 주로 인위적인 수위유지 수

단인 수벽공 및 담수터널 충수시스템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측공의 수위 및 수벽공 주입수량의 변화는 공동 운영에 따

라서 민감하게 변화 및 대처하는 기능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유지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수벽공과 관측공이며, 일부 수벽

공 및 관측공에서 관찰되는 이상징후는 전체 지하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지시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측자료의 분석은 지하저장기지 주변의

수리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이들의 유지관

리 정도에 따라 전체 지하기지의 내용연수가 좌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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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하저장기지의 지하수문시스템 모식도

그러나 수벽시스템 및 관측시스템의 설계기준은 실제 계측된 자료보다는

수치적인 실험(numerical experiment)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

다. 실제 부지특성에 따른 암반의 불균질성을 반영하지 않는 모델링을 수행

하고, 이를 근거로 수리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지하공동의 성능 유지와 관

련하여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리안정성만

을 고려하여 매우 보수적인 수리인자를 적용하여 지하기지의 설계 및 운영

기준을 산정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하공동을 운영할 경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운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운영될 기지들의 부지특성조건들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부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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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델을 우선적으로 수립한 후, 이에 맞는 설계 및 운영기준을 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립된 부지특성모델에 근거하여 지하저장기지 부지 고

유의 지하수 거동특성을 정밀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하유류저장기지 안전성

평가의 기본요건이 될 것이다.

2.2 내용연수 평가방법

2.2.1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

구조물이나 시설의 내용연수란 사용개시 시점부터 사용이 정지될 때까지

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내용연수는 광범위한 의미를 표

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도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으며,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따라 물리적인 수명, 경제적 수명, 기능적 수명, 사회적

수명 등의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2). 일반적으로

구조물이나 시설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구조변상이 진행되어 노후화가 진행

되지만 그 외에도 설계․시공시의 불량에 의한 결함이라든지 외부의 환경변

화 등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건전성의 저하가 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 저감 및 내용연수의 단축속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구조물의 수명이란 실제로 내용연수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어느 한 가지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요인

들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결정되며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어느 특정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지하유류저장기지와 같이 지하암반에 설치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기

능적 혹은 물리적 요인만 고려할 경우에는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상에서는 위에 언급한 내용연수의 주요 결정요인들 이외에

수리적 안전성 요인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수리적 안

전성 평가기준이 엄격하게 고려될 경우에는 그 수명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

에 없다. 따라서 지하저장기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좌우하는 최우선의 요건

은 설계개념에 따라 시설의 성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는가이다. 기본적으로

‘수리동력학적으로 기밀성이 유지되는가, 지하수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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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역학적 관점에서 지하공동은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그리고 기지의 운영

상의 기계적인 성능은 문제가 없는가’ 등이 관건이다. 따라서 지하유류저장

기지의 내용연수는 시설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및 수리지질학(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클로깅 등 포함)적 측면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2.2.2 지하저장기지의 유지관리와 내용연수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극대화 하기위해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존

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조사하고 변상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모두 일컬어서 유지관리라 한다(건설교통부, 2002). 이러한 유지관리의 목적

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변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연수란 구조물의 물리적 강도와 기능의 변상상태가 경제

적 측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상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지만, 유지관리 측면에

서의 내용연수는 구조물을 건설한 이후 그대로 방치하여 수명이 다할 때까

지의 기간이 아니라 통상적인 유지관리 체제하에서 수명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유지관리의 방법은 유지관리 수행방식에 따라 ‘사후유지관리’와

‘예방유지관리’ 방식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 중 예방유지관리

개념은 구조변상의 초기단계에서 조치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구조물 원

래 기능의 복원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구조물의 내용연수를 상대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후유지관리 혹은 방치하면 구조변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기능저하가 가속되어 결과적으로 내용연수의 한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유지관리와 내용연수와의 관계를

그림 2.3에 나타내 보았다. 모든 지하기지는 고유의 내용연수를 가지며 시설

이 신설된 후 운영과정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리적, 기능적 성능저하가 불

가피하게 수반되어 다양한 이상징후를 나타내게 된다.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경우 이러한 이상징후는 관측공의 국지적인 수위하강 및 성능저하, 수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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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량 및 주입압의 감소, 주입수량과 유출수량의 불규칙적인 변동, 정기적

수질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클로깅과 해수침투의 징후, 시설물의 외관 및

안전성 점검결과로 나타나는 물리적인 손상징후 등 제반 수리지질학적 이상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2.3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와 유지관리시스템과의 관련 모식도

이러한 이상징후들을 발견하기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성평가 과정의 수행

여부와, 발견 후 지속가능한 기지의 운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유지

관리 여부, 즉 예방유지관리, 사후예방관리 및 방치 등의 대응방식에 따라

구조물의 유한한 내용연수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유지관리에 있

어서 예방관리체계는 시설물의 내용연수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유류저장기지의 내용연수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측 혹은 발생된 손상이나 결함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

되는가의 판단을 위해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구조설계기준, 설계기준 등)을

참조해야 할 뿐 아니라, 손상이나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지

는 안전성평가 기준 및 유지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들 기준 및 지침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평가 및 인증이 필요하다.



- 20 -

현재 국내의 모든 지하저장기지는 정기점검, 정밀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예방유지관리체계를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지하저장기지의 노후화 대비 및 내용연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후유지관리체계 역시 필요하며, 이

를 위하여 이상징후 혹은 손상부위에 대한 영향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 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르는 보수․보강 수준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시설의 기능적 수명한계에 의한 경우는 아니지만

약 40～50년 운영 이후, 지하유류저장기지의 폐쇄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2.2.3 해외사례 조사

해외사례 조사의 목적은 지하기지 운영에 관한 선진국들의 지하공동 운영

현황, 노후화 및 폐쇄된 지하공동 처리방안을 파악하여 국내 지하저장기지의

효율적 운영과 지하공동의 내용연수 증대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2009년 11월 16일부터 4박 6일간 스웨덴과 프랑스에 지하유류저장기지 운영

및 폐쇄사례 조사를 주요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수행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여기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다.

2.2.3.1 스웨덴

스웨덴은 1960년대부터 지하암반공동에 원유를 저장하여 현재 초기 건설

된 지하공동이 40년 이상 경과하였고 정부의 결정에 의해 이미 폐쇄가 완료

되었으며, 이의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스웨덴은 지하공동의

내용연수를 반영구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는 지하공동 자체에 대한 것이고

실제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배관 부식과 운영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 좌우되므로 약 40～50년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스웨덴의 지하유류저장기지는 잘 개발된 인프라와 연결망을 갖추어져 있

고 대부분 입출하가 용이한 해안가에 위치하며 “Total Defence" 프로그램에

의한 고품질 장비와 안전유지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또한 스웨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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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인근에서 지하수 및 지하구조물 개발제한에 관한 규제가 법제화되어

있으나 30～40년 전만 해도 지하저장기지 인근에서는 지하수 개발자체를 금

지하였으며, 현재는 시행령 상에 구체적으로 제한범위를 정하지 않아 상황

발생 시 각 기지별 상호간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시 제3기관에

의뢰하여 지하수 개발제한구역을 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행

이 현재까지 유류 누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하천 및 해양오염 사례는 없으

나 지하저장기지 폐쇄에 따른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이의 방지를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스웨덴은 노후화 및 폐쇄된 기지에 대한 처리방안의 일환으로 열수

저장(Hot Water Storage), 슬러지 및 석탄 등의 대체물질 저장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한 바 있다. 1994년 스웨덴 정부로부터 스웨덴 지질연구소 (SGU)가

지하유류저장기지 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노후된 지하암반 및 지상부지의

환경보호를 위한 처리연구와 지상 및 지하저장 관련시설에 대한 자산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지하저장기지를 단계적으로 정리중이며, SGU의 스톡홀름

지사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2.3.1.1 석유비축사업 개요

스웨덴의 석유비축사업은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시행하였고, 1980년부터

스웨덴의 석유의존도 감소 및 국제긴장 완화에 따라 1992년 스웨덴 국방성

은 군축용 유류 비축물량의 감축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1993년 스웨덴정부

는 석유비축시스템의 기본계획 변경을 결정하였다. 1994년에는 지하비축기지

의 처분을 전담하기 위한 국가석유비축회사 (Swedish National Oil Stockpile

Agency)가 창설되었고, 이후 1998년에 동 회사가 스웨덴지질연구소(SGU)에

합병되면서 2009년 스웨덴의 국가석유비축사업이 종료되었다.

2009년 스웨덴의 국가석유비축사업 종료이후, 현행 스웨덴의 석유비축계

획은 비축주체 및 비축방식이 표 2.1와 같이 변경되어 민간주도의 지상탱크

운영이 주된 비축방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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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 전 현 행 비 고

비축주체 정부비축 민간비축(‘96년) 석유업체, 민간수입사

비축목표 90일분 90일분 + α α: 전시대비 물량저장

비축방식 지하공동 지상탱크 등 표준저장시설 할당

표 2.1 스웨덴의 비축주체 및 비축방식 변화 비교

※ 스웨덴의 90일분 저장량 : 27,200천배럴(‘08년 BP통계)

2.2.3.1.2 석유저장기지 폐쇄사례

스웨덴의 지하저장기지는 1960년도에 최초로 준공된 이후 1980년대까지

건설되었다. 스웨덴은 기반암 자체가 매우 치밀하고 견고하므로 지하유류저

장기지가 선호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규모 지하기지로 인구밀도가 적은

산악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하공동 내부로의 지하수 유입량

이 매우 적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대부분 지하유류저장기지는 좋은 지질조

건을 갖춘 지형을 선정하여 건설함으로써 수벽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초창

기 지하유류 저장원리에 충실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석유공사

가 보유한 거제1차 기지와 동일한 방식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스웨덴은 기존 정부소유의 지하저장기지(42개)를 폐쇄

및 처분하기 위해 1994년에 NOSA (National Oil Stockpile Agency)를 창설

하였고 3단계에 걸쳐 지하기지 폐쇄업무를 수행하였다(그림 2.4). 이중 1단계

(1995년)에서 9개 기지를 폐쇄하였고 2단계(1996년)에서 15개 기지를 폐쇄한

후, 1997년에 3단계 폐쇄절차를 시작하여 2009년에 마지막 지하기지를 폐쇄

하였다.

이와 같은 스웨덴 정부의 지하유류기지 폐쇄결정은 석유의존도 축소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른 정부 정책사항으로 국가적으로 저장의 필요성보다

는 환경적 피해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더 중시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이

유로 모든 기지를 폐쇄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하기지 폐쇄사유의 기술적인

사유에 대해 정부 정책사항으로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 현재 기지

폐쇄 및 환경복원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SGU의 공식적 입장이다. 하지

만 실제 지하기지 운영기간 중에 경미한 정도로 공동주변의 일부지역에서

유분 함유 유출수로 인한 토양오염과 저장유의 공동주변 암반침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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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등에 의한 환경적인 영향이 부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미래의 환

경적 피해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정책에 심각하게 반영되었음을 전혀 배

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림 2.4 스웨덴 폐쇄대상 지하저장기지 위치도

2.2.3.1.3 기지폐쇄 후 사후처리 및 환경복원

스웨덴의 지하저장기지는 대부분 제품유 (가솔린, 디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었으며, 이외에 원유기지 (1개)와 LPG기지 (1개)를 운영하였다. 현재

이들 모두 현재 폐쇄된 상태이며, 원유 및 제품저장 기지는 평균 운영기간이

약 40～50년이었고, LPG 기지는 운영기간이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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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후 관리체제에 대해서는, 스웨덴이 지하저장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할

초창기에 스웨덴 이외에서는 지하유류저장기술의 경험 및 사례가 없었으므

로 기지의 폐쇄에 따른 사후 환경문제와 결부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관심

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폐쇄단계에서는 각 기지별 부지특성과 기술적

설계에 따라 해당기지마다 별도의 폐쇄방법을 적용하였다. 폐쇄후 처리기간

도 당초에는 5년으로 산정하였었으나 현재는 환경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20년 이상으로 연장한 상태이다. 실제로 적용된 스웨덴의 지하기지 폐쇄후

처리방안으로는 Hydraulic bypass 방법이나 지하공동 내 유출수의 지속적

양수, 혹은 자연저감법 등을 기지별 특성에 맞게 적용하였다. 이들 중

Hydraulic bypass 방안은 인근 호수나 강에서 지하공동으로 연결터널을 설

치하여 유출수를 배출하는 방안으로 이 과정에서 저장공동 주변에 형성되는

drawdown cone에 의해 주변 암반 내 침투유류가 빠져나오게 된다 (그림

2.5). 이렇게 지하공동에서 강이나 호수로 나가는 유출수 중 유류함량은 법적

규제치에 맞도록 최대 20년까지 장기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처리

를 하게 된다.

그림 2.5 기지폐쇄 후 처리방안-Hydraulic bypass 방안

이러한 스웨덴의 지하저장기지의 폐쇄에 대하여 스웨덴 내 지하유류저장

기지의 관리기관인 SGU의 입장은 암반 내에 시공된 지하공동의 내용연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반영구적이지만 기지의 지질조건 및 관리·운영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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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따라 내용연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점 때문에 기지들이 폐쇄된 경우가 아니

므로, 스웨덴의 폐쇄사례를 근거로 일반적인 지하저장기지의 수명을 40～50

년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유지관리체계에 따라 지하기지의 내용연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2.3.2 프랑스

프랑스의 석유비축제도는 1928년 제정된 “석유산업에 대한 비축재고량 설

정에 관한 정령”에 의거하여 정유사 및 석유수입사에게 전년도 자국 석유소

비량의 90일분 비축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86

년의 유가하락으로 인한 석유업계의 경영악화로 비축의무자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1988년 안전비축관리회사 (SAGESS, Société Anonyme de Gestion

de Stocks de Sécurité)를 설립하고 비축의무량의 50%인 전년도 국내소비량

의 45일분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1992년에는 IEA 가입과 더불어 관련 법령

을 개정하고, 1993년 전략석유비축 전문위원회(CPSSP, Comité Professionnel

des Stocks Stratégiques Pétroliers)를 설립하여 주요 비축정책의 결정 및

방향제시 등 전략비축제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비축제도를 보완하였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 석유비축 목표는 전년도 소비실적의 90일분으로 전년도

국내석유소비량의 27%를 비축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PSSP에

서 50일분을 비축하고, 정유사 및 등록수입사에서 40일분을 비축하고 있다.

비등록수입사의 비축의무량은 CPSSP가 수행하고 있다.

2.2.3.2.1 석유비축사업 개요

프랑스의 석유비축은 비축의 주체에 따라 공공비축과 민간비축으로 나누

어진다. 공공비축은 주로 SAGESS에 의하여 수행된다. SAGESS는 CPSSP

의 요청에 따라 원유 및 석유제품구입 및 전략비축과 비축시설을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70개 석유업자가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이다. 전략석유비

축 전문위원회는 석유법 92-1443호에 의거하여 1993년에 설립된 프랑스 비

축의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의무비축량의 5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조정기관이며, 실제 비축관리업무는 안전비축관리회사에 위임하고 이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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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민간비축은 ELF사, TOTAL사, BP사 등 6개 정유사

와 약 20개의 등록된 석유수입업체 및 비등록 수입업체에 의해 수행된다. 등

록된 수입업체란 400톤 이상의 비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프랑스의 석유비축시설은 비축유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 지역

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SAGESS는 원유비축을 위한 34개 암염돔을 포함

하여 전국적으로 130개 지역에 비축시설 및 정유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SAGESS에 의해 운영되는 프랑스 비축 및 정유공장 시설의 위치는 그림 2.6

과 같으며, 프랑스의 주요 지하유류비축시설 현황은 표 2.2와 같다.

2009년 현재 프랑스내 유류비축기지의 저장유종은 가솔린, 가스오일, 항공

연료, 원유 등이며, 총 비축의무량은 120,100천배럴이다. 2009. 7. 1일 현재

비축량 보유현황은 총 비축량 중 약 73%인 93,100천배럴을 CPSSP가 보유하

고 있다. 이 CPSSP 보유량의 81.1%인 75,500천배럴이 SAGESS 재고량이고

나머지 18.9%인 17,600천배럴은 비축대행사가 맡고 있다. 총비축보유량 중

나머지 27%인 34,450천배럴은 민간비축의무자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다.

그림 2.6 프랑스 저장 및 정유공장 시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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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위치 시설종류 유종 용량(천톤) 건설년도

Geosel-

Manosque
Manosque

용해공동

(암염돔)

원유,등유,경유

휘발유,나프타
6,000 1965 ~ 69

Geogaz-

Lavera
Lavera 암반공동

프로판

부탄

123

183

1967 ~ 79

1971 ~ 84

Geomines-

Caen
May/Orne 폐광

등유

경유
5,000 1969 ~ 72

Geovexin Gargenville 암반공동 프로판 130 1972 ~ 77

Elf-Antar

France
Donges 암반공동 프로판 80 1974 ~ 77

Geomethane Manosque 용해공동 천연가스 300 1989 ~ 93

BUTGAZ Sennecey 암반공동 프로판 8 1992 ~ 96

PRIMAGAZ Lavera 암반공동 프로판 98 1994 ~ 97

표 2.2 프랑스의 주요 지하유류저장시설 현황

2.2.3.2.2 지하저장기지 폐쇄사례

현재 프랑스에는 표 2.2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1969년 준공하여 운영 중

인 Geosel-Manosque사의 지하기지의 경우 40년 이상 양호한 상태로 운전하

고 있다. 그러나 1965년 설립된 석유류 지하저장 분야의 국제적인 설계 및

시공 감리사인 Geostock사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프랑스의 지하유류저장시설

의 내용연수(lifetime)는 공식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약 50년 정도로 프

랑스 정부에 보고되고 있다. 이 Geoctock사는 액화/가스 탄화수소, 화공품,

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지하저장시설에 대해 35년의 경험

과 노하우를 보유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그룹으로써, 현재 프랑스 내에서

Geostock사에 의해 운영 중인 지하기지는 Lavera(Rock Cavern) LPG기지와

Manosque(Salt Dome) 원유 및 제품기지가 있으며, 표 2.4에 기재된 바와 같

이 1977년부터 운영된 Geovexin 기지가 현재 Geostock사에 의해 폐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스웨덴의 지하유류저장시설의 폐쇄사례처럼 기

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출하와 관련된 물류비용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인

사유가 주된 폐쇄 결정사유로 알려져 있다. 이와 동일한 폐쇄사례로서 이탈

리아의 시설의 경우, 1970년부터 운영하였으나 공동의 안전성, 수리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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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아니라 케이싱의 부식에 의한 교체에 따른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폐

쇄한 사례도 있다.

현재 Geostock 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Geovexin LPG 지하기지의 폐쇄 절

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액상유류 제거 : 완료

Ÿ 물주입 및 기체상 제거 : 완료

Ÿ 비활성기체 주입 : 진행 중 (질소가스, 지하수 동수구배 수렴상태로 약

4개월간 지속)

Ÿ 물주입 및 지하공동 일정영역까지 콘크리트 밀봉 : 완료

Ÿ 지상시설 해체 : 완료

Ÿ 장기 모니터링 : 진행 중

2.2.3.3 기타 국가들의 폐쇄사례

노르웨이는 정부비축(일부 민간비축)으로 암반 및 암염공동에 약 37백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다. 지하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노르웨이 지질

공학연구소 (NGI)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NGI는 1953년 창설된 노르웨이 연

구위원회 산하 연구기관이 전신이며 지질 및 지질공학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며 현장과 실험실 운영으로 토양, 암반 및 빙하에 대한

물성 분석, 수치 모델링 및 분석, 모의실험을 수행하고 지하암반, 댐, 사면

안정 및 토목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을 통

한 기술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노후화 및 폐쇄된 기지에 대

한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체방안 없이 폐쇄공동에 대한 원유유출

가능성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노르웨이 NGI는

Shell 사의 Stavanger 지하저장기지 폐쇄에 따른 유류누출 가능성에 대한 환

경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노르웨이는 노후화 및 폐쇄된 지하저장기지를 대

상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영향평가를 산학연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지하저장기지 운영중 저장공동 내 슬러지(Wax)의 발생으로 인한 유출수

(Leak Water)의 펌핑문제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이의 처리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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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경우, 1970년부터 운영 중인 지하저장기지가 공동의 안정성

또는 수리지질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케이싱의 부식에 의한 교체에 따른 경

제적 문제로 인하여 폐쇄한 사례가 있었다.

시설의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서는 EU에서는 모든 화학적 위험물질에 대

한 규제 법률, SEVESOⅡ에 의거 저장시설의 정기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 5년마다 정기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매 10년마다

시설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 2년마다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안정

성평가를 수행하여 정부 DREAL 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수벽시스템의 설치와 관련하여 미국 및 스웨덴 등에서는 지하암반이나

지질조건이 매우 치밀하고 견고하거나 저투수성 암반에서는 수벽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원유보다 제품유를 저장

하고 있어서 저장공동 운영압이 대기압 수준이므로 가스누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가스누출로 인한 기밀성 확보보다는 저장유의 누출방지를 위한

수밀성 확보가 더 큰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2.2.3.4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 평가

우리나라의 석유비축정책은 국가전략상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당위

성과 함께,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국민 세금이 투자된 국민의 재산이라는

중요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설의 내용연수를 극대화 시켜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의 지하암반에 유류를 저장하면서 공동의 기밀성 확보를 위하여

수벽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하암반의 물리적 특성상 기능 및 물리적

측면에서 반영구적인 내용연수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안정

성 측면에서는 유지관리시스템에 따라 내용연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더구나 해외 지하저장기지의 경우 40～50년 운영 후 폐쇄된 다수의 사례가

이러한 예방적 유지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대부분의 해외 지하유류저장시설의 폐쇄사례는 운영상의

안정성 문제가 아닌 환경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정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국가안보적 중요성에 비추어 기능적, 환경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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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에 의한 내용연수의 한계보다는 기지의 수리안정성에 의한 내용연수

한계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전세계 유류 매장량

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100년～150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며, 이는 현재 지하저장기지들의 부지특성에 맞는 기지별 이상징후에 과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유지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3 내용연수 예비평가를 위한 수치적 접근

지하저장기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초기 지하공동 및 수벽시스템의

개념이 과연 실제의 지질환경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운영 중 생길 수 있는 주변의 지질환경의 변화에 대해 기존의 지하저장기지

설계개념이 수리학적, 지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고, 결과적으로 운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하저장기지의

효율적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지하저장기지가 건설되기 전 이론설계를 수행할 때 부지 고유의 지

질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부지에 주요한 지질구조 혹은 수리지질구

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지하저장기지를 건설하거나 운영할 때 심각

한 기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하저장기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하공동을 수리적으로 격리시키는 수벽시스템이 제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는 지질환경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지속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일반적인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질환경의 변화

요인은 지하기지 주변의 투수성 지질구조대, 수벽시스템 주변의 그라우팅 물

질의 열화 현상 및 클로깅 현상을 들 수 있다. 지하기지 주변의 투수성 지질

구조대의 존재는 지하공동 주변의 지하수 흐름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기지의 수리적 안전성평가에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또한

수벽시스템 주변의 그라우팅 물질이 열화될 경우 투수성이 증가하여 지하공

동으로의 유입수가 증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하공동의 구조적 안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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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게 된다. 반대로 수벽시스템 주변에서 클로깅 현상이 발생할 경우

투수성 감소로 인하여 수벽시스템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운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후 본 절에서는 이상과 같은 주변의 수리적 변화에 대한 지하수위 변화

를 수치모의를 통해 제시함으로서 지하저장기지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지질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수치모델링의 중요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하저장기지의 개념

모델을 이용하여 공동 주변의 투수성 구조대 존재 및 수벽시스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라우팅물질의 열화 및 클로깅 현상 등의 수리적 환경변화

가 주변 지하수시스템의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지

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수치모의를 통해 지하저장기지의

투수성 구조대 및 수벽시스템 주변의 수리적 변화가 지하저장기지의 관측공

의 수위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런 현상들이

지하저장기지의 운영 효율성을 감소시켜 기지의 내용연수에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를 수치모사를 통해 평가하였다.

2.3.1 개념모델 및 모델영역

여기에서 설명하는 개념모델이란 지하저장기지의 수리학적 경계조건들을

단순화하여 지하공동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성 위해요소들을 반영한

모델이며, 이 개념모델을 이용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고 수벽시스템을 운영

하는 지하저장기지에서의 수리지질학적인 변화와 이에 따라 주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지하수위 변화 등의 가시적인 영향들을 살펴봄으로서, 개념적으

로 설정한 가정이 수리지질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수치모의를 위해 설정된 지하저장기지의 개념모델은 다음과 같다.

모델영역은 가로 1,000m, 세로 100m, 깊이 230∼250m의 규모를 갖고 있

으며, 지표지형은 0.2의 구배를 갖고 북쪽 EL. 50m, 남쪽 EL. 30m의 고도를

갖고 있다. 모델영역 중앙에 18m×30m의 단면적을 갖는 지하공동이 깊이

EL. -30 ∼ -60m의 깊이에서 존재한다. 그 상부 EL. 1 ∼ -3.5m의 깊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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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4.5m의 단면적을 갖는 수벽터널이 2개가 건설되어 있다. 지하공동과

수벽터널은 1m의 두께를 갖는 저투수성의 그라우팅제가 둘러싸고 있다.

지하공동은 5m의 운영압을 갖고 운영되고 있으며, 수벽터널에는 15m의

주입압으로 수벽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 개념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8개

의 노드를 갖는 14,840개의 직육면체 격자와 17,655개의 노드로 구성된 총

14개의 수직층을 고도에 따라 구성하였다 (그림 2.7).

수치모델에서 주요한 지질구조를 고려하기 위해 지하공동을 약 75의〫 각도

로 가로지르는 대규모 투수성 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투수성

단층은 모델영역 상부에서 하부까지 90의〫 경사각을 갖고 모델을 관통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그림 2.8).

이렇게 구성된 모델영역에서 수벽터널 상부에서 그라우팅물질이 열화되어

수리전도도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고, 이후 열화된 지역에서 생물학적, 화

학적 클로깅 현상이 발생하여 수리전도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수리지질

학적 변화에 대해 주변 관측공의 지하수위의 반응을 수치모의를 통해서 살

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2.7. 수치모사에 이용된 모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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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수치모사에 고려된 투수성 단층대

2.3.2 경계조건 및 입력인자

수치모델의 초기 지하수두는 전체영역에서 10m의 값으로 입력하였다.

경계조건은 하부, 좌우측면은 무유량 경계(제2형 경계)로 설정하였으며, 상부

는 일정량의 flux가 지속적으로 함양되는 flux 경계(제2형 경계), 지형구배를

따라 위쪽 측면에서 influx가 아래쪽 측면에서 outflux의 flux 경계 조건으로

설정하였다(제2형 경계). 또한, 지하공동은 5m의 일정수두경계(제1형 경계),

상부 수벽터널은 15m의 일정수두경계(제1형 경계)로 설정하여 경계 조건을

구성하였다 (그림 2.9).

(초기 조건) (경계 조건)

그림 2.9 수치모사의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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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m의 두께를 갖는 표토층은 10-6m/sec의 수리전도도를 갖는 것으로

입력하였으며, 표토층 하부암반영역의 수리전도도는 10-7m/sec로 입력하였다.

지하공동을 둘러싸는 그라우팅제의 수리전도도는 10-8m/sec의 일정한 값을

갖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터널을 경사하여 가로지르는 투수성 단층대는

5×10-6m/sec를 입력하였으며, 수벽터널 상부에 시간에 따른 열화 혹은 막힘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에 따라 수리전도도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켜서

모델에 입력하였다(그림 2.10). 전체매질의 저유계수는 0.2로 일정하게 두었다.

수치모의 시간이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층이 있는 상태에서 정류상태

의 수치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수벽터널 상부에서 그라우팅제의 열화에 따른

20년 동안의 부정류상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고 이후 같은 영역에서 클로깅

현상에 대한 50년 동안의 부정류상태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수치모의 시간

이력에 따른 수벽터널 상부의 수리전도도 변화는 그림 2.10과 같다.

(열화에 따른 수리전도도 변화) (클로깅에 따른 수리전도도 변화)

그림 2.10 수치모사에서 고려된 그라우팅물질의 수리전도도 변화

2.3.3 투수성 단층의 영향

정류상태의 수치모의 결과, 지하공동이 위치한 영역에서 수리수두가 낮아

지고 외곽지역에서 높은 수리수두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계조건으로 입력한

지하저장기지와 수벽터널의 운영압력에 의해 수리수두 양상이 결정되고 있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다. 특히, 투수성 단층이 있는 영역에서 지표영역의 수리

수두는 투수성 단층을 따라서 비교적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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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으로 수벽터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위치한 관측지

점의 수두가 1m 정도의 수두차를 나타내고 있어, 모델 영역에서 존재하는

투수성 단층대가 전체 영역에서 수리수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된다 (그림 2.11, 2.12). 정류상태의 수치모의에서 속도장 분포를 도출한 결과

지하공동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투수성 단층대를

따라 지하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투수성 단층대를 통해서

비교적 높은 속도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국지적으로

존재하는 투수성 단층이 지하공동 주변의 수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13).

따라서 정류상태의 수치모의 결과 투수성 단층대가 지하공동 및 수벽터널

을 가로지르는 경우 지하수 유동과 관련하여 수리적 유로 및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하저장기지의 수리수두 및 지하수 유동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특히, 투수성 단층의 존재 여부는 지하저장기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수리특성 평가, 수리안정성 평가에서 반드시 고려

해야 하는 필수항목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11 수치모의 결과 (정상상태의 3차원 수리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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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관측지점의 위치) 수벽터널 상부 (EL. 2m)

저장공동 상부 (EL. -29m) 저장공동 하부 (EL. -61m)

그림 2.12 수치모의 결과 (정상상태의 수리수두)

그림 2.13 수치모의 결과 (속도장 분포)

2.3.4 그라우팅물질 열화의 영향

첫 번째 부정류상태의 수치모의는 수벽터널 상부에 건설 안정성을 위해

충진된 그라우팅물질이 열화됨에 따라 20년간의 부정류상태 수치모의를

수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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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투수성 단층만 있는 조건에서 정류상태로 수행한 초기조건에

비해 다소 지하수위가 하강되었으며, 정류상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표영역

의 수리수두는 투수성 단층을 주변에서 비교적 낮은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

된다 (그림 2.14). 또한, 지하에서는 수벽터널을 기준으로 좌우영역에서 수두

차를 나타내고 있어 모델영역에서 존재하는 투수성 단층대가 전체 영역에서

수리수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평적으로 수벽터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위치한 8개의

관측지점의 수두 또한 1m 가까운 수위강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림 2.15),

속도장 분포를 도출한 결과 지하공동 방향으로 집중적인 지하수의 지속적

유입이 확인되었다 (그림 2.16).

특히, 투수성 단층대를 따라 비교적 높은 속도장이 형성되어 지하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국지적으로 존재하는 투수성 단층이

지하공동 주변의 수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14 수치모의 결과 (3차원 수리수두):좌는 초기, 우는 20년 후

그림 2.15 수치모의 결과 (관측공 수위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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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수치모의 결과 (20년 후 속도장 분포)

2.3.5 클로깅의 영향

두 번째 부정류상태의 수치모의는 수벽터널 상부의 그라우팅물질에 생물

학적, 화학적 클로깅 현상이 발생되어 그라우팅제의 수리적 특성이 시간에

따라 감소할 때 50년간의 부정류상태 수치모의를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2.17). 첫번째 부정류상태의 수치모의 결과에 비해 비교적 지하수위가 상승

하였으며, 지표영역의 수리수두는 투수성 단층을 따라서 비교적 낮은 값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하에서는 수벽터널을 기준으로 좌우영역

에서의 수두차를 나타고 있어 모델영역에서 존재하는 투수성 단층대가 전체

영역에서 수리수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의할 것은 지표영역에서 수벽터널을 기준으로 양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위치한 8개의 관측지점의 수두 또한 1m 이상 지하수위가 상승하였는데(그림

2.18), 반면에 지하공동 이하의 영역에서 지표의 수위상승이 직접적으로 반영

되지 않아 오히려 초기 수두에 비해서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17).

즉, 클로깅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표나 수벽터널에서 제어하는 수리적인

효과가 지하공동 이하의 심부영역까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속도장 분포를 도출한 결과 클로깅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하공동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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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수치모의 결과 (3차원 수리수두) : 좌는 초기, 우는 50년 후

그림 2.18 수치모의 결과 (관측공 수위상승)

그림 2.19 수치모의 결과 (50년 후 속도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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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수치모델의 결론

비교적 단순한 개념모델로부터 수벽터널 주변의 예측가능한 수리적 특성

을 변화시켜 수치모의를 수행한 결과, 지표영역에서 지하수위가 상승 및

하강하거나, 지표의 수리적 특성이 지하영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리수

두가 변하는 등 지하저장기지의 운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수치모의에서 고려된 중요한 지하저장기지의 수리적

변화는 투수성 단층대의 존재 및 수벽터널 주변영역에서 그라우팅제의 열화

현상과 클로깅 현상이며, 지하수유동 수치모델링 결과 다음과 같이 내용연수

에 대한 예비평가의 결론을 낼 수 있다.

Ÿ 정류상태의 수치모의 결과, 투수성 단층이 지하기지를 통과할 때 지표

영역의 수리수두는 투수성 단층을 따라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며,

같은 거리에 위치한 관측지점의 지하수두를 도출한 결과 수벽터널을

기준으로 수두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델영역에서

존재하는 투수성 단층대가 전체 수리수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부정류상태의 수치모의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

Ÿ 복합적인 지질환경의 요소들이 부지특성조사에서 잘 도출되어 지하저장

기지의 수리적 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될 경우 향후 지하저장기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비록 전체

적인 지하영역의 세부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부지 내

수리시스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지질요소는 부지특성 조사에서 반드

시 도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간과하여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평가한

다면 적절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Ÿ 수벽터널 주변의 그라우팅제의 열화를 반영한 부정류상태의 수치모의의

결과 전체적으로 초기 조건에 비해 지하수위가 하강하였다.

Ÿ 수벽터널의 그라우팅제의 생물학적, 화학적 클로깅 현상을 반영한 부정

류상태의 수치모의의 결과, 초기 조건에 비해 다소 지하수위가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지하공동 깊이 이하의 영역에서는 지표 근처의 수

위상승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초기 수두에 비해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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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도출되었다.

Ÿ 따라서 클로깅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표나 수벽터널에서 제어하는

수리적 효과가 지하공동 이하의 심부 영역까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지시한다.

Ÿ 예측가능한 수리적 변화에 대해 부지특성을 반영한 수치모델링 등의

보다 정확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반영한 지하저장기지 주변의 수리

적 특성평가 및 수리안정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2.4 내용연수 평가를 위한 부지특성평가 항목

2.4.1 개요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기밀이론과 관련한 부지특

성모델의 필요성, 내용연수와 관련된 종합유지관리체계의 중요성, 예비 수치

모델링을 통한 지하수유동모델링의 중요성의 연장선상에서 내용연수 평가를

위한 부지특성평가의 실질적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지하공간시설은 자연매질을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특히 지하유

류저장기지는 암반에 무지보 공동을 건설하고, 자연 지하수압과 수벽시스템

을 활용하여 유류의 기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 고유의 지하수, 지

구화학, 암반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지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부지특성 자료는 시․공간적 규모, 지질환경의 느린 변화과정,

관찰된 자료의 외삽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모든 관련항목을 직

접적으로 관찰하거나 계측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

법의 하나로 부지 전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된 자료를 근거

하여 정량적인 3차원 부지개념모델로 부지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모델

(Site Descriptive Model, SDM)을 구성하게 된다. 정량적인 부지특성모델은

지질-구조모델을 근간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리지질모델, 지구화학모델,

암반역학모델들을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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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지표시스템

지표시스템은 기반암 상부의 영역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시공

간적 분포에 따른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지하공간을 활용의 대상으로 고려할 경우 지하공간 주변의 암반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지표시스템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러한 종합

적 해석업무는 지질-구조적 환경, 수리지질환경, 지구화학적 환경 등 다분야

복합업무로 심부 암반과 암반 상부층의 구조적 개념 이해와 지질학적 특성

파악 및 지표수와 암반지하수 유동체계에 대한 수리지질학적 개념모델에 근

거하여야 한다.

지하수 체계로 함양되는 강수의 유입과정을 살펴보면, 지표면을 침투한

강수는 불포화대(unsaturated zone)를 통하여 재분배된다. 수리토양대(HSD)

의 수리학적 역할은 지표에 도달하는 강수를 재분배하여 암반지하수대로 함

양되는 특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암반지하수는 3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나 HCD는 2차원적 유동특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표층의 특성

모델을 위해서는 지표층의 두께와 수리특성에 따른 분포, 지표층의 수리인자

와 수리이방성 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는 지하수함양량 산출과 지하수

모델링의 교정과정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지하수체계에 대한 실측자료인 관측공의 지하수위와 관련하여 지표

시스템 영역에 속하는 천부 지하수의 지하수위 변화기간은 지하수압 변화과

정의 특성에 따라 수년에서 수백 년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다. 피압 대수층의

단기적 수위변화는 대기압변화, 지진발생, 지구 조석 등이 원인이 되며 지표

시스템의 지하수위 변화는 암반에 발달한 함수층의 수리특성을 예상하는 자

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시스템과 관련된 지하수의 수문순환을 정량적

으로 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정량적 관계는 수문평형 방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2.3).

지표시스템의 수리학적 특성 이외에 지구화학특성은 지표수, 천부지하수

와 토양의 화학성분으로 설명된다. 토양층의 화학특성은 지표수와 천부 지하

수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지의 지형특성과 해수와의 경계부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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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게 된다. 천부지하수의 수질은 심부지하수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

며, 또는 지표층에 한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표수와 천부지하수의 수질은

암반지하수의 수질뿐만 아니라, 심부지하수의 지표로의 배출지역을 알아내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해수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암반지하수와 해수의

혼합비를 제공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유입량 요소 유출량 요소 저유량 요소

•지표수 유입

•지하수 유입

•강수

•기타 외부 유입양

•지표수 유출

•지하수 유출

•증발산

•사용량

•기타 외부로의 유출량

•지표수 저유량 변화

•지하수 부존량 변화

•토양수 변화

표 2.3 수문평형 방정식의 인자 (유입 = 유출 ± 저유량의 변화)

2.4.3 암반시스템

지하수의 부존과 유동특성은 지질학적 구성요소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밝

혀질 수 없다. 지하수 조사의 잘못된 해석이나 오류는 지질학적 특성의 미흡

한 평가나 지하수 유동에 미치는 지질학적 영향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되

고 있다. 암반에서 매질자체의 투수성은 매우 낮으며 지하수는 절리, 파쇄대,

단층 등 단열대를 따라 부존되고 있다는 특성은 널리 알려지고 있다. 지하저

장기지 건설 시에도 많은 지하수 유입은 일부구역에 한정되어 유입이 일어

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암반 내에 발달된 단열체계는 지구조적 운동에 의하여 복잡한 특성

이 결정되며, 지하수 체계의 유동경계면을 설정하거나 유동체계 내의 불규칙

한 유동로를 형성하게 된다. 암반의 단열체계가 지하수 부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Ÿ 단열체계의 기하학적 특성에 따른 불규칙한 함수대 분포

Ÿ 지표수 집수유역과 지하수 유역과의 차이

Ÿ 양수시험 시 거리와 지하수위강하의 불규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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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공간에 따른 수리경사/수리전도도 등 수리인자의 불규칙한 분포

Ÿ 국부적인 현장계측결과 및 수리인자의 불확실성

Ÿ 단열 폭과 크기, 단열의 면적변화에 따른 지하수 유동로의 복잡성

이와 같은 암반의 단열체계에 있어서 단열대의 구분기준은 스웨덴의 방사

성폐기물 처분 전담기관인 SKB에서 제시한 내용이 현재 세계적인 분류기준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2.20, 표 2.4). 그림 2.20에서 표현된 지질-구조

모델은 모든 지질환경 분야의 기본적인 기하학적 틀을 제공하게 되는 3차원

모델 개념이며, 이에 포함되는 영역은 결정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규모

단열대들과 단열대간에 분포하는 암반블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단열대 및

지질-구조모델은 국내 저장기지의 부지특성에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로써는 하나의 기준 예로 사용 될 수 있다.

그림 2.20 지질-구조모델의 3D 개념도 (SKB system)

표 2.4 단열대의 구분 (스웨덴의 SKB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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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의 수리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구간의 지하수 유동체계 파악만

으로 전 지역의 유동체계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수 조사결과는 종

합적 분석을 통한 조사지역의 수리지질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리

지질특성 해석모델 (Hydro- geological Site Description Model)로써 제시되

어야 한다. 여기에는 종합적인 지질환경특성에 근거하여 지형, 파쇄대, 암종

분포, 토양분포, 지표수체의 기하학적 구조가 포함되며 각 수리지질단위(암

반, 토양, 투수성구조)의 수리인자, 지하수 부존현황 및 자연 상태에서의 지

하수 유동조건이 제시된다. 수리인자는 투수성계수, 유동공극률, 저유계수가

속하며, 계측된 지하수위분포와 이에 근거한 함양/배출지역이 표시된다.

2.4.4 지하수의 진화

지하수와 지질환경은 자연적인 평형상태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

다. 또한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은 대상지역의 지질학적 조건과 평형을 이루

고 있기 때문에 광역 규모의 지하수 체계를 대표하며, 지하수위 및 수리전도

도와 같은 수리상수는 현재 국지적 규모의 수리 동력학적 조건을 밝혀준다.

따라서 지하수 체계의 특성은 국지적인 수리적인 특성과 광역적인 지하수

화학성분 분포특성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유류저장기지의 부

지특성은 광역적으로 기술되는 것과 국지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지하기지의 건설로 인한 지하수 체계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의 지하수 유동체계가 기본자료로 제시되어야 하며, 건설 중에 변화

된 특성이 운영 중에 진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초기 자료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현재 지하저장기지의 지하수 자료는 주로 운영 중에 기록된 지상관측

공의 지하수위 변화와 수벽공 주입수의 총량 변화, 지하공동 운영 중의 유출

수와 저장유위 변화자료이다. 시설 주변의 지하수위 변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에 변화된 특성이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주입수 총량에 대

한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동 건설 후 각 수벽공의 주입특성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후 각 기지별 부지특성 및 진화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3, 4, 5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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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 설명한 부지특성모델에 필수적인 자료의 항목제시와 각 자료의

필요성의 반복되는 설명 없이, 각 기지별 부지특성 및 진화과정에 대한 내용

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2.5 내용연수 평가 요약

이상과 같이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기밀이론과 관련된 부지특성모델의 필요

성, 내용연수와 관련된 종합유지관리 체계의 중요성, 지하기지의 내용연수

해외사례, 내용연수 평가 및 지하기지의 수리적 안정성 위해요소들을 반영한

예비 수치모델링, 내용연수 평가를 위한 부지특성평가의 실질적 내용들을 설

명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하유류저장기지의 내용연수 평가를 위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Ÿ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기본원리는 공동주변의 지하수압을 지하공동의

압력보다 높게 유지시켜서 지하수가 항상 공동 내로 유동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자연적인 지하수압을 이용하거나 또는

공학적인 수벽공 주입압을 이용한다.

Ÿ 공동 주변의 자연 지하수압 또는 수벽공 주입압은 부지고유의 투수성

단열의 분포특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설계 및 운영

기준 산정과 운영중의 안정성평가를 위해서는 각 기지들의 부지특성

조건을 반영한 부지특성모델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Ÿ 수벽공 주입수량(압)의 변화는 공동 운영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화 및

대처하는 기능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이 유지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수벽공과 관측공이다.

Ÿ 따라서 이들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측 자료의 분석은 지하유류저장기지

주변의 수리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이들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전반적인 지하기지의 내용연수가 좌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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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하유류저장기지는 기능적 요인(설계개념상)만 고려할 경우 반영구적

인 수명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시설의 자연적인 노후화 및 현재 운영

되고 있는 해외사례를 감안할 경우 수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Ÿ 실제 운영상에서는 수리적 안전성 요인이 기타 기능적, 물리적, 사회적

내용연수 평가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하유류저장기지의 내용

연수는 시설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및 수리지질학적 측면 등 크게 3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Ÿ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는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 여부, 즉 예방유지

관리, 사후예방관리 및 방치 등의 대응방식에 따라 구조물의 제한적인

특성상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폐쇄를 고려

해야 하는 상황에도 다다를 수도 있다.

Ÿ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지하공동의 기능적 수명한계에 의한 경우는 아니

지만 약 40～50년 운영한 이후에 지하저장기지를 폐쇄하고 있으며, 이

들 대부분의 지하저장기지의 폐쇄사유는 운영상의 안정성 문제가 아닌

환경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되고 있다.

Ÿ 국내의 경우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국가안보적 중요성에 비추어 기능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에 의한 내용연수의 한계보다는 기지의 수리안정성

에 의한 내용연수 한계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Ÿ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전세계 유류 매장량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100년～150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현재

지하기지들의 부지특성에 맞는 종합유지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지별 이상 징후 및 문제 발생에 대처

하는 방안에 따라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Ÿ 따라서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방관리체계는 시설물의 내용연수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하여 이상 징후 의 발견 및 보수․

보강 수준을 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Ÿ 지하기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성 위해요소들을 반영한 개념

모델을 이용하여 투수성 단층대의 존재, 클로깅, 그라우팅물질의 열화에

따른 수리특성변화를 예비 수치모델링한 결과, 지하기지의 운영안정성

및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 48 -

Ÿ 복합적인 지질환경의 요소들이 부지특성조사에서 잘 도출되어 지하저장

기지의 수리적 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될 경우 향후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 평가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Ÿ 부지특성평가를 위한 항목들은 지표시스템, 암반시스템 및 이들과 관련

된 지하수시스템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지하저장기지의 부지특성은

광역적으로 기술되는 것과 국지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류

된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지하유류저장기지의 부지특성모델에 필수적인 자료의

항목 및 각 항목의 필요성에 따라, 이후 본 보고서의 3, 4, 5장에서는 지하

저장기지의 성능평가에 필요한 분야별 부지특성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까지 파악된 부지자료를 정리하였으며, 현재 시점에서의 각 지하기지의 부지

특성 이해도(current understanding)를 제시하였다. 각 기지별로 기술되는 부

지특성은 지표시스템과 암반시스템 (지하시스템)으로 구분하고, 암반시스템

의 지질특성, 수리특성 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지하저장기지의 관심분야인

지하수는 항목을 분리하여 수리적 특성과 수질특성을 다루었다. 세부적으로

는 한국석유공사와 E1의 지하저장기지가 있는 여수기지에는 4개의 지하기지

(3개의 원유기지와 1개의 LPG 기지)가 있어 필요에 따라 각 기지별로 파악

된 특성을 기술하였다. 한국석유공사 평택기지 및 SK가스 울산기지에 대해

서도 현재까지의 부지특성에 대하여 파악된 부분에 한해서 각 기지별로

기술하였다. 또한 기술되는 항목은 현재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

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부지특성평가를 위한 기술적인 자료의 수준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 미비한 자료는 금번 연구을 포함하여 전체 연구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필수적인 자료는 추가현장

조사를 통하여 도출될 것이다.



- 49 -

3. 여수기지 부지특성 및 진화

본 장을 포함하여, 이후의 4장 및 5장에서 분석되어 기술될, 기지별 부지

특성 및 진화에 대한 내용은 지하공동 굴착 후 실시된 수리안정성 평가보고

서를 바탕으로 자연상태에서 건설 중, 건설 후 운영 중의 지하수 유동체계

변화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지하공동 수리안정성 평가보고서 자료가

있는 지하공동을 위주로 기술하였다. 관련자료가 없는 기지는 향후 반드시

필요한 자료의 경우 관련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기술하였고, 아울러 향후 자

료가 유효하게 될 경우 분석될 것이다.

3.1 지표시스템 (Surface System)

3.1.1 지형 및 지하수 유동경계

지하유류저장기지가 있는 여수반도 북동단은 영취산(EL. 510m)과 제석산

(EL. 336m)의 산체로 구성된다. 영취산과 제석산은 북북동 방향의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일반국도 859번과 해안충적지를 이루는 저지대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는 제석산체에 위치하는 지하기지 서측의 지형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제석산체는 해변마을로 이어지는 동서방향의 도로와 상암동 저지

대로 남부의 EL. 412m의 산체와 분리되고 있다.

제석산 일대는 3×5km 면적으로 200m 이상의 소규모 구릉성 산지로 구성

된다. 제석산(EL. 336m)은 남쪽의 259m 고지와 북쪽의 250m 봉우리로 구성

되고 있으며, 제석산체의 남부에는 해발 210m 고지를 정점으로 동서방향의

200m, 185m의 고지와 산능선이 발달하고 있다. 제석산 서측사면은 북북동

방향의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국도를 경계로 하고, 도로변에서부터 정상에

이르기까지 급경사의 암반이 노출되어 있다 (그림 3.1). 북부와 동부는 광양

만과 접하며, 해안을 따라 소규모의 저지대가 발달하고 있다. 서쪽과 남쪽은

저지대로 연결되어 제석산체는 수리지질학적으로 독립적인 지하수체를 형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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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기지

KNOC 

KNOC 

KNOC 

그림 3.1 여수기지 지하공동 주변의 지형도

본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교적 급한 수리경사를 보이고 있고 얇은

토양층과 제한된 파쇄대의 적은 저유능력으로 인하여 많은 강우는 지표를

통하여 유출되는 특성을 갖는다. 지하수의 기저유출은 주로 해안가 저지대의

하천과 해안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지하수 배출량은 투수성구조의 발달특성

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하저장기지는 모두 EL. -30m～-60m 심도에 건설되었으며, 제석산과 그

남부 산체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U1-1 공동(여수2차기지 1공구)은 제석산의

남부산체 210～185m 고지를 중심으로 동서방향 산능선 하부에 동남동방향으

로 위치한다. U1-2 공동(여수2차기지 2공구)은 제석산 남쪽 259m 고지를 중

심으로 북동방향으로 발달한 산능선 하부에 동남동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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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1과 U1-2의 지하공동의 장축은 같은 방향으로 이루고 있다. U1-3 공동

(여수3차기지)은 제석산 산정상에서 북동방향으로 발달한 산능선 하부에 위

치하고 있으며, 수벽공 심도와 지표와의 고도차는 제석산 정상 부근에서

최고 340m, 산능선을 따라 최저 108m로 지형변화와 수리구배가 비교적 큰

지역에 해당한다.

E1 여수기지는 부탄과 프로판 저장공동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지역은 제

석산 북쪽 고지 (EL. 250m)에서 북부 해안으로 산능선과 계곡이 발달하고

있다. 해안의 저지대를 제외하고는 계곡을 따라 테일러스가 여러 곳에 산재

되었다. 이 지역의 산계와 수계는 일정한 방향성이 없이 방사상으로 발달하

고 있으며, 산능의 평균 경사는 12～14o를 이루고 있다. 부탄공동은 대체적으

로 북북서방향의 산체 서쪽 사면에 하에 건설되었다. 프로판공동은 정북방

향의 능선동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2). 부탄 공동은 EL. -60m에,

프로판 공동은 EL. -120m에 공동상부가 위치한다 (그림 3.3).

부탄 저장공동

프로판 저장공동

N

그림 3.2 여수기지 E1 공동주변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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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E1 여수기지의 프로판공동 및 부탄공동

여수기지에 설치된 지하공동들은 지역에 발달한 산능선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각 공동마다 고유한 지하수 유동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하

수 유동체계에서 뚜렷한 수리동력학적인 경계조건은 지하수위분포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차적으로 지형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U1-1 공동과 U1-2 공

동은 동시기에 건설되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공동간에 저지

대가 발달하고 있어 지하수유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U1-2와 U1-3간은 대규모 국지 단열대(major local fracture zone)으로 분

류되는 F1-2 단열대가 수리방벽 역할을 하고 있다. F1-2 단열대가 지하수

유동에 미치는 영향은 U1-3 건설 중에 나타나고 있다. 주변에 설치된 수벽

공의 역할로 지하공동 건설이 U1-2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공동이 운영 중에 있는 현 상태로는 앞으로의 지하수 유동체계분

석은 한 지역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E1 지하공동은 U1-3 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며, 또한 국지규모 단열대

인 F1-3와 산능선이 두 공동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유동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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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E1 공동은 심도가 U1 지하공동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공동간의 심도에 따른 지하수 유동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

우 가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2 제4기 지질 및 지표층 특성

여수기지의 제4기 지질에 대한 자료는 아직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지표층

의 특성은 기본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토는 0.3～10.5m 심도까지 발달하며, 지형적 여건에 따라 심도 변화가

심하다. 구성성분은 주로 모암의 풍화물로 사질을 이루고 있다. 산 사면을

따라 테일러스가 산재하여 분포한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이 치밀하여

풍화대의 발달은 1m 미만으로 미약하게 발달하고 있으나, 심부지역의 풍화

는 절리면에 따른 산화작용과 열수변질대에 나타나는 중간급의 풍화작용이

인지된다.

3.1.3 지표수문과 지하수

3.1.3.1 강수

지하저장기지의 강수량 자료는 조사, 건설, 운영기간을 통하여 많은 자료

가 축척되어 있으나, 지하수 함양량은 지하수모델링에 의한 물수지 분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으로 이 방법을 현장자료의 보완과 정밀한 수치모델링분석

을 통하여 보다 부지특성에 맞는 지하수 함양량을 도출하는 방법이 제시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수 유동모델에서 상부 경계를 유입량 경계조건

(Flux boundary condition)으로 사용할 때는, 지하수 포화대의 물수지가 상부

경계조건의 기본 적인 입력 자료이기 때문에 각 부지의 물수지에 대한 계측

치와 계산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지하수 함양량을 구하는 경우에 필수

적이다.

여수기지의 2001년부터 8년간의 강우량은 2002년부터 2003년 동안 일시적

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우기와 건기의 강우량 차이가 감소해 하절기

에 대한 강우집중은 둔감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3.4). 연간 강우량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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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치는 927mm이며 최고치는 2,047mm로 기록되어 있다. 건기(10월～3월)의

월평균 강우량은 26～81mm이며 우기(4월～9월)의 월평균 강우량은 123～

315mm를 보여준다(그림 3.5).

그림 3.4 여수기지의 연강수량 변화

그림 3.5 여수기지의 연간 월강수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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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지표수

여수기지 주변에는 해수와 일부 계곡부를 제외하게 되면 뚜렷한 지표수체

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곡부를 흐르는 하천(기저유출 지역)을 제외고

전 면적을 함양지역으로 간주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지표수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기지별

수리안정성 분석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표수에 대한 평가가 수행될

예정이다.

3.1.3.3 천부지하수

여수기지의 부지특성 자료에서는 부지조사 목적이 암반지하수에 초점을

두어 천부지하수와의 구분을 시도하지 않았다. 천부 지하수의 지하수위 변화

는 기존자료의 정밀분석을 통하여 천부지하수 특성을 지하수 유동체계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지하기지간의 수리지질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연구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3.5.1에서 3.5.4절까

지 각 기지별로 제시하였다.

3.1.4 지구화학

여수지역 지표시스템의 지구화학자료(토양, 지표수, 천부지하수)는 분석

가능한 기존자료가 거의 없다. 그러나 제4기 지질시대에 뚜렷한 특이점이 없

다는 전제 하에 지하수의 화학적인 성분은 현재의 강수 성분과 지표층에 의

한 화학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지표시스템의 지구화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의 목적이 암반지하

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표시스템의 지구화학적 특성과 암반시스템의

지화학적 특성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여수기지 지하수의 지구화학적 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3.5.5 절의 지하수질의 진화 부분에 제시하였다.

3.2 암반시스템 (Bedrock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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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암반특성

여수기지의 지표지질 분포와 층서학적 분류 및 암석명은 남해․서상도폭

지질보고서(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9)를 인용하였다.

본 지역은 중생대말 유천층군 화산암류(welded tuff, lithic tuff, andesitic

tuff)와 이를 관입한 화강암이 분포한다. 유천층군은 하위로부터 웅방산층,

신성리층, 봉화산 용결응회암, 월래리 안산암 순으로 구성되며, 각 층은 정합

적으로 놓인다. 이들 화산암류의 형성 이후에 백악기 후기에 알칼리장석화강

암이 관입하였다. 이 지역의 화산암류는 북측 일부에 분포하는 화산쇄설성

퇴적암인 신성리층을 제외하고 구성광물과 이에 포함되어 있는 암편의 크기

와 종류가 다양하고 점이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웅방산층은 저지에 분포하는 최고기의 화산암류로 암회색의 치밀 견고한 괴

상 암산암을 주로 하며 렌즈상의 화산각력암과 집괴암을 포함한다. 이 암석

은 U1-2 지역의 대부분을 점하는 모암이며, 알칼리장석 화강암과의 경계면

방향은 N30°W, 15°NE 해석된다. 신성리층은 최북단의 해안가에 분포하며,

응회암질 역암과 녹색역암이 주류를 이룬다. 하위의 웅방산층과 정합으로 놓

여 있고, 상위의 응회암류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그림 3.6).

봉화산 용결응회암은 북측의 제석산과 남측의 오천동을 중심으로 하여 하

위의 암회색 화산각력암 및 집괴암, 상위의 유문암질 용결응회암으로 구성되

는데, 시추조사 과정 중에 이들은 점이 적으로 변하여 그 경계를 명확히 하

기가 쉽지 않다. 용결 응회암과 구별은 용결조직이 없고, 색이 어둡고, 기질

은 유리질이며, 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구별된다.

월래리 안산암은 남쪽의 고지를 중심으로 소규모 분포한다. 대체로 사장

석의 반상석리를 보이고, 잘 발달되어 있는 유동구조 방향은 N63°～37°W,

경사는 20°～15°NE이다. 본 지역에서는 봉화산용결응회암을 피복하였으나

인접한 광양도폭 지역에서는 능방산 안산암을 피복한다. 역암 및 사암 등 퇴

적암은 단지포 지역 및 E1 여수기지 북측지역에 분포하며, 안산암과 부정합

관계이며 응회암류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본 암은 주로 녹색 사암과 역암으

로 구성되며 암회색 니암 등이 협제되고 있다.

알칼리장석화강암은 중앙부에서 동서로 자르는 충적계곡의 양쪽에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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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천층군에 속하는 각종 화산암류를 관입하였다. 전체적으로 담홍색의

치밀 견고한 세립질 암으로서 부분적으로 장석반정을 갖는 반상조직을 보이

기도 한다. 최후기에 관입된 맥암류는 주로 제석산 동측의 해안을 따라서 다

수가 분포한다. 2～3개 조의 염기성 내지 중성 맥암은 현무암질과 안산암질

이고, 4개 조의 산성 암맥은 규장암 또는 장석 반암이다. 관입 방향은

N30oW～N10oE이 우세하다.

U1-1 지역은 암회색의 치밀 견고한 안산암은 하부 화강암과의 접촉부에

열수변질작용을 받았으며, 파쇄대를 수반한 지역은 암질불량구간을 형성하며

다량누수구간을 이룬다, 안산암을 관입한 화강암류는 각섬석 화강암과 알카

리 장석 화강암으로 구분된다. 암녹색의 각섬석 화강암이 상부에 놓이며 담

홍색 알카리 장석 화강암이 후기에 관입하였다. 두 암석의 접촉부에는

sheeting 절리를 따라 함수지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산성 암맥은 비교적 신

선한 하며 암질상태는 양호하다. 중성암맥은 장석반정을 함유한 N70o～80oS/

85oNW～90o 방향의 1～2m 폭으로 양호한 연장성을 보인다. 열변질을 받았

으며 지하수 유출도 수반하는 특성이 있다.

U1-2 지역은 응회암이 주 구성암석이며, 일부 구간의 역질 및 용결 응회

암을 제외하며, 전구간이 결정질 응회암으로 구성된다. 안산암은 공동 중앙

부를 따라 1～3m 폭으로 관입하였으며, 접촉부는 접촉변성으로 인한 풍화상

태를 나타낸다. 또한 다량의 누수를 수반하는 불량한 암질구간을 이루기도

한다. 공동 중앙부를 따라 발달된 N70o～80oE/80o～65oNW의 주구조선 주변

과 C1G 입구부에 약 0.5～1m 폭의 염기성암맥이 1～2개조 발달한다.

U1-3 지역의 기반암은 응회암이 기저를 형성하고 상부에는 안산암질 응

회암이, 고지에는 상부응회암인 용결 응회암이 정합관계를 이루며 분포되어

있다. 지하공동 심도의 주 구성암반은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massive한 상태

이고 매우 양호한 암질상태를 나타낸다. 지하공동 지질도에서는 암종의 세분

화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 안산암질 응회암의 단일 암종으로 해석하였다.

E1 기지 부지의 지질환경자료는 기본조사보고서(1981. 12)에서 발췌한

지표지질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지전체가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분포하고 있

다. 부탄공동 북부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괴상안산암체는 관입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산암체는 동남편 해안에 넓게 분포하고 도처에서 소규모로 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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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응회암은 암종경계에서 혼펠스작용을 받았다. 현재 지하공동 지질도가

유효하지 못하여 자세한 암종의 분포자료는 추후에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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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여수 지하저장기지 주변 지질도

3.2.2 단열대와 단열의 특성

여수반도 북쪽지역의 광역규모 선상구조는 제석산을 중심으로 서측과 남

측에 분포하는 N30°E와 N80°W 방향의 선구조로, 큰 계곡을 형성하면서 지

역을 동서와 남북으로 나누고 있다 (그림 3.6). 여수 저장시설지역은 북동

sector에 위치한다. 북동 sector의 국지규모의 주단열대 (local major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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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는 기존기지 (U1-2, E1)과 신규기지(U1-3)의 경계를 이루는 북동방향

의 F1-1 및 F1-3 구조대가 있으며, 퇴적암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F2-1구조

대가 지표조사 시 예상되었다 (그림 3.7). F1-1 및 F1-3 구조대는 지표조사

시 시추공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그림 3.7 기지 주변의 선상구조 및 단열대 분포도 

여수지하저장기지에 발달한 큰 규모 단열대는 U1-2와 U1-3지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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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방향의 단열대가 우세하며 E1 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열대는 동서

방향의 대규모 파쇄대가 분포한다. 본 지역에 분포하는 단열대의 특성은 각

지구별로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자료의 차이 때문에 단

열대 분포특성의 기술내용도 차이를 보이나, 이 차이점은 금년도 연구 이후,

향후 연구수행 중에 각 기지에서 필수적인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 최소화 방

향으로 감소하여 재정리될 것이다.

암반 단열은 매질 내에 분포하는 미세 단열부터 소규모 단열들로 결정론

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워 통계학적으로 특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작은

규모의 단열 개체를 말한다. 이는 암반 내의 단열체계특성을 말하며, 암반매

질의 투수성을 대변하게 된다. 또한 국지적 단열대로 분리되는 수리영역

(hydraulic compartment)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단열분포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지하수부존 및 유동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3.2.2.1 U1-1 지역

본지역의 단열대 분포 특성은 주로 U-1 지하기지 건설공사 건설지(1999.

12)에서 요약하였으며, 수리안정성 종합검토보고서(1996. 9)를 참고하였다.

3.2.2.1.1 단열대 분포

지하공동에 분포하는 단열대는 전이가 인지되지는 않으나 단층구조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단열대의 규모는 local minor fracture zone이거나 이

보다 작은 규모의 단열대로 평가되며 발달 방향에 따라 4개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였으며, 주 투수성구조의 분포는 그림 3.8에

제시하였다.

Ÿ N60°～80°E 계열:

지하공동의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diorite porphyry(N70°～80°E)의 남동쪽

으로 100m 이격되어 발달하는 단층점토와 단층각력을 수반하는 폭 0.2～

0.5m 단층이다. 1～2m폭의 전단파괴 주변부로 다량의 누수가 인지되었다.

Ÿ N30°～50°E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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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C6 공동 중앙부에 발달하며 diorite porphyry와 접하는 북동측은

N50°～55°E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N30°E로 변하며 서측방향으로 휘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폭 0.1m의 단층점토가 협제되며 소규모의 누수가 인지된다.

Ÿ N10°W 계열

Diorite porphyry 주위의 단층대와 부분적으로 교차하여 발달하고 있다.

단층 폭은 좁으며 지하수 유동흔적을 나타낸다.

Ÿ N25°～40°W 계열

공동 서측에 연속성이 불량한 단층대로 폭 0.05m의 단층점토와 방해석이

충전되나 N59°～80°E 계열과 교차하여 부분적인 함수대 역할을 한다.

3.2.2.1.2 암반단열 분포특성

암반단열은 건설 중에 조사된 절리의 특성으로 대표하며, 아래와 같이

4개 조로 구분된다.

Ÿ N70°～80°E/ 80°NW 계열:

중앙부 diorite porphyry를 중심으로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에서도 분포한다. 밀착되어 누수는 적은 편이다.

Ÿ N60°～80°W /80°NE, SW 계열:

지하공동 내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연장성이 불량하다.

Ÿ N10°E/ 85°NW와 N10°W /85°NE 계열:

개구성 절리군으로 지하수의 누수를 수반한다. 주요 구조선의 교차부에서

주로 다량의 누수가 계측되며, 다른 지역은 밀착도가 강해 누수가 적은편

이다.

Ÿ sheeting 절리:

중앙부의 주구조대 (N70°～80°E) 주위를 제외한 지역에 발달한 저경사

절리로 주향과 경사의 변화가 심하나, N10°E /30°SE계가 우세하게 발달

하고 있다. 해안저지대의 동측부분에 우세하며, C1～C2 공동에서는 풍화

로 점토광물이 충전되며 주요 함수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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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U1-1 지하공동의 주 투수성 구조대 분포도

3.2.2.1.3 단열광물

단열광물에 대한 조사활동은 없었으며, 지하공동 건설 중에 관찰되는

단층대 및 절리의 충전물질은 단층점토, 단층각력, 방해석, mylonite 등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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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U1-2 지역

본지역의 단열대 분포특성은 U-1 지하기지 건설공사 건설지(1999.12)에서

요약하였다.

3.2.2.2.1 단열대 분포

주요 단층대는 주향과 경사방향에 다른 연장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관측되며, 3개조의 방향으로 구분된다.

Ÿ N70°～80°E 계열:

염기성암맥 관입구간 좌우측에 master joint와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발달

하며, 열수변질로 인한 심한 파쇄구간을 형성한다. N10°W와 교차하는 지

점에서는 소량의 누수가 감지된다.

Ÿ N60°～70°W 계열:

C1E에서 C3W 막장으로 연결발달하며, 85°SW～수직경사를 갖는다. 0.1～

0.2m 폭의 단층충전물을 동반하며 소규모 누수가 감지된다.

Ÿ N10°～20°W 계열:

다른 단층대보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0.1m의 폭을 갖으나, 지하수의 주요

이동로로 작용한다. 이들은 주 구조대인 N70°E 계열에 의하여 절단되며,

상부 화산암지역과 하부 화강암 지역에서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3.2.2.2.2 암반단열 분포특성

암반에 발달한 절리들은 3개조로 구분된다.

Ÿ N70°～80°E / 85°～수직 계열:

지하공동 지역에 빈도가 가장 많은 절리군으로 터널 진행방향과 예각을

이루며 누수는 감지되지 않는다.

Ÿ N10°E～N20°W / 85°NW, NE 계열:

N70～80E계와 거의 직교하며, 개구성 절리군으로 지하수 누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비교적 풍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Ÿ N10°W～N20°E / 20°～30° NE, SE 계열:

저경사인 sheeting 절리로 공동 동쪽의 해안가지역에서 우세하게 발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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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 서쪽으로 갈수록 절리간격이 넓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3.2.2.2.3 단열광물

단열광물에 대한 조사 활동은 없었으며, 저장 공동 건설 중에 관찰되는

단층대 및 절리의 충전물질은 단층점토, 단층각력, 방해석, iron, dendrite

등으로 관찰 되었다.

3.2.2.3 U1-3 지역

본 지역의 단열대와 암반단열 분포 특성은 U1-3 지하공동의 기밀성평가

보고서 (2007.12)에서 요약하였다.

3.2.2.3.1 단열대 분포

국지규모 주단열대(local major fracture zone)는 우선적으로 선 구조 분석

결과에 근거하였으며, U1-2 기지와 경계를 이루는 F1-1와 E1 기지쪽의

F1-3 구조대가 지표조사 시 확인되었다. F1-1과 F1-3 단열대를 경계로

정의되는 지하공동 암반블록 내에 분포하는 국지 단열대(local minor

fracture zone)는 지표조사 단계에서는 선 구조 분석과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하여 추정되었고, 지하공동 굴착단계에서 확인된 것이다. 지하공동에서

확인된 결정론적인 국지 규모의 단열대 및 주요 투수성 구조 는 총 7개

로, 그림 3.9에 도시하였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Ÿ NE-1 단열대:

선구조 분석단계에서 지하공동 암반블록의 중앙부를 제석산을 가로질러

NE 방향으로 분포할 것으로 예측된 선 구조(F1-2)는 공동건설 시 NE-1

단열대로 확인되었으며, 이 단열대는 N50°E/90°의 방향과 약 10～15 m의

폭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단열대는 C1-2 영역에서 먼저 관찰되어 C3-2

공동으로 갈수록 단열대가 NE-2 단열대로 분기되는 특성을 보이며 남쪽

지역으로 갈수록 그 발달 폭은 좁아진다. NE-1 단열대의 주 방향은 C-6

외곽지역까지 연장되며 C-4 영역에서는 북쪽 영역으로 2개 조가 분기된

다. 이 단열대는 지하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단열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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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열대는 C-4, C-5 지역에서는 누수현상이 거의 없었다. C-6 지역에

서는 많은 누수 현상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저경사 절리가 분포하는 구

간에서는 Bench-3 까지 누수가 발생하였다. NE-1 단열대를 기준으로 남

쪽 암반블록이 북쪽의 암반블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수성 단열의 빈도

가 우세하다.

Ÿ NE-2 단열대:

이 단열대는 C2-2 부근에서 NE-1 단열대로부터 분기된 것으로 C-2 지역

에서 공동의 남서쪽으로 발달하며 C-6 지역으로 가면서 그 발달 폭은 감

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C4-2 부근에서는 NE-2로부터 분기된 소규모 단열

대가 분기하는데, 이 구조의 방향은 NE-1에서 분기된 2개조의 단열대의

방향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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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지하공동 내에서 확인된 국지 단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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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NE-3 단열대

이 단열대는 MWT-1 지역의 BWT-6 굴착 시 일부 나타나기 시작한 단

열대로 누수현상을 수반하였다. BWT-9-1, C5-1GW 및 C5-2GW 구간

굴착 시 그 연장성이 확인되었다. MWT-2 지역인 C5-1 GW 및 C5-2

GW 지역에서는 F1-3 구조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지질구조에 의하여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 설치된 U1H9, H1H10공의 지하수

위가 높게 분포하고 있어 F1-3 구조대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Ÿ NE-4 투수성 단열구조

C-1 및 C-2 서쯕 지역에 N15～20°E/20°～30°SE 방향의 투수성 절리가

분포한다. 이 절리는 최초 MWT-1 지역의 BWT-3 수직수벽공에서 실시

된 BHTV 측정자료에서 그의 분포가 확인되었으며, 지하공동에서는

C1-1 및 C1-2 굴착 시 Gallery 하단부에서 노출되어 Bench-3 굴착 완료

시 까지 터널벽체에 완전 노출되었다. 이 절리는 매 station 굴착 시 마다

많은 누수를 수반하였고, BWT-3 지역의 수벽공 주입수는 최대 300 ㎥

/day 가 주입되면서 이 지역의 수위를 EL-30m 까지 하강시켰다. 굴착이

완료된 C-1, C-2 지역의 누수량 대부분도 수벽공 주입수가 이 투수성 저

경사 절리에 의해 공동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절리는 NW-2 구조대에 차단되어 C2-1 이후 MWT-2 지역으로는 구간에

서는 뚜렷하게 연장되지 않고 누수 현상도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Ÿ NW-1 단열대

주로 C-1과 C-2, 파이프 터널(PT)에 연장발달하고 있으며, 공동 내로 많

은 지하수의 유입이 발생되었다. 동일한 방향을 갖는 구조가 4개 조 분포

하는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단열 내에 협제된 충전물은 방해석이 주류

를 이루고 있으며 지하수에 의한 풍화가 심하여 산화철이 착색되어 있다.

이들은 층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많은 지하수유입을 수반하

고 있다. 연장길이는 300 m 이상, 폭은 1～3 m 규모로 추정된다.

Ÿ NW-2 단열대

당초 BWT-5 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었으며, 약 0.2 m 정도의 단층점토가

충전되어 있다. 초기에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단열대가 연

장되어 BWT-6에서는 N15°E/18°SE 방향의 저경사 투수성단열과 교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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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많은 지하수유입이 발생하였다. BWT-6구간에 나타난 단열대는 단

층점토 뿐 아니라 단층각력까지 함께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2～

3 m의 폭을 갖는다. 연장길이는 약 300 m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Ÿ NW-3 단열대

MWT-2 구간에서 북서방향으로 분포하는 단열대로서 MWT-1 구간에서

유사한 방향을 갖는 NW-2 보다는 연장길이가 우세하나 그 발달 폭은 크

지 않다. 이 단열대는 유사한 방향을 갖는 3개 조의 단열대로 구성되며,

소규모 절리군이 밀집된 형태로 N40°～50°W 방향으로 MWT-2 지역의

지하공동에 분포하고 있다. 이 구조대에서의 누수현상은 MWT-1 지역의

NW-1과 NW-2 단열대에 비해 적게 계측되었다.

3.2.2.3.2 암반단열 분포특성

본 절에서의 부지 조사단계에서의 시추공 BHTV 검층자료와 정밀하게

조사된 터널지질도를 근거로 단열대로 구분된 암반블록별로 암반단열의 방

향성과 유형 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자료를 암반단열의 확률론적 분포특

성을 계산하게 된다. U1-3 지하공동의 암체에 분포하는 암반단열의 주방향

은 NNW, EW, NE 방향으로 일부구역을 제외하고는 주방향의 빈도 차이는

있지만 3개 주방향이 분포한다 (그림 3.10). 크게 NE 방향군과 NW 방향군

의 단열이 모든 영역에서 고루 분포한다. 도입부 1영역에서의 NW 방향군,

2-2영역에서의 NE 방향군의 빈도가 우세한 것을 제외하고는 2개의 방향군

의 분포 빈도는 큰 차이가 없다.

3.2.2.3.3 단열광물

NE-1 단열대 내에 협제된 방해석은 지하수에 의한 풍화가 심하며 단층조

선이 나타나고 있다. 협제된 방해석 폭은 최대 약 0.2 m정도이며 이들이 층

상으로 발달되어 하나의 단열대를 형성하고 있다.

NE-3 단열대의 BWT-6에서 확인된 단열대 내에는 방해석이 협제되며 대

체로 신선한 상태이나, MWT-2 지역인 C5-1 GW 및 C5-2 GW 지역에서는

F1-3 구조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지질구조에 의한 풍화가 심하고 방해

석이 충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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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암반블록별 지하공동에서 조사된 단열의 방향성

3.2.2.4 E1 여수기지

E1 여수기지의 단열대 분포특성은 지표에서 수행된 조사자료에 근거하였

다. 이는 기본조사보고서 (1981.12)의 자료들을 주로 분석하였으며, 추가로

분석된 시추공자료 검토결과를 포함하였다.

3.2.2.4.1 단열대 분포

E1 기지의 단열체계는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면 N40°～50°E와 N70°～

80°W의 방향이 우세하다. 지표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질구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Ÿ 습곡: 주로 퇴적암에서 관찰되고 대체로 동서방향의 측을 가지며, 서측으

로 기운 각을 갖는 완만한 요곡을 형성한다.

Ÿ 단층: 여러 곳에서 대소규모로 역단층 및 주향단층으로 주향은 N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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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W, N70°～80°W 및 N40°～60°E를 이루고 경사는 수직경사를 나타낸

다. 주의를 요하는 단층은 TE-8과 TE-3공에서 인지되는 동서방향의

70°N 경사의 약 1.5m의 단층이다.

Ÿ 절리: 지표에서 관찰된 4000여개의 절리자료 분석 결과는 주 발달방향은

N50°～60°W, N50°～70°E 및 동서 방향이며, 단층의 방향과 유사하다. 절

리의 간격은 0.5m 이하가 80%이상을 차지한다. 절리의 틈은 80%이상이

열린 상태이며 20%정도가 점토나 방해석으로 충전되어있다. 부탄공동이

위치한 서부 응회암 지역은 대체적으로 절리 방향이 산재되나 그 중 우

세한 방향은 N65°E와 N50°W의 85°의 경사를 나타낸다. 프로판공동 지역

인 동부응회암 지역의 주 발달방향은 N60°～80°E와 87°의 경사를 갖고

있다. 이는 지표에서 관찰된 자료로 지하공동 지질도와 함께 특성이 종합

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지표물리탐사(전기비저항, 탄성파)에서 인지되는 지질구조적 이상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Ÿ 서측지역: 지형적으로 산지지형과의 경계로 구 해안에 접하여 발달하는

구역으로 깊은 풍화대를 포함한다.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SW-NE 이상대

는 조사공 (TE4, 7)에서 인지되는 해수침입 영향으로 SW-NE 이상대는

단층, 풍화, 지형변화, 해수침투의 복합적인 결과로 해석한다. 그러나 탄

성파 탐사결과에서는 이와 일치하는 구조대가 확인 되지 않으나, TE-3공

북측을 중심하여 대상으로 NS방향으로 발달하는 이상대가 확인된다.

Ÿ 동측지역: 비저항탐사 이상대로 계곡에 분포하는 이상대는 지형조건으로

단층구조로 해석된다. 또한 지하수질의 염수에 의한 영향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Ÿ 북측지역: 전기비저항탐사에서 나타나는 서북서～동남동 이상대는 서측지

역 이상대와 유사한 특성이며, 차이점은 응회암질이 우세한 지역이다.

Ÿ 중부지역: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동서 이상대는 단속적으로 연결되며,

지표조사와 항공사진 판독결과의 단층대와 일치한다. 그러나 탄성파탐사

에서는 이상대가 확인 되지 않았다. 탄성파탐사에서는 남북방향의 이상대

가 인지되며, 이는 서측의 남북이상대와 같은 방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

구조의 경사는 전기비저항탐사와 지질상태 해석 결과와는 상이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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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단열대 분포특성은 지형적으로 나타나는 선구조와 지표탐사 및 시추공자

료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E1 여수기지에 분포하는 단열대 특성은 표 3.1과

같이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치는 3.1절의 그림 3.2에 제시되었었다.

단열대 경사방향 단열대 규모 투수성 시추공 교차지점 (m GL)

EW 1 N Local major -/ 투수성 TE-3: 127～135

EW 1-1 N Local minor - TE-3: 147～152

EW 2 N Local major -/투수성

TE-3: 139～145; TE-8: 165～169;

BH-1: 152～153, 155~157

BH-2: 121～123

EW 2-1 S Local minor 투수성 BH-2: 41～44

NE 1 NW Local minor 투수성
TE-8: 190～195

BH-2: 195～197

NW 1 NE Local major 투수성
TE-6: 113～115

TE-8: 125～127

NS 2 E Local minor 투수성 TE-3: 120～125

NS 1-1 E Local minor - TE-4: 65～67

NE 2 SE Local minor 투수성
TE-4: 140～145

TE-7: 86～92

표 3.1 E1 여수기지의 단열대 분포특성

E1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열대는 지하공동 진입터널 시 교차하였던

EW 방향의 대규모 파쇄대로, 건설 당시 단일 파쇄대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시추공 검층자료의 재분석결과 이는 고경사의 단열대(EW 2)와 저경사 단열

대(EW 1)로 구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EW 단열대는 계곡부를 이루

는 NE 1 단열대와 교차한 후 단일 단열대를 형성하며 송원물류의 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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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인근을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W 2는 TE-3, TE-8을 교차하며 E1

기지의 진입터널에서 큰 규모의 전단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NE 1 단열대는 지하공동을 통과하지 않으나, 여천 탱크터미널 야산 절개

지를 통과하는 단열대로 U1-2 공동과 E1 공동의 수리경계를 이루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NW 방향의 단열대는 프로판공동 동측에 공동과 평행하게 발달한 계곡부

를 근거로 하였으며, 큰 규모의 단열대로 해석된다. 단열대 중에 일부 (NW

1)가 TE-6과 8를 교차한 후 지하공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료되며, 프로

판공동과 평행하게 발달한 단열대이다. 이 NW 단열대는 BH-1 조사공 부근

에서 EW 단열대와 NE 단열대와 함께 교차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사료된다. 프로판공동 서쪽에 NS 방향의 단열대 (NS 1)는 큰 규모의 단

열대로 생각되며, 시추공 자료에서 확인 될 수 없었으나 지하공동 지질도에

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3.2.2.4.2 암반단열 분포특성

남북와 북동방향의 소규모 단열대(NS 2, NE 2)는 부탄 공동 부근에 분포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낮은 지하수위와 관련될 가능성을 보인다. 암반단열

의 특성으로는 절리 발달상태가 유효하나 이는 지표에서 조사된 것으로 암

반단열로 간주하기에는 신뢰도가 없었어, 이에 대한 자료는 저장 공동 굴착

시 지질도에 근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3.3 암반의 역학적 특성 (Rock Mechanics)

3.3.1 암석(intact rock)의 역학적 특성

지하저장기지의 암반역학 자료는 U1-2와 U1-3기지의 자료를 다음 항에

제시하였다.

3.3.2 단열(fracture)의 역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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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하저장기지 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암반역학 자료와 수치해석

에 필요한 물성치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고 있다. 이 중 U1-3 기지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암석시료는 지하공동 심도인 EL 0 ～-60m 의 암반을 대표하는 시료는

시추공으로부터 신선한 코아(intact rock)를 채취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단열

의 역학적 특성은 자연 절리면의 전단시험용 시료를 위하여 부지지역을

대표하는 절리군을 선정하여 3개소에서 채취, 국제암반공학회(ISRM;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규정에 의하여 분석한 자료이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암반역학시험 항목을 표 3.2에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U1-2 기지와 비교하여 표 3.3에 요약하였다. U1-2와

U1-3 기지의 모암은 암석학적으로 대체적으로 같은 용결응회암으로 구성되

어있어, 유사한 역학적 특성을 보인다.

시험항목 목적 활용

비중, 흡수율 기본 물리적 특성 동굴구조 해석 시 기본자료

Sonic wave velocity P, S파 속도 동굴구조 해석 시 기본자료

일축압축강도 암반의 강도 특성 동굴구조 해석 시 기본자료

Young's Modulus 탄성계수 동굴구조 해석 시 기본자료

Poisson's Ratio 변형률 특성 동굴구조 해석 시 기본자료

인장강도 암반의 강도 특성 동굴구조 해석 시 기본자료

삼축압축 시험 점착력, 내부마찰각 동굴구조 해석 시 기본자료

절리면 전단시험 절리면의 강성 (Kn,
Ks), 강도 상수(c, phi)

수치모델 입력자료

표 3.2 지하저장기지 설계를 위한 실험실의 암석시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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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U1-2 기지 U1-3 기지

범위 평균 범위 평균

비중 (g/cm3) 2.53～2.73 2.63 2.60～2.65 2.63

흡수율 (%) 0.07～1.15 0.42 0.139～0.414 0.24

탄성 P파 (m/sec) 4550～5750 5428 3996～5990 5125

탄성 S파 (m/sec) 2200～2790 3366 2310～3462 2981

점착력 (kgf/cm2) 1370～4260 2842 1795～3984 2999

탄성계수(x105kgf/cm2) 2.32～10.19 6.88 5.41～8.012 6.928

Poisson 비 0.15～0.41 0.32 0.226～0.303 0.259

인장강도 (kgf/cm2) 110～223 171 155～223 172

절리 점착력(kgf/cm2) - - 220～455 362.9

절리 내부마찰각 (o) - - 57～64 60.8

표 3.3 지하저장기지 암석의 역학적 특성

3.3.3 암반(rock mass)의 역학적 특성

지하기지의 암반의 역학적 특성 해석은 향후 필요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3.3.4 지반응력 분포특성 (in-situ stress state)

수직공과 경사공에서 실시되었던 U1기지 주변의 응력상태는, 각 공당 6∼

8개 지점이 선정되어 계측되었었다. U1기지에서 계측되었던 수압파쇄 응력

결과를 표 3.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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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시추공 EL(m) Po σ v σ h σ H Kh KH σH (o)

U1-3

A0

93.6

68.3

58.4

46.7

30.7

19.4

8.6

5.3

1.34

1.60

1.70

1.81

1.97

2.09

2.19

2.23

4.90

5.58

5.85

6.17

6.60

6.90

7.19

7.28

4.02

4.20

4.14

4.68

4.67

3.35

4.79

4.75

5.21

4.72

4.33

6.19

5.78

3.33

5.42

6.98

0.82

0.75

0.71

0.76

0.71

-

0.67

0.65

1.06

0.85

0.74

1.00

0.88

-

0.96

0.65

55

80

60

NA

NA

-

NA

72

A8

54.5

33.8

27.7

15.5

8.0

-11.3

-17.8

0.47

0.67

0.74

0.86

0.93

1.12

1.19

1.90

2.46

2.63

2.96

3.16

3.68

3.86

3.02

4.30

3.27

4.71

3.97

9.41

7.98

4.60

7.44

4.80

7.89

6.48

16.74

14.96

1.59

1.75

1.24

1.59

1.26

2.56

2.07

2.42

3.02

1.83

2.67

2.05

4.55

3.88

45

45

NA

60

NA

60

NA

U1-2

B1

2.05

-14.95

-25.85

-30.55

-34.45

-45.15

1.6

2.0

2.3

2.4

2.6

2.8

-

2.0

-

4.1

5.2

8.2

-

3.2

-

7.8

12.0

15.9

-

1.0

-

1.7

2.0

2.9

-

1.6

-

3.3

4.6

5.7

-

50

-

40

0

-3

B12

18.07

-1.03

-13.63

-17.03

-23.13

-38.13

2.0

2.5

2.9

3.0

3.1

3.5

2.8

5.0

3.4

4.7

-

-

2.8

6.1

4.9

7.6

-

-

1.4

2.0

1.2

1.6

-

-

1.4

2.4

1.7

2.5

-

-

-

45

76

144

84

-

YB-2

51.94

29.34

9.74

-9.06

-30.46

-55.36

2.8

3.4

3.9

4.4

5.0

5.6

4.3

7.7

2.2

4.0

5.0

4.5

5.6

12.7

4.3

-

6.9

-

1.5

2.3

0.6

0.9

1.0

0.8

2.0

3.7

1.1

-

1.4

-

71

109

-

-

69

-

* Po = 공극수압

* σH(o): 최대수평주응력 방향은 진북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의 각도

* Kh= h/ v, KH= H / v

표 3.4 시추공별 수압파쇄시험결과

3.4 지하수시스템 (Bedrock Hydrogeology)

3.4.1 U1-1 기지

3.4.1.1 수리지질 개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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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기지의 지하수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공동 북측에 동서방향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동측 및 남측사면 방향으로 수리경사를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위는 지형의 굴곡과 같은 형상으로 분포되지만, 해안가 부

근의 C1, C2, C3 상부구역과 C1 남측 경사지대는 지형에 비해서 현저히 낮

은 수위로 강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특성이다. 이는 해안가와

남측 저지대에 분포하는 암반의 투수성이 높아 지하수 배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리지질학적인 체계도 이 지역이 갖는 남측부와 북측지역의 지형, 지질,

식생 등의 분포특성에 따른 지하수함양특성이 공동의 배치형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남측사면지역과 북측지역이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 C5와 C6 상부는 응회암/안산암으로 구성되며 풍화대도 10～15m인 반

면 C1∼C4 상부는 화강암으로 구성되며, 풍화대도 약 3m의 두께를 갖는다.

또한 모든 지하공동이 화강암으로 구성되어있으나, 화강암과 화산암의 암종

경계부가 공동상부에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암반도메인의 구성은 지표에서

관측되는 지하수 함양량을 직접적으로 지하공동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지하공동의 모암은 단일한 화강암으로 구성되고, 공동 중앙부를 가로 지

르는 NE dyke zone이 단열대(HCD)로 분류 된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단열

들은 HRD에 포함하며, 단열의 특성은 HRD의 수리전도도 값에 반영될 수

있다.

3.4.1.2 암반의 수리인자

국내의 지하저장기지는 장기간에 걸쳐 건설 운영되고 있어, 시설에 따라

조사방법이나 조사결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본 지역의 수리인자 도출은

지하공동 모암을 다공성 매질로 간주하고 있던 시기라서 도출된 수리인자도

다공성매질의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수리전도도, 저류계수 및 공극율

은 NE-dyke zone을 기준으로 NW지역과 SE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다고,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값이 도출되지 않을 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치

가 적용되였다. 수직수리전도도 값은 수평수리전도도의 1/10이 적용되었다.

삼림컨설턴트(주)에서 조사된 값을 분석하여 지표부에서 부터 10m 내외의

심도까지는 1～5x10-7m/sec, 공동 하부 EL.-120m까지는 1～3.5x10-7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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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120m부터 EL.-300m까지는 1x10-9m/sec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공동

주변에 대한 그라우팅효과를 감안하여 공동을 중심으로 10m까지는 1～

5x10-9m/sec 값이 적용되었다 (표 3.5).

구 분
NW Region

of NE dyke

SE Region

of NE dyke

Hydraulic

Conductivity

(m/sec)

지표부 10m
Kx,y 1x10-7 5x10-7

Kz 1x10-8 5x10-8

지표부 10m～

EL.-120m

Kx,y 1x10-8 3.5x10-8

Kz 1x10-9 3.5x10-9

EL.-120m～

EL.-300m

Kx,y 1x10-9 1x10-9

Kz 1x10-10 1x10-10

Cavern 주변

10m 이내

Kx,y 1x10-9 5x10-9

Kz 1x10-10 5x10-10

Storativity (m2/sec) 3.17x10-6 3.17x10-6

Porosity 0.005 0.005

표 3.5 U1-1 기지의 수리전도도 자료

3.4.2 U1-2 기지

U1-2 기지의 수리특성은 U1-1 기지과의 중복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중에

수행되지 않았으며 필요에 따라 향후 차기 연구기간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3.4.3 U1-3 기지

3.4.3.1 수리지질 개념모델

U1-3 기지의 수리지질체계는 기존기지들이 건설되어 자연적으로 구성되

는 지하수유동체계의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며, U1-3 지하공동 주변

의 지하수유동체계는 지형과 지질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E1 기지는 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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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공동에서 600여 m 이격되어 있고, 또한 계곡과 산 능선이 발달 된 지형적

인 특성으로 수리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관측

공의 수위 (U1G39, U1G49)에서도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남서쪽 (기존 U1-2 시설)의 수리경계는 기존시설에 의하여 F1-1

구조대의 지하수위가 이미 강하되었으며, U1-2 기지의 지하수 유동체계는

정상류(steady state) 상태를 이루고 있다. 추가기지 건설 중에 관측되는 지

하수위변화는 F1-1을 넘어 U1-2 지역에 수리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F1-1의 지질구조를 U1-3 기지 지하공동과 U1-2 기지와 수

리적 방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의 근거로는 U1-3 기지의 굴착 중 계측된

지표관측공의 수위가 상기 구조대를 넘는 U1-2 기지에서는 수위변화가 일어

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3차원적인 수리지질 개념모델은 정리되지 않았으나 지하공동 심도의 2차

원적인 개념모델은 투수성구조 (HCD)와 2차원적 단면으로 수리전도도 분포

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2차원적 평면도는 터널 지질도 (그림 3.9)를 바탕으

로 결정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열대를 단순화하였다 (그림 3.11). 이 과

정에는 단열대의 연속성, 발달 폭, 암반블록의 크기, 수리적인 중요성 등이

고려되었다.

지상관측공의 수리시험자료(그림 3.12)에 의하여 상부영역에서는 수리전도

도가 높게 나타나며, 수리전도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계는 조사공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추조사에서 파쇄와 풍화가 심한 GL. -13m ～ -52m

는 수리토양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GL. -52m ～ -150m의 구간과 GL.

-150m 하부는 각각 수리암반영역 상부 (HRD-Upper)와 하부영역

(HRD-Lower)으로 수리적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

지하공동의 독립적인 암반블록의 범위는 F1-1과 F1-3 국지규모 단열대에

의해 결정된다. 암반블록 내에 단열대 중 NE-2 단열대는 NE-1에서 분기된

것으로 수리적인 특성이 유사하여 최종 개념모델에서는 NE-1과 동일한 것

으로 단순화하였다. NE-과 투수성 단열구조를 제외하고는 구조적으로 전형

적인 단열대의 특성을 갖는다. NE-4는 비록 Conductive single fracture 군

에 해당되지만 C-1과 C-2 공동에 미치는 수리적 영향이 중요하므로 결정론

적 HCD 모델에 반영되었다.



- 78 -

그림 3.11 수리-구조의 평면적인 개념모델

3.4.3.2 단열대의 수리인자

단열대의 투수성은 수평수벽공 및 수직수벽공에서 수행한 수리시험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였다 (표 3.6). 그러나 단열대를 교차하는 수평수벽공과 수직

수벽공에서 이루어진 수리시험은 전 구간 시험이었기 때문에 실제 단열대

분포구간의 수리전도도는 시험공 전체의 수리특성으로 반영된다. 전 구간 시

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리전도도는 가장 투수성이 높은 구조가 갖는 수리

지질학적인 특성에 의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높은 수리전도도가

계측되는 시험공의 자료로 예측하였으나, 시험방법에 의한 불확실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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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구조적으로 연장성을 보이는 단열대라도 그의 투수성은 공간적으로 균질

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암반과 유사한 투수성(10-9～10-10 m/s)을 보이고, 일부

에서는 전형적인 투수성 단열대(10-7～10-8 m/s)의 특성을 갖는다. 또한 어느

대상 단열대를 교차하는 다수의 수벽공에서 얻어진 수리전도도 값의 기하평

균은 그 단열대의 투수성을 대표한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치모델

에 반영되는 HCD의 투수성 자료는 모델링의 교정과정을 통하여 설정된다.

구 분
HCD

NE-1 NE-2 NE-3 NE-4 NW-1 NW-2 NW-3

Max 2.10E-7 3.60E-07 5.70E-09 8.90E-07 7.54E-09 6.70E-09 5.52E-08

Min 1.00E-12 1.00E-12 2.00E-10 3.17E-10 1.00E-12 1.00E-12 1.00E-12

Median 7.00E-10 2.70E-10 8.15E-10 3.50E-08 3.30E-10 1.15E-10 3.61E-09

Arithmetic mean 1.08E-8 1.90E-08 1.65E-09 1.57E-07 2.46E-09 1.72E-09 1.21E-08

Geometric mean 3.78E-10 3.28E-10 9.51E-10 2.11E-08 1.48E-10 6.72E-11 7.68E-10

표 3.6 단열대의 투수성 통계 값 (unit: m/s)

NE-1 단열대는 공동 전체를 가로지르는 연장성이 가장 뚜렷한 구조이다.

투수성은 시험에서 계측 불가한 불투수성(1.00E-12 m/s) 특성을 보이는 구

간도 있고, 투수성이 매우 양호한 구간도 있다(2.10E-07 m/s). NE-2 단열대

는 NE-1에서 분기한 것으로서, NE-1 단열대와 투수성과 큰 차이가 없다.

NE-3 단열대는 F1-3 단열대의 수리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BWT-12

영역에서 수평수벽공과 교차하는 이 단열대는 수리전도도 기하평균이

9.51E-10 m/s 이다.

C-1과 C-2 공동에서 확인된 NE-4 투수성구조는 저경사 투수성 단일단열

이다. 이 구조는 BWT-3 영역에서 수직수벽공과 교차하며, 공동 간의 그라

우팅공에서도 교차되었다. 이 구조의 기하평균 투수성은 2.11E-08 m/s이다.

NW-1과 NW-2 단열대는 공간적으로 공동 양단에 위치하지만 그 투수성

은 유사하다. NW-2 단열대는 NE-4 투수성구조를 구조적으로 자르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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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NW-3 단열대는 NE-1과 NE-2 단열대를 거의 직각으로 교차하는 단열대

로 NE-4 투수성구조를 제외하고는 투수성이 약간 더 높은 특성을 보인다.

3.4.3.3 암반의 수리인자

암반의 수리인자는 1차적으로 지하공동 굴착 전 지표 조사공에서 실시한

수리시험결과와 2차적으로 건설 중 수벽공에서 실시되는 장기수리시험 결과

에서 도출된다. 지표 조사공의 수리시험결과는 수직적인 수리전도도분포 특

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심도별 수리전도도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HSD, 상부암반 및 하부암반의 수리특성 차이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수벽공에서 실시되는 수리시험은 보다 넓은 지역의 수리인자 자료가

지하공동 심도에서 도출 되는 장점이 있다.

지표 조사공 시험자료에 의하면 수리전도도가 높은 상부 영역(HSD)은

조사공 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GL.-13m～-52m의 범위를 갖는다. 수

리토양대영역 (HSD)의 수리전도도는 대수정규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12).

유효수리전도도는 기하평균이 약 2.33E-07 m/s, 산술평균이 4.85E-07 m/s로

서 약 2배의 비교적 적은 차이를 보인다.

지표 조사공 자료에 근거하여 암반블록의 투수성은 수직적으로 구분이 가

능하다. 수리지질 단위층은 수리전도도의 수직적 분포를 근거로 지표 하

100m까지를 상부암반층으로, 그 하부를 하부암반층으로 분류 하였다. 상부암

반층의 기하평균에 의한 유효수리전도도는 1.81E-08 m/s이고, 투수성단열이

우세하게 분포하며 하부암반층에 비하여 약 5～6배 정도 투수성이 크다. 하

부암반층은 투수성단열이 random하게 분포하며 유효수리전도도는 3.24E-09

m/s이다. 그리고 전체 자료에 대한 유효 수리전도도는 6.89E-09 m/s 이다

(그림 3.13).

단열대(HCD)에 의해 구분된 암반블록의 수리인자를 위하여 수평수벽공에

서 수행된 수리시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표 3.7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6개 영역별 수리전도도의 기하평균은 10-9 ～ 10-10 m/s 범위에 있다. 제2-1

영역이 약간 투수성이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영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 암반

블록을 영역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 영역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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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평균이 1.38E-08 m/s, 기하평균이 4.45E-10 m/s 이다.

그림 3.12 지표 관측공에 의한 수리전도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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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상하부 암반블록의 유효수리전도도

구 분
HRD

D1 D2-1 D2-2 D3-1 D3-2 D3-3

Max 1.63E-08 3.60E-07 2.70E-07 5.36E-07 5.78E-08 2.70E-07

Min 1.00E-12 1.00E-12 2.74E-12 1.00E-12 1.00E-12 1.00E-12

Median 2.52E-09 2.70E-10 2.10E-09 1.24E-09 5.83E-10 7.77E-10

Arithmetic
mean

4.32E-09 1.22E-08 1.97E-08 2.69E-08 4.46E-09 1.16E-08

Geometric
mean

8.89E-10 1.93E-10 1.29E-09 6.80E-10 3.82E-10 4.76E-10

표 3.7 암반블록 영역별 투수성 통계값 (unit: m/s)

암반블록의 영역별 투수성 분석결과를 단열대의 투수성과 비교해 볼 때

(그림 3.14), 통계적인 평균값은 NE-4 투수성구조를 제외하고는 현격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암반블록은 중앙값에 대하여 수리전도도의 분산이

적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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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단열대와 암반 영역별 수리전도도 분포 비교

수리-구조 개념모델의 수리영역별의 수리전도도 대표값은 표 3.8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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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 (m/s)

Upper

(GL.-50m to -100m)

Lower

(GL.-100m to bottom)

HSD (Surface to
GL.-50m)

2.33E-07

HCD

Local
FZ

F1-1 3.20E-07 ～ 3.20E-08

F1-3 3.80E-07 ～ 3.80E-08

Local

Minor

FZ

NE-1 2.10E-07 ～ 3.78E-10

NE-3 5.70E-09 ～ 9.51E-10

NE-4 8.90E-07 ～ 2.11E-08

NW-1 7.54E-09 ～ 1.48E-10

NW-2 6.70E-09 ～ 6.72E-11

NW-3 5.52E-08 ～ 7.68E-10

HRD

Domain 1 4.98E-09 8.89E-10

Domain 2-1 1.08E-09 1.93E-10

Domain 2-2 7.22E-09 1.29E-09

Domain 3-1 3.81E-09 6.80E-10

Domain 3-2 2.14E-09 3.82E-10

Domain 3-3 2.67E-09 4.76E-10

Outer HRD 1.81E-08 3.24E-09

표 3.8 U1-3 기지 수리-구조 개념모델 영역별 수리전도도 대표값

지표 조사공과 수벽공 자료를 토대로 암반블록의 투수성을 검토한 결과,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의 지하수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지표로부터 최대 50 m 까지는 HSD, 100 m 심도까지는 Upper HRD, 그

하부는 Lower HRD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으로는 제1영역의 투수성이 가장 크고, 제2-1영역이 가장 낮다. 나

머지 영역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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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조사공에서 계산된 수리전도도와 수벽공에서 계산된 수리전도도값은

시험방법의 차이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서 수치모델에 반영되는 HRD의 투수성 자료는 모델링의 교정과정을

통하여 설정된다.

3.4.4 E1 기지

E1 기지 주변의 수리특성에 대한 기존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E1 기지

의 지하수시스템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며, 향후 관련조사가 수행되어 자료

가 확보될 경우 수행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E1 기지

의 부지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수리특성조사를 포함한 부지특

성조사가 향후 반드시 필요함을 제안한다.

3.5 지하저장기지 건설/운영 중 지하수진화

3.5.1 U1-1 기지

3.5.1.1 지하수위 및 지하수압

현재 운영 중의 지하수위 변화를 알기 위하여 건설 중에 지하수위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를 운영 중의 변화와 비교 검토하였다. 지상관측공에서 계측

된 상부지하수위에 의한 지하수위 등고선은 건설 전 (1991. 9)과 건설 후

(1996. 5)에 삼림컨설턴트에서 작성하였다 (그림 3.15). 공동 굴착에 의한 지

하수위의 변화는 대부분이 Gallery굴착 후 (1994. 12)에 발생되었다.

지하공동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의 변화특성은 건설 전 지형적인 고지대

(C-4, C-5)에 형성된 지하수위의 분수령 (>EL.150m)이 건설 후 남쪽으로

이동하여 C-3, C-4지역 상부에 지하수위의 분수령 (>EL.100m)이 형성되었

다. 이는 북측 사면의 지하수위 강하가 남측사면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하수위의 강하는 고지대가 저지대보다 크게 일어났다. 변화의

폭이 큰 북동지역의 고지대는 단열대나 파쇄대에 저류된 지하수가 지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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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로 인해 유출되어 지하수위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하수의 주 유동방향은 C5와 C6 서측구역에서 북쪽방향으로 배출되며,

그 외 지역은 남쪽 저지대와 동쪽 해안가로 유동되고 있다. 또 하나의 변화

는 건설 전 C5와 C6 북서쪽에 발달되었던 북서방향으로 형성된 저지대가 건

설 후 남북방향으로 발달되면서 동측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굴착에 따른 지

하수위 강하에 의한 지하수 유동체계의 변화로 판단되며, 공동북측 외곽에

발달된 지형특성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림 3.15에서는 지상관측공의 지하수위와 함께 지하공동 심도에서의 지

하수압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평수벽공의 초기 수압과 장기수리시험시 주입

이 중단된 상태에서 계측되었던 지하수압을 도시하였다. 수벽공에서 계측된

U1-1 지하공동의 지하수압 분포는 북동지역에 발달된 단열대의 굴착 전 지

하수압은 6～14kg/cm2을 유지하였으나, 굴착 후의 누수로 2.0kg/cm2이상의

지하수압을 보이며 일부구간은 0～1.0kg/cm2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남동

지역에 발달된 단열대는 초기 지하수압이 0.5～2.0kg/cm2의 범위를 나타냈으

나, 공동 굴착 후 수벽공의 주입을 중단할 경우, 지하수압은 -2～0kg/㎠로

강하하였다.

수벽공의 초기지하수압의 분포는 지상관측공 수위와 많은 차이를 보이며,

남측과 동측 사면의 저지대에서 낮은 지하수위를 보인다. 지하공동 건설 후

에는 중심부에 많은 지역이 해수면 이하로 강하된 특성을 보인다. 지하수압

이 낮은 지역은 남측의 지형경사가 급한 지역과 동측 해안가의 각 공동의

샤프트(shaft) 주변 일대가 해당된다. 공동전체 굴착 후의 지하수압 분포변화

는 C6 북측 일부와 C2와 C5서단을 제외한 전 지역이 2kg/cm2이하의 낮은

지하수압을 유지하며 많은 지역이 0kg/cm2이하의 지하수압을 나타냈다

(그림 3.15).

공동의 북서지역에 형성된 지하수압 강하대는 공동 굴착에 의하여 북쪽

외곽으로 지하수 유동로가 발달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남동지역에 형성

되는 낮은 지하수압 분포대(<0kg/cm2)는 공동으로 유출되는 지하수와 해안

가 및 남쪽 저지대로 배출되는 지하수의 손실에 의한 복합적인 현상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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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 굴착 전 지하공동 굴착 후

그림 3.15 U1-1 지하공동 주변의 지하수위 및 수평수벽공 수압분포

지상관측공의 지하수위와 수벽공의 지하수압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동 주변의 지하수압의 단면에 대한 분포를 그림 3.16과 그림 3.17에 도시하였

다. 수벽공 건설시 계측된 초기수압에 의하면 수평수벽공 위치(EL. 0m)에서의

지하수압은 지표에서 관측된 지하수위의 정수압 분포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Ÿ 지상관측공에서 관찰된 지하수 수압이 수벽공 level까지 전달되지 않거나,

지하수의 함양량보다 공동 및 지표로의 배출량이 크기 때문에 지하수 저

류체의 압력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Ÿ 지하에 분포되는 지하수압은 지하수가 항상 유동하고 있는 열린계 (open

system)상태의 특성을 나타내며, 계측된 지하수압과 정수두 압과의 차이

는 지하수의 동적인 상태 (dynamic potential)를 말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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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역에서 정수두압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동측구간 (그림 3.17)과 남

측구간 (그림 3.16)은 지하수 유동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수벽공 수압은 주입과 함께 주입압력을 유지하였다. 현재 공동 운영 중

에도 이러한 주입압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으로 지하공동의 수리안정성을

이해하고 있다.

그림 3.16 U1-1 지하공동 서측 고지대의 남북방향의 지하수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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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U1-1 지하공동 동측 저지대의 남북방향의 지하수위 분포

지상관측공에서 계측되는 상부 지하수위와 수벽공에서 계측되는 지하공동

심도의 지하수위 분포는 뚜렷하게 두그룹의 수위로 구분되어 분포하고 있다.

근본적이 차이는 변화량보다 지하수위의 차이이다. 이는 암반의 지하수는 일

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다공성연속체의 분석방법으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

으며, 또한 지상관측공에서 계측된 수위자료에만 의존하여 공동 기밀성을 분

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하공동 내 지하수압 분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수리적 특성을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hydraulic compartment 개념으로 접근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열대의

geometry와 수리인자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건설 중에 관측된 지상관측공은 U1-1 지하공동 외곽에 10개 공, 지하공동

상부에 6개 공이며, U1-1과 U1-2사이에 2개 공으로 총 18개 공이 운영되었

다. 건설 중의 지상관측공의 수위변화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리간섭 현상은 표 3.9에 요약하였다.

Ÿ 지하공동 굴착에 의한 수리영향반경은 관측공 (U1G12, U1G13)의 수위변

화로 알 수 있다. U1-1에서 북측으로 원거리에 위치하여 영향권 밖으로

예상하였으나, 지하수위가 1993년 12월부터 하강하기 시작하여 건설 후

지하수위는 초기수위에서 1～1.5m강하된 상태였다. 이는 C6의 굴착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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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하공동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영향권은 지형적

경계조건보다 넓게 나타나고 있다.

Ÿ 지하공동 북측외곽에 설치된 관측공의 수위는 공동굴착과 관련하여 상부

수위는 50～100m, 하부수위는 70～130m범위의 수위강하를 나타냈으며,

1996. 7. 19에 지하수 하부수위는 U1G17 (EL.15.54m)를 제외하고 모든

공이 EL.40m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Ÿ 지하공동 남측과 동측에 설치된 관측공의 수위변화 특성은 이중수위관측

후 상부수위는 상승하고 하부수위는 하강하였다. 상부수위는 1992년 9월

이후 큰 폭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부수위가 상승하는 것은 관측공

주변의 상부 지하수가 이중관측공에 의해 공동으로 직접 유입이 차단되

었음을 나타내며, 지하수는 관측공의 상부구간으로 자연배출만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Ÿ P-3 (현재 폐공)는 나공 상태로 수위변화는 10m내외이며 최저수위는 EL.

40m를 유지하고 있다. 하부수위는 수위형성 후 공동건설 및 이에 따른

누수현상, 그라우팅효과, 강우 및 주입수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5～20m폭

의 수위변화를 보였다.

Ÿ 지하공동 상부에 설치된 관측공의 수위변화 특성은 건설 후 유지하는 지

하수위는 달라도 공동굴착에 따른 수위변화는 조별로 유사한 형태를 보

여주었다. 이는 두 관측공간의 수리간섭현상으로 판단되며 투수성 단열대

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Ÿ 지하공동 굴착에 따른 하부지하수위 변화는 북측 경계면 쪽은 70～120m,

남측 및 동측경계면과 연결된 관측공은 10～15m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북동부 지역은 단열대에 충전된 지하수의 탈수현상이 우세하고, 남동부

지역은 수평절리, 풍화대 등에 의한 등다공성 매질 (equivalent porous

media)의 수리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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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하수위

변화폭(m)

최저 지하수위

(상부/하부 EL. m)
지하수 유동방향

U1G05, U1G17 120 95/30～80/5 N60W 북측외곽

U1G11, U1G08 80～100 70/-～40/- N10E 북측외곽

U1G08, U1G09 15 135/-～55/40 S45W 남측외곽

U1G06, U1G16 70 85/15～55/40
N10W 북측외곽(상부)

S10E 저장 공동(하부)

U1G02, P-3 10 25/-～38/- S40W 저장 공동

표 3.9 지하공동 건설 중 지상관측공의 수리간섭현상

U1-1 기지의 운영 중에 관측되는 지상관측공은 17개 공으로 이 중 7공은

단일 구간에 대해서, 나머지는 10공은 이중 관측공을 활용하여 상하부 구간

에 대한 수위가 지속적으로 계측되고 있다 (표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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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측공 굴착일
표고

(EL.m)

Level(EL.m) 연장

(m)
방향

최초수위

(EL.m)
안정수위

시점 종점

U-1-1

(17개소
27공)

WCT

상부

관측공

U1G01U 92/10 59.7 59.7 6 53.7 360/90 15 10

U1G02 92/10 71.2 71.2 10.2 61.0 360/90 35 20

U1G03U 92/11 52.8 52.8 11 41.8 360/90 7.8 5

U1G04U 92/10 170.6 170.6 10 160.6 360/90 165.1 100

U1G05U 92/11 149.7 149.7 93.1 56.6 360/90 145.3 80

U1G05L 92/11 149.7 26.2 11.2 138.5 360/90 145.6 25

U1G06U 92/09 94 94 53.4 42.0 75 84.3 50

U1G06L 92/09 94 25.2 12.5 84.4 75 55.6 5

U1G07 92/10 136.9 136.9 10.4 131.0 310/75 134.3 105

U1G09U 90/07 60.8 60.8 6.84 54.0 360/90 52.1 45

U1G10 92/11 181.4 181.3 8.3 173.0 360/90 155 105

U1G11 90/09 173.3 173.3 33.3 140.0 360/90 161.6 60

U1G14U 95/12 114.5 114.5 20.5 100.0 160/70 113.1 55

U1G15U 92/09 65.4 65.4 24.4 41.0 360/90 37.6 20

U1G16U 92/10 124.9 124.9 24.9 100.0 360/90 83.9 35

U1G17U 92/11 143.9 143.9 11.9 132.0 360/90 145 45

WCT

하부

관측공

U1G01L 92/10 59.7 -22.3 -32.3 92.0 360/90 1.8 -5

U1G03L 92/11 52.8 -13.2 -28.2 81.0 360/90 2.2 -5

U1G04L 92/10 170.6 -15 -29.9 200.5 360/90 164.6 55

U1G08 83/08 169.3 169.3 -60 229.3 360/90 154.3 27

U1G09L 90/07 60.8 -14.1 -29.2 90.0 360/90 49.2 10

U1G12 90/08 136.6 136.6 -3.7 145.2 005/75 87.3 70

U1G13 90/09 142.7 142.7 -12.3 155.0 000/90 86.7 70

U1G14L 95/12 114.5 -18 -40.6 165.0 160/70 -6.1 6

U1G15L 92/09 65.4 -2.6 -24.7 90.0 360/90 2.5 2

U1G16L 92/10 124.9 0 -30.1 155.0 360/90 58.5 10

U1G17L 92/11 143.9 -14.1 -31.1 175.0 360/90 144.7 -10

표 3.10 U1-1 기지 지상관측공 제원

U1-1 기지의 건설된 수벽터널을 기준으로 수벽터널의 상부구간과 하부구

간에서 수위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벽터널 상부에 위치한 관측공은

연중 강수량에 따라 지하수위의 변화가 관측되나, 일부 관측공에서는 1993년

이후 지하기지 건설에 따른 현저한 지하수위 강하가 관측되었으며, 수벽터널

의 상부에 위치하더라도 강우에 둔감한 관측공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18). 수벽터널 하부의 관측공에서는 U1G4L 관측공을 제외하고는 강

우량의 변화에 따라 상부 관측공에 비해 둔감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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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1 기지의 WCT 상부 관측공)

(U1-1기지의 WCT 하부 관측공)

그림 3.18 U1-1 지하공동 WCT 기준으로 구분한 지하수위 변화

U1-1 기지의 운영 중 관측공의 위치를 내부 관측공, 남쪽 외부 관측공,

북쪽 외부 관측공으로 구분지었으며 (그림 3.19) 이들의 운영 중 수위변화를

도시하였다 (그림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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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운영 중 관측공의 영역별 분류 (U1-1 기지)

U1-1 기지의 내부 관측공에서의 수위변화는 관측지점의 위치 및 지역적

수리지질의 영향으로 수위변화 양상이 좌우되어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쪽에 위치한 관측공과 북쪽에 위치한 관측공에서는 연중

강우량에 따른 현저한 수위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U1-1

기지의 남쪽영역에 존재하는 단층의 영향 및 지하기지의 운영에 따른 영향

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20). 따라서 지하기지 운영의 기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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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주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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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1 기지의 내부 관측공)

(U1-1 기지의 남쪽 외부 관측공)

(U1-1 기지의 북쪽 외부 관측공)

그림 3.20 운영 중 관측공의 지하수위 변화 (U1-1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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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G1U U1G3U

U1G4L U1G9U

U1G14L U1G15L

U1G17L

그림 3.21 운영 중 기준수위 이하 지하수위가 확인되는 관측공 (U1-1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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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장기지 수리안정성과 관련하여 기준수위 이하의 지하수위를 나타내

는 관측공을 도출하면 그림 3.21과 같다.

Ÿ U1G1, U1G9, U1G14, U1G15:

4개 공은 모두 공동 남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하부수위도 현재 EL 7～

8m로 유사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위가 건설 중 많은 변화를 겪

었으나, 지금은 안정된 수위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하공동의 영향으로 형

성된 수위로 생각되며, 주입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U1G01와 U1G15공은 건설 중 같은 변화주기를 보였으며, 변화폭도 크게 나

타났다. 이는 C1 공동의 누수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U1G9 관측

공은 상부수위가 지하공동 건설기간 안정수위 까지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후 공동의 그라우팅에 따라 수위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U1G14

관측공은 C1 서측 외곽에 위치하며, 이는 본 공동의 주 구조대인 NE계열

dyke를 관통하는 유일한 지상관측공이고, 관측표고도 낮은 공이다. 설치 후

상부수위는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건설 후 EL. 75m에서 안정된 수위를 보이

고 있으나, 하부수위는 EL -2m로 C1 공동의 그라우팅과 수반하여 수위상승

이 이루어졌으나, 상승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아 NE-dyke zone의 수리적 특

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Ÿ U1G03:

공동 북동단의 입구부에 위치하는 이 공은 주입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

로 건설 중에도 낮은 수위를 유지하였다. 건설 후 하한 기준수위에 가까웠으

나, 수직수벽공의 수위와도 유사하여 기밀성을 우려할 수위는 아니다. 하부

수위변화는 수벽공의 주입압과 관계가 있었으며, 계절적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e level의 상승은 그라우팅 후 공동내의 유입량 감소로 인하여

주입압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는 장기간 변화 없이 상부수위는

EL. 10m, 하부수위는 EL. 2.5m로 수리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하부수위의 변화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Ÿ U1G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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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 모두 지하공동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U1G04은 상부구간의

수위와 하부구간의 수위가 2002년 이후로 급격히 변화한 관측공이다. 상하부

구간이 비교적 강우에 양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하부수위의 경우 갈수

기에 지속적으로 기준수위에 도달하지 못하며, 연중 강우량의 변화에 따라

수 십 미터에 이르는 수위변화 양상이 관측되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U1G17은 지상관측공 중, 설치 후 지속적인 수위강하가 발생된 공으로 초기

EL. 140m에서 Bench-3 굴착 후 하부수위는 EL. 15m로, 현재 EL -7m을 유

지하고 있다. 관측공의 수위강하는 대부분 공동 굴착 시 일어났다. 상부수위

도 50여m 하강하였으나 지금은 EL. 80여m로 매우 안정적인 수위를 유지하

고 있다. 1995년 6월 추적자 시험결과에 의하면 본 관측공과 교차하는 단열

대는 규모가 작은 저류체로 해석되며, 공동 C6로 유입현상은 인지되지 않았

다. 이는 빠른 수위변화특성과도 일치는 것 같다. 따라서 이 공의 수위강하

는 공동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유동체계 변화 때문에 지하수 공급의 불균형으

로 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이 공은 주변지역의 지하수위변

화를 대변하기보다는 공동 건설에 따른 지하수유동로의 변화로 발생되는 국

지적인 수위변화로 사료된다. 수리안정성평가(1996. 9)시 하한수위인 EL 0m

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EL. 5m이하로 수위가 강하되면 수위상승

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다.

표 3.11은 여수기지 원유 U1-1 공동의 지상관측공의 현재 수위변화 특성

을 요약하였다.

항목 여수지사

기준수위 (미달) U1G01U, U1G4L, U1G14L

강수량 반응 (양호)
U1G02, U1G4LU, U1G5L, U1G10, U1G11, U1G14U,

U1G15U, U1G16UL, U1G17U

수위변화 (미미)
U1G1LU, U1G3LU, U1G5U, U1G6LU, U1G7, U1G8,

U1G9LU, U1G12, U1G13, U1G14L, U1G15L

표 3.11 U1-1 지상관측공 변화 특성:

3.5.1.2 주입수압 및 주입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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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장기지의 수벽시설은 수리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하공동 상부

30m 지점 (EL. 0m)에 설치되었으며, 건설 중에는 지하공동의 수위강하 방지

가 주목적이며, 운영 중에는 수리안정성의 유지와 인접시설과의 수리간섭현

상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설 중에는 수벽공의 각 공의 주입량과 주입압이 계측되고 관리되지만

기지 운영 중에는 접근이 불가하며, 담수터널과 수벽터널을 주입수로 채우고

적정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벽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하공동외의

수벽공도 독립적으로 주입량이 계측되고 있다. 운영 중에는 수벽공의 전체적

인 주입량과 주입압의 변화만이 관측되고 있으며, 구역별 주입상태나 주입압

분포는 터널충수전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안정성을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 후 최종으로 수행되는 수리안정성평가 당시의 수벽시설

자료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주변 환경이나 조건 변화에 대한 추가자료

도출방안이 본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건설 후(1996. 9)의 수평수벽공의 주입압 분포와 주입량에 대한 자료를 요약

하였다.

U1-1 지하공동 건설 시 수벽공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다.

Ÿ 수벽공의 주입량이 공동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량 보다 약 200m3/day 이상

많이 주입되었으며, 다량 주입공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Ÿ U-1-1 기지에서 과다로 주입되고 있는 수벽공은 해안가와 남측저지대

부근으로서 지형적으로 EL.100m이하의 지역에 분포하며 공동의 주누수대

도 동일한 지역으로서 주로 C1, C2, C3에서 유입량이 집중되었다.

Ÿ 과다주입공의 대부분은 공동의 주 누수대 상부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공동 남측과 동측 지역에서 수벽공 주입수가 공동외곽으로 배출되는 경

우를 배제할 수 없다.

Ÿ 건설 중의 수벽공 주입은 배관에 따른 수두손실을 감안하여 EL.35m에서

이루어졌으며, 1996년 5월에 수평수벽공의 압력은 0.5～2.8kg/cm2로 유지

되고 있었다.

Ÿ 주입되는 수벽공 중 주입압이 기준수압인 2.0kg/cm2이하로 기록되는 수

벽공의 분포는 동측 해안가와 남측 저지대쪽으로 분포되었으며 이는 지

형도상의 EL 100m이하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그림 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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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수리안정성과 관련하여 ‘96년 5월 주입압이 1.0kg/cm2이하인 구역은 3개

지역에서 발생되었다.

- C5의 WTB-11 동서구역, C2의 WTB-1 동측구역, C1의 WTB-2 서측

구역 등

상기 3개 지역의 낮은 지하수압 분포는 공동으로 누수되는 지하수의 손

실과 함께 투수성 단열대를 따라 공동외곽으로 배출에 의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Ÿ 주입압이 낮게 나타나는 지역 중 해안가에 위치한 C2, C3, C5의 동측부

분은 해수침투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제시되었다.

Ÿ 초기지하수압이 저 압력지대와 함께 다량 주입지역, 수벽공의 저 주입압

력지역이 수리안정성 문제지역의 주요한 인자가 되었다.

Ÿ 다량 주입공의 조치사항으로 다량 수벽공의 grouting 후 나타난 수리학적

변화는 수벽공 주입량의 약 260m3/day 감소와 함께 공동 내 누수량이 약

105m3/day 감소되었다. 또한 다량 누수지역의 주입압 분포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벽공 grouting과 관련하여 인근 수벽공간 간섭현상이

감소되는 지역도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하공동 운영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상기 건설 중의 수벽공의 수리특성은 지하기지 운영 중에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연도별 주입량은 표 3.12에 제시하였고, 주입량의 변화는 건설 중은

그림 3.23에, 운영 중은 그림 3.24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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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U1-1

담수터널 수벽터널
갱외수벽공 합계

T101 T123 T101 T123

01 1.0 0.0 131.8 338.4 244.0 715.2

02 1.2 1.1 174.0 339.8 801.0 1317.1

03 4.1 52.7 143.9 293.9 931.5 1426.1

04 4.2 8.3 155.6 374.4 1148.6 1691.1

05 3.6 42.3 162.9 344.8 285.3 838.9

06 4.4 86.0 167.0 299.3 110.6 667.3

07 2.9 40.6 167.2 334.7 107.6 653

08 7.1 77.9 177.8 241.5 114.3 618.6

표 3.12 U1-1 기지의 연도별 주입량 현황 (m3/day)

그림 3.22 U1-1 지하공동에서 수벽공 주입압이 2kg/cm2이하인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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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U1-1 기지의 건설 중 주입수량 및 유출수량

그림 3.24 U1-1 기지의 운영 중 주입수량 및 유출수량

지하공동 건설 중 수평수벽공의 총 주입량은 820～860m3/day이며, 1996년

5월에 총 259개 중에서 주로 96개 수벽공에서 주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 중 공당 10m3/day이상 주입되는 공은 30개 공이었다. 과다 주입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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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공은 주입압이 2kg/cm2이하로 유지되며, 주입이 없을 시의 지하수압은

0kg/cm2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에 속한다. 10m3/day이상으로 주입되는 수벽공

의 대부분이 C1과 C2의 과다누수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설 중

grouting이 실시되었으나, 주입량의 변화가 없는 것은 공동과 연결되지 않는

유동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설 후 안정성 평가시 (1996.5)

과다 주입공으로 주입되는 양은 약 440m3/day로 전체 주입수량의 50%이상

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과다주입 수벽공의 수리전도도는 10-7m/sec 이상

인 지역에 집중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공동 굴착 후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개 다량 주입공에 대한 추적자시

험이 시행되었으며, WC#36과 C1 사이의 단열대의 연결성이 확인되었다. 다

량 주입공 중 주입공 폐쇄가 거론되고 있는 9개 수벽공에 대한 자료가 분석

결과 다량 주입 단열대는 투수성 단열대 중 C1과 C2를 관통하는 3개의 단열

대로 확인되었다 (WTB-2와 WTB-3 사이의 NE와 NW 단열대, C1 동단의

NS계 단열대).

3.5.1.3 유출수 (삼출수)

터널 및 공동 굴착공정에 따른 공동 내 지하수 유출량 변화는 앞서 그림

3.20에 주입수량과 함께 도시되었었다. 공사용터널(construction tunnel)의 유

출량은 건설초기보다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grouting 효과로

사료된다. Gallery굴착 후 공사용터널의 유출량은 감소되었으나, BenchⅡ 굴

착과 함께 약간 증가한 상태인 약 100m3/day로 1996년 9월까지 유지되었다.

공동 내 지하수 유출량은 BenchⅡ 굴착 전후로 유입량 변화 양상이 상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Gallery와 BenchⅡ 굴착 시는 약 200m3/day로 누수 되지

만 BenchⅡ굴착 후부터는 300～400m3/day로 점진적으로 유출량이 증가하였

다. 유출량이 급격히 증가되는 1994년4월 ～ 1994년10월 및 1995년4월은

Gallery 및 BenchⅢ 굴착이 완료되는 시점과 일치하며 이는 유입량의 집계

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1996년 5월 지하공동으로 누수되는 양은

총 650 m3/day로 집계되었다.

지하공동의 누수되는 지하수량은 굴착된 전체 지하공간에 비하여 단위면

적당 적은 양이나 일부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이며, C3 공동의 유입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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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C2의 grouting 후 누수대의 유동경로(pathway) 변동에 의한 것으로 해

석되었다.

수벽공 주입수량은 초기 수벽공 충수 시 400m3/day이 주입되었으며, 이는

공사용터널과 수벽공 터널굴착 시 탈수된 지하수량과 수벽공 주입수량으로

사료되며, BenchⅡ 굴착 시 추가수벽공 설치로 약 100m3/day이 증가되었

다. BenchⅡ와 Ⅲ 굴착 시 부터 주입량과 유입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에 있으며, 공동굴착 완료단계인 1995년 10월에 주입량과 누수량이

100m3/day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C1 과 C2의 동측구간 굴착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BenchⅢ 굴착 때부터 주입량의 증가 추세는 공동 내

누수량의 증가 추세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U1-1 기지의 운영 중 지하공동 유출수의 연도별 현황은 표 3.13과 그림

3.24(주입수량과 함께 도시되었음)에 도시되었다. 운영 중의 주입수와 유출수

의 분석은 향후 연구수행 후 부지의 지질특성이 보다 상세하게 분석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보다 정밀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년도
1공구

T101 T102 T103 합계

2001 359.4 251.1 163.6 774.1

02 315.3 241.6 181.8 738.7

03 301.0 231.7 173.8 706.4

04 283.9 236.8 161.4 682.0

05 293.6 230.4 152.5 676.4

06 310.8 209.8 144.8 665.4

07 239.8 216.9 160.1 616.9

08 274.1 233.0 169.1 676.2

표 3.13 U1-1 기지의 연도별 유출수량 현황 (m3/day)

3.5.2 U1-2 기지

U1-2 기지의 수리특성의 진화는 U1 지하기지건설공사 건설지(1999.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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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안정성분석보고서(한국석유공사, 2008) 자료에서 요약하였다.

3.5.2.1 지하수위 및 지하수압

U1-2 기지의 건설 중 지상관측공은 9개의 단일 관측공과 10개의 이중관

측공(double completion)으로 구성되었다. 운영 중인 현재는 8개의 단일공과

10개의 이중관측공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U1-3 기지 건설동안 U1-2의

지하수위는 정밀하게 분석되었다. 현재 U1-3의 운영 시까지 추가기지 건설

에 따른 두 시설 간에 지하수간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간 중에 나타나는 지상관측공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Ÿ 강우에 민감한 공: U1G20, U1G30와 U1G34U, U1G26U, U1G19U,

U1G31U, U1G32U

Ÿ 강우에 완만한 반응 공: U1G29, U1G18, U1G27, U1G28, U1G36U, U1G24

Ÿ 강우와 무관한 공: U1G33U, U1G34U

Ÿ 이중관측공의 하부수위 중 수벽공 주입압과 수벽터널 충수압보다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공들은 U1G34L, U1G26L, U1G25L이였다.

Ÿ U1G21L과 U1G31L은 일정하게 안정추세를 보였으며, U1G33L은 수벽터

널 충수압과 근접한 수위를 유지하였다.

Ÿ U1G19L은 강우의 영향을 받아 변화폭이 크게 변하였으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수벽터널 충수압과 근접한 수위를 유지하였다.

Ÿ U1G32L은 해안저지대에 위치하며, 수벽공 주입압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벽터널 충수가 이루어진 1998년 1월 이후 EL 25m에서 안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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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2 기지의 WCT 상부 관측공)

(U1-2 기지의 WCT 하부 관측공)

그림 3.25 U1-2 지하공동 WCT 기준으로 구분한 지하수위 변화

U1-2 기지가 운영되는 기간 중 지하공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설된

수벽터널 (Water Curtain Tunnel)을 기준으로 수벽터널의 상부 구간과 하부

구간에서 수위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벽터널 상부 관측공은 연중 강

수량에 따라 지하수위의 변화가 관측되나, 수벽터널의 하부 관측공에서는 강

우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으며 여수기지의 운영에 따라 지

하수위가 현저히 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U1-2 기지 주변에 위치한

관측공의 지하수위는 U1-1 기지에 비해 연중 강우량 변화에 영향을 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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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25).

U1-2 기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기지 내부에 굴착된 관측공, 북쪽에 위치한

관측공 및 남쪽에 위치한 관측공(그림 3.26)의 운영 중 수위 변화를 도시하

여 보았다 (그림 3.27).

그림 3.26 운영 중 관측공의 영역별 분류 (U1-2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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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2 기지의 내부 관측공)

(U1-2 기지의 남쪽 외부 관측공)

(U1-2 기지의 북쪽 외부 관측공)

그림 3.27 운영 중 관측공의 지하수위 변화 (U1-2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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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2 기지의 내부 관측공에서의 수위변화는 관측지점의 위치 및 지역적

수리지질의 영향으로 수위변화 양상이 좌우되어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남쪽에 위치한 관측공과 북쪽에 위치한 관측공에서 연중 강우

량에 따른 수위변화 양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U1-2 외곽에 위

치한 시추공에서 강수의 영향에 따라 지하수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U1

기지의 운영에 따라 지하수위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시한다

(그림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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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G19U U1G19L

U1G32U U1G32L

U1G36L

그림 3.28 운영 중 기준수위 이하 지하수위가 확인되는 관측공 (U1-2 기지)

U1-2기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가 계측되는 관측공은 5개 공으로 나

타나며 (그림 3.28), 이들 관측공의 진화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Ÿ U1G19:

U1G19 관층공은 T-201 공동 상부에 위치하는 이공의 상부수위는 연중

EL. 90～100m의 범위를 갖고 10m의 폭으로 변화하였다. 반면 하부수위는

EL. 30～100m의 범위를 갖고 70m의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준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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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 수위값을 나타내기도 한다. 특이한 점은 이 공은 연중 강우량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하공동의 운영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

으며, 하부수위의 경우 운영압의 변화 및 상부 구간의 수위에 영향을 받아

특이한 수위변화 양상이 관측되는 공이다.

Ÿ U1G32:

U1G32 관측공은 U1-2 기지에서 동쪽으로 70m 이격된 곳에 굴착되어 있

으며, 상부구간의 지하수위는 관측공 굴착초기 30m의 폭을 갖고 변화했으나,

현재에는 10m의 폭으로 안정화 되어 있다. 하부구간의 지하수위도 마찬가지

로 관측초기 30m의 폭을 갖고 변화했으나 현재에는 10m의 폭으로 안정된

양상을 보여준다. 상하부구간 모두 연중 강우량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

이고 있으며, 특히 하부구간의 경우 1995년에서 1998년까지 갈수기에 기준수

위 이하의 지하수위를 보여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Ÿ U1G36:

C6 공동 서측 막장에서 북측으로 약 30m 이격된 곳에 위치하며, 건설 중

상부수위는 EL 120～125m을 유지하며 강우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았다. 하

부수위는 96년 10월초 EL -6～-7m을 유지하였으나, 1997년 8월 수벽공

packer 제거에 따른 영향으로 EL-15.5m까지 하강된 후, 수벽터널 충수작업

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8년 8월에 EL-2.5m을 유지하였다. 지난 8년동안

하부 지하수위는 EL 0.9～6.7m로 계측되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수벽터널 수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항목 여수지사

기준수위 (미달) U1G19L

강수량 반응 (양호)
U1G18, U1G19U, U1G20, U1G26U, U1G27, U1G30,

U1G31LU, U1G32LU, U1G36U

수위변화 (미미)

U1G21LU, U1G22, U1G23, U1G24, U1G25LU,

U1G26L, U1G29, U1G33LU, U1G34LU, U1G25LU,

U1G26L

표 3.14 U1-2 지상관측공 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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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주입수

U1-2기지에서 수벽공의 주입수에 대한 자료는 단위공동 별로 담수터널,

수벽터널, 갱외수벽공으로 나누어 계측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의 주입현황

은 표 3.15와 그림 3.29에 제시하였다. 주입현황 중 특이사항은 T201 공동의

담수터널 주입량이 200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년도
담수터널 수벽터널

갱외수벽공 합계
T201 T202 T201 T202

2001 54.2 4.0 0.0 0.0 142.9 201.1

02 54.0 3.9 0.0 0.0 319.1 377

03 58.7 3.8 2.8 0.0 73.6 138.9

04 50.7 3.9 48.5 0.3 20.1 123.5

05 43.1 3.1 51.6 0.0 8.5 106.3

06 40.0 3.7 42.6 0.2 2.5 89

07 32.5 3.5 50.0 0.4 3.2 89.6

08 22.4 3.4 37.1 0.4 3.2 66.5

표 3.15 U1-2 기지의 연도별 주입현황 (m3/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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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U1-2기지의 주입수량 및 유출수량

1996년 10월 1차 준공 시 T-201 main지역 수평수벽공의 주입량은 약

40m3/day이었으며, T-202지역 WTB-6은 소량 주입되었고, 수직수벽공은 약

35m3/day 주입되었다 표3.16. 또한 공사용터널 충수시험 시에 나타나는 수평

수벽터널의 주입량은 표 3.17에 제시하였다.

Main 터널 명 Branch 터널명 주입량 (m3/day)

T-201

WTM

WTB-1

WTB-2

WTB-3

WTB-4

11.9

14.6

0.1

0.1

0.1

T-202

WTB-5

WTB-6

WTB-7

7.4

0.2

13.9

표 3.16 U1-2 1차 준공시 수평수벽공 주입량 (199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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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벽공 주입압

(Bar)

공사용터널

충수위(EL m)
T-201 T-202 계

2.4

0 (1차 준공 시) 50 - 50

-25 40 ～ 50 - 40 ～ 50

0 40 ～ 50 - 40 ～ 50

7～10 40 ～ 50 - 40 ～ 50

1.5
0 40 ～ 50 - 40 ～ 50

5 40 ～ 50 - 40 ～ 50

표 3.17 충수시험 시 U1-2 수벽공 주입압력별 주입량 (m3/day)

3.5.2.3 유출수

U1-2기지의 지하공동으로의 유출수량은 연도별로 표 3.18에 제시하였고,

그림 3.26에 도시하였다. 유출수의 변화는 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지

만 평균치의 baseline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계측되고 있다.

기본 자료로 지하공동 충수시험 시(1996.10)에 도출되었던 수벽공 주입압

력에 따른 공동 유출수량을 표 3.19에 제시하였다.

년도
U1-2

T201 T202 합계

2001 106.5 23.8 130.3

02 109.3 35.3 144.5

03 106.9 37.3 144.3

04 118.6 37.7 156.3

05 117.3 54.9 172.2

06 114.7 27.7 142.4

07 109.2 64.1 173.3

08 73.2 54.2 127.4

표 3.18 U1-2 기지의 연도별 유출수량 현황 (m3/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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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벽공 주입압

(Bar)

공사용 터널

충수위(EL m)
T-201 T-202 계

2.4 미충수 (준공 시) 26 27 53

-25 ～ -20 35 25 60

-2 ～ 0 130 30 160

7 ～ 10 130 30 160

1.5

-4 ～ -7 130 30 160

0 130 30 160

5 130 30 160

표 3.19 충수시험 시 U1-2 수벽공 주입압력별 유출수량 (m3/day)

3.5.3 U1-3 기지

U1-3 기지의 수리현황은 현재 운영 중의 자료가 미흡하여, 기밀성평가보

고서 (2007. 12)에서 수리특성을 발췌하여 건설 후 당시의 자료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에 대한 운영 중의 변화된 특성분석은 수리현황자료가

계속하여 축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수행 시에도 지속될 것이다. U1-3

기지 지하공동의 지하수압 분포특성은 주입수와 함께 설명을 하였고 지하수

위 항목에서는 지상관측공에서 계측되는 지하수위에 대하여만 기술하였다.

또한 유출수와 관련하여서는 공사용터널 충수 시 지하공동으로 예상 외로

많은 량의 지하수가 유출(유입)된 특성이 있었다.

3.5.3.1 지하수위

U1-3 기지의 지하공동 굴착 시 발생되는 지상관측공의 수위변화는 U1-2

지역, F1-1 구조대지역, 공동 상부지역, F1-3 구조대지역으로 구분하여 검토

되었다.

기존 U1-2 기지의 지상관측공 (U1G35, U1G25, U1G36, U1G33)에서 계측

된 상부 지하수위는 EL. 70～160m의 범위를 나타냈다. 이러한 U1-2 기지의

높은 상부 지하수위는 공사기간 중인 1996년에서 1998년에 계측된 수위와

차이가 별로 없었다. 하부 지하수위는 U1G25의 경우 60m, U1G33공은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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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U1G36공은 0 m 로 매우 낮은 지하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지하수함양량, 공동유출량과 수벽공 주입량이 정류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1-1 구조대의 지하수위는 U1G35(L), U1G43(L), U1G47(L)의 수위로 해

석하였다. 상부 지하수위 변화는 EL. 70～200m의 넓은 폭으로 나타나며, 계

측구간에 따른 지하수위는 EL. 40～195m 심도에서 190m, EL. 7～145m 구

간은 120m, EL. -5～45m 구간은 70m의 수위를 나타냈다. U1G47공의 계측

구간은 EL. 36～170m이나 지하수위는 다소 낮은 70m로 계측되었다. 이중관

측공 설치 후 계측되는 하부 지하수위 특성은 관측되는 수리저류체가 상대

적으로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F1-1구조대의 수위를 부분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U1G43(L), U1G47(L) 수위는 F1-1 구조대의 수위를 반영

하나, 모두 수직수벽공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며, U1G43(L)공이 보다

대표적인 F1-1의 수위로 사료된다. U1G35(L)의 수위는 다른 두공보다 다소

높은 수위를 유지하였다.

U1-2 기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관측공 수위변화 (2002.10.14)에 의

하면, F1-1 구조대지역의 상부 지하수대는 U1-2 기지의 지하수함양지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자료가 도출되었다

F1-3 구조대와 인접한 지상관측공에 의한 상부 지하수위는 EL. 70～170m

범위를 보이며, 하부 지하수위는 상부 지하수위로부터 고지대에서는 40m, 저

지대는 0～20m의 하부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하부의 지하수위 분포는

인위적인 교란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하수분포특성으로 해석되며, F1-1 구조

대 주변과는 달리 지표에서 지하로 지하수가 함양되는 특성으로 해석된다.

건설 중인 지하공동 상부에 위치하는 관측공들은, U1G40, 42, 44, 46(U),

강수에 의하여 큰 변화를 나타냈다. 지하공동 건설 후 수위가 초기수위와는

10 ∼20m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계절에 따른 수위의 차가 25∼50m 되는

것을 고려 할 때 공동 굴착과 관련하여 해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굴착공사와 관련하여 뚜렷한 수위변화를 보이는 공은 F1-3 구조대 지역

의 U1G46(L), U1G45(U, L), U1G48(U, L)로 나타난다.

F1-3 구조대 지역의 인근에 위치한 U1G45과 U1G48공은 유사한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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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벽공 터널굴착 시 관찰되었던 저경사 절리

와 수리적으로 연결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하수위 강하 폭의 차이는

있으나 상/〮하부 모두 굴착과 관련하여 수위강하를 보인다. 이들 공은 지상관

측공중에서 유일하게 단계별 굴착공사에 따른 뚜렷한 수위변화를 반영하는

공으로 수위강하의 폭은 초기 수벽터널 굴착 시 가장 큰 폭의 강하율을 나

타내고 Gallery 굴착 시는 추가적인 소폭의 수위강하를 나타낸다. 그러나

Bench 공사 중에는 일시적인 강하는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수벽공의 주입

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U1G52(L)공도 단계별 굴착에 따른

소폭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수리적 연결성차이에 의하여 소폭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U1-3 기지가 운영되는 기간 중 지하공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설된

수벽터널 (Water Curtain Tunnel)을 기준으로 수벽터널의 상부 구간과 하부

구간에서 수위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벽터널 상부 관측공은 연중 강

수량의 변화에 따라 현저한 지하수위의 변화가 관측되나, 수벽터널의 하부

관측공에서는 몇 개의 관측공을 제외하고는 강우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가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며, U1-3 기지의 운영에 따라 지하수위가 지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0). 특히, U1-3기지의 북쪽에 위치한

U1G45U, U1G48, U1G55L 관측공은 수벽터널 하부 관측공임에도 불구하고

강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수벽터널의 운영에 의한 영향보다는

국지적인 지하수위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이한 점은 수

벽터널 상부의 지하수위는 시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수지역의 연간 강우량이 2002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과 유

사하다.



- 120 -

(U1-3 기지의 WCT 상부 관측공)

(U1-3 기지의 WCT 하부 관측공)

그림 3.30 U1-3 지하공동 WCT 기준으로 구분한 지하수위 변화

U1-3 기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기지 내부에 굴착된 관측공, 북쪽에 위치한

관측공 및 남쪽에 위치한 관측공(그림 3.31)의 운영 중 수위 변화를 도시하

여 보았다 (그림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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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3 기지의 내부 관측공에서의 수위변화는 다른 기지와는 달리 강우의

영향에 민감하게 지하수위가 변하고 있었다. 또한, 남쪽에 위치한 관측공에

비해 북쪽에 위치한 관측공에서 연중 강우량에 따른 수위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U1-3 기지의 남쪽에 위치한 U1-2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 전체적으로 U1-3 주변의 관측공은 국지적인 연중 강우량에 의해 수

위가 변하기보다는 주변에 존재하는 구조대 혹은 U1 기지의 운영에 따라 지

하수위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1 운영 중 관측공의 영역별 분류 (U1-3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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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3 기지의 내부 관측공)

(U1-3 기지의 남쪽 외부 관측공)

(U1-3 기지의 북쪽 외부 관측공)

그림 3.32 운영 중 관측공의 지하수위 변화 (U1-2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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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G43L) (U1G44)

(U1G45L) (U1G45U)

(U1G46L) (U1G47L)

U1-3 기지 운영 중 2002년 이후로 기준수위 이하의 지하수위가 관측되는

관측공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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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G48L) (U1G48U)

(U1G55L)

그림 3.33 운영 중 기준수위 이하 지하수위가 확인되는 관측공 (U1-3 기지)

Ÿ U1G43:

U1G43의 수위는 이중관측공 설치 후 하부수위가 EL. 13m을 기록하였으

며 상부수위는 EL. 130m로 상승하였다. 이는 기본설계 조사 시 계측된 평균

EL. 31m의 수위와 큰 특성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부 수위는 설치 후 거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부 수위는 PT의 수직수벽공 설치 전까지는

EL -1.0～2.0m에서 유지 하여 왔으나, 설치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

9월까지 EL. 8.04m을 유지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C4 공동지역의 누수에

의해 PT 지역 수벽공 주입수가 C4 누수구간으로 유입, 상대적으로 F1-1 구

조선 지역으로의 충수량이 적어 하부수위가 EL 1.79m까지 하강하였다. C-3,

C-4 지역의 다량 누수가 발생할 때에는 PT 지역의 수벽공 주입수 변화와

함께 본 관측공의 수위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2006년 5월 PT 지역에

서 수위상승 대책으로 2개의 추가수벽공을 설치하였다. 설치결과 하부수위는

EL 2.8m에서 EL 11.19m 까지 상승하였으며 최대 EL 11.42m을 유지하여 기

준수위 이상을 유지하였다. 현재에도 평균수위가 EL 12.9m을 유지하고 있다.



- 125 -

Ÿ U1G44:

U1G44공은 C-1과 C-2 공동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수위는 연중

강우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변에 위치한 (U1-3 기지의

북쪽) U1G45, U1G48, U1G46의 지하수위 변화와 유사하게 관측이 시작된

200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기

준수위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주의하여 관측해야 한다.

Ÿ U1G45:

U1G45공은 C-1 공동에 발달된 저경사 절리대와 BWT-3 수직수벽공이

연결되면서 수직수벽공 주입압과 주입량에 의해 수위변화가 심하게 영향을

받는 관측공이다. 상부 수위는 강우량의 영향에 의해 수위변화가 심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 EL 20m 아래에 위치하였다. 하부 수위는 건

설 공정에 따라 심한 변화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수위가 계측되었던 시기는

다음과 같다.

- C1-1 B2 입구바닥에서 G/T 천공작업 시 함수 저경사 절리를 통한 누

수로 2004년 2월17일 EL. 9.3m까지 수위가 하강되었다.

- C1 지역의 Bench-3 굴착이 시작 되면서 투수성 저경사 절리의 노출로

인하여 수위가 2005년 2월 최대 EL 5.34m 까지 하강하였다.

- 굴착이 종료되고 2006년 7월에는 MWT-1 지역에 장기수리시험의 영향

으로 인해 본 관측공의 하부수위는 최대 EL-2.3m 까지 하강하였으나 수리

시험이 종료되는 7월 30일 EL 6.7m 까지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본 관측공의 지하수위가 대체로 지형을 따라 형성, 유지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산지에서 공급되는 지하수는 본 관측공의 수위

를 유지 시키는 또 하나의 공급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

다. 본 공의 현재 하부 지하수위는 EL 6.9m로 계측되고 있다.

Ÿ U1G46

U1G46공은 C1-1 공동 북동쪽에 위치하며 U1-3기지 공사 중 EL -60m

까지 53m를 추가 굴진한 관측공이다. 상부 수위는 BWT-1 지역에 추가수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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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HW-8-3공 1개 공을 설치한 후 약 20m 정도 상승하였다. 상부 수위는

지하공동 굴착의 영향은 받지 않으나 강우량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변화의

폭이 30～40m로 다소 지체되는 반응을 나타낸다. 하부수위는 D/C 설치 후

지속적으로 강하하는 특성을 보였으나, BWT-1에서 관측공 주변으로 경사

수벽공을 설치한 후(2002년 6월) 수위는 EL. 19.11m～22.68m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다. 이 관측공도 U1G45, 48공과 같이 지하공동의 투수성 저경사 절

리에 의한 다량 누수가 발생할 때 영향을 받고 있었다. 본 관측공은 대체적

으로 C1및 C2 지역의 Bench-3 굴착이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N15°E 방향

의 투수성 저경사 절리에 의한 BWT-3의 수직수벽공 주입수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 7월 MWT-1 지역에서 장기수리시

험을 시행한 결과 시험 시 수벽공 주입량의 변화에 의해 약 2～3m 정도의

수위반응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평균 수위는 EL 8.5m를 유지

하고 있다.

Ÿ U1G48:

U1G48공은 실시설계 시 수직으로 설치된 양수시험용 착정공으로 하부구

간이 U1G45공과 인접하여 있어 수위변화 요인이 동일하다. U1G45 공과 함

께 C-1 공동에 발달된 함수 저경사 절리대와 BWT-3 수직수벽공이 연결되

면서 수직수벽공 주입압과 주입량에 의해 수위변화가 심한 공이다. 상부 수

위는 강우량의 영향에 민감하며, 갈수기의 영향으로 하강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 EL 20.13m를 유지하고 있다. 하부 수위는 U1G45공과 마찬가지로 투

수성 저경사 절리에 의한 지하공동 누수영향을 받고 있으며 BWT-3의 수직

수벽공의 주입수량에 따라 수위변화가 발생하는 관측공으로 C1 및 C2 지역

의 계속적인 굴착으로 인해 수위의 등락이 많이 발생하였다. 2005년 2월 15

일 최대 EL 5.7m 까지 하강하였다. 2006년7월 MWT-1 지역의 장기수리시

험으로 인해 본 관측공 역시 U1G45공과 마찬가지로 하부 수위가 수위변화

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최저 EL -2.3m 까지 하강하였다. 본 관측공의 하부수

위는 BWT-3 지역의 수벽공 VW-40공의 주입배관을 교체한 후 정상적인

수위(상부: EL 20.13m 하부: EL 7.78m)를 회복 하였다. 현재 평균수위는 EL

7.4m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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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U1G55 :

U1G55 관측공은 U1-3 기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중 강우량의 변

화에 민감하게 지하수위가 반응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하부 구간의 수위가

주변에 위치한 관측공 (U1G46, U1G48, U1G45)의 장기적인 지하수위 변화와

는 다르게 시간에 따라 수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그 연중 변동 폭도 관측초

기 30m에서 현재에는 50m에 이르고 있다. 기준수위를 상회하는 지하수위가

관측되나 2008년에 들어 갈수기의 지하수위 강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관측공으로써의 활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항목 여수기지 (U1-3)

기준수위 (미달) U1G44, U1G45U, U1G46L, U1G48U

강수량 반응 (양호)
U1G40, U1G42, U1G44, U1G45U, U1G46U, U1G48U,

U1G55LU

수위변화 (미미)

U1G41LU, U1G43LU, U1G45L, U1G46L, U1G47LU,

U1G48L, U1G49, U1G51LU, U1G52LU, U1G54LU,

U1G56LU

표 3.20 U1-3 기지 지상관측공 변화특성

3.5.3.2 수벽공 압력분포와 주입수량

U1-3 기지 지하공동에 설치된 수벽공은 일차적으로 315개 공이 설치되었

으며, 추가로 2004년에 PT 지역의 수벽공 2개공, 용량증설 구간에 수평 14개

공, MWT-2 장기수리시험 결과에 의해 12개의 추가수벽공이 설치되었다.

지하공동 C1～C6 상부의 수평수벽공 총 218개의 초기압 분포는 대체적으

로 F1-3 구조대와 인접한 공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8 kg/cm2이상의 수

압을 나타낸다. 반면 F1-1 구조대와 인접한 영역의 수평수벽공은 초기압이

0 ～ 3 kg/cm2로 낮은 분포를 보인다 (그림 3.34). 자연적인 높은 지형의 특

성을 반영하고 있는 지하공동의 굴착 전 최고수위는 C3-2B3W 지역에서 EL

160m 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BWT-6 막장 부근과 C4-1B3W 막장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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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굴착 전 EL 140～150m의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Bench-3 굴착이 완료된 후, C3 공동지역의 지하수위는 약 EL 20m 선으

로 하강하였다. 이 지역하부에서는 Bench-3 굴착이 완료 될 때까지 특별한

누수현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투수성 저경사 절리의 발달로 C4-1E 지역

굴착 시 다량누수에 의한 수위하강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BWT-6 와

C4-1 막장지역도 EL 10～20m 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Bench-3 굴착이 완료

된 이후 가장 많은 압력하강현상을 나타내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C1 지역과

C2-1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저수위는 EL -30m 이하 까지도 분포하고 있으

며 이는 N15E 방향의 투수성 저경사 절리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

평수벽공의 압력변화로 분석된 지하수위변화는 공동굴착으로 인하여 나타난

약 20～140m 정도 수위가 하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C1-1,

C1-2, C2-1, C4-1, C6-2 지역에서는 EL. 0 m 이하로 하강하였다.

건설 후 기밀성평가 시(2007.12), 본 시설의 수벽공 주입수량은 설계주입

수량보다 4배 정도 많은 약 540m3/day가 주입되고 있었다 (표 3.21). 수벽공

의 주입량은 지하수압(주입압) 분포와 관계되며, 수리안정성과 관련된 특성

은 주로 건설 후 발생되는 낮은 지하수압 분포지역과 다량 주입이 발생되는

지역들이다. Pipe Tunnel의 수직수벽공 자료는 U1-2와의 수리간섭현상과

F1-1 구조대의 수리특성 파악에 활용되며, WTB-3, 6, 9의 수직수벽공 자료

는 U1-3 북부경계지역의 수리적 변화와 F1-3 구조대의 수리특성을 파악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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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지하공동 굴착 전 초기압이 높은 수평수벽공의 분포도

MWT-1 지역의 BWT-1, 2, 3, 4, 5, 6 에 설치되어 있는 140개 수평 및

수직 수벽공이 설치되었다. MWT-2 지역의 수벽시설은 BWT-7의 14공,

BWT-8에서 14공, BWT-10에서 수평공 28공과 경사공 5개공, BWT-11에서

27공, BWT-12에서 13공이 2003년10월중에 완료되었으며, 이후 BWT-9의

수평수벽공 7개공, BWT-12지역에 7개의 수평수벽공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또한 MWT-2 지역의 장기수리시험 결과에 따라 2004년 11월 12개의 추가

수벽공을 설치하였다. 이 지역은 C3-2B3E의 다량 누수로 인해 PT 수벽공의

주입량이 다량으로 증가하면서 MWT-2 지역으로 유입되는 공급수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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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MWT-2 지역 전체 수벽공의 주입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5년

4월말 추가배관을 설치하여 MWT-2 지역의 주입량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표 3.21 수벽공 주입수량 현황 (2007.11)

수벽공 종류 설계주입수량 주입수량
(2006. 11)

비 고

수직수벽공 50 m3/day 339.8m3/day △361.2m3/day

수평 수벽공 80m3/day 198.7m3/day △134.0m3/day

계 130m3/day 538.5m3/day △495.2m3/day

현재 주입수량은 유출수량과 함께 그림 3.35에 제시하였다.

그림 3.35 U1-3 기지의 주입수량 및 유출수량

3.5.3.3 유출수

U1-3 기지의 지하공동으로 지하수 유출수(유입량)는 표 3.22에 제시하였

고, 그림 3.35에 주입수량과 함께 도시하였다. 지하수의 유입량은 Bench-3

굴 후보다 충수시험 시 많은 량으로 증가하였다. 지하수 유입량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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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사용터널에 추가적인 그라우팅(grouting)을 실시하였으나, 기대하는

양만큼 감소되지 않았다.

위 치
Bench-3 굴착 후

유입수량 (m3/day)

충수시험 시 유입수량

(m3/day)

저장공동 C1 87.7 118.5

저장공동 C2 63.1 121.6

저장공동 C3 25.4 54.2

저장공동 C4 32.2 38.5

저장공동 C5 10.2 17.8

저장공동 C6 76.9 106.2

합 계 295.5 456.9

표 3.22 U1-3 기지의 지하공동 유출수량

3.5.4 E1 기지

E1 기지의 수리환경변화 자료는 운영 중 계측되고 있는 지상관측공 수위

자료와 지하공동의 유출수와 공동 내 압력변화와 유체와 vapor의 온도변화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수리환경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필수적으로 필요한

추가 자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5.4.1 지하수위

E1 기지의 지하수위 변화특성 중 특이한 것은 20여 년 동안 계측된 지하

수위가 대부분 해수면 하의 심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형

적인 특성만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수리적인 해석으로는

지하수의 공급보다 배출이 큰 것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이 자연적인 것인지

인위적인 영향인지를 구분하는 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

러한 현상이 지하저장기지의 운영에 의한 영향인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

과제의 주요 목적이 된다.

이 지역의 낮은 지하수위가 지하저장기지의 영향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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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관측공의 위치에 따라 단순히 부탄공동과 프로판공동 주변의 관측공, 그

리고 지하수의 상류/하류 구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Ÿ 부탄공동지역

- 지하수 상류구배(공급지역): TE-1, TE-3, TE-14

- 지하수 하류구배(배출지역): TE-11*, TE-4, TE-10

Ÿ 프로판공동지역

- 지하수 상류구배: TE-12*, BH-2

- 지하수 하류구배: TE-2*, TE-9, TE-6, TE-13, TE-8, BH-1*

* :저장 공동과 이격되어있는 공, TE-: 지하수위 변화자료가 있는 공

또한, 지금까지 E1기지에서 계측된 지하수위의 변화에 대한 특성은 그림

36와 같이 E1 기지 주변에 존재하는 단층대를 기준으로 “A”, “B”, “C”, “D”

의 네 지역으로 구분 가능하다.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그림 3.36 E1 여수기지의 단층을 기준으로 분류한 수위변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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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A" 지역 (TE-4, 10) (그림 3.37)

- 1980년대부터 일별 수위관측이 수행되었으며, 장기 수위변화 경향은 거의

없이 일정한 경향을 유지하였다. 연중 우기에 수위가 상승하고, 건기에 수위

가 하강하는 강우에 의한 수위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TE-10 의 경우, 해수면보다 관측공의 수위가 (+) 값을 보이고, TE-4의 경

우 해수면과 비슷한 수준의 수위 분포를 나타내도 있다.

Ÿ “B" 지역 (TE-1,3,12,14) (그림 3.38)

- 1980년대부터 일별 수위관측이 수행되었으며, 1990년에 전체적으로 수위가

하강하고,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위가 상승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변 지역의 다른 공동 건설이력과 연관 지어서 고려해 봐야한다.

- 연중 우기에 수위가 상승하고, 건기에 수위가 하강하는 강우에 의한 수위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TE-1 의 경우, 해수면보다 관측공의 수위가 10m 이상 하강하였으며,

TE-3,12,14의 경우 해수면과 비슷한 수준의 수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7 "A" 지역 (TE-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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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B" 지역 (TE-1,3,12,14)

Ÿ “C" 지역 (TE-6,9,13) (그림 3.39)

- 1980년대부터 일별 수위관측이 수행되었으며, 장기 수위변화가 없이 일정

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연중 우기에 수위가 상승하고, 건기에 수위가 하강하는 강우에 의한 수위

변화 양상을 보여주지만, 그 정도가 매우 작으며 거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

고 있는 것처럼 관측된다.

- TE-13의 경우, 관측초기부터 1988년까지 건기와 우기에 10m 정도 진동하

는 양상을 보였으나, 1988년 이후로 5m 내의 연중 강우 반응을 나타내고 있

어 이 원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Ÿ “D" 지역 (BH-1,2, TE-8) (그림 3.40)

- 1980년대부터 일별 수위관측이 수행되었으며, 1986년 이후로 전체적으로

수위가 하강하고, 1992년 급격히 수위가 하강하여 1993년에는 해수면 이하

-45m에 까지 도달하였다. 이후 다시 급격히 수위가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

고 있다. 이는 주변 지역에서의 지하 공동 건설 이력 및 지하 저장시설의 운

영 이력과 연관 지어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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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우기에 수위가 상승하고, 건기에 수위가 하강하는 강우에 의한 수위

변화 양상을 보이나, 전체적으로 해수면 이하에서 낮은 수위가 형성되고

있다.

그림 3.39 "C" 지역 (TE-6,9,13)

그림 3.40 "D" 지역 (BH-1, BH-2, T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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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부탄 공동 및 프로판 공동에 위치하는 관측공에 대해 상류/

하류 지역으로 구분한 결과와 E1 기지 주변에 존재하는 단층을 기준으로 수

위변화 양상을 구분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으며, E1 여수기지의 지상

관측공 변화 특성을 표 3.23에 정리하였다.

Ÿ 현재까지 자료로는 지하수 상/하류 구배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인지되

지 않는다. 관측공의 지하수위는 단순히 지형적인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단열대에 의한 지하공동과의 수리적 연결성을 반영하여 지하수위가 형성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Ÿ 지하수위가 하강되는 시기에 의하여 부탄공동 주변과 프로판공동 주변의

변화특성이 구별될 수 있다.

- 부탄공동 지역: 1989 ～ 1998년 구간 (TE-1, TE-3, TE-14, TE-4)

- 프로판공동 지역: 1995 ～ 2002년 구간 (TE-12, TE-13)

Ÿ 부탄공동의 TE-11은 강수에 의한 영향만을 보이며, baseline의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background 지하수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

된다.

Ÿ 부탄공동에서 변화를 보이는 4개 공은 유사한 baseline 수위의 변화를 갖

으며, 지하수위 상승 후는 1989년 전 수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

한 수위강하가 부탄공동의 운영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로써 알 수 없다.

이 시기의 운영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Ÿ 특히 낮은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탄공동의 TE-1 지하수위특성에 대하

여는 지하공동과 연결된 투수성구조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어야하며, 이 공

의 지하수위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과제의 주요 업무로 부각된다.

Ÿ 프로판공동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는 공은 TE-12와 TE-13공으로,

TE-12공은 프로판공동으로부터 이격되어 있어 수리간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공동과 인접한 TE-13과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현재 자료

만으로는 TE-12은 프로판공동의 상류구배 지하수위를 TE-13은 하류구

배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Ÿ 프로판공동의 TE-6공도 TE-13공과 같이 낮은 지하수위가 계측되고 있

으며, 지하공동의 지하수위를 대표 할 수도 있으나, 수위변화가 없는 것

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관측공의 기능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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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TE-9공도 수위변화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수위가 TE-11과 유

사하여 이 지역의 자연적인 지하수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프로

판공동의 수리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Ÿ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는 지하저장기지 중 대부분은 한 개의 지상관측공

지하수위가 매우 낮게 계측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E1 기지에서는

TE-8이 이에 속한다. TE-8의 이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자료

가 요구된다.

- 건설 후(1983년 경) 수위강하 원인

- 1984년 수위상승 요인 및 1993년 수위강하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

Ÿ TE-8공의 수위강하 조치사항으로 BH-1과 BH-2공이 추가로 설치되었으

며 급격한 수위상승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수위가 유지되었으나, 1998년

이후 baseline이 강하되면서 안정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수위

상승 조치로 프로판공동에 대한 수리관측 공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

어, TE-8공의 수위가 프로판공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는 TE-8과 BH-2공의 수위는 일치되나 BH-1공의 수위가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나, 같은 지하수 저류체에 대한 지하수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

가된다. 이 지하수체는 지하공동 보다는 EW 방향으로 발달한 단열대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TE-8의 수위가 지하공동의 지하수압 특성 보다는

국지적인 특성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이번 연구과제

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표 3.23 E1 여수기지의 지상관측공 변화특성

항목 여수기지 (E1)

기준수위 (미달) BH-1, BH-2, TE-1, 3, 4, 8, 14

강수량 반응 (양호) TE1, 3, 4, 7, 8, 9, 11, 12, 13, 14, BH1, 2

수위변화 (미미) TE-6(성능조사 요)

기타

기준수위 미달로 분석되는 시추공에 대해, 하부

관측시스템을 제대로 반영된 부분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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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주입수

E1 여수기지의 수벽공에 대한 주입수는 진입터널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부탄과 프로판 공동의 수벽공으로 주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350m3/day로 주입되던 주입수량은 1992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3

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림 3.41). 이는 1995년에는

100여 m3/day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998년과 2004년에 단계적으로 증

가하여 현재 200여 m3/day로 주입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밀분석을 위해서

는 다음 자료가 요구된다.

- 1993년도에 주입수량 감소 요인 및 환경변화 자료

- 1998년도와 2004년도 주입량 증가 조치 방안 또는 환경변화 자료

그림 3.41 E1 지하공동 주입수량 변화

3.5.4.3 유출수

E1기지의 유출수의 변화는 그림 3.42에 도시하였다.

부탄공동에서는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1990년부터 2002년 장기간

동안 감소하는 기간을 나타낸다. 프로판공동은 1994년부터 150m3/day의 유

출수가 장기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유출수 감소는 주입수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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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하공동의 주입수와 유출수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분석되었다.

Ÿ 주입수량 감소에 따른 공동 유출수의 감소는 지하공동의 압력 변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43).

Ÿ 지하공동 저장류의 온도도 작은 변화이지만 비슷한 변화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3.44).

Ÿ 이러한 주입수/유출수량의 변화는 지상관측공의 지하수위 변화주기와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상기 지하수위 변화를 나타내는 관측공은 지

하공동과 수리적으로 연결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부탄공동 지역: TE-1, TE-3, TE-14, TE-4

- 프로판공동 지역: TE-12, TE-13

따라서 지하공동의 안정성을 위하여 상기 공들의 기준수위를 연구기간 동

안에 정밀분석을 통하여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Ÿ 부탄공동의 유출수량은 주입수량의 감소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감소하나,

프로판공동은 감소시기가 다소 지연되어 나타난다. 이는 지하수위변화에

서도 인지되고 있다.

Ÿ 주입수량이 200m3 감소하였다면, 이중 부탄공동의 유출수 감소는 약

25m3, 프로판공동은 175m3의 비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주입수량은

같은 비율로 각 지하공동으로 주입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Ÿ 따라서 부탄공동의 지하수압은 주로 자연 지하수압에 영향을 받고 있으

며, 유출수도 주로 자연 지하수를 기원으로 한다. 한편, 프로판공동의 유

출수는 주입량의 대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특성의

부탄과 프로판 공동의 심도에 따른 특성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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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2 E1 지하공동의 유출수량 변화

그림3.43 E1 지하공동의 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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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4 E1 지하공동 저장류의 온도변화

장기간의 지하저장기지 운영 중에 이러한 주입수량/유출수량의 변화특성

은 흔치않은 경우로 E1기지에서 나타나는 지하수환경 변화는 지하저장시설

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롭고 가치 있는 결과가 될 것으로 평가된

다. 본 연구 기간 중에 이러한 지하수환경변화 특성을 주변 환경변화와 고유

한 지질특성의 종합적인 분석으로 요인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3.5.5 지하수질의 진화

3.5.5.1.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수질분석 개요

지하저장기지의 수질분석 결과는 시설주변 수문환경의 수질변화에 대한

평가자료이다. 이는 기지 주변 지하수 및 지표수, 주입수, 유출수, 관측공 등

을 대상으로 하여 물리적 특성분석, 이화학 분석 및 미생물 분석을 수행함으

로써 지하기지 주변 수문환경 하에서의 지화학적 이상 치와 클로깅 가능성

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앞서 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유류저장기

지는 치밀구조의 화강암, 편마암, 응회암 등의 신선 암반에 무지보 지하공동

(unlined underground cavern)을 굴착한 지하공동저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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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의 지하공동 저장방법은 수리동력학적 이론을 이용한 것으로서 물로 포

화된 공동주변의 수압을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공동주변의 모든 유류

유출 통로에 걸쳐 공동압력보다 충분히 크게 유지시켜 주변 암반에서 저유

공동으로의 지하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써 저장물이 저유공동 주

변의 암반이나 지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암반

내에 부존하는 지하수의 거동특성을 정밀하게 이해하는 것이 지하유류저장

기지 안전성 유지의 기본요건이다. 만약 자연적인 지하수압 조건이 저장조건

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 주변의 지하수압을 높게 유지하기 위

한 인위적인 시설이 요구되며, 지하공동 내로 지하수가 유동하는 조건을 만

들어 주기 위하여 공학적인 수벽공 시스템(engineered water curtain

system)을 설치하며 한국석유공사 및 E1의 여수기지는 모두 이러한 수벽시

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벽공 시스템을 이용한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운영에 필수적인 것

은 원활한 주입수의 공급이다. 안정적으로 주입수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공동

주변에 주입수로 사용될 수 있는 충분한 지표수나 지하수가 존재하여야 한

다. 또한 충분한 지표수나 지하수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주입수로 사용되는

물의 지구화학적, 미생물학적 특성이 반드시 조사되어 주입수로의 사용 가능

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수벽공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지하수의 흐름과 안정적

인 수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

가 clogging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clogging은 양이온과 음이온간의 반응 침

전, 수산화물 침전, 탄산염이나 가용성 광물과의 반응을 통한 2차 광물로의

침전, 부유물질의 침전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 원인과, 지하수 내에 생존하

는 박테리아에 의한 미생물학적 원인에 의하여 형성된다. 특히 미생물학적

활동의 원인은 clogging 뿐만 아니라 탄화수소 분해에 따른 유질저하, 황환

원세균에 의한 황화수소 발생 및 지하구조물 부식현상 야기 등의 부가적인

피해를 일으키며, 특히 미생물 친화적 환경에서는 성장이 매우 빠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수벽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벽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입수, 수벽터널수, 유출수, 처리수와 주변 지표수 및 지하수에 대

하여 수리지구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분석과 해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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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 SK가스(주), (주)E1 등의 국내 가스 3사에서

는 각 사 별로 운영하고 있는 지하기지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분석을 수행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24와 같다. 가스3사들 모두 수벽공 주입수와 유

출수 및 관측공들의 물시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측정 및 물리적 특성

분석(온도, pH, ORP, EC, DO, TDS, TSS, 알칼리도 등), 화학적 특성분석

(양이온(Ca, Mg, Na, K, Si, Fe) 및 음이온(Cl, HCO3, CO3, SO4, NO3, Br),

미생물분석(호기성세균, 혐기성세균, 점액질세균, 황환원세균)을 수행하고 있

다.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미량원소분석과 미생물중 석유자화군, 황

산화성세균, 원유분해균 분석, 기타 총 유분과 BTEX분석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으며 분석대상도 기지운영과 직접관련이 없는 주변 계곡수와 해수 등의

분석도 수행하고 있다. E1의 경우에는 일부 주요 미량원소 및 음이온을 추가

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분석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SK가스의 경우에는 일부 기지주변의 여

건(매립지 등의 분포)에 따라 중금속 및 페놀 등의 오염물질 지시자들에 대

한 분석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가스 3사들의 연간 정기 수질분석회수나 분

석항목들이 과거로부터 일정하지 않고 기지별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어왔기

때문에 향후 통일된 분석시기/항목 표준화 및 기지별 특성에 따른 추가 분석

항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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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석유공사 (주)E1 SK가스(주) 비고

측정주기
연2회

(기지별 격년)
연4회 (연2회) 연2회

각사별 측정시점 상

이

측정지점

주입수, 유출수,

계곡수, 관측공

일부

관측정 일부,

주입/유출수

모든 관측공

(2002년부터),

유출수, 주입

공, 주변지역

(매립지)

측정항목

(공통)

Ÿ현장측정: 온도, pH, ORP, EC, DO, TDS,

TSS(7항목)

Ÿ양이온: Ca, Mg, Na, K, Si, Fe(6항목)

Ÿ음이온: Cl, HCO3, CO3, SO4, NO3, Br (6항

목:alkalinity)

Ÿ미생물: 호기성세균, 혐기성세균, 점액질세

균, 황환원세균(4항목)

ŸE1의 경우

2004～2005년 동안

C3, C4, 주입수,

A/T, TE-8, PMW,

BMW 에 대하여

pH, Alk. 경도, EC,

Turbidity, TDS,

Na, Ca, Mg, Mn,

Fe, Si, NO3, Cl 및

미생물 항목들을

연2회 측정

측정항목

(기지별)

Ÿ 양이온: Al, B,

Ba, Li, Sr, Pb,

Mn, Cd, Co,

Cr, Cu, Zn,

NH4

Ÿ음이온: NO2,

PO4, OH

Ÿ미생물: 석유자

화균, 황산화성

세균, 원유분해

균

Ÿ기타: 총유분,

BTEX

Ÿ 양이온: Mn,

Al, Zn, Ni,

Cu, Pb, NH4

Ÿ 음이온: F,

PO4

Ÿ미생물: 총세

균기타:

Mn2+, Fe2+,

경도, BOD,

COD, TOC,

폐놀류 오염

물질(반기1

회)

Ÿ미생물: 총

세균

Ÿ기타: TOC,

경도

Ÿ매립지: As,

Cd, Pb, 페

놀, COD,

Mn

Ÿ유출수:

COD, Mn

각사/기지별로 특화

되어야 할 분석항목

이 있음

표 3.24 가스 3사의 기지별 수질분석 항목

3.5.5.2.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수질분석결과 분석

한국석유공사의 여수기지의 수질분석 시료채취 내용과 시료채취 지점을

각각 표 3.25와 그림 3.45에 나타내었다.



- 145 -

시료 위치 시료명 시료 구분 비고

Industrial water for

injection
UIWI

Injection water (IW)

주입수그룹

공업용수

Injection water

source well

UEW-01
심정수

UEW-02

Injection water UIW 처리수조수

Monitoring well

UMW-1
Monitoring well

(MW)

관측공그룹

관측정수UMW-2

UMW-3

Water in tunnel

UT101

Water in tunnel

(WT)

터널수그룹

담수터널수
UT123

UT201

UT202

Water collected from

the seepage points

of caverns

US101

Water from seepage

points (SW)

유출수그룹

유출수

US102

US103

US201

US202

Collected water from

seepage points
UCW Treated water (TW)

처리수그룹

분배조

Treated water UTW 방류수조

표 3.25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수질분석 시료채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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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UEW-01
UEW-02

10
0 

m

US202

UT201

UT202

US201

UNIT 2 CAVERN

UIW

UMW-3

US102

US103UT123

UMW-2

UT101

US101

UMW-1

UIWI

UCW
UTW

그림 3.45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수질분석 시료채취 위치

여수기지는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암류 및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여 원유

를 저장하고 있는데, 공업용수(UIWI), 심정 (UEW-01, UEW-02), 처리수조

(UIW), 관측공 (UMW-1, UMW-2, UMW-3), 010담수터널수(UT101), 123담

수터널수(UT123), 201 담수터널수(UT201), 202담수터널수(UT202), 101유출

수(US101), 102유출수(US102), 103유출수(US103), 201유출수(US201), 202유

출수(US202), 101유수계면층수(UT101), 102유수계면층수(UT102), 103유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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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층수(UT103), 201유수계면층수(UT201), 202유수계면층수(UT202), 분배조

(UCW), 방류수조(UTW) 등 총 18개소에서 연간 2회에 걸쳐 물시료를 채수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표. 3.25).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의 물시료는 그 특성에 따라 주입수(Injection

water, IW), 관측공수(Monitoring water, MW), 터널수(Water in tunnel,

WT), 유출수(Water from seepage points, SW), 처리수(Treated water,

TW) 등으로 그룹지울 수 있다 (표. 3.25).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의 수벽공

시스템에 공급되는 주입수원은 공업용수(UIWI)를 주로 사용하는데 부족할

경우 주변 지하수를 함께 사용한다.

3.5.5.2.1. 현장측정 및 화학분석 결과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의 물시료의 화학분석 결과를 Piper's diagram에

도시한 2002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결과와 2006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입수와 일부 관측정지하수 (UMW-1)은 화학적으

로 Ca-HCO3형을 나타내며, 일부 관측정지하수 (UMW-2, UMW-3)와 터널

수는 Na-HCO3형을 보여준다. 지표수 (여수기지 인근 계곡수), 유출수, 처리

수는 모두 Na-Cl형을 보이고 있다 (그림 3.46). Na-HCO3을 보이는 일부

UMW-2, UMW-3 관측정지하수와 터널수 (UT101, UT123, UT201, UT202)

는 지하공동시설의 시멘트와 경화제와의 반응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출수와 처리수는 모두 해수와 동일한 영역에 도시되기 때문에 해수

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저장기지에 해수가 침투할 경우 고려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미생물

유입 영향, 시설물(금속, 시멘트물질)의 부식 및 열화, 석유제품의 품질저하

여부 등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수 및 담수에서의 Cl농도를 이용하여 해

수침투율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한다.

  
  
  



ClM = 혼합수(Mixing Water)에서의 Cl 함량

ClF = 담수(Fresh Water)에서의 Cl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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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 해수(Sea Water)에서의 Cl 함량

X = 해수의 혼합정도(%)

위의 식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의 물 시료들의 화학분석결과를 근

거로 해수혼합정도를 계산하여 보면 일부 단위공동이 10%～15%의 비교적

높은 해수침투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T-101의 경우 장기간에 친 높은 해

수침투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석유공사의 자체적인 해수침투에 대한 수

리모델링 결과 지하공동의 해안 근접 및 암반 균열대를 통한 해수침투 확대

가 간접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수기지에서 해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Cl함량과 각 이온함량에

상관관계를 도시하였으며 (그림 3.47), 아울러 해수와의 혼합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해수혼합선을 함께 도시하였다. Na, K, Ca, Br, SO4,

HCO3+CO3는 해수혼합선에 평행하게 Cl함량의 증가와 함께 뚜렷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Na와 K는 해수혼합선에 비해 다소 낮게 도시되며, Ca의

경우는 높은 함량 영역에 도시되는 바, Ca-Na 이온 교환반응에 기인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Cl과 함께 음이온으로서 해수혼합의 지시자로 사용되는 Br

의 Cl과의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는 해수혼합의 영향을 명백히 확인시켜 준

다. 유출수들은 SO4함량은 해수혼합선 관계보다 낮은 영역에 도시되며, 이

러한 현상은 해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환원환경조건에 놓이게 되고,

H2S-producing 세균이 존재한다면, 지하수내 다량의 SO4는 H2S로 전이되어,

지하수내에서는 SO4함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출수에 대한 34S의 동위원소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여수기지에는 해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Cl함량만을 고려한다면, 앞서

계산된 결과에 따라 유출수는 약 2～10%의 해수가 유입된다고 설명할 수 있

다. 그러나 여수기지에서 해수의 유입과 주입수 및 주변지하수에 대한 동위

원소결과가 뒷받침된다면 주입수, 지하수, 터널수, 유출수, 해수에 대한 상호

관계가 보다 정량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해수의 침

투는 해수 내에 포함된 유기물이나 특정 용존이온들에 의한 클로깅의 가속

화, 금속 구조물의 부식, 석유제품과의 반응에 의한 유류의 품질저하 가능성

등과 같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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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46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물시료의 piper's diagram (2002, 한국

원자력연구원; 2006,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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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물시료의 Cl 농도에 대한 양이온 분포특

성 (2002,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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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2. 과거 분석자료 비교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의 수질분석자료들에 대한 과거 측정자료를 비교하

여 보았다 (그림 3.48, 49, 50, 51).

현장측정자료 및 물리적 특성값들의 과거 측정결과들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측정이 용이하고 측정기기들의 안정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pH,

EC 등의 항목은 비교적 일정한 값을 보여주나, 산화환원전위(Eh) 및 용존산

소(DO) 등의 측정이 어려운 값은 연도별 변화가 심하다. 또한 동일연도에

수행된 1차 및 2차의 분석결과들은 매우 일정함을 알 수 있다(그림 3.48).

주요 양이온 및 음이온의 경우는 연도별 분석값은 변화가 적지만 미량원

소의 경우 변화가 심하다(그림 3.49, 50).

미생물의 분석결과 역시 호기성세균, 혐기성세균, 점액성세균, 황환원성세

균, 황산화성세균, 메탄생성균, 석유자화균, 원유분해균, 유화수소생성균 모두

대부분 매우 낮은 값을 보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의 경향은 나타나지 않으면

서 일정 시기에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낸다(그림 3.51). 하지만 동일 시기에 모

든 미생물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종에 따라 증

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미생물 분석의 경우에는

세균 배양시 분석기관에 따라 배지 및 배양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시기별 편차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특히 미생물의 번식조건이 외부환경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

면에 미생물 분석 내용은 단순히 배양 후 개체수를 세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생물 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클로깅의 주요 인

자 및 지하수 환경변화의 주요 지시자로서 미생물의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경우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분석수행 후 특이점이 발견되는 미생물 그룹에

대한 자세한 동정 등의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침마련 역시 필요하다.

전체적으로는 격년으로 연간 2회씩 수행되는 수질분석 시스템을 고려하였

을 경우 같은 연도 내에서의 연속되는 수질분석결과보다 격년으로 수행되는

수질분석결과의 변화가 더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간 2회의

수질분석업무는 동일기관에서 수행되지만 격년별로는 다른 기관에 의해 수

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수질분

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분석절차의 표준화가 중요함을 지시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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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해수침투의 지시자인 Cl과 Br, SO4 분석에 대한 지침마련 및 현장측정

및 화학분석시 시료 전처리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8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의 현장측정자료 및 물리적 특성값들의

과거 측정결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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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의 양이온 분석값의 과거 측정결과 추이



- 153 -

그림 3.50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의 음이온 분석값의 과거 측정결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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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의 미생물 분석값의 과거 측정결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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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3. 지구화학적 클로깅 가능성 분석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수벽시스템에서는 원활한 지하수의 흐름과 안정적인

수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클로깅 현상이다. 이러한 클로깅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지구화

학적 요인들로 지하저장기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용존 양이

온 성분들과 음이온 성분들과의 반응에 의한 광물상으로의 침전현상과 산화

-환원전위 (Redox potential)에 따른 수산화물로의 침전현상 등이다. 여수기

지의 물시료들 중 일부 시료는 숏크리트 등의 용해 특성이 관찰되거나 해수

의 영향이 관찰되는 등 지구화학적 클로깅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구화학적 클로깅 가능성 평가는 물 시료들의 현장측정 및

화학분석결과들을 근거로 물리·화학적 환경에서 각종 용해된 광물(화합물)과

물과의 평형상태 및 포화상태를 열역학적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요

광물들에 대한 포화지수를 계산하여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특정광물들이 현

재 물시료의 지화학적 환경 하에서의 침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열역학적 지화학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열역

학적 평형상태를 가정하고 다양한 광물들에 대한 평형방정식에 필요한 자료

를 입력하여 각종 용존 원소들의 화학종 (chemical species)과 해당 광물에

대한 포화지수 (S. I.: saturation index) 및 관련 열역학적 계수들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된 포화지수로서 용존된 이온들이 고형물(광물)로의 침전 가능

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포화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I.=(IAP IAP
Ksp

)

상기 식에서 IAP (ionic activity products)는 물에 존재하는 이온들의 활

동도 곱이며 Ksp (solubility product at equilibrium)는 평형상태에서의 용해

도 곱으로서, 어떤 고형물의 포화지수가 0보다 큰 경우는 과포화 상태

(oversaturated state)로서 침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0보다 작은 경

우는 불포화 상태 (undersaturated state)로서 침전되기보다는 용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며, 0일 경우는 그 고형물은 물과 평형상태

(equilibrium state)로 존재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Freeze and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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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Snoeyink and Jenkins, 1980).

한편 포화지수가 0보다 큰 값을 갖는 고형물이라해서 항상 침전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일부 광물들의 생성환경은 고온고압 하

에서만 생성가능하고 지표환경에서는 생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

화지수가 0보다 큰 고형물들은 이론적으로 침전될 가능성 있음을 의미한다.

용존 양이온 성분들과 음이온 성분과의 반응에 의한 침전물중 대표적인

광물이 방해석 (calcite, CaCO3)이다. 방해석은 열역학적으로 용해, 침전속도

가 빠르고 단열충진물질로서 흔하게 나타나는 광물로서 물리·화학적인 클로

깅을 유발할 수 있는 광물로서 외국의 지하공동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Nordstrom, 1989). 또한 알칼리 환경에서 침전 가능한 광물로 마그네사이트

(magnesite, MgCO3)와 수활석 (brucite, Mg(OH)2) 등이 알려져 있으며, 각

종 산화-환원조건에서 쉽게 침전되는 산화물에 대한 침전 가능성도 평가하

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지하수의 화학조건에서 쉽게 관찰되는 점토광물

들에 대해서도 평가하여야 한다.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의 수질분석결과 중 대표적으로 2002년도에 한국원

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물시료에 대한 열역학적 지화학 모델링 프로그램인

SOLVEQ 모델링으로 구한 주요 광물들의 포화지수값을 pH의 변화에 따라

도시한 결과를 그림 3.52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주입수를 제외하고 관

측공, 터널수, 유출수 등에서 방해석의 침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방해석의 포화지수에 대한 과거 분석자료들의 추이 역시 주입수를 제

외한 대부분의 물시료에서 방해석에 대한 침전가능성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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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물시료의 pH 변화에 따른 대표광물종에

대한 포화지수(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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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물시료들의 방해석에 대한 포화지수

의 과거변화 추이

이처럼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의 경우 일부 물시료들에서 시멘트시설물과

의 반응에 의해 높은 Ca함량을 보이는 시료들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물시료

에서 pH변화에 따라 방해석에 대하여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클로깅 가능

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터널수, 유출수에서는 방해석과 더불어 철산화물

과 철수산화물에 의한 침전물생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철의 함량은 대

부분 물시료에서 1 mg/L이하로 미량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침전물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 Fe, Mn은 산화-환원

조건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영향으로 광물성장이 크게 가속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 유류저장기지 주변 물리·화학·미생물학적 조건에서 장기적인 클

로깅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수벽시

스템내의 클로깅에 의한 주입량 감소 및 수리안정성 저하뿐만 아니라 관측

공에서의 클로깅 가능성 및 이에 의한 관측공 성능저하 역시 전체 지하저장

기지의 수리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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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E1 여수기지 수질분석결과 분석

E1의 여수기지의 수질분석 시료채취 내용과 시료채취지점을 각각 표 3.26

과 그림 3.54에 나타내었다. E1의 여수기지 수질분석은 2004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5년 동안은 연 2회 수질분석을 수행하였고 이후

로는 연 4회 수질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2006년 까지는 현장측정 및

물리적 특성항목으로 pH, alkalinity, 경도, 전기전도도, 총용존고체함량(TDS)

를 분석하였고, 주요 용존 이온종으로는 Na, Ca, Mg, Mn, Fe, Si, NO3, Cl

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미생물의 분석은 총세균수와 점액성 세

균, 황환원성세균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7년부터는 미생물 분석

에 호기성세균과 혐기성세균이 추가되었고, 주요 양이온 및 음이온도 추가로

분석되었다.

시료명 시료내용 비고

C3 부탄공동 주입수

2004～2005년동안

은 연2회 시료채취

및 분석, 2006년부

터 연4회 시료채취

및 분석

C4 프로판공동 주입수

A/T 진입터널

Make-up 유출수

TE-3 부탄공동 관측공

TE-4 부탄공동 관측공

TE-6 프로판공동 관측공

TE-8 프로판공동 관측공

PMW 프로판공동 모니터링공

BMW 부탄공동 모니터링공

표 3.26 E1 여수기지 수질분석 시료채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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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E1 여수기지 수질분석 시료채취 위치

3.5.5.3.1. 현장측정 및 화학분석 결과

E1 여수기지의 물 시료의 화학분석 결과중에서 2006년도 12월과 2008년도

10월 분석 결과를 Piper's diagram에 도시한 결과는 그림 3.55와 같다.

그림 11에서 보여 지듯이 대부분 화학적으로 Na-Cl형-(Na,Ca)-Cl형을 나

타내며 C4 공동과 TE-8관측공 시료에서 Cl의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해수침투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Na-Cl 함

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그림 3.56), Na-Cl 함량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높은 Cl 함량은 해수 및 NaOCl의 복합적인 영향 혹

은 기타 다른 주변영향(주변 폐기물저장시설 등)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수

침투의 지시자인 Br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에 의한 영향정도

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질분석시에는 Br 분석이 반드시 추

가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수침투와 관련하여 E1 여수기지 물시료의 화학분석결과를 근거로 앞서

설명한 Cl 함량에 의한 해수침투 요인으로만 계산할 경우 C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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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의 낮은 침투율을 보이지만, C4에 대하여 4%～33%의 높은 침투율

을 보이고 있어 NaOCl의 복합적인 영향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

하다.

그림 3.55 E1 여수기지 물시료의 piper's diagram

그림 3.56 E1 여수기지 C3, C4, TE-8 시료의 Na-Cl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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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여수기지의 수질분석결과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유출수에서 높은

BOD, COD 농도가 관찰된다는 점이다(표 3.27, 그림 3.57). 이는 석유공사 평

택기지 및 SK가스 평택, 울산기지에서도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

으로써 유출수의 수질이 허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해당 법규가 엄격히 적용

된다면 처리시설의 추가설치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고준위폐기물처분을 위한 지하실험시설인

Mizunami Underground Laboratory가 건설되던 중에 지하수중 일부 염소 등

의 농도가 허용배출농도 한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엄청난 국가자본이 투자

되어 건설 중이던 공사를 멈추고 다시 추가 수처리시설을 완공한 후에야 공

사가 재개되었으며,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수처리시설의 운영 유지비용으

로만으로도 연간 수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한 지하시

설이 운영되고 있는 E1 여수기지의 입장에서 시사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

서 이러한 높은 BOD, COD의 원인파악 및 저감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관

련되 유기물의 분석 체계 개발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 기 준 C3(프로판) C4(부탄)

pH 5.8～8.6 6.6～8.07 7.51～7.69

COD 40(50) 8～296 13～129

BOD 30(40) 3～335 6～143

표 3.27 E1 여수기지 유출수 BOD, COD 분석(2007-2008)

그림 3.57 E1 여수기지의 BOD와 COD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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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2. 과거 분석자료 비교

E1 여수기지의 수질분석자료들에 대한 과거 측정자료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림 3.58, 59, 60).

E1의 수질분석결과에서 세부적인 수질분석항목들에 대한 평가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2004～2006년도 분석결과와 2007～2008년도 분석결과가 매우

상이하고, 아울러 과거 다른 가스3사들의 수질분석 이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부터 수질분석이 수행되기 시작하였고, 분석항목들 역시 연도별로 변동

이 있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평가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측정

및 화학분석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미생물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2004～2006년도의 분석결과들은 매우 일정한 연간변

화를 보여주지만 2007～2008년도의 분석결과들은 상대적으로 연도별 편차가

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질분석 수행기관의 변경에 의한 결과로

보여 지며 이처럼 분석기관에 따라 수질분석결과가 명확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분석결과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현장측정 및 화학분석에 대한 가이드

라인 및 시료채취방법 및 전처리의 표준화 마련이 매우 시급함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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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E1 여수기지의 현장측정자료 및 물리적 특성값들의 과거 측정결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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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E1 여수기지의 화학 분석값의 과거 측정결과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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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0 E1 여수기지의 미생물 분석값의 과거 측정결과 추이

3.5.5.3.3. 지구화학적 클로깅 가능성 분석

앞서 설명하였듯이 2004년부터 수행되어온 E1 여수기지의 수질분석항목들

에서 양이온 및 음이온의 분석항목이 클로깅을 평가 할 수 있는 모든 항목

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

에 분석된 2008년도 10월의 수질분석결과를 근거로 주요광물들의 포화지수

를 계산하였다(표 5).

표 3.28에서 보여지듯이 방해석과 아라고나이트(방해석과 동일한 화학식을

갖는 탄산염광물) 및 깁사이트에 대하여 일부 물시료에서 과포화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방해석과 같은 탄산염 광물에 대한 클로깅 가능성을 지시한

다. 특이하게 다른 기지와 달리 주입수에서도 방해석에 대하여 과포화된 상

태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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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E1 여수기지 물시료의 주요광물들에 대한 포화지수(2008년 10월 수

질분석결과)

3.5.5.4. 해수침투 영향

3.5.5.4.1. 해수침투의 문제점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수와 담수의 밀도차에 의해 담수

에 비해 높은 밀도를 가진 해수층이 대수층의 하부를 밀고 들어가면서 상부

에는 담수층이 하부에는 해수층이 공존하는 형태를 띠게 되며, 두 층간에는

하부의 해수층이 밀도에 의해 가하는 압력과 상부의 담수층이 무게로 누르

는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부분에 두 층의 경계

가 형성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에서 지하수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나 인위적인 지하개발 등에 의해 두 층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취수정의 지하수에서 염분이 검출되고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해지역에서 광역적인 지하수의 흐름은 수리경사를 따라 바

닷가 쪽으로 배출되지만, 앞서 설명하였듯이 해안 인접지역에서의 공동 굴착

이나 지하수 개발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해 수리경사가 역전되는 조건이 형

성되어 지하수의 배출량이 감소되면서 담수와 해수체간의 평형적인 경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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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해수가 내륙부의 대수층으로 침투하게 되는 현상

이 일어난다(김천수, 1997). 이러한 해수침투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등의 수질저하에 따른 문제 뿐 아니라 지하수의 흐름에 민감한

유류저장시설 등과 같은 지하저장기지에서도 지하수유동 체계의 변화와 시

설의 부식문제에 의한 안전성 문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하유

류저장기지는 천연적인 기밀성과 역학적 안정성의 장점 때문에 지하암반에

주로 설치하며, 이들의 부지위치는 수송조건이 관건이기 때문에 주로 임해지

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하저장기지에서의 해수침투 문제는

당연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저장기지에 대한 해수의 영향으로는 일반적으로 해수와의 반응에 의

한 공동내 기계류 및 배관의 부식율 증가 및 시설물을 구성하는 시멘트 물

질의 열화, 해수의 혼입으로 인한 공동내 원유의 품질 저하 여부, 공동 내

주변암반의 클로깅 유발에 대한 해수의 영향 및 이로 인한 포텐셜 저하 등

이 알려져 있다.

3.5.5.4.2. 해수침투율 평가

해수는 담수에 비해 총용존물질(Total Dissolved Solids)과 무기물질의 농

도가 높다. 해수의 평균염도는 약 3.5%정로로서 이중 염소이온은 총용존 이

온 중 약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염화나트륨(NaCl), 염화칼륨

(KCl), 염화칼슘(CaCl2) 형태로 존재한다. 해수의 평균 염소이온농도는

19,000mg/L인데 반해 일반적인 대수층 담수의 염소이온 농도는 10～

100mg/L이며, 우리나라 지하수법에서 정한 대부분 용수의 염소이온 농도기

준은 250mg/L이다(공업용수는 500mg/L). 이밖에 나트륨(Na)의 해수내 평균

이온농도는 약 10,500mg/L로서 총용존 이온 중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유황(SO4)이 2,700mg/L, 마그네슘(Mg)이 1,350mg/L, 칼슘(Ca)이

400mg/L, 칼륨(K)이 380mg/L을 차지한다(Snoeyink and Jenkins, 1980). 또

한 브롬(Br)은 미량이지만 약 65mg/L의 이온농도를 보여주면서 해수 이외의

담수에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해수침투의 지시자로 매우 유용하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해수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진 염소이온(Cl-)은 용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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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높으면서도 일반적으로 반응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해수의 움직임에

따라 분포하게 되어 해수침투를 보여주는 지시자로 이용되고 있다. 앞서

3.5.5.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알려진 해수 및 담수에서의 Cl농도를 이용하

여 해수침투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계산식이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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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Cl
C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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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M = 혼합수(Mixing Water)에서의 Cl 함량

ClF = 담수(Fresh Water)에서의 Cl 함량

ClS = 해수(Sea Water)에서의 Cl 함량

X = 해수의 혼합정도(%)

일반적인 알려져 있는 해수의 성분조성에서 해수의 Cl농도를 19,000ppm으

로 입력하고 담수에서의 농도는 수벽터널로부터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진

다고 가정, 수벽터널에서의 Cl 평균농도를 담수농도로(27ppm) 하고 수질분석

결과에 따른 각 단위공동 유출수의 Cl농도를 이용하여 해수침투율을 산정하

여 보면, 한국석유공사의 여수기지 : 일부 단위공동이 10%～15%의 비교적

높은 해수침투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T-101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높은

해수침투율을 유지함으로써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1의 여수기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E1의 수질분석 결과는 높

은 Cl함량이 NaOCl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Cl 함량에 의한 해수

침투 요인으로만 계산할 경우, C3에 대하여 3%～5%의 낮은 침투율을 보이

며, C4에 대하여는 4%～33%의 높은 침투율을 보이고 있어 역시 장기적인

관찰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수침투는 지하공동 주변의 암반 균열대가 존재할 경우 국지적으

로 해수 침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해수침투의 장기적 영향평가 이외에

및 갱외 수벽공의 주입강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또한 수질분석결과와 통

합하여 미생물 증식 가능성과 클로깅 증대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역시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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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현안종합

3.6.1 부지특성

여수의 각 기지의 부지특성자료는 대부분 기지 건설자료이다. 구체적으로

기지 주변의 지질과 단층의 존재, 시추공에서 관측되는 단열대 및 배경단열

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며, 기지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되어 있다. 그러

나 여수지역에는 수차례에 걸쳐 기지 건설이 시행되었기에 다른 지역에 비

하여 부지특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

3.6.1.1 석유공사 여수기지

각 기지 주변의 단층, 단열대 및 배경단열의 지질학적 특성은 구간별 구

역별로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지질학적 특성의 수리지질학적인

측면에서의 특성은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 개별 기지별로는 지질특성에 의

한 수리지질학적 특성이 분석되어 있으나, 기지와 기지사이(U1-1과 U1-2,

U1-2와 U1-3)의 지질학적 특성이 지하수위 분포나 수리지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평가되지 않아 전체부지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각 기지 주변에 존재하는 단층의 특성 및 배경단열과 주 단열대와의 관계

등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다분야 복합 평가가 수행되어

야 효율적인 기지 운영을 위한 자료(기준 지하수위, 지하수위 관측망)를 제

시할 수 있다.

3.6.1.2 E1 여수기지

1981년 기본조사보고서에 제시된 기지 주변의 단층 특성이 2차원적으로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 석유공사 여수기지에서 분석된 단층

과의 연관성, 배경단열의 유사성 등을 E1 기지 자료와 함께 활용하여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E1 여수기지는 수위변화 양상에 근거하여 4개 구역으로 구분가능

하며 각각의 구역은 독립적인 장기 수위하강 및 회복 현상을 보이며, 단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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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수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3.6.2 수리안정성

3.6.2.1 석유공사 여수기지

석유공사 여수기지는 상하부 지하수위를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측공

을 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측공에서 상하부 지하수위는

강수에 의한 지하수위 변동을 잘 나타내며, 하부 지하수위는 완화된 변동이

나 지하저장기지 운영의 영향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 관측공의

경우에는 하부 지하수위가 강우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측공 주변 대수층의 상부와 하부 구간이 수리적으로 연결

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관측공 자체에서 상하부 구간 분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를 지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평가가 필요

하다.

한편 여수기지에서는 장기적인 수위관측시스템 운영에 따른 이상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측시스템 종합진단용역을 2008년에 수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결함이 발생한 관측공에 대한 유지보수를 2009년 시행하였는데, 이는

관측시스템을 목적에 부합하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

할 만한 조치이다.

석유공사 기지내 관측공 지하수위가 기준수위에 미달하는 사례들이 확인

되었다. 2차기지의 U1G01L, U1G4L, U1G14L, U1G19L 및 3차기지의 U1G44,

U1G45U, U1G46L, U1G48U 지점이다. 수위하강은 지하공동의 건설시기 또

는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 발생하여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원인

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향후 수위저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3.6.2.2 E1 여수기지

E1 여수기지의 지하수위 관측시스템은 모두 단일관측공으로 유지되고 있

다. 관측공 대부분의 지하수위는 비교적 강우의 효과를 양호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관측공에서 지하수위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

다. 특히 D구역(BH-1,2, TE-8) 관측공의 지하수위는 약 EL.-30m의 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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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관측공의 지하수위가 해수면 아래의 낮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

된다면 장기적으로 해수침투에 의한 지하수의 화학특성 변화, 지하공동 내

설비의 부식촉진 등 공동운영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적 측면

의 검토가 요구된다.

E1 여수기지의 관측공 중 BH-1, 2, TE-1, 3, 4, 8, 14은 기준수위에 미달

하는 지점이다. 이들 관측공에 대해서는 관측구간이 하부공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점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지하공동의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수리적인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면

기준수위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TE-6 관측공은 지하수위 변

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장기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공이 존재할 수 있

으므로 관측공 성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3.6.3 클로깅

3.6.3.1 석유공사 여수기지

석유공사 여수기지는 연간 강우량패턴과 함께 분석된 주입/유출수량 분석

결과가 수위분석 결과와 상이하게 과다 혹은 과소 측정된 공동 및 주입시설

이 확인된다. 또한 주변지역의 지하수위는 과거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지 않

았으나, 주입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개별 수벽공의 주입량은 확인

불가)이 확인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수벽터널 주변 암반의 장기적인 클로

깅 발생여부 및 이에 대한 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과거 물 시료 분석결과에서 시멘트 시설물과의 반응에 의해 높은

Ca 함량을 보여주는 시료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물시료에서 pH 변화에

따라 방해석에 대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화학적 침전에 의한 클로깅 가

능성이 예측되었다. 더불어 미생물의 영향에 따라 광물성장이 크게 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하저장기지 주변 지하수의 물리․화학․미생

물학적 조건에 따른 장기적인 클로깅의 발생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6.3.2 E1 여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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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여수기지의 주입/유출수량 분석결과, 2005년 이후의 주입수량은 일정

한데 비해 유출수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클로깅의 발생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

한편 2008년 수질분석결과를 이용한 주요광물의 포화지수 계산결과 방해

석과 아라고나이트 및 깁사이트에 대해서 일부 물시료가 0이상의 과포화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방해석과 같은 탄산염 광물에 의한 클로깅 가능성

을 지시한다. 다른 기지와는 달리 특이하게 주입수에서도 방해석에 대하여

과포화된 상태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3.6.4 수질분석

3.6.4.1 석유공사 여수기지

석유공사는 기지별 격년으로 연2회 수질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수기

지는 총 18개소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다. 여수기지의 수질분석결과, 유출수

에서 pH, 탁도, 증발잔류물, 유분 등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일부 수벽터널 관측정(UMW-2, UMW-3)과 터널수에서 Na-HCO3형의 수

질특성을 보이며, 이는 시멘트와 경화제와의 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일부 단위공동이 10%～15%의 비교적 높은 해수침투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T-101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높은 해수침투율을 유지함으로써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과거 수질분석결과들에서 Eh, DO 및 Fe 등의 미량원소 분석결과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현장측정 및 화학분석에 대한 일관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미생물 함량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연도별 편차

가 크게 나타나는데 시기별 편차의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3.6.4.2 E1 여수기지

E1 여수기지는 2004∼2005년 동안은 연2회, 2006년부터 연4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수질분석결과에 의하면 2002∼2006년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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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년도 간에 분석 결과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장측

정, 화학분석, 미생물 분석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분석결과 중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유출수뿐 아니라 주입수에서도

증발잔류물, 경도, 염소이온 항목 등에서의 수질기준 초과현상이 확인되었다.

한편 운영수 중 높은 Cl 함량을 나타내는 지점이 확인되는데,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해수 및 NaOCl의 복합적인 영향이 평가되어야 하며, 해수침투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유출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높

은 BOD, COD 농도가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원인파악 및 저감대책이 필요

하다.

두 기지 공히 수질분석결과들이 개별적으로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들

의 복합적인 해석을 통한 상호관련성의 규명 및 지하기지의 부지특성에 맞

는 지화학적 특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석결과의 신뢰도 확

보 및 분석방법의 표준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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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택기지 부지특성 및 진화

4.1 지표시스템

4.1.1 기지개요

평택기지 지하저장기지에서의 지하공동 중 부탄(T-401)과 프로판(T-301),

신설프로판(T-901)의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다.

◎ 건설 : 공사기간 - 1984～1989(부탄, 프로판), 1990～1997(신설 프로판)

◎ 지하공동

공동명 유 종

설계

기준압력

(㎏/㎠G)

ISO지침

기준압력

(㎏/㎠G)

저장용량

(천BBL)

유출수량

(톤/일)

주입량

(톤/일)

공동심도

상부 하부

T-401 부탄 2.27 0.5～2.2 762 (70) 8.27 1.41 -60 -82.5

T-301 프로판 7.54 4.5～7.5 1,110 (90) 14.95 18.30 -115 -137.5

T-901 프로판 7.54 4.5～7.5 2,480(200) 5.51 1.02 -115 -142

소 계 4,352(360)

* 유출수량, 주입량 : 2008년 평균값

4.1.2 지형

한국석유공사 평택기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일대

에 소재하고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발달되는 해안 구릉지형으로,

주변을 따라서는 표고 10 m 미만의 해안평야와 서해안 특유의 조간대가 발

달되고 있다. 지형 윤회상 노년기에 속하는 준평원의 잔구 형태로 산재하는

해안 구릉들은 기존 L-1 기지 후면의 111 m 고지와 봉화재(EL. 83 m)를 제

외하면 표고 50 m 미만으로 심한 풍화작용을 받고 있으며 풍화잔적토 등 풍



- 176 -

화대가 두껍게 피복 발달되고 있다. 시추조사 결과에 의하면 풍화대의 두께

는 최대 40 m에 이른다. 뚜렷한 수계는 없으나 봉우재골(수도사), 구절마을,

작은 한터골 등의 계곡을 따라 소계류가 형성, 해안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

이들 계곡부와 해안 저지대의 평야부를 따라서는 평균 10 m 내외의 두께로

충적층이 피복되어 있다. 충적층의 퇴적물은 기반암의 풍화생성물인 세립토

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나, 지점에 따라 사력과 전석 등의 조립토가 협재되

는 경우가 있다. 연구지역의 위치는 그림 4.1과 같다.

(a) 평택기지 위치

(b) 지하수위 관측공의 분포

그림 4.1 평택기지 위치 및 관측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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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지질

평택기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편마암류는 변성도와 산상, 조직 및

조암광물에 따라 화강암질 편마암과 호상 흑운모 편마암으로 주로 구성되나

두 암석의 암상경계는 매우 점이적이며 불규칙한 양상을 나타낸다.

화강암질 편마암은 석영과 장석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마구조를 나타낸

다. 국부적으로 유색 광물대가 집중된 경우가 있으며 편암류(석영, 자석 및

운모)를 렌즈상 또는 대상으로 협재하고 있다(그림 4.2). 이들 화강암질 편마

암(운모 편암류 포함)은 본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최고기 암층으로 수차에 걸

친 지체 구조운동과 변성작용으로 심한 교란을 받고 있어, 후술할 호상 흑운

모편마암체에 비해 풍화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상 흑운모 편마암은 석영, 준장석, 사장석, 흑운모 등의 주성분 광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백대와 유색대가 교호, 호상구조를 나타내며 엽리가 잘

발달되고 있으나 화강암질 마그마의 관입을 받았거나 potassic

metasomatism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점과 단면에서는 호상구조와 엽리의

발달을 관찰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표에서 화강암질 편마암은 기존 프로판공동 및 추가 프로판공동 외곽에

주로 분포하며, 호상 흑운모 편마암은 추가지역 중앙 및 기존 부탄공동 지역

에 분포한다.

그림 4.2 평택기지 주변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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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수리수문

4.1.4.1 강수량

최근 16년(1993～2008년)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강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림 4.3).

최근 16년(1993～2008년) 평균 강수량은 1,290.7 mm이며, 최근 5년(2004～

2008년) 자료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5년 평균 강수량은 1,275.8 mm로 최근

5년 평균 강수량이 약간 적었다. 최고 연강수량은 1999년도에 1,913.5 mm,

2000년에 1,592.4, 1998년도에 1,581.3 mm등을 기록하였으며, 최저 연강수량

은 1996년도에 720.9 mm를 기록한 바 있다.

그림 4.3 평택기지 연도별 강수량 및 평균 강수량

4.1.4.2 지표수(하천)

평택기지는 앞서 언급한대로 뚜렷한 수계는 없으나 작은 계곡들을 따라

소계류가 형성, 해안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다. 또한 그림 4-1-1(a)의 평택기

지 위치도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호가 있다. 남양호는 다목적 농업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71년 3월에 착공하여, 1974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만수 면적 800 ha, 저수량 3,800만 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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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하암반의 특성

4.2.1 지질구조

지표지질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규 프로판공동에 발달되는 단층의 주 부향

방향은 N60～70°W, 경사는 70°NW～수직이며 N50～60°E 주향, 80°SE 경사

의 소규모 단층도 공동 외곽지역에 발달되고 있다. 주절리의 방향은 N50～

70°W, 경사는 70～80°NE이며, N20～30°E주향의 고각절리도 부수적으로 발

달된다.

지표지질조사를 통해 관찰한 맥암류의 관입방향은 N40～70°W 방향이 가

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기존 부탄공동 심도에 관

입된 맥암류의 관입방향(N60°W)과 일치되는 것이다(그림 4.4).

그림 4.4 평택기지 지질구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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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암반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평택1차기지 일대는 N20～30°E 방향성을 갖는 단층 및 구조대의 발달을

보인다. 이에 따른 심도별 수리특성으로 지표부근의 상부 기반암에서는 단층

대, 절리대 및 파쇄대가 풍화작용을 받아 구조대의 폭이 확장되고 투수성이

양호하게 되어 지표부에서 심도 55 m까지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투수계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부 기반암에서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질구조대 내에서 풍화작용의 정도가 점차 감소하여 심도 55 m 하부

의 신선한 기반암내의 투수계수는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투수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프로판공동 지역은 기존의 프로판공동으로부터 연장 발달되는 구조

대(N70°W)와 조사지역 북측으로부터 수도사 계곡부로 연장 발달되는 구조대

(N45°W)등 크게 2개의 구조대를 인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수리적 특성으

로 공동심도에서는 평균 0.2 m/day의 투수성을, 상부 투수층(풍화대)에서는

10 m/day의 투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기지 운영 및 수리안정성 평가

4.3.1 공동운영압 및 주입수/유출수량

4.3.1.1 주입량과 유출수량의 관계

평택기지는 기지주변의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여 높은 실주입압으로 주입

하고 있으며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 주변 지하수압이 높은 하절기에는 주입

량이 감소하고 주변 지하수압이 낮은 동절기에는 주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 공동별 주입량과 유출수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탄공동(T-401)의 유출

수량은 1990년 평균 15～17 ton/day에서 2008년 말 약 8 ton/day로 50%정도

감소하였으며 주입량은 강우에 의한 계절적 변동을 보여주며 일정범위에서

주입되고 있다(그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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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공동(T-301)의 경우 유출수량은 200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입량은 1991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1996년, 1997년에도 증가한

뒤 비교적 안정적인 양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4.6).

신규 프로판공동(T-901)의 경우 유출수량은 2001년 이후 소폭 감소 중이

며 주입량은 2000년 말까지 급격히 감소 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4.7).

그림 4.5 부탄공동의 주입량과 유출수량의 변화

그림 4.6 프로판공동의 주입량과 유출수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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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신규 프로판공동의 주입량과 유출수량의 변화

유출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이에 따라 주입량의 감소

또는 지하수위의 상승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일부

관측공(LG16, LG1, LG11)에서는 지하수위 상승과 시기적인 상관성이 나타나

기도 한다.

4.3.1.2 공동압력과 유출수량

평택기지의 공동운영압력과 유출수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징적인 상관

관계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계절적인 변화를 보여서 하절기에 운영압이

높고 동절기에 낮은 특성을 나타낸다. 부탄공동의 운영압의 변화는 최소

0.50 kg/cm2에서 최대 1.14 kg/cm2 이며, 미세하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출수량은 최소 0 ton/day에서 최대 5 ton/day의 변화

를 보였으며, 부탄공동과 마찬가지로 운영압과는 반대로 미세한 하강 추세를

보인다. 전체적인 변화는 이상값을 제외하면 서로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압과 유출수량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상관계수는 -0.407로 나타났으며

반응지연시간이 45주(약 315일)로 나타나 운영압과 유출수량은 상관성이 거

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상값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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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상관관계와 반응지연시간의 단축이 확연히 나타난다(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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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부탄공동의 공동운영압과 유출수량의 변화 및 상관관계

프로판공동의 운영압은 최소 5.14 kg/cm2에서 최대 6.51 kg/cm2 사이에서

변화하며, 미세하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출수량은

최소 16.90 ton/day에서 최대 23.53 ton/day의 변화를 보였으며, 운영압과는

반대로 미세한 하강 추세를 보인다.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서로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지만 각각의 조건에 대한 뚜렷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운영압과 유출수량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분석을 위하여 교차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상관계수는 0.304로 나타났으나,

데이터의 이상값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정확한 상관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반응지연시간 이 98주(약 686일)로 나타나 운영압과 유출수량

은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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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프로판공동의 공동운영압과 유출수량의 변화 및 상관관계

신규 프로판공동의 운영압 변화는 최소 5.43 kg/cm2에서 최대 7.18 kg/cm2

의 운영조건의 변화를 보였으며, 미세하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유출수량은 최소 0 ton/day에서 최대 2.73 ton/day의 변화를 보였

으며, 전체적인 변화는 공동운영압은 2003년 9월말에 다소 감소하여 그 값을

유지하고 있고 유출수량은 2003년 이후 미세한 하강 추세를 보인다.

운영압과 유출수량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분석을 위하여 교차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상관계수는 0.304로 나타났으나,

데이터의 이상값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정확한 상관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반응지연시간 이 71주(약 497일)로 나타나 운영압과 유출수량

은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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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신규 프로판공동의 공동운영압과 유출수량의 변화 및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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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지하수위 분석

4.3.2.1 공간적 분포

부탄공동과 프로판공동은 1989년 완공되었고, 신규 프로판공동은 1997년

에 완공되었다. 지하수위 분포특성은 지형의 분포특성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 상부 지하수위 분포는 강우함양에 의해 지하수위가 형성된 일반

적인 형태의 분포특성을 보인다.

평택기지의 지하수의 공간적 분포는 지도상 중앙부의 산 정상부로부터 함

양된 지하수가 남양호 부근으로 유동하는 양상을 보이며 프로판공동의 경우

매우 급한 수리경사를 이루고 있다.

부탄공동의 LG7D와 신규 프로판공동의 LG28D 관측공 주변이 취약지역

으로 주의 관찰할 필요성 있으며 동 지역은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에 다소

수위상승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과 비교하여 수위분포양상은 대체로 크게 변

화 없었으나, 다만 추가 프로판공동 북측의 LG20 및 LG33주변의 수위가 다

소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1).

<2008년 6월 수위분포> <2008년 11월 수위분포>

지하수흐름 구조대 취약지역

그림 4.11 평택기지 지하수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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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지하수 수위변동

상부 지하수의 주 흐름은 소구릉 정상부에서 남양호쪽으로 흐르며 바닷가

로 인접할수록 점진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지하공동

내로의 지하수 유입에 의한 저수위대 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부의 지하수위 관측공 중 신규 프로판공동의 지하수위 분포를 살펴보면

신규 프로판공동이 완공된 후 정상가동이 된 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위하강

을 보이는 관측공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신규 프로판공동의 북쪽

으로부터 수도사 계곡부로 연장 발달된 구조대(N45W)의 영향과 신규 프로

판공동과 인접한 지역의 골프장 및 군부대, 공기업 소유의 대형관정을 통한

지하수 사용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그림 4.12). 보다 정확한 원

인 파악은 본 연구에서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규명해야 할 과제이다.

부탄 및 프로판 공동의 하부 지하수위 주 흐름은 상부 지하수위 흐름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A) LG28 (B) LG29

그림 4.12 신규 프로판공동의 수위저하 관측공

각 공동별 지하수위 분포를 살펴보면 부탄공동의 경우 상부 및 하부의 관

측공에서 안정적으로 계절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그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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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G1 (b) LG2

(c) LG3 (d) LG4

(e) LG5 (f) LG6

(g) LG7 (h) LG8

그림 4.13 부탄공동 주변 관측공에서의 수위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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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G9

그림 4.13 계속

프로판공동의 경우 역시 부탄공동과 마찬가지로 그림 4.14와 같이 대체적

으로 안정적인 지하수위 변동을 보여 주는데 LG13 관측공의 경우 안정수위

보다 -9.4m 저하되어 향후 정밀 수리안정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지오텍 컨설턴트, 2009).

(a) LG10 (b) LG11

(c) LG12 (d) LG13

그림 4.14 프로판공동 주변 관측공에서의 수위변동 그래프



- 189 -

(e) LG14 (f) LG15

(g) LG16 (h) LG17

(i) LG18 (j) LG19

그림 4.14 계속

신규 프로판공동은 LG21 상부 관측공과 LG28 하부 관측공의 지하수위가

안정수위 보다 낮거나 안정수위에 근접하여 수리안정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

로 보고되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LG29 관측공의 하부 역시 수위의 하강추

세가 관측되어 주변에 대한 지표지질조사 및 지하수 이용현황 등의 광범위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림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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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G20 (b) LG21

(c) LG22 (d) LG23

(e) LG24 (f) LG25

(g) LG26 (h) LG27

그림 4.15 신규 프로판공동 주변 관측공에서의 수위변동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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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G28 (j) LG29

(k) LG30 (l) LG31

(m) LG32

그림 4.15 계속

4.3.2.3 상관관계 분석

지하수위와 공동운영압, 유출수량, 강수량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판 및 부탄 공동의 수벽시스템 상부, 하부에서 각각 2개의 주요 지

점을 선정하여 교차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4.1).

평택기지의 지하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강수량인 것으로 나

타났다. 부탄공동의 경우 LG6-U를 제외한 LG2-U, LG3, LG4는 강수량과 각각

0.052, 0.373, 0.211의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지연시간은 1주일(7일)로

나타났다. LG6-U는 0.026의 상관성을 보이며, 3주(21일)의 지연시간을 나타냈

다. 또한 프로판공동 부근의 LG17-U/L과 LG19U/L은 0.309, 0.419, 0.22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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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모두 1주일(7일)의 지연시간을 나타냈다. 신규 프로판

공동 부근의 LG25-U, LG28-U, LG31, LG33 역시 0.234, 0.374, 0.300, 0.201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지연시간은 1주(7일)에서 12(84일)주로 다소 느리게 나

타났다. 반면 유출량과 공동운영압과 지하수위는 교차상관분석을 통한 상관성

분석은 이상값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정확한 상관계수 및 지연시간을 알 수 없

다. 하지만 전체적인 운영압과 지하수위 변동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부터 부분

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16, 17, 18).

구분 관측공
강수량

지연시간(weeks) 최대상관성

부탄

상부
LG2-U 1 0.052

LG6-U 3 0.026

하부
LG3 1 0.373

LG4 1 0.211

프로판

상부
LG17-U 1 0.309

LG19-U 1 0.419

하부
LG17-L 1 0.229

LG19-L 1 0.343

신규

프로판

상부
LG25-U 12 0.234

LG28-U 9 0.374

하부
LG31 6 0.300

LG33 1 0.201

표 4.1 평택기지 강수량에 따른 지하수위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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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2U LG3

LG4 LG6U

그림 4.16 부탄공동의 운영압과 지하수위의 변동

LG17-U LG17-L

LG19-U LG19-L

그림 4.17 프로판공동의 운영압과 지하수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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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25-U LG28-U

LG31 LG33

그림 4.18 신규 프로판공동의 운영압과 지하수위의 변동

전반적인 유출수량과 지하수위 역시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구간이 존재한다(그림 4.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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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2U LG3

LG4 LG6U

그림 4.19 부탄공동의 유출수량과 지하수위의 변동

LG17-U LG17-L

LG19-U LG19-L

그림 4.20 프로판공동의 유출수량과 지하수위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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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25-U LG28-U

LG31 LG33

그림 4.21 신규 프로판공동의 유출수량과 지하수위의 변동

4.3.2.4 관측시스템 수리안정성평가

석유공사의 2008년 “지하비축기지 지하수 관측시스템 종합진단용역”에서

는 각 관측공의 현장시험 결과와 운영 중 수리관련 인자를 연계 분석하여 수

리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장시험은 투수시험, 심도측정, EC충격시험,

비양수량시험을 실시하여 평가한 결과, 공내의 이물질로 인해 막혀 있는 관

측공 2개소(LG7U, LG24U), 지하수 유동이 없어 관측공으로서의 기능을 완

전히 상실한 관측공 2개소(LG8, LG14)로 분석되었다(표 4.2, 그림 4.22).

2009년에는 2008년 종합진단용역 결과를 근거로 결함이 발생한 관측공에 대

한 유지보수를 시행하였다. 이는 관측시스템을 목적에 부합하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려할 만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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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번 표고

지하수위

(EL.m)

공저심도

(GL.m)
투수계수 (m/s)

문제점 대책

기준 금번 초기 현재 초기 현재

LG7 84.71 38.0 54.2 84.4 82.7 - 불투수성 투수성 보수

LG8 94.76 18.0 72.8 128.5 26.8 1.1x10-7 불투수성

투수성,

파이프이격,

이물질존재

재설

치

LG14 13.83 4.0 9.2 78.4 8.0. - 불투수성
투수성,

이물질존재

재설

치

LG24 54.00 10.0 19.4 124.0 101.9 4x10-8 불투수성 투수성 보수

표 4.2 2008년 관측시스템 종합진단용역 시 문제가 확인된 관측공

그림 4.22 2008년 관측시스템 종합진단용역 시 문제가 확인된 관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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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하수/유출수 수질특성

4.4.1 지하수

4.4.1.1 현장수질

평택기지 지하수의 현장수질 분석결과, pH는 6.5～11.8의 중성에서 강알칼

리성의 넓은 범위의 값을 보이며, 부탄 및 신규 프로판공동의 관측공(BMW,

NPMW)에서 나타나는 높은 pH는 숏크리트의 용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EC값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비슷한 범위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신규 프로판공동의 관측공(NPMW)에서는 2001년 급격히 증가하여

1,500 μS/cm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다(그림 4.23).

그림 4.23 지하수 및 수벽터널의 연도별 pH 및 EC의 변화

4.4.1.2 주요 이온성분

주요 용존이온의 함량을 살펴보면 1998년 분석자료에서 모두 높은 함량을

보인 용존이온들이 2001년 분석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후 비슷한 함

량을 보이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입수의 수질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규 프로판공동의 관측공(NPMW)에서는

2001년 분석결과부터 증가한 후 비슷한 함량의 분포를 보인다. 그 중 Ca와

K의 함량은 주입수에 비해 급격히 증가 하였는데 이는 지하기지 내에서 숏

크리트의 용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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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지하수 및 수벽터널의 연도별 주요 용존이온 함량변화

지하수 및 수벽터널수의 수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 이온농도를

당량으로 환산하여 파이퍼도(Piper's Diagram)에 도시하였다(그림 4.25).

(a) 2008년 6월 (b) 2008년 8월

그림 4.25 평택기지 지하수 및 수벽터널수의 파이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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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용된 자료는 2007년 6월과 8월의 분석결과이다. 1차 분석결과

지하수 및 수벽터널수의 수질유형은 양이온에서 Ca가 뚜렷하게 우세하지만

음이온에서는 Cl이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HCO3가 우세하게 나타난 지점도

소수 존재한다. 수질유형은 Ca-Cl type과 Ca-HCO3 type으로 구분할 수 있

다. 2차 분석결과 역시 양이온에서 Ca가 우세하였지만, 신규 프로판공동의

지하수 관측공인 LNPMW에서 Na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음이온은 모두 Cl

이 우세하였다. 수질유형은 Ca-Cl type과 Na-Cl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건설 시 사용된 급결시멘트(CaCO3)의 용해와 해수의 영향이 지하수질

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4.1.3 미생물

미생물 분석결과 호기성세균, 점액질 세균, 황산화세균, 석유자화균, 원유

분해균 등이 총세균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생물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호기성세균의 증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은 저장 공

동의 탄화수소와 공동내 물과의 접촉부인 유수계면층으로 지하수 관측공 및

수벽터널수에서는 호기성세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다. 이는 상대적

으로 공동내부에서는 급격한 호기성세균의 증식은 없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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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호기성세균 (b) 혐기성세균

(c) 점액질세균 (d) 황환원세균

(e) 황산화세균 (f) 메탄생성세균

(g) 석유자화균 (h) H2S 생성균

그림 4.26 지하수 및 수벽터널의 연도별 미생물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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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주입수 및 유출수

4.4.2.1 현장수질

주입수의 pH는 6.4～8.5로 석유공사 주입용수의 pH 수질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유출수의 pH는 9.5～12.1의 알칼리성의 값을 보인다. 각 공동의 유출

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숏크리트의 용해에 의한 결과로 판

단된다. 이는 공동 내부에서 탄산염 및 수산화물의 침전에 적합한 물리적 환

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C값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비슷한 범위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신규 프로판공동의 유출수(LNPS)에서는 급격히 증가하여 1,500

μS/cm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물-암석 반응 및 물-숏크리트 반응과 해수

의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그림 4.27).

그림 4.27 유출수 및 주입수의 연도별 EC의 변화

4.4.2.2 주요 용존이온

유출수(LNPS)에서는 관측공의 이온분포와 2001년 분석결과부터 증가한

후 비슷한 함량의 분포를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각 공동 유출수에서 Na의

함량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Ca와 Cl이 급격히 증가한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1997년 신규 프로판공동이 완공된 후 지속적인 해수의 영향과

숏크리트의 용해, 미생물 성장억제를 위한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의 영향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Cl함량은 모든 유출수에서 높게 나

타났다(그림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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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유출수 및 주입수의 연도별 주요 용존이온 함량변화

4.4.2.3 파이퍼도 및 스티프도

2007년 6월과 8월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성분 이온에 대하여 각각의

함량을 당량으로 환산하여 파이퍼도(Piper's Diagram)에 도시하였다. 주입수

및 유출수의 6월과 8월의 분석결과는 주입수와 유출수가 극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주입수는 지하수 및 수벽터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a-Cl type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공동의 유출수(LBS, LPS, LNPS)는

Na-Cl type으로 나타나 이온성분의 차이를 보인다(그림 4.29). 앞서 지하수

수질유형에서 언급하였듯 평택기지 역시 울산기지와 마찬가지로 높은 pH와

Ca-Cl type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하공동 건설 시 사용된 급결시멘트

(CaCO3)의 용해와 해수의 영향이 지하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출수 시료에서는 미생물 성장억제를 위해 차아염소산나트

륨(NaOCl)을 투입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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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8년 6월 (b) 2008년 8월

그림 4.29 평택기지 주입수 및 유출수의 파이퍼도

지역적인 지하수질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스티프도(Stiff Diagram)

를 조사지역 지도에 도시하였다(그림 4.30).

그림 4.30 평택기지의 수질 스티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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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미생물

미생물 분석결과 호기성세균, 점액질 세균, 황산화세균, 석유자화균, 원유

분해균 등이 총세균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생물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입수인 지하수 및 지표수

와 유출수내 미생물 함량을 비교해 볼 때 혐기성세균 및 석유자화균은 오히

려 주입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동내부는 환원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석유자화균의 증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생물 분석항목의 대부분

이 유출수의 시료가 주입수와 같거나 주입수 보다 낮게 분석된 것으로 보아

공동 내에서는 급격한 미생물의 증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31).

(a) 호기성세균 (b) 혐기성세균

(c) 점액질세균 (d) 황환원세균

그림 4.31 연도별 유출수 및 주입수의 미생물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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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황산화세균 (f) 메탄생성세균

(g) 석유자화균 (h) H2S 생성균

그림 4.31 계속

4.4.3 포화지수

평택기지의 물 시료들 중 일부 시료는 숏크리트 등의 용해 특성이 관찰되

는 등 지구화학적 클로깅(Clogging)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물 시

료들에 대하여 물리 화학적 환경에서 각종 용해된 광물과 물과의 평형상태

및 포화상태를 분석한 결과 pH가 높게 나타나는 부탄공동 및 신규 프로판

공동 부근의 관측공의 지하수에서는 방해석(Calcite)의 포화지수가 과포화로

나타나 방해석의 침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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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및 수벽터널 주입수 및 유출수

그림 4.32 방해석(탄산염광물)의 포화지수

4.5 현안종합

4.5.1 부지특성

석유공사 평택기지의 부지특성에 대한 조사 시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기지

및 주변지역 지하암반의 지질구조와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기록한 자료확보

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특히 부탄(T-401), 프로판(T-301) 공동지역에 대한

지질구조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지특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정리․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기지 주변에 존재하는 단층의 특성 및 배경단열과

주 단열대와의 관계 등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다분야

복합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5.2 수리안정성

평택기지의 관측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측정 자료에

이상값이 상당히 존재하며, 결측 자료가 많아 공동운영 조건에 따른 지하수

위 및 유출수량 변동의 분석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다.

지하수위 관측시스템 관련 자료는 2008년 종합진단용역 결과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공내의 이물질로 인해 막혀 있는 관측공 2개소(LG7U, LG2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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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유동이 없어 관측공으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관측공 2개소

(LG8, LG14)가 확인되었다. 2009년 기능이상 관측공에 대한 보수조치가 시

행되어 관측공 기능을 회복하였다.

한편 신규 프로판공동 주변의 LG28L, LG29L 관측공의 지하수위가 지속

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8년 하반기 이후 회복하였다. 특히 LG28L 지점

은 설정된 기준수위까지 지하수위가 하강하였는데, 수위하강 원인파악을 위

한 주변지역의 지하수 이용현황조사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LG27, LG28, LG29 관측공은 위치, 해발고도, 공심도가 비슷하나 안정수위

는 각각 -70m, -25m, -50m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점에 대

한 안정수위(또는 기준수위)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적으로는 각 관측공(단공, 이중공)의 공심도 및 스크린 위치에 따라 상부공,

하부공 분류를 재설정 필요가 있다. 수벽공 및 공동표고에 맞춰 세부적인 관

측목표 및 기준수위를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4.5.3 클로깅

방해석의 포화지수 분석결과 부탄 및 신규 프로판공동 관측공 지하수의

일부와 유출수에서 방해석이 과포화 상태로 나타나므로 공동 상부에서의 침

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탄공동의 주입량 및 운영압은 계절적 영향에 민간하게 반응하고 있으

며, 연도별 주입현황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주변 지역의 지하수위

상승은 관찰되지 않는다. 유출수량의 경우 역시 주입수와 마찬가지로 연간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벽터널 주변의 장기적 클로깅 현상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5.4 수질분석

평택기지 수질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및 현안은 다음과 같다.

현장수질 측정결과 부탄 및 신규 프로판공동 관측공 지하수 및 유출수에

서 높은 pH 및 EC값이 나타내는데, 시설물의 급결시멘트와의 반응결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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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지하수의 수질유형은 Ca-Cl 또는 Na-Cl형이며, 유출수 수질유형은

Na-Cl 유형으로 분석되는데, 해수영향, 급결시멘트 용해, 세정제인 차아염소

산나트륨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의한 정량적

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외에 미생물 함량은 연도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편차가 크게 나타

나 시료채취 및 분석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9

년 유출수에서의 COD값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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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산기지 부지특성 및 진화

5.1 지표시스템

5.1.1 기지개요

울산 LPG 기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에 위치하며, 1985년 12월 ~ 
1987년 12월의 약 2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1998년 1월에 정상운영이 시작되

었다. 지하암반공동을 이용한 저장형식이며, 연간 취급물량이 약 150만톤이며,

구체적인 시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 연간 취급물량 : 약 150만톤

◎ 저장시설 : 형식 - 지하암반 저장 공동

규모 - 프로판 275,000m3(140,000톤)

- 부탄 225,000m3(130,000톤)

◎ 입출하 시설 : 입하 - 원양선 1선좌

출하 - 연안선 3선좌 1,000/3,000/6,000m3

◎ 건설 : 공사기간 - 1985.12 ~ 1987.12

진입터널 공사기간 - 1986.2.13 ~ 1987.8.30

정상운영 가동시점 - 1988.1.25

지하저장기지에서는 LPG 지하공동 중 프로판과 부탄, 수벽터널 및 공사용

터널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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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공 동

내 용

프로판 부탄

주공동 연결공동 주공동 연결공동

폭(m)X높이(m)

단면적(m2)

길이(m)

17X21

308.5

857

8X7

45.1

48.6

19X21

342.5

634

8X7

45.1

374

심도(m, 공동천정/해수면 깊이)

저장용량(m3)

(-)119

275,000

(-)63

225,000

◎ 수직갱 : 직경 - 3m

수직길이(지면기준) - 프로판 134m

- 부탄 73m

◎ 수벽터널

구분 프로판 부탄

폭(m)X높이(m)

- 일반구간

- 확폭구간

4X4.5

6X4.5

4X4.5

6X4.5

길이(m) 731 399

심도(해수면기준, m) (-)94 (-)38

수평공(직경75mm) 89공 6,956m 77공 5,247m

◎ 공사용 진입터널(Access tunnel)

구분 폭X높이 길이

공 통(m) 8X7 631

프로판(m) 8X6.5 687

부 탄(m) 8X6.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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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위 관측공 (단위 : 개소)

구분 수압측정기 수위관측정

프로판 10 6

부 탄 8 6

진입터널 3 3

계 21 15

5.1.2 지형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용잠동 및 용연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

다. 산계는 남쪽에 소재한 봉대산(해발 132 m)을 기점으로 구릉성 산지가 발

달하였고, 북쪽은 소구릉으로 이루어진 분수령이 발달되어 있다.

지세는 전형적인 소구릉성 산세이며, 제 4기의 소규모 충적층이 이들 산

지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수계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하나 분수령

사이의 무명천이 북쪽을 따라 남동향으로 흘러 연수원 앞 바다로 유입된다.

그 외의 수계로는 LPG기지 서쪽의 남남동향으로 발달한 소수계가 용연동

남측 끝에서 역시 바다로 유입된다. 조사지역의 위치는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울산 LPG 기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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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지질

울산지역은 우리나라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울산층군 사암 및 셰일( ;

Ulsan formation)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으며, 백악기말에서 신생대 제3기 초

기에 분출 및 관입한 현무암질 안산암( ; andesite) 또는 석영반암이 그

상부를 덮고 있다. 같은 시기에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류는 주 구성암석은 아

니지만, 울산 지역 일대에 가장 광역적으로 분포되고 있다. 기지와 인접한

매립지 주변도 역시 셰일과 실트스톤이 주된 암석임( ; 울산층군)이 확인

되었으며, 이들 암석은 남쪽부에서 산성 마그마 혹은 유체의 관입에 의해 규

화된 혼펠스( ; Hornfels)로 변해있다(민경덕 외, 1996)

혼펠스가 분포하는 변성퇴적암 지역( ; 프로판공동 부근)과 안산암 지역

( ; 부탄공동 부근)에서는 부분적으로 절리(Joint)가 발달하였고, 이 절리

내는 방해석(Calcite)으로 채워져 있다(유공GAS, 1988). 조사지역은 대규모의

단층( ; Fault)이 여러 개 나타나는데 이러한 단층들을 살펴보면 프로판공

동과 부탄공동 부근의 단층, Access tunnel 부근을 통과하는 단층, 프로판공

동과 폐기물 매립지 사이의 전단대(Shear zon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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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울산 LPG 기지 주변 지질도

5.1.4 수리수문

5.1.4.1 강수량

울산 LPG 기지에 근접한 울산기상대의 최근 30년(1980-2009년)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강수 현황을 파악하였다(그림 5.3). 울산의 연평균 강수량은

1,298.8mm인데, 일정한 값을 나타내기 보다는 1,000mm 미만에서 2,000mm

이상까지 불규칙으로 변동한다. 특징적으로 1994년～1996년 기간동안 강수량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나타나는데, 최저 연강수량은 1995년에 693.0mm로

나타난다. 최고 연강수량은 1991년에 2,058.9mm로 나타나며, 1999년과 2003

년에도 1,864.9mm와 1,879.2mm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최고 일강수량을 살펴보면, 1991년 8월 23일에 417.8mm, 2005년 9월 6일

에 327.5m, 1999년 9월 20일에 180.3mm 등 많은 비가 내렸다(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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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는 최근 10년간 월간 강수량을 연단위로 중첩하여 나타낸 것인데,

6월～9월 시기에 강우가 집중되며, 10월～3월 시기의 강수량은 대부분

100mm이하로 적다.

그림 5.3 울산지역 연도별 강수량 및 평균 강수량

그림 5.4 울산지역 일 강수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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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울산지역의 최근 10년간 월강수량 변화

5.1.4.2 지표수

울산 남구지역은 광역적으로 북쪽으로 태화강, 남쪽으로 청량천이 흐르고

동남쪽으로 울산만에 접하여 있다. 따라서 울산기지가 위치한 봉태산 인근에

는 지방2급 이상의 하천은 발달하지 않고 있으며, 봉태산 북쪽에 소규모 하

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남쪽에는 북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의

소규모 하천과 가리소류지가 위치한다(그림 5.6).

그림 5.6 울산기지 주변 하천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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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하암반의 특성

5.2.1 지질구조

울산기지 주변의 지질을 나타낸 그림 5.2의 ①, ②, ③, ④의 노두에서 퇴

적면, 단층면, 절리면의 방향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퇴적면은 ①지역

(YK-2 지하수위 관측공의 인근 노두)에서만 관찰되며, N30˚E, 20˚SE의 주향

과 경사를 가진다. 약 10cm폭의 단층면은 남부의 혼펠스 지역에서 확인되는

데, N30˚E, 64˚NW의 주향과 경사를 갖으며, 이 면은 석영과 녹렴석 세맥으

로 충진되어 있다. 절리면은 크게 4방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의 평균

방향은 각각 N34˚E/90˚, N68˚E/79˚NW, N49˚W/87˚NE, N76˚E/19˚SE 이다.

절리사이의 간격은 약 2~5cm, 10~15cm, 10~50cm, 30~70cm이며, 연속성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이들 NE 방향의 균열은 경상분지 남동부의 양산단

층, 동래단층의 주향방향과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이들 단층운동과 관련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연세대학교 지하수/토양 환경

연구소, 1996).

5.2.2 암반의 지질공학적 특성

각 종류의 암석 시료에 대한 지질공학적 시험을 시행한 결과에 의하면,

암석매질은 매우 좋은 역학적 특성을 가졌고, 낮고 균질한 공극률, 높은 밀

도, 높은 탄성율을 가졌으며, 탄성속도는 주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변하였다.

높은 인장과 압축강도는 암석 시료의 불연속 또는 절리의 밀도에 따라 변화

하였다. 암석 강도 실험결과 깊은 곳에는 변질대와 풍화대가 없다는 것이 주

목되며, 파쇄조건은 변성퇴적암에서는 매우 변화가 심하고(신선한 암에서 파

쇄암까지) 안산암에서는 대부분 신선한 암이며 부분적으로 양호한

(Moderately) 절리를 갖고 있다. 암반 절리 내는 방해석으로 채워져 응집력

이 강하고 점토 물질은 거의 없다(주식회사 유공 LPG사업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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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암반의 수리지질학적 특성

기지 건설 당시 수리지질시험 결과에 의하면, 안산암과 변성퇴적암의 공극

율은 낮고, 투수성은 60m 깊이에서 0.01m/day로 나타났다. 또한 상부 파쇄

암과 풍화암의 단층지역의 투수계수는 1～50m/day로 큰 값을 나타내며, 지

하수의 저장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암체를 통한 자연

적인 지하수의 공급은 기대할 수 없고 공동에서의 누수현상으로 인한 지하

수위 하강이 우려되므로 공동 운영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였다(주식회사 유

공 LPG사업부, 1988).

5.3 기지 운영 및 수리안정성

5.3.1 공동운영압 및 주입수/유출수량

울산기지의 주변의 수문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입수량과 유출수량

(유출수량) 자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주입수량에 대한 자료가 확

보되지 못하여 유출수량에 대해서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프로판공동의 유출수량은 운영초기 100톤/일 정도에서 200톤/일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감소한 후 수년간 100톤/일 정도에서 안정되나 이후 감

소하여 50～70톤/일 정도의 수량으로 안정된다. 그러나 1997년경 다시 80～

100톤/일 정도 증가하였다가 이후에 완만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0～60

톤/일 범위에서 변동하고 있다. 부탄공동은 운영초기에 200 톤/일의 유출수

량을 나타내다가 70～80톤/일 범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며, 이후에는 완만하

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25～50톤/일 범위에서 안정된 상태

이다(그림 5.7).

그림 5.8은 공동별 유출수량의 공동압력과 함께 도시한 것이다. 울산기지

공동운영압력의 특징적인 것은 계절적인 연간변동을 나타내는 것인데, 부탄

공동이 프로판공동에 비하여 그 폭과 형태가 보다 뚜렷하다. 운영압의 연간

변동은 가스의 수요의 계절적인 차이에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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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따른 운영압의 변동을 살펴보면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운영압력은

높고 강수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운영압력이 낮으며, 프로판공동의 운영압력

은 5∼7 kg/cm2에의 큰 압력범위에서 계절적으로 변동한다. 1998년 공동운

영압력 평균 6kg/cm2에서 5kg/cm2 정도로 낮추어져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특징적으로 단기적인 변동의 폭이 줄어들었다. 부탄공동의 운영압력은 평균

적으로 2kg/cm2에서 계절적으로 변동하는데, 대략 2001년 이후에는 계절적인

변동의 폭이 줄어들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울산기지 공동의 운영압과 유출량 관계의 특징은 서로 반대의 경향을 나

타내는 것이다. 프로판공동은 부탄공동에 비하여 반대의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차상관관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운영압에 따른 공동내 지하수 유

출수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상관계수는 프로판공동에서 -0.745,

부탄공동에서 -0.490으로 프로판공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5.1, 그림 5.8).

반응의 지연시간은 프로판공동이 3일, 부탄공동이 1일 이내로 반응은 부탄공

동이 먼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K가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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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지연시간(day) 최대 상관성

프로판공동 3일 -0.745

부탄공동 0일 -0.490

표 5.1 울산 공동의 운영압과 유출량의 교차상관관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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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울산기지 공동별 유출수량의 변화



- 221 -

-1825-1460-1095 -730 -365 0 365 730 1095 1460 1825
Lag (days)

-1

-0.5

0

0.5

1
Cr

os
s-

Co
rre

la
tio

n

Propane
Butane

그림 5.8 울산기지 공동운영압력과 유출수량의 상관관계

5.3.2 지하수위 분석

5.3.2.1 지하수위 변동특성

울산 LPG 기지은 공동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 상부 약 40 m

정도에 수벽시스템(Water Curtain System)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변 관측정의 지하수위를

1일 1회 간격으로 측정하고 있다(그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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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울산기지 지하수 관측공의 위치

그림 5.10은 울산기지 주변의 전반적인 지하수위 변동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측공 중에서 YK13 지점의 상부 및 하부 지하수위를 강수량과 함

께 도시한 것이다. 지하수위는 전반적으로 1년 주기 강수량 변화를 반영하여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간 강수량의 변화로 인하여

특정구간에서 불규칙적인 상승과 하강을 나타내었다. 1990년말～1991년초에

는 일시적 강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20m 가량의 지속적인 하강을 나타내었으

며, 1991년에는 일 및 연간최대강수량에 의해 평시보다 10m 이상의 상승을



- 223 -

나타내었다. 1994년～1996년의 강수량 감소시기에는 평상시 최저수위보다

10m 가량 지하수위가 더 하강하여 유지되었으나, 이후 강수량 증가로 회복

되었다.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위 상승하강 경향을 나타낸다. 하부

수위는 상부수위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변동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강수에 의한 수위 상승정도가 적으며,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 하강 경향성은

약간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림 5.10 울산기지 관측공(YK13)의 지하수위 변화

그림 5.11은 울산기지에 위치한 관측공의 지하수위 변동을 프로판 공동

및 부탄 공동 지역으로 구분하고, 또한 수벽시스템의 상부와 하부로 구분하

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도시할 때 지하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공동운

영압과 강수량도 함께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지하수위는 강수의 영향으로 연

주기로 상승 및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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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울산기지 지하수 관측공에서의 지하수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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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울산기지 지하수 관측공에서의 지하수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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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벽시스템의 상부와 하부의 지하수위의 변화경향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

낸다. 상부 지하수위는 연간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

는 반면, 하부 지하수위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지하수위 강하 경향성은 부탄공동 주변보

다 프로판공동 주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하수위 강하량은 지점에

따라 다른데, 프로판공동 주변 관측공은 최대 30m 가량, 부탄공동 주변은 최

대 20m 가량의 지하수위 하강이 발생하였다.

한편 지하수위는 계절적인 연주기 변동특성을 나타내는 공동운영압도 일

정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공동의 운영압력이 상승하면 지하수

위도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특히 프로판공동의 수벽시스템 하부 관측

공에서 그 형태가 가장 잘 나타났다.

지하수위와 공동운영압, 유출수량, 강수량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기 위하여 프로판 및 부탄 공동의 수벽시스템 상부, 하부에서 각각 2개의

주요 지점을 선정하여 교차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5.2).

지하수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공동의 운영압인 것으로 나

타났다. 프로판공동의 경우 상부 관측공인 YK5-U와 YK-11-U는 각각

0.263, 0.486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지연시간은 1일과 0일로 나타났다.

하부 관측공의 YK3-L과 YK17은 각각 0.137, 0.572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지

연시간은 2일과 1일로 나타났다. 부탄공동 상부 관측공의 YK1과 YK10은 각

각 0.272, 0.170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지연시간은 0일과 2일, 하부 관측공의

YK14-L과 YK18 관측공 역시 0.434과 0.367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지연시

간은 1과 2일로 나타나 운영압과 지하수위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유출수량과 지하수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YK17, YK14-L,

YK18 관정에서 최대 상관성도 -0.41∼-0.3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때 지연

시간은 약 28일∼37일로 나타났다. 강수량과 지하수위의 상관관계는 프로판

공동 주변의 관측공에서 0.010∼0.162로 작게 나타났으며 하부 관측정에서는

지연시간이 20일 이상으로 길게 나타난 반면 상부 관측공은 6일 이내로

짧게 나타나 서로 차이를 보였다. 부탄공동 주변의 관측공은 0.097∼0.155의

작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지연시간은 프로판공동 보다 빠른 5일 이내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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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측공

운영압 유출수량 강수량

지연시간

(days)

최대

상관성

지연시간

(days)

최대

상관성

지연시간

(days)

최대

상관성

프로판

상부
YK5-U 1 0.263 - - 3 0.175

YK11-U 0 0.486 139 0.476 6 0.153

하부
YK3-L 2 0.137 170 0.661 22 0.010

YK17 1 0.572 37 -0.410 29 0.162

부탄

상부
YK-1 0 0.272 286 0.141 3 0.097

YK-10 2 0.170 344 -0.280 5 0.155

하부
YK14-L 1 0.434 28 -0.374 1 0.112

YK18 2 0.367 29 -0.331 1 0.105

표 5.2 울산기지 운영압, 유출수량, 강수량에 따른 지하수위와 상관관계

한편 울산 지하공동 주변의 일부 관측공에서 1990년대 초부터 지하수위

강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Geostock사는 박테리아에 의한 클로깅 현상

원인을 추정하였으며, 지하공동의 수벽공을 채우고 있는 지하수의 박테리아

활동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벽시스템에 세정제를 주입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정작업은 1993년 8월 ~ 1994년 2월까지 모니터링

공(BMW, PMW, NPMW)에서 이뤄졌는데, 세정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을 포함한 물을 W/C 총 부피의 약 2배 가까이 주입하였다. 그러나

세정작업 후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프로판공동 부근에 위치한 W/C 하부관

측공 대부분과 부탄공동 부근의 W/C 하부관측공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급격

하게 지하수위 강하가 발생하였다. 특히 프로판공동 부근에 위치한 YK17,

YK20의 경우 지하수위가 공동의 최저 안전수위까지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

다. 지하수위 강하가 일어나는 YK17, YK20 관측공에 대하여 주변에 물 주

입공을 2~3개 설치하여 정기적인 물의 주입으로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최대

한 막고 있지만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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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Hydraulic Margin을 이용한 수밀성평가

울산 LPG 기지 공동의 수밀성은 W/C hole 간에 설치된 간극수압계의

지하수두와 지하공동 천단부 수두의 차가 안정율(hydraulic margin)을 유지

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수밀성 진단공식은 다음과 같다.

S < Φ W/C - Φ STOR

ΦW/C
= W/C hole 간에 설치된 간극수압계의 수두

ΦSTOR
= 저장공동 천단부의 수두

S= Hydraulic margin

그림 5.12 수밀성 진단에 이용되는 관측공의 분류

울산기지에서 Hydraulic margin 설계값(Geostock)은 프로판공동이 22.5m,

부탄공동이 24.0m이며, 그림 5.12에서 Type-1에 해당하는 간극수압계 및

관측공을 대상으로 진단한다.

진단결과 프로판공동의 PPC, PPC4, PPC5의 각 간극수압계는 Hydraulic

margin의 설계값 22.5m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소폭이지만 하향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YK20 관측공은 1998년 급격히 수위가 하강한

후 계속 뚜렷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 말부터 하향추세를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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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근까지 규칙적인 계절적 변동을 나타내며 Hydraulic margin의 설계값

22.5m를 충족시키고는 있다. YK20 관측공은 앞서 언급한대로 주변에 물 주

입공을 2~3개 설치하여 정기적인 물을 주입함으로써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시급하다.

부탄공동의 경우 BPC8의 간극수압계는 Hydraulic margin의 설계값 24m

이상의 조건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13).

(a) 프로판공동의 Hydraulic margin

(b) 부탄공동의 Hydraulic margin

그림 5.13 울산기지의 Hydraulic mar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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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하수/유출수 수질특성

5.4.1 지하수

울산기지 지하수는 2002년부터 연 2회에 걸쳐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현장

수질을 측정하고, 주요 이온성분 및 미생물에 대한 실내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4.1.1 현장수질

울산기지 지하수의 pH의 연도별 변화는 그림 5.14와 같다. YK10에서

2007년 10월에 급격하게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며, 나머지 지

하수 관측공에서는 분석시기별(상반기, 하반기)로 약간의 증가 또는 감소의

경향을 보일 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유출수의 pH 또한 일정한

범위에서 약간의 증가 또는 감소의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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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울산기지 지하수 pH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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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도도(EC)의 경우 프로판 W/C 상부 관측공은 YK5-U를 제외하고

시기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프로판 W/C 하부 관측공의 경우

YK5-L, YK17에서 시기별로 EC의 변화량이 크게 나타난다(그림 5.15). 부탄

W/C 상부 관측공 YK10의 EC는 pH와 마찬가지로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나머지 부탄공동 부근의 관측공에서는 2006

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Oc
t-0

2

A
pr

-0
3

Oc
t-0

3

A
pr

-0
4

Oc
t-0

4

A
pr

-0
5

Oc
t-0

5

A
pr

-0
6

Oc
t-0

6

A
pr

-0
7

Oc
t-0

7

A
pr

-0
8

Oc
t-0

8

A
pr

-0
9

0

1,000

2,000

3,000

8,000

10,000

E
C

 (
m

S/
cm

)

YK2- U
YK4
YK5- U
YK6
YK11 -U

(a) 프로판공동 W/C 상부 관측공

 

Oc
t-0

2

A
pr

-0
3

Oc
t-0

3

A
pr

-0
4

Oc
t-0

4

A
pr

-0
5

Oc
t-0

5

A
pr

-0
6

Oc
t-0

6

A
pr

-0
7

Oc
t-0

7

A
pr

-0
8

Oc
t-0

8

A
pr

-0
9

0

400

800

1,200

1,600

2,000

E
C

 (m
S

/c
m

)

YK2-L
YK3-L
YK5-L
YK17
YK19
YK20

(b) 프로판공동 W/C 하부 관측공

 

O
ct-

02

A
pr

-0
3

O
ct-

03

A
pr

-0
4

O
ct-

04

A
pr

-0
5

O
ct-

05

A
pr

-0
6

O
ct-

06

A
pr

-0
7

O
ct-

07

A
pr

-0
8

O
ct-

08

A
pr

-0
9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E
C 

(m
S/

cm
)

YK1
YK10
YK13-U
YK14-U

(c) 부탄공동 W/C 상부 관측공

 

Oc
t-0

2

A
pr

-0
3

Oc
t-0

3

A
pr

-0
4

Oc
t-0

4

A
pr

-0
5

Oc
t-0

5

A
pr

-0
6

Oc
t-0

6

A
pr

-0
7

Oc
t-0

7

A
pr

-0
8

Oc
t-0

8

A
pr

-0
9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E
C

 (m
S

/c
m

)

YK13-L
YK14-L
YK18

(d) 부탄공동 W/C 하부 관측공

그림 5.15 울산기지 지하수 EC의 연도별 변화

5.4.1.2 주요 이온성분

주요 용존이온의 변화를 살펴보면 울산기지 지하수 관측공에서 Na의

농도는 W/C 하부 관측공에서 W/C 상부 관측공보다 높은 범위를 보이고,

분석시기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일부 관측공을 제외하면 2002년부터 2009년

까지 관측결과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그림 5.16). 오히려

프로판 W/C 하부 관측공에서는 약간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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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울산기지 지하수 Na의 연도별 농도변화

Ca의 농도는 W/C 상부 관측공과 W/C 하부 관측공에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며, 지점별로 비교적 일정한 범위값을 나타난다(그림 5.17). YK5-U,

YK5-L의 경우 Ca의 농도가 다른 관측공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난다.

YK5-U의 경우 시료채취 시 관측공 중간이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높은 Ca의 농도가 관측공의 노후화 및 막힘현상으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다른 오염원의 영향인지는 명확하지 않다(SK가스, 2009).

Cl의 농도 또한 Na와 마찬가지로 W/C 하부 관측공에서 높은 범위로 나

타난다(그림 5.18). 프로판공동 부근 관측공 중 YK5-U와 YK5-L에서 Cl의

농도가 다른 지점보다 높게 나타나며, 부탄공동 부근 관측공에서는 YK14-U

와 YK14-L에서 Cl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YK5, YK14 등을 제외한 다른

지점의 Cl 농도는 대부분 분석 시기별 편차를 나타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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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울산기지 지하수 Ca의 연도별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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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울산기지 지하수 Cl의 연도별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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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탄산염(HCO3)의 농도는 지점별로 다양한 범위를 나타낸다(그림 5.19).

지하수 관측공 YK5-U, YK2-L, YK3-L, YK20, YK13-U, YK13-L,

YK14-L 등에서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중탄산염(HCO3)의 농도가 증가하

였다가 2007년 이후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나머지 지점에서는 시

기별 편차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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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울산기지 지하수 HCO3의 연도별 농도변화

울산기지의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 이온농도를 당

량으로 환산하여 파이퍼도(Piper's Diagram)에 도시하였다(Fetter, 1994). 이

용된 자료는 2008년 11월과 2009년 6월의 최근 분석결과이다. 지하수 수질유

형은 W/C 상부 지하수는 Na-HCO3 type과 Ca-(Cl+SO4) type으로 나타나고,

W/C 하부 지하수는 Na-HCO3 type과 Na-Cl type이 많이 나타났다(그림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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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울산기지 지하수 파이퍼도

울산기지 지하수에서 높은 pH와 Na-Cl type이 많이 나타났던 것은 지하

공동 건설 시 사용된 급결시멘트(CaCO3)의 용해와 1993년 실시된 세정작업

에 사용된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 Sodium Hypochlorite)이 조사지역의 지

하수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서울대 기초

과학연구원, 1998). 그러나 YK17과 YK20은 최근의 지속적인 물 주입으로

인하여 Na-Cl type에서 점차 Na-HCO3 type으로 수질특성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적인 지하수질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스티프도(Stiff Diagram)를

조사지역 지도에 도시하였다(그림 5.21). 스티프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울

산기지 지하수 및 유출수는 대부분 Na의 함량이 우세하고, 심도에 따라

HCO3와 Cl이 지역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동 외곽지역의 용존이

온 함량은 공동부근보다 낮고 Na 함량비율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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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울산기지 지하수 스티프도(2009년 5월)

5.4.1.3 미생물

울산기지 지하수는 총세균, 호기성세균, 점액질세균, 혐기성세균의 미생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총세균은 시기에 따른 큰 함량 차이를 나타낸다. 프

로판 W/C 상부 관측정의 총세균(Total bacteria) 함량은 분석시기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그림 5.22). 프로판 W/C 하부 관측공에서는 상부 관측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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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내다 2006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

소하였다. 부탄공동 부근 관측공의 총세균 함량은 분석 시기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증가의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호기성세균(Aerobic

bacteria) 함량은 2006년 이전에는 분석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였지만 2006년

부터 감소하여 낮은 범위로 나타났다(그림 5.23). 2006년 이후에는 YK5-L,

YK20, YK14-L 등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점액질세균(Slime forming bacteria)의 함량 또한 호기성세균과 마찬가

지로 2006년 이후부터 감소하여 낮은 범위로 나타났다. YK20에서만 2006년

4월에 일시적으로 높은 값인 6.9×106 CFU/mL로 나타냈다. 혐기성세균

(Anaerobic bacteria)의 함량도 호기성세균 또는 점액질세균과 비슷한 경향

을 보였다. 2006년까지는 분석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증가와 감소를 반

복하였지만 2007년부터 감소하여 낮은 범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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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울산기지 지하수 총세균 함량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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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울산기지 지하수 호기성세균 함량의 연도별 변화

5.4.2 주입수 및 유출수

울산 LPG 기지 유출수도 지하수와 동일하게 2002년부터 연 2회에 걸쳐

수질시료를 채취하여 현장수질을 측정하고, 주요이온성분 및 미생물에 대한

실내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5.4.2.1 현장수질

울산기지 유출수의 pH의 연도별 변화는 그림 5.24과 같다. BST에서 10이

상의 높은 값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며, PST도 10이상의 값을 일정기간 나타

내다가 최근 감소하였다. 다른 지점은 8∼10의 범위에서 변동하는데 점차적

인 감소의 경향이 우세하다. 전기전도도(EC)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점이 300

∼400 μS/cm의 비교적 일정한 값을 나타내며, 점차적인 감소경향이 우세하

다. BST는 2002년에 1,000 μS/cm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급격하게

감소한 이후 최근 800 μS/cm 가량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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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울산기지 유출수 현장수질의 변화

5.4.2.2 주요 이온성분

유출수의 주요 이온성분의 변화를 그림 5.25에 나타내었다. Na의 농도는

대부분 지점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비교적 일정한 값을 나타내거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BST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뚜렷한 감소

세를 나타내다가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Ca의 농

도는 지점별로 일정한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변동한다. PST-IN, PSP-OUT

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변동폭도 크다. Na 농도가 가장 높은 BST의 농

도는 가장 낮다.

Cl 농도는 Na 농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지점이 변동이

적으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BST 지점도 Na와 유사하게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2004년 10월에 일시적으로 모든 지점의 농도가

상승하였다. 중탄산염(HCO3)의 농도는 지점별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데,

Ca 농도와 일정한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 BSP-

IN/OUT, PSP-IN/OUT의 농도가 감소하여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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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울산기지 유출수 주요 이온성분의 변화

유출수의 수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 이온농도를 당량으로 환산

하여 파이퍼도(Piper's Diagram)에 도시하였다(그림 5.26). 이용된 자료는

2008년 11월과 2009년 6월의 최근 분석결과이다. 유출수 수질은 양이온에서

Na가 뚜렷하게 우세하지만 음이온의 HCO3와 Cl의 당량이 유사하게 나타났

다. 수질유형은 Na-(Cl+HCO3)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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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8년 11월 (b) 2009년 6월

그림 5.26 울산기지 유출수의 파이퍼도

5.4.2.3 미생물

울산기지 유출수도 총세균, 호기성세균, 점액질세균, 혐기성세균의 미생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총세균은 지하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일정한

함량을 나타낸다(그림 5.27). 2006년에 일부 지점에서 일시적인 증가의 경향

을 보였지만 지하수에 비하여 분석 시기별 편차는 작다. 호기성세균(Aerobic

bacteria) 함량은 전체적으로 2006년 이전에는 분석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였

지만 2006년부터 감소하여 낮은 범위로 나타난다. BSP-OUT, PSP-OUT은

2006년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기도 한다. 점액질세균(Slime

forming bacteria)의 함량은 2006년까지 변동이 심하지만, 2007년 이후로 전

체적으로 낮은 농도를 나타낸다. 혐기성세균(Anaerobic bacteria)의 함량도

호기성세균 또는 점액질세균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2006년까지는 분석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지만 2007년부터 감소하

여 낮은 범위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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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울산기지 유출수 미생물 함량의 변화

5.4.2.4 COD 및 TOC

울산기지는 2006년 11월부터 프로판 및 부탄 유출수(BSP-In, BSP-Out,

PSP-In, PSP-Out)에 대하여 CODMn과 TOC(Total Organic Carbon)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5.28는 유출수의 CODMn과 TOC값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부탄공동 유출수의 CODMn 값은 점차 감소하여 시기별 변화량이 크지 않

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프로판공동 유출수의 경우 CODMn 값의 변화량이

크고, 상대적으로 부탄공동 유출수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였다. 프로판공동

유출수의 CODMn 값도 2008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OC(Total Organic Carbon) 또한 폐수 내 유기물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

인데, CODMn와 거의 유사하게 프로판공동 유출수 TOC가 부탄공동 유출수

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부탄공동의 TOC는 CODMn와 달리 증

가하는 형태는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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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울산기지 유출수의 CODMn과 TOC

5.4.3 지구화학적 클로깅 평가

LPG 지하기지의 수밀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클로깅 현상으로

지하수 내 용존되어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 성분들의 반응에 의한 침전현상

과 산화환원전위에 따른 수산화물로의 침전현상 등이 있다. 울산기지의 물

시료들 중 일부 시료는 숏크리트 등의 용해 특성이 관찰되는 등 지구화학적

클로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물 시료들에 대하여 물리 화학적

환경에서 각종 용해된 광물과 물과의 평형상태 및 포화상태를 알기 위하여

미국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에서 제공하는 WATEQ4F를 이용하

여 지구화학적 모델링을 수행되었다(SK가스, 2008).

탄산염광물인 방해석(Calcite, CaCO3)은 흔하게 나타나는 광물로서 용해,

침전속도가 빠르고 물리 화학적인 클로깅을 유발할 수 있는 광물로 외국의

지하공동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Nordstorm et al., 1989). 조사지역 지하수는

Calcite, Dolomite(CaMg(CO3)2), Magnesite(MgCO3), Rhodochrosite(MnCO3)

와 같은 탄산염광물의 반응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H가 증가할수록 포화 또는 과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탄산염광물의 침전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pH가 10 이상의 값을 보이는

시료에서는 탄산염광물의 S.I가 불포화 상태로 나타나 매질에서 탄산염광물의

용해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5.29). 따라서 pH가 높게 나

타나는 W/C 하부 관측공의 지하수에서는 절리 내 충진되어 있는 방해석

(Calcite)같은 매질의 주요 반응광물의 용해반응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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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탄산염광물의 포화지수

철을 함유한 광물에는 Goethite(FeOOH), Hematite(Fe2O3), Fe(OH)3,

Fe3(OH)8 등이 있다. 비정질화합물인 Fe(OH)3와 침철석(Goethite)이 주 반응

광물로 확인되었으며, 포화지수가 양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침

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30). 그러나 수질분석 결과에서 용

존 2가 철(Fe2+)및 총철(Fe)의 함량이 낮아 침전으로 인한 관정의 클로깅

(clogging)의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245 -

그림 5.30 철(수)산화물의 포화지수

5.5 현안종합

5.5.1 부지특성

울산기지 주변은 변성퇴적암과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규모의

단층이 여러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리면은 크게 4방향으로 구분

되는데 우세하게 나타나는 NE방향의 절리는 단층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

정되었다. 안산암과 변성퇴적암의 투수성은 낮으나, 상부파쇄암과 풍화암의

단층지역의 투수계수는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고 지하수 저장능력이 없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공동 누수현상으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에 대

비할 것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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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기지 주변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은 타 기지와 비교할 때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지하공동 및 주변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질구조에 대

해 기록된 자료가 미비하여 부지특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정

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리지질특성은 건설당시의 기본매질에 관한 결과만이 존재하여 지하공동

주변의 지질구조대와 연계된 분석은 이뤄지지 못하였다.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의 해석에 부지특성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질구조대의 분포와 연

계된 수리지질특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분석결과는 수위강하

지역의 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등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5.5.2 수리안정성

공동의 운영시스템 및 지하공동의 수밀성을 파악하고 공동의 안정적 운영

을 위해서는 지하수위, 운영압, 주입수, 유출수량, 공동의 유위 등의 자료를

이용한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운영

압, 강수량, 유출수량, 지하수위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런데 분석과

정에 각각의 자료에 대한 관측주기가 상이하고 결측된 자료들의 수가 상당

수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어 각 요소간의 비교 및 상관성 파악에 어

려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공동운영관련 축적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는 관측주기를 통일하고 결측자료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울산기지에는 지하수위 하강에 관련된 문제가 확인되었다. 지하수위 하강

은 1990년대 초부터 발생하여 클로깅 현상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세정작업을

실시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프로판공동 부근에 위치한 W/C 하부 관측

공 대부분과 부탄공동 부근의 W/C 하부 관측공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급격

하게 지하수위 하강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프로판공동 부근에 위치한

YK17, YK20의 경우 지하수위가 공동의 최저 기준수위까지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지하수위 하강이 일어나는 YK17, YK20 관측정에 대하여 주변에

물 주입공을 2～3개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물을 주입하여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기지의 관측

공 및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안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후

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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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클로깅

클로깅(Clogging)현상은 지하수 내 용존되어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 성분

들의 반응에 의한 침전현상과 산화환원전위에 따른 수산화물로의 침전현상

등에 의해 발생한다.

울산기지의 물 시료들 중 일부 시료에서 나타나는 높은 pH는 숏크리트

등의 용해특성에 의한 결과이며 숏크리트의 용해는 지구화학적 클로깅의 가

능성을 지시한다. 또한 탄산염광물의 반응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pH가 증가할수록 포화 또는 과포화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탄산염광물의 침전가능성을 나타내었다. pH가 높게 나타나는

W/C 하부 관측공의 지하수에서는 절리 내 충진되어 있는 방해석(Calcite)

같은 매질의 주요 반응광물의 용해반응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5.4 수질분석

울산기지 수질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및 현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부 관측공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높은 pH와 EC값을 보이고

있다. 높은 pH는 급결시멘트와의 반응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이온성분은 Na,

Cl 성분이 우세하고 공동주변에서 더 높고 외곽에서 나타났는데 차아염소산

나트륨(NaOCl)의 영향으로 해석되어 왔다.

한편 COD 및 TOC가 높게 나타나는데 프로판공동이 부탄공동보다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COD값의 경우 최고 1,000 mg/L를 나타낸 경우도 존재

하였다. 프로판공동의 COD는 수처리를 비롯한 여러 조치를 필요하게 높게

나타나는 원인파악 및 효과적인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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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각 기지 주변의 단층, 단열대 및 배경단열의 지질학적 특성이 수리지질

학적으로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음

Ÿ 각 기지별로는 지질특성에 의한 수리지질적 특성이 분석되어 있으나,

기지와 기지 간의(U1-1과 U1-2, U1-2와 U1-3) 지질학적 특성이 지하

수위 분포나 수리지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평가되지 않아

전체 부지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

Ÿ 기지 주변에 존재하는 단층의 특성 및 배경단열과 주 단열대와의 관계

등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다분야 복합평가가 수행

되어야 효율적인 기지 운영에 대한 분석자료(기준 지하수위, 지하수위

관측망)를 제시할 수 있음

6. 기지별 현안분석 및 종합평가

6.1 개요

본 절에서는 앞서 3, 4, 5 장에서 분석하고 서술한 각 기지별 부지특성 및

진화에 따른 현안을 종합하여 설명하였다. 종합적인 현안도출에 앞서서 우선

적으로 분석대상 기지별 주요 현안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후 각 기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부지특성, 수리안정성, 클로깅, 수질분석 관련으로

구분하여 공통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관련 항목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련

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다. 수질분석 관련 부분은 수질변화 원인,

해수침투 및 수질분석체계 개선(안) 등을 포함하였다.

6.2 기지별 현안종합

6.2.1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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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이중관측공 대부분은 상하부의 수리적 분리영향이 잘 반영되고 있으나

일부 관측공의 경우 하부 지하수위가 강우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을 보임 → 관측공 주변 대수층의 상부/하부구간이 수리

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관측공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조사평가 필요

Ÿ 단위공동에 대한 부압(대기압 이하) 운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부압운영이 기지의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필요

Ÿ 기지 내 관측공 중 기준수위 미달사례 존재 : 2차기지의 U1G01L,

U1G4L, U1G14L, U1G19L, 3차기지 U1G44, U1G45U, U1G46L,

U1G48U 지점 →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원인규명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향후 수위저하 가능성에 대한 평가 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연간 강우량패턴과 함께 분석된 주입/유출수량 분석결과가 수위분석

결과와 상이하게 과다 혹은 과소 측정된 공동 및 주입시설이 확인됨

또한 주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수벽공이 확인됨 → 수벽공 주변

암반의 장기적인 클로깅에 의한 영향검토 필요

Ÿ 일부 터널 및 공동 내 시멘트 시설물과의 반응에 의한 높은 Ca 함량

Ÿ 주입수를 제외하고 관측공, 터널수, 유출수 등에서 pH 변화에 따라

방해석의 침전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철, 망간광물의 침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물리화학적 클로깅에 의한 영향검토 필요

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일부 관측공 지하수(UMW-2, UMW-3)와 터널수에서 Na-HCO3형의

수질특성 → 시멘트와 경화제와의 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Ÿ 일부 단위공동에서 10%～15%의 비교적 높은 해수침투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T-101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높은 해수침투율을 유지함

으로써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Ÿ 현장측정 및 화학분석에 대한 지침마련 필요 : 과거 분석결과에서 Eh,

DO 및 Fe 등의 미량원소 분석결과에서 연도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

Ÿ 미생물 함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기별 편차의 원인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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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여수기지

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기지 주변의 단층특성이 2차원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제시되었음

→ 따라서 주변 석유공사 여수기지에서 분석된 단층과의 연관성, 배경

단열의 유사성 등을 E1 기지 자료와 함께 활용, 평가하여 부지의 수리

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되어야 함

Ÿ 수위변화 양상에 근거하여 4개 구역으로 구분가능하며 각각의 구역은

독립적인 장기 수위하강 및 회복 현상을 보이며, 단층에 의해 수리적으

로 격리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지하수위 관측시스템은 단일관측공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 지하

수위는 비교적 강우의 효과를 양호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관측

공에서 지하수위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해수

침투에 의한 지하수의 화학특성 변화, 지하공동 시설의 부식촉진 등

공동의 운영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적 측면의 검토 요구

Ÿ 기준수위 미달 관측공 : BH-1, BH-2, TE-1, 3, 4, 8, 14 → 관측구간

이 공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하공동의

수리적인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수리적인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면 기준수위에 대한 재산정 필요

Ÿ 일부 수벽시스템의 수리특성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관측공(TE-13)

존재 → 관측공 성능점검 필요

Ÿ 현재 지하수위 및 제반 수리자료 측정시 수동계측시스템에서 자동정밀

계측기기를 이용한 측정으로 변경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주입수량 및 유출수량 분석결과, 2005년 이후의 주입수량은 일정한데

비해 유출수량이 줄고 있어 이에 대한 클로깅 발생 가능성 의심

Ÿ 방해석과 아라고나이트 및 깁사이트에 대해서 일부 물시료에서 과포화

된 결과 → 방해석과 같은 탄산염 광물에 의한 클로깅 가능성 지시

Ÿ 주입수 및 유출수가 방해석에 대하여 과포화 상태로 분석되었기 때문

에 광물의 침전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 필요

6.2.2 E1 여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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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2002∼2006년도와 2007∼2008년도 간에 분석 결과가 매우 상이함 →

현장측정, 화학분석, 미생물 분석에 대한 지침마련 필요

Ÿ 유출수 뿐 아니라 주입수에서도 증발잔류물, 경도, 염소이온 항목 등에

서의 수질기준 초과 현상

Ÿ 유출수의 높은 Cl 함량 해석을 위해서 해수 및 세정제(NaOCl)의 복합

적인 영향평가 필요

Ÿ 해수침투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모니터링 요구

Ÿ 유출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높은 BOD, COD 농도가 나타남 → 원인파

악 및 저감대책 필요

한국석유공사 평택기지

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부지특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정리․분석하는

작업의 추가수행 필요 → 이를 바탕으로 기지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단

층의 특성 및 배경단열과 주 단열대와의 관계 등 지하암반의 지질구조

와 수리지질, 지화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다분야 복합평가 수행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과거 측정자료의 이상값이 존재하며, 일부 결측자료가 있어 공동운영

조건에 따른 지하수위 및 유출수량 변동분석의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움

Ÿ 최근 신규 프로판공동 주변의 LG28L, LG29L 관측공 지하수위의 하강

추세 후 회복 → 수위하강 원인파악 및 주변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필요

Ÿ LG27, LG28, LG29 관측공은 위치, 해발고도, 공심도가 비슷하나 기준

수위는 각각 -70m, -25m, -50m로 다르게 설정됨 → 이들 지점에 대한

지하수위 기준수위에 대한 재설정 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부탄 및 신규프로판 공동의 관측공 일부와 유출수에서 방해석이 과포

화 상태로 분석되므로 공동 상부에서의 침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필요

6.2.3 한국석유공사 평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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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부탄공동의 주입량 및 운영압은 계절적 영향에 민간하게 반응하고 있

으며, 연도별 주입현황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주변 지역의

수위상승이 관찰되지는 않음. 또한 유출수량 역시 연간 발생량 감소 →

수벽터널 주변의 장기적 클로깅 현상 가능성

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일부 관측공에서 높은 pH 및 EC값이 관찰되어 시설물의 급결시멘트와

의 반응결과로 판단됨

Ÿ 지하수의 수질특성은 Ca-Cl 또는 Na-Cl형, 유출수의 수질특성은

Na-Cl 유형 → 해수영향, 급결시멘트 용해,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의한 영향평가가 요구됨

Ÿ 미생물 함량은 연도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큰 편차를 보임

Ÿ 유출수에서의 BOD, COD값이 기준치 초과 → 원인규명 필요

SK가스 울산기지

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울산기지 주변은 변성퇴적암과 안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산암과

변성퇴적암의 투수성은 낮으나, 상부 파쇄암과 풍화암의 단층지역의 투

수계수는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고 지하수 저장능력이 없는 것으

로 평가됨 → 공동 누수현상으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에 대비 필요

Ÿ 수리지질특성은 건설당시의 기본 매질에 관한 결과만이 존재하여 지하

공동 주변의 지질구조대의 분포와 연계된 분석은 수행되지 못했음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현재 획득가능한 기지 운영자료에 대한 관측주기가 상이하고 결측된

자료들의 수가 상당수 존재하여 각 요소간의 비교 및 상관성 파악이

어려움 → 공동운영관련 축적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관측주기

를 통일하고 결측자료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 필요

Ÿ 1990년 중반부터 프로판공동 부근에 위치한 W/C 하부 관측공 대부분

과 부탄공동 부근의 W/C 하부 관측공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급격하게

지하수위 하강 발생 → 지하수위 하강 관련 원인규명 및 조치 필요

6.2.4 SK가스 울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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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특히 프로판공동 부근에 위치한 YK17, YK20의 경우 지하수위가 공동

의 최저 기준수위까지 떨어져 있으며 수위회복을 위한 수직주입공 2개

공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측공 및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안정성 저해원인 분석과 후속조치 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일부 시료에서 나타나는 높은 pH는 숏크리트 등의 용해 특성에 의한

결과이며 숏크리트의 용해는 탄산염광물의 클로깅 가능성을 지시

Ÿ pH에 따라 탄산염광물이 포화 또는 과포화상태로 탄산염광물의 침전

가능성 및 일부 Fe 광물에 대하여 침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일부 관측공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높은 pH와 EC값을 보임

→ 높은 pH는 시멘트와의 반응, 높은 Na, Cl 농도는 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의 영향으로 해석됨

Ÿ 프로판공동의 COD 및 TOC가 부탄공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며 COD값의 경우 최고 1,000 mg/L를 나타낸 이후 감소경향을 보임

→ 원인규명 및 효과적인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필요

6.3 부지특성 관련

지하기지의 지하수 기준수위 평가, 유출수 및 주입수량 산정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지 부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그 결

과를 해석 및 예측을 위한 지하수 유동모델에 잘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모델의 반영을 위한 부지특성에 대한 자료가 한계적이며, 다공질 매질을

가정한 3차원 지하수 유동모델링도 결정질 암반으로 구성된 지하기지의 지

질 특성, 수리지질 특성의 반영에 다소간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하저장기지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적인 인자에

대한 부지특성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하기지가 갖고 있는 지

질학적 특성 및 수리지질학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부지특성모델을 구축하

여야 하며, 이를 지하수 유동모델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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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지하수체계 해석을 위한 현안과제

지하저장기지 주변 모암에서의 지하수체계 해석을 위한 현안과제는 첫째,

투수성단열대의 기하학적인 분포형태 및 상호연결성, 둘째, 단열체계의 수리

특성, 그리고 셋째는 지하수압의 분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

게 다루어져야 할 지하수체계 해석의 불확실성들은 다음과 같다.

∙ 단열체계의 기하학적 분포특성에 따른 불규칙한 함수대 분포

∙ 지표수 집수유역과 지하수 함양지역과의 불일치

∙ 시공간에 따른 수리경사/수리전도도 등 수리인자의 불규칙한 변화

∙ 제한적 현장조사로 인한 수리인자의 대표성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은 수리지질학적 개념모델이며, 이

개념모델은 지하수유동체계의 분석에 기초가 되는 수리지질학적 체계의 이

해정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개념모델은 지하수체계 내의 유동과

정과 경계조건을 모사하는 매개변수에 대하여 단순하여야 하고, 모호하지 않

아야 한다. 모델의 신뢰성 구축(building-of-confidence)은 모델예측과 현장

계측치 및 지구화학특성 분포자료와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증진되는 수

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수리지질학적 특성 중 수리인자의 규모종속성은 널리 인식되어져 온 문제

이다. 현장에서 수행가능한 수리시험은 제한된 위치에서 수십 내지 수백미터

이내의 심도로 제한된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는 현장시험에서 얻을 수 있

는 자료보다 더 큰 규모의 암반에 대한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도출해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요 지하수유동 통로가 되는 단열대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

는 수리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6.3.2 단열암반의 수리특성 개념화

단열암반의 수리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개념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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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단열망모델(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l)

: 암반이 투수성단열과 불투수성 매질로 대변되는 개념모델로 수치모델

내에 개개의 단열을 모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수리적으로 중요한 단

열만을 고려하는 것이 관건이다.

∙ 등연속체모델(equivalent continuum model)

: 암반이 균질, 등방성 또는 이방성인 연속체로 표현되며, 실제 암반의

지하수유동을 대표하는 수리인자 값을 정의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까지는 등연속체모델을 이용하여 설계, 운영 전, 운영 중 단계의 수리

안정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단열암반을

등연속체모델로 해석하는 방법과 투수성 단열구조를 결정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단열망모델의 양자 중에서 어느 모델이 더 신뢰도가 높으냐는 문제

는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수리지질학적인 관점에서는 분리단열망개념

의 모델이 지질학적 특성을 더 현실성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분리단열망모델의 적용을 위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준비와 계획

이 전제되어야 하고,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통계학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뢰성 높은 모델이더라도 입력자료가 불충분하면 오히려 모델해석 결

과에 불확실성만 가중될 뿐이다. 분리단열망모델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

료는 암반 배경단열의 기하요소(방향성, 크기, 빈도, 틈)와 단열투수량계수의

확률적 분포특성이다.

6.4 수리안정성 관련

지하공동의 지하수 관측시스템은 지질구조 및 수벽시스템의 존재여부 등

을 반영하여 심도별 관측공을 설치하거나 관측공을 심도에 따라 분리하여

관측한다. 다중심도의 관측시스템 설비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일반적으

로 주요 관측심도에 대해 상․하부로 구분된 이중관측공을 이용한다. 상부

지하수위는 강우에 의한 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 하부 지하

수위는 상부에 비하여 강우의 직접적인 효과가 미약하며 주변에 공동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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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경우에는 공동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하저장기지 운영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적합한 위치 및 심도에서 상․하부 관측공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지하수 관측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되는 지하수위는 지하저장기지의

수리적인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

공한다. 지속적인 지하수위 하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장애를 발

생시킬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측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한 수리안정성

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6.4.1 지하저장기지 운영과 물수지 분석

지하공동의 기밀성을 파악하고 기지의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인자와 관련된 수리적인 인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하공동 운영인자는 운영압, 공동유위, 온도 등이 있으며, 관련된

수리적 인자로는 강수량, 주입수량, 유출수량 등이 있다. 수리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 인근으로 유입되는 수량과 공동을 통해

유출되는 수량이 안정화되는 것 중요하다. 유입수량의 감소나 유출수량의 증

가는 공동 기밀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지에서는 강우량과 유출수량을 기록하여 물수지 분석을 수행

하고 있었으나, 일부기지의 경우에는 주입수를 수벽공이나 담수터널의 높이

로만 기재하고 있어 정확한 주입수량을 측정하고 않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

구된다. 또한 지속적인 측정은 되고 있으나 총량단위로 측정하는 경우가 존

재하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입수량과 유출수량을 개별단위별로

측정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강수량과 관련하여서는 정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한 인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수의 유동통로

와 공동 내 포획구간을 평가하고, 권역별로 함양비를 계산하여 최대한 정량

화시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 공동 운영압력과 수리적인 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리시스템의 운영과 물수지 분석 등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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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지하수 관측시스템

지하공동의 지하수 관측시스템은 지하수위를 통하여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효과적인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지

하수 관측시스템은 지하공동의 심도, 수벽시스템의 존재여부, 지질구조 등을

반영하여 심도별로 관측공을 설치하거나 관측공을 심도에 따라 분리하여 설

치한다. 다중심도의 관측시스템 설비에는 다소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일반

적으로 수벽시스템이나 공동심도를 중심으로 심도를 상․하부로 구분된 이

중관측공을 설치한다. 상부 지하수위는 강우에 의한 함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 하부 지하수위는 수벽시스템이나 공동압력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하수 관측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합한

위치 및 심도에서 관측공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번 분석대상기지 관측공의 경우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의 기지는 수벽

시스템을 중심으로 상부와 하부의 이중공으로 관측공이 되어 있으나 E1은

단일공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중심도 관측공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부와 하부의 완벽한 분리가 중요한 관건인데, 일부 지점에서 상부와 하부

지하수위가 거의 유사하게 변동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해당지점에 대해서

는 대수층 매질의 지질구조에 의한 연결인지, 설치시 또는 운영중에 발생한

관측공의 결함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요구되며, 결과에 따라서 적절

한 유지보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일공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각

각의 관측공이 관측하고 있는 대상심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결과에 따

라 관측공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모호한 경우에는 대상심도에 따라 개조 등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측공이 전체 대상기지를 모니터링하기에

적절한 배치를 갖고 있는지 주요 구조대의 존재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추가적인 관측위치 또는 심도가 필요할 경

우에는 신규 관측공을 설치하여야 관측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하수 관측공은 일반적인 지하수 관정과 달리 양수 등에 의한 지하

수의 빠른 유동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간의 이물질의 침전

등에 의하여 지하수 유동통로가 막혀 관측공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관측시스템 종합진단용역(2008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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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성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관측공이 다수 확인되어 이후에 해당

관측공에 대한 유지보수가 수행되었다. SK가스나 E1의 경우에는 장기간

운영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거나 상실한 관측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관측공을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4.3 지하수위 분포와 변동

앞서 지하수 관측시스템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하공동은 지하수압에

의해 기밀성/수밀성을 확보하므로 안정적인 지하수위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

요하다. 지하공동 주변의 지하수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지하수위의 정기적인 관측을 통하여 지하수위의 변동형태 및

분포형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하수위 변동형태 분석은

개별지점에서 지하수위가 급격한 하강 등이 발생하지 않고 기준수위 이상으

로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공간적인

분포분석은 특정지점 또는 구역에서 지하수위의 이상분포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지하수위 변동형태는 추세분석 등을 이용하면 보다

정량적인 분석과 관리가 가능하며, 강수나 운영압력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해두면 변동형태를 예측하여 관리할 수 있다.

금번 분석대상기지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 평택기지, SK가스 울산기지

에서 기준수위 이하 또는 근접하는 지하수위 하강이 확인되었으며, E1 여수

기지에서도 EL. -30m의 지하수위가 확인되었다. 이들 수위 하강지점에 대해

서는 지질구조, 지하수 이용량, 운영상 특이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하수위 하강원인을 분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구리기지에서 지하수위 하강 관측공에 대한 조사 설계는 시범

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금번 조사에는 기준수위(또는 안정수위) 설정의 모호한 기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였다. 한국석유공사 평택기지의 경우 비슷한 고도와 심도를 갖

는 관측공이 근접하여 위치함에도 기준수위가 상당히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

다. E1 여수기지의 경우는 -30m 심도가 기준수위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준수위는 일반적으로 3차원 지하수유동모델링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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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는데 과정에서 임의성이 반영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관리자의 경험

에 의한 조정 등의 요인도 존재하는 것 추정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지는

부지특성 모델링에 근거한 기준수위 재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5 클로깅 관련

6.5.1 클로깅 발생환경 및 연구사례

최근 몇 십 년 동안 포화상태에서 수리전도도(hydraulic conductivity)가 시

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시되었다. 기존 문헌

들은 수리전도도의 감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클로깅을 일으키

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연구되어야 하며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공성 매체(porous medium)에서 수리전도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표현하면, 공극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물의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의한 매체(medium)의 물리적 저항도(physical

resistance) 혹은 마찰계수(friction coefficient)나 유체점성(fluid viscosity)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혹은 물리적 변화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는 결국 물리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 화학적, 미생

물학적 요인으로 크게 볼 수 있다 (Baveye and Jacquet, 1987; Vandevivere

and Baveye, 1992a). 하지만 이러한 각 분야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동

시에 반응함으로써 (e.g., McGauhey and Krone, 1967; Jawson, 1976; Kreissl,

1978; Metzger et al., 1983; Warner et al., 1994),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메커

니즘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클

로깅을 일으키는 주요 메커니즘 중에 미생물학적 요인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

이다. 이는 지하수와 토양오염에 많은 부분에 미생물활동이 연관되어 있기 때

문이기도 하다 (Molz et al., 1986; Ghiorse and Wilson, 1988). 특히,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지하수 환경의 in situ 상태에서 유기물질에 의한 클로깅의 생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하느냐에 전념하고 있다 (e.g., Lee et al., 1988). 이러

한 연구사례 중에서는 탄소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을 지하수 환경에 주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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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으로 활발한 지역(biologically active zone)을 만들어 조사하기도 한

다. 만약, 미생물의 활동을 자극한 결과로 주입공 주변에 클로깅 현상이 일어

났다면 이러한 클로깅은 주입압력을 증가시키고 주입수의 주입률을 감소시키

게 된다. 가령 chlorination 혹은 substrate pulsing 같은 방법(Roberts et al.,

1990)으로 클로깅 현상이 성공적으로 제어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생물 활동에

필요한 탄소 및 다른 영양물질이 존재하는 한 또 다른 지역에 새로운 생물학적

으로 활발한 지역을 조성함에 따라 미생물들의 활발한 신진대사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 그 곳의 수리전도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6.5.2 클로깅 발생지역 진단방안

클로깅 현상의 원인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과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Olsthoorn, 1982; Baveye et al., 1998) 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하다. 클로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요인이 될 수

있는 주입수 및 지하기지 주변 지하수와 관련하여 비록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

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입수의 수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클로깅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입수의 수질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 없고 그때 상황에 맞는 일시적인 처방이고 이

마저도 아직까지 실증된 바가 없다 (e.g. Pe´rez-Paricio and Carrera, 1999). 이

러한 주입수와 관련된 클로깅의 생성기작은 복잡한 생물, 지구화학적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들의 기작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정의

부터가 미흡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클로깅의 형태, 규모, 그리고 클

로깅 메커니즘의 상호관계를 주입수 수질과 관련하여 실험실 혹은 현장에서

행하는 실험과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클로

깅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인을 밝혀내고 주입수의 수질과 클로깅 현상간의 관

계를 규명하여야 한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클로깅과 관련하여 주입수 및 지하기지 주변의 지하수

수리화학 측면에서 고찰해야할 특정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사례로써,

앞서 클로깅 발생조건으로 언급하였던 화학적 요인 중 클로깅 현상이 주입수

혹은 지하기지 주변 지하수의 Ca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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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및 지하수에서 Ca 농도의 증가는 지하수환경에서 방해석의 용해과정에서

일어나고 주입수 및 지하수가 방해석에 대하여 불포화상태일 때 일어나는 현

상이다. 이 현상은 또한 유기물질의 산화과정에 의하여 산화환경이 생성될 때

그 과정이 촉진될 수도 있다 (Vanderzalm et al., 2006). 하지만 지하수의 pH

값은 지하수 흐름시간에 따라 탄산염광물의 완충작용으로 점점 증가하게 된

다. 주입수의 Ca이외에도 철에 의하여 클로깅이 생성될 수도 있다. 즉, 지하수

환경에서 철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들 (가령, 황철석, pyrite) 이 생성됨으로써

철(iron)이 클로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Creskowiak et al. (2005)은 상당히

환원된 상태에서 황철석의 결정체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침전물들이 지하수 환

경에서 더욱 복잡한 iron cycle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심한 경우라도, 설령 모든 Fe(II) 가 iron oxyhydroxide로 침전될 수 있다 하더

라도 철에 의한 클로깅은 Ca에 의한 클로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약하

다. 왜냐하면 지하수에서 탄산염 성분이 철의 성분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이다. 따라서 주입수 및 지하수환경에서 클로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내

포하고 있는 화학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주입수 및 지하기지 주변 지하수의 수리화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자 하는 요인들은 단지 클로깅의 화학적 요인들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대부분

의 수질과 관련된 요소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학적으로

클로깅의 생성 메커니즘과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다. 가령, 탁도는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세입자들을 반영함으로써 클로깅의 물리화학적인 요인을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수의 탁도는 대부분 유기물질 입자 [particulate organic

matter (POM)]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생물학적인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Vanderzalm et al. (2006) 와 Greskowiak et al. (2005)에 의하면 산화환경

혹은 환원환경에서 용존산소와 nitrate (두 가지 주요 electron acceptors)가 미

생물들의 산화-환원 과정에 의해 소비하면서 동시에 지하수에 포함되어있는

유기물질 입자로부터 유기탄소를 섭취하여 산화과정에 의하여 제거하고 결국

이러한 산화환원과정으로 biomass를 생성시킨다. 또한 이러한 유기 탄소의 제

거과정은 주입수에 함유되어있는 미생물의 영양분과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또한 미생물에 의한 인(phosphorus)의 섭취 혹은 인산염를 포함한 광물들, 가

령 hydroxyapatite 같은 광물들이 클로깅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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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또한 클로깅과 관련하여 미생물성장에 중요한 상수로써의 역할을 제

시한다. 미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온도범위 내에서 온도가 높을수

록 클로깅도 활발하게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특정 온도범위 내에서

높은 온도가 미생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러한 활발한 미생물활동에 의해

서 탁도, Ntot, Ptot 가 낮아지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수들은 계절과 관련이 있

으며 온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pH값 또한 장기간 혹은 단

기간 클로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질 상수들 중에 pH가 방

해석의 용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상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클로깅이 생

길 때 지하수환경의 가장 높은 평균 pH값이 7.5이고 pH가 약 7.3일 때 클로깅

이 생기지 않으며 pH가 6.9일 때 클로깅의 제거(unclogging)현상이 일어난다.

pH가 7.3보다 낮을 때, 그리고 방해석이 불포화상태를 나타낼 때, 투수계수는

안정세를 갖게 되고 클로깅이 단시간 내에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위의 사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클로깅의 생성과 관련하여 주입수 및 지하

기지 지하수 환경에서 수리화학적으로 접근할 경우, 물리, 화학, 생물학적으로

각각 접근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는 클로깅의 생성과정

이 각각의 과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이 복합

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클로깅의 생성과

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시각 뿐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학적 접

근을 종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Hutchinson and Randall (1995) 은 transmissivity 와 Membrane Filtration

Index (MFI) data 로 물리적인 클로깅 현상을 예측하려고 하였고 Taylor and

Jaffe' (1990)은 k/k0 가 축적되는 biomass에 따라 감소함을 밝혔으며

Pe´rez-Paricio and Carrera (2000) 는 공극률과 투수계수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생지구화학과정과 이동과정을 coupling 하였다 (Pavelic et al., 2007).

전통적으로 클로깅은 지하수환경의 물질로 채운 컬럼(column)을 이용한 실

험실 시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진행되었다 (e.g. Taylor and Jaffe´, 1990;

Rinck-Pfeiffer et al., 2000; Wood et al., 2005). 현장에서 직접 진행되는 연구

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그 이유는 현장실험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한 시간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hrlich et a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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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rdorfer and Peterson, 1985). 또한 실험실에서 행하였던 실험과 현장에서

행하였던 연구를 연결시키고 실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하다. 클로깅 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주요 클로깅 메커니즘을 실증하기 위한

연구를 실험실과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이에 따른 결과들에 대한 mass

balance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실험실에서 행할 수 있는 batch 혹은 column 실

험은 특정한 클로깅 과정들을 통하여 이러한 mass balance와 관련된 각종 상

수들을 유추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클로깅과 관련된 변수를 구하는 실험들의

설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Rinck-Pfeiffer et al., 2000, 2002).

6.5.3 클로깅 현상의 지화학모델링

지하수환경에서 클로깅 현상을 예측하는 것은 아직까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이러한 클로깅 현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클로깅 현상에 대한 모델링 연구

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하수환경에서 생성되는 클로깅의 원인인

biomass의 분포는 주로 porous medium, 미생물, 미생물 성장환경등과 관련

된 그들의 성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클로깅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biomass와 관련하여 생성과 분포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및 생물학

적인 현상을 반영한 모델링이 개발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이러한 사

례들은 대부분 일차원적인 컬럼실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

한 모델링을 위하여 가장 중요시 되는 요소들은 컬럼깊이에 따른 압력(수두)

변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압력(수두)변이는 수리전도도의 차이로 전환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생물과 관련된 영양분에 대한 분포는 상대

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미생물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주입공 근처

에서 감소되고 빠르게 평형상태에 도달해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모

델링 관련하여 연구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든 물리적 미생물학적 과정들이 종

합적으로 고찰되어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수리전도도 감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2차 혹은 3차원적인 시스템에서 압력 혹은 수두

의 변화가 그다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클로깅된 지역으로부터

영양분이 더 이상 침투될 수 없고 지하수의 흐름이 분산됨에 따라 영양분도

분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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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되고 있는 모델들을 보면 실험에서 biomass 성장과 porous

media의 수리성질간의 상호과정을 모의하기 위한 모델링이 개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델들은 porous media의 입자표면에 biofilm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계산이 이루어져 있다 (Taylor et al., 1990).

이에 대한 연구사례로서는 공극간의 network 모델링(Suchomel et al.,

1998a,b), porous media에서 biomass의 성장을 바탕으로 network model 개

발(Dupin et al., 2001), 공극 network model 을 이용하여 biomass 가 어떻게

수리전도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수행(Thullner et al., 2002b), 클

로깅과 tracer를 이용한 사례(Kildsgaard and Engesgaard, 2001), TBC

(Transport, Biochemistry, and Chemistry) 모델 개발(Schafer et al, 1998),

TBCC (Transport, Biochemistry, Chemistry and Clogging) 모델 개발 및 2

차원의 클로깅 현상을 모델링(Thullner et al., 2004)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모델을 본 연구을 통해 직접 개발하기에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제약

이 따른다.

실제로 현재 국내 지하기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화학모델링 관련 현안

해결방안으로는 광물의 포화지수 계산시 salinity(ionic strength)가 높은 시

료에 대한 적합한 화학평형모델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 보고서 및 수질분석 보고

서 등에 클로깅 지수로 주로 계산되어지는 탄산염광물의 포화지수 이외에

기타 염류와 관련된 다양한 광물로 포화지수 계산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분석결과에 따른 표준포화지수 계산 광물종 혹은 그룹이

지정되어야 한다.

6.5.4 클로깅의 수리학적 분석방안

지하기지의 장기적인 운영과정에서 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점진적인 수벽공 또는 지하공동 주변의 수리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

상은 물리적으로 물의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

과적으로는 운영 중 주입수량 및 유출수량의 감소, 수두손실 증가, 수벽공

간 주입압 하강 등의 요인이 되어 어느 임계점에 도달되면 가스가 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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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깅의 요인으로는 (1) 주입수 중의 콜로이드성 미세입자, (2) 물-암석

반응의 결과로 인하거나 또는 주입수 중의 광물질이 화학적으로 침전하는

경우, 그리고 (3) 지하환경에서의 박테리아 증식으로 비롯된다.

이러한 클로깅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적한 수처리 공정을 도입하는

방법, 수벽공의 효율성이 급감할 때 즉시 주입압을 상승하거나 운영압을 하

강하는 방법, 그리고 박테리아의 경우 각각의 수벽공에 대한 고압세정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도 추가적인 수벽공 설치방법보다

더 유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할 수 있다.

6.5.4.1 운영단계의 비정상적 사고

기지의 운영단계에서는 운영절차서에 따르게 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운영기준의 주입수압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

려할 수 있다. 즉, 용수가 부족한 경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샤프트의 펌프, 각종 파이프라인의 고장, 모니터링시스템의

고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상적인 시설의 경우 예상되는 각종 사고시나리오를 대처할 수 있는 백

업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부문

이다.

6.5.4.2 클로깅 간접진단 사례

장기적으로 지하공동 주변과 수벽공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클로깅 현

상은 수벽시스템과 지하공동 사이의 암반블록의 투수성을 감소시키게 되어

당초의 설계개념대로의 수두압 조정성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운영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상태와 향후의 경향을 진단

할 수 있으며, 프랑스 지하저장기지 설계전문회사인 Geostock 사에서는 다음

과 같은 지수를 적용하여 진단하고 있다.

∙ 누수량지수 (Seepage Productivity index, PI)

∙ 주입능력지수 (Injectivity index, II)

∙ 마찰손실지수 (Friaction loss factor,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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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지수가 의미하는 클로깅 현상과 이러한 조건에서 기밀성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표 6.1에 정리하였으며, 계산 예제는 표 6.2와 같다.

구분 누수량지수(PI) 주입능력지수(II) 마찰손실지수(FF)
기밀성에

미치는 영향

수벽공 주변부의

클로깅
▼ ▼ ▼ 불리

지하공동 주변부의

클로깅
▼ ▼ ▲ 양호

수벽공 주변부의

탈클로깅
- ▲ - 양호

지하공동 주변부의

탈클로깅
▲ ▲ - 불리

표 6.1 클로깅 현상 지수와 기밀성에 미치는 영향

Cavern Crown elevation [1] -50 m/sea level

Cavern Invert Elevation [2] -80 m/sea level

Product density [3] 800 kg/m3

Water density [4] 1000 kg/m3

Pressure cell n°1 elevation [5] -30 m/sea level

Measured / Input Data Computed Data

Date - Hour Storage Cavern Water curtain Pressure 
Cells n°1 Storage Cavern Pressure 

Cell n°1 P.I. I.I. F.F.

Cavern 
Pressure (at 

cavern depth)

Product 
Level

Seepage 
Rate

Water Level 
(Monitoring 

well)

Water 
supply rate Pressure H cav 

crown
H cav 
invert

H cav 
mean

Hydraulic 
Margin

Hydraulic 
Potential

Productivity 
Index

Injectivity 
Index

Friction 
Loss 

Factor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bar g m/invert m3/h m/sea level m3/h bar g m/sea 
level

m/sea 
level

m/sea 
level

m of 
water

m/sea 
level

m3/h/m of 
water

m3/h/m 
of water -

2010-05-01 1.5 25 80 0.0 30 2.5 -34.7 -44.7 -39.7 34.7 -4.5 2.02 0.76 0.13
2010-05-02 1.4 24 82 0.0 31 2.4 -35.7 -46.5 -41.1 35.7 -5.5 1.99 0.75 0.15

표 6.2 클로깅 현상 지수 계산 사례

누수량지수

누수량지수 (Pi)는 지하공동과 수벽공(W/C) 주변 암반블록의 평균투수성

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지수이다.

P I=
Q S

Φ WC-Φ C

P I
: 누수량지수 (m3/h/m)

QS
: 지하공동 누수율 (m3/h)

Φ WC
: 수벽시스템 수두 (E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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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C
: 지하공동 평균수두 (EL.m), 저장유의 비중을 고려한 공동

내 상부와 바닥에서의 수두의 중간값

상기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수량지수는 지하공동의 누수율과 공동의

압력, 그리고 수벽시스템의 주입수두에 따라 변화한다. 누수량지수가 증가한

다는 것은 투수성단열 내 충전물질이 씻겨 나가거나 절리면이 넓어지거나

지하공동의 암반블록 또는 지수재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밀성

에 위해한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반대의 경우, 누수량지수가 감소할 때

는 지하공동 주변 또는 수벽공 주변의 클로깅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공동 주변의 클로깅은 오히려 기밀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되고

수벽공 주변의 클로깅은 기밀성 유지에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주입능력지수

주입능력지수는 수벽공으로 주입되는 주입수가 지하공동 간의 암반블록에

서 얼마나 양호하게 투과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량적 지수이다.

I I=
QWC

Φ WC-Φ C

I I: 주입능력지수 (m3/h/m)

Q WC
: 수벽시스템 주입율 (m3/h)

Φ WC
: 수벽시스템 수두 (EL.m)

ΦC
: 지하공동 평균수두 (EL.m), 저장유의 비중을 고려한 공동

내 상부와 바닥에서의 수두의 중간값

주입능력지수는 수벽시스템을 통한 주입율, 지하공동의 압력, 그리고 수벽

시스템의 주입수두에 따라 변화한다. 주입능력지수가 증가하게 되면 수벽공

주변 또는 지하공동 주변의 단열충전물이 씻겨 나가거나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지하공동 주변에서의 주된 현상이라면 기밀성에 위해

조건이 되고, 수벽공 주변에서의 주된 현상인 경우에는 기밀성을 향상시켜주

는 조건이 된다. 주입능력지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수벽공 또는 지하공동 주

변의 클로깅을 지시하는 것이다. 클로깅에 관한 한 지하공동 주변에서는 기

밀성 유지에 유리한 것이고, 수벽공 주변에서의 클로깅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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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손실지수

마찰손실지수는 지하공동과 수벽공(W/C) 간의 단위수두 차이에 따라 설

계에서 의도한 대로 얼마만큼 주입수두가 지하공동까지 마찰손실 없이 잘

전달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F
: 마찰손실지수

Φ WC
: 수벽시스템 수두 (EL.m)

ΦPC
: 지하 임의지점의 pressure cell에서 계측되는 수두

(EL.m)

Hm
: Hydraulic margin( =(Φ WC-Φ Cavern crown) (m), 여기서

Φ Cavern crown
은 ΦC

가 아닌 지하공동 크라운 영역의 압력

수두를 말한다.

상기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찰손실지수는 수벽시스템 주변의 수두분포와

지하공동 주변부에서의 수두분포가 변수이다. 마찰손실지수가 감소하게 되면

수벽공 주변부의 클로깅을 의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하공동 주변

부의 클로깅이 예상된다.

6.5.4.3 클로깅 간접진단 적용사례

전술한 클로깅 현상지수를 여수기지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수2차기지 1공구(U-1-1)과 2공구(U-1-2)에 한하여 분석하였으며, E1 기지

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여수3차기지(U-1-3)는 신규시설인 사유로 제외하였다.

여수2차기지 1공구(U -1-1)

여수2차기지 1공구(U-1-1)의 PI 는 2002년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인

다 (그림 6.1). II 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FF 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변동이

심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미약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모니

터링 자료만으로는 향후의 변화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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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자료에 근거하면, 1공구(U-1-1)는 수벽공과 지하공동 주변부

에 클로깅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FF의 미약한 증가

추세는 지하공동 주변부의 클로깅이 상대적으로 더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고 판단된다. 지하공동 주변부의 클로깅 현상은 기밀성 확보에 오히려 유리

한 조건이므로 1공구(U-1-1)는 클로깅 현상에 관한 한 기밀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

여수2차기지 2공구(U -1-2)

여수2차기지 2공구(U-1-2)는 용결응회암 분포지역에 입지한다. 화강암

지역에 위치하는 1공구(U-1-1) 시설과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PI 는 2005년 이후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나 1공구(U-1-1)와는 기울기에서

완만한 편인 반면에 II 의 감소추세는 상대적으로 더 급한 편이다. II 는 2003

년 이후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 FF 는 2007년까지 증가추세

였으나 이후에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미약한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6.2).

PI 와 II 가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FF 가 2006년까지는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수벽공과 지하공동 주변부의 클로깅이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2006년까

지는 상대적으로 지하공동 주변부의 클로깅이 더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후에도 II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FF 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들

어섰다는 것은 수벽공 주변부의 클로깅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접시설 간의 차이점이 모암의 광물학적 차이

에 의한 것인지, 수벽공 주입수의 수질차이에 의한 것이지, 아니면 모암의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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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여수2차기지 1공구(U-1-1)의 클로깅 현상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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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여수2차기지 2공구(U-1-2)의 클로깅 현상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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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수질 및 해수침투 관련

6.6.1. 수질변화 계측/평가방법 체계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지하저장기지가 주변 지하수 흐름과 지구화학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Kim et al., 2000; Ko et al., 2002; Lee et

al., 2003). 지하저장기지에서 유출수의 화학적 성분은 지하수의 일반적인 화

학적 성분을 대표할 수 있는데 이는 즉, 유출수가 지하수 유출의 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출수량과 지하기지 부근 관측공의 수리수두

(hydraulic head)가 변화할 경우 이러한 현상이 유출수의 화학적 성분을 변

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출수가 주변 지하수와의 혼합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리지질학적 영향들을 제외하고라도 지하기

지의 깊이가 이러한 유출수의 흐름의 변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지하공동 전반에 걸친 지하수의 화학적 변화는 지하기지 주변에 위치한 관

측공의 수리수두 및 수리지질학적 성질과 지구화학을 동시에 모니터링 함으

로써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저장시

설들은 건설과정동안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멘트를 사용하고 따라서 지하수

의 지구화학적 성분에 이러한 시멘트 성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멘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은 지하저장 시

설의 클로깅 현상을 막기 위해 종종 사용되고 있는 살균제와 같이 주변 지

하수에 대한 그들의 화학적 영향정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변화는 지하저장기지와 관련된 지

하수의 흐름과 혼합과정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령, 살균과정에

사용된 특정한 살균제의 화학성분이 어떠한 관측공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곧 그 관측공과 수벽시스템 사이에 수리적 연결성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수리지질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은 지하기지의 안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과제 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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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수질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이용한 수리화학 계측

지하기지에서 유출수의 배출속도가 갑자기 줄고 지하수의 수위가 줄어든

이유는 명백하지 않지만 수벽시스템 주위의 생물학적 클로깅이 그 한 원인

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이 하나의 살균제

로써 수벽터널과 연결된 공을 통하여 지하수시스템에 주입되고 있다. 이러한

NaOCl의 투입은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Ko et al., 2000). 이러한 지하수는 아래의 과정에 의하여, 비교적 높은

pH 와 Na 그리고 Cl 의 농도를 가지게 된다.

NaOCl = Na++ OCl-

OCl- + H2O = HOCl + OH-

지하수와 시멘트 성분사이에서 일어나는 지구화학적 반응 또한 지하수의

화학성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중 일반적인 경향은 아래 열거

된 화학반응과정에 따라 지하수가 매우 높은 pH(10-12)를 나타내게 되고

carbonates 와 hydroxides 의 침전물이 생성될 수 있다 (De Windt et al.,

2004).

Ca(OH)2 + H2O = Ca+2 + 2OH- + H2O

Ca(OH)2 + CO2 = CaCO3 + H2O

CaCO3 = Ca+2 + CO3
-2

결국, 살균제에 영향을 받은 지하수는 pH, TDS, Na, K 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다. 하지만, 시멘트 공극수와 관련된 지하수는 Ca, Mg, Cl 그리고 탄

산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화학요소들은 시멘트에 의한 오염과 용

해효과를 대변한다. 따라서 주요 지하수수질 변화요인을 결정하고 이로 인한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을 단종으로 하고 그들 간의 혼합과정을 유출함으로써

지하기지 주변의 수리지질적 연결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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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저장기지 운영변화에 따른 수리화학 계측

기존의 연구사례에서는 (e.g. Kim et al., 2000; Ko et al., 2002) 지하수 수

두(head) 의 변화와 유출수량의 변화는 지하기지의 운영과정에서의 압력변화

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하기지 압력감소에 의한

지하수위 증가 혹은 유출수량의 증가는 빠른 흐름을 일으킬 것이며 이러한

빠른 흐름은 지하수의 잔류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유출수에서 지화학요인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지하수위 감소는 느린

지하수 흐름을 유발할 것이며 지하수와 지하수 수질변화요인(가령 시멘트)

과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오랜 반응기간은 유출

수의 화학적 성분을 변이시킬 것이다.

기존의 연구사례에서는 (Kim et al., 2000; Ko et al., 2002) 또한 지하수의

흐름 및 상대적인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변화가 지하기지의 위치(깊이)와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부탄공동과는 달리 프로판공동

에서의 배출수의 화학적 성분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Kim et al., 2000 과 Ko et al., 2002), 이러한 현상은 지하공동의 깊이와 관

련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얕은 깊이에 위치한 부탄공동까지의 물의 유입

이 쉽고 상대적으로 깊은 위치에 있는 프로판공동에서 지하수의 잔류시간

혹은 순환기간은 부탄공동보다 더 긴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출수의

화학적 성분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

6.6.1.3 지하기지 건설전 지하수조사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수리지질학적, 수리화학적 정보는 굴착이 완성되고 지하기지

가 운영되기 전에 조사되고 얻어져야 한다 (De Laguerie 1989; Laaksoharju

and others 1999; Sonnenthal and Bodvarsson 1999; Stanfors and others

1999). 하지만 국내의 지하기지에서는 대부분의 현장조사는 지하공동이 운영

되기 시작하면서 공동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결국, 지하기지 주변

의 수리지질학적 및 수리지화학적 변화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평가를 위한

대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현시점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오

랜 기간 동안의 지하기지 운영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과 지화학적 성질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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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지하수환

경, 즉 새롭게 건설된 지하기지 혹은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은 기지의 지하수

환경은 연구된 적이 드물다.

6.6.2. 해수침투로 인한 수리화학적 평가

우리나라 지하기지의 대부분이 해안에 근접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수

침투영향 관련 지하기지 부근의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유추하는 일은 중요

하다. 지하저장기지가 해안과 가깝게 건설되었을 때, 지하수의 유동과 화학

성분은 염분이 높은 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높은 염도의 물은 모암과

지하수간의 더욱 활발한 화학과정을 일으키며 수리지질학적, 지구화학적 과

정을 보다 복잡하게 만든다 (Lee et al., 1997). 따라서 지하수의 유동과정과

그에 따르는 지하수의 지구화학적 과정은 세분화되고 지하수 샘플의 지구화

학적 분석과 수리지질학적 고찰이 동반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사

례로써 Lee et al. (2003) 은 여수 LPG 기지의 부탄과 프로판기지 주변의 지

하수와 유출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Cl/Br 비를 이용하여 해수침

투정도를 계산하였다. Cl/Br ratio 를 이용한 해수침투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은 다른 환경분야와 관련해서도 자주 사용되어 왔던 방법이다 (Morris and

Riley 1966; Davis et al. 1998; Vengosh and Pankratov 1998). Cl/Br 비뿐만

아니라 산소동위원소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지하수환경에서 해수침

투정도를 재확인하고 정량정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동위원소

를 이용한 방법들은 해안지역에서 바닷물의 침투정도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Aggarwal et al., 2004; Burnett et al., 2006).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사례로부터 해안가에 위치한 지하기지의 현안과 관

련된 연구 동향을 간추려 보면 (1) 지하기지 주변의 지하수에 대한 해수침투

영역을 관측공 및 지하공동의 유출수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고찰하였다. (2)

해수침투에 의하여 생긴 염도가 높은 지하수와 염도가 낮은 지하수 사이의

화학적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였다. 즉 해수침

투가 조수간만의 차이 혹은 계절적인 변화 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

였다 (3) 해수침투가 지하기지의 운영과정과 주변의 수리지질과 어떤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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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가령, 단열대가 발전한 지역에서 지하수의 흐름속도

(residence time)는 지표와 지하공동사이의 높은 수두 (hydraulic head) 차이

로 인하여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장기지 운영상의 압력 등에 의

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지하수 흐름과 해

수침투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와 동반되는 지하수의 지구화학적 변이과정을

이해하는데 있다.

6.6.2.1. 해수침투에 의한 영향평가

지하저장기지에 대한 해수의 영향으로는 일반적으로 해수와의 반응에 의

한 공동내 기계류 및 배관의 부식율 증가, 시설물을 구성하는 시멘트 물질의

열화, 해수의 혼입으로 인한 공동내 원유의 품질저하 여부, 공동내 주변암반

의 클로깅 유발에 대한 해수의 영향 및 이로 인한 포텐셜 저하 등이 있다.

부식율 증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해수는 해수가 갖고 있는 높은 염분

분해산소, 미생물활동 등에 의해 담수나 흙보다 금속류나 시멘트물질의 부식

과 열화를 더 많이 일으키는데 일반적으로 흙에서의 부식율 보다 10배 정도

크고 담수의 부식율 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하저장기지의 공동 안에 설치되어있는 유류 입출하 펌프, 유출수 펌프 및

수직배관 등의 기계류에 대한 부식성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으며, 시설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물질의 장기적 열화에 대한

영향 역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중 공학적 방벽으로서의 연구 이외에는 수

행된 바가 거의 없다. 다행히 지하저장기지에서는 지하공동의 설계 시 부식

방지를 위해 내식성 재질을 선택, 제작하여 현재까지는 운영상 큰 문제가 없

으나 장기적 수리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평가 및 장기적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

해수의 혼입으로 인한 원유의 품질저하 여부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해수자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 특히 원유분해

세균 또는 석유자화균 등의 영향으로 원유분해가 가속될 경우 품질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현재까지 지하저장기지

의 운영 중 이로 인한 영향은 보고된 바가 없으며 해수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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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내 주변암반의 클로깅 유발에 대한 해수의 영향 및 이로 인한 포텐셜

저하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해수의 혼합에 의하여 클로깅의 가능성이

증가된다기보다는 해수침입과 함께 미생물이 다량 유입됨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클로깅 가능성 증대가 주요 현안이다. 유입된 미생물들은 적절한 환경

하에서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반응에 의하여 유기

적 클로깅 및 이와 결합된 물리·화학적인 클로깅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석민, 1999)

6.6.2.2. 다양한 해석방법의 필요성

결국, 해수침투영향에 의한 지하기지 주변의 지하수 지화학성분에 대한

영향을 주요한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경우, 시멘트 및 살균제에 의한 영향 등

을 포함 여러 가지 주요요인이 지하기지 주변 지하수의 화학성분에 복합적

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

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좀 더 정량적인 해석방법의 사용이 필요하다. Lee et

al. (2007)는 해안가에 위치한 지하저장기지의 다양한 지하수환경과 지하수에

대한 해수침입 및 살균제 투입에 의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통계학적 평가인 principal compoment analysis (PCA)를 도입하여 받아들

일 것을 제시하였다. PCA는 염수가 침투할 경우(ksoharju et al., 1999) 통계

학적 적용되어 왔을 뿐더러 지하수와 지표수 혼합정도(Reghunath et al.,

2002) 및 관측공 사이의 위치적 영향평가(.Gangopadhyay et al., 2001)등에

적용된 사례들도 있다.

6.6.2.3. 해수침투로 인한 저장유의 품질저하 특성규명

해수침투에 의한 저장유의 품질저하와 관련하여 연구된 사례는 현재까지

기존문헌에 발표된 사례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암염층(salt deposits)에 대규

모의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석유를 저장하는 사례가 여러 나라에 있어왔다.

이러한 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석유에는 hydrocarbon gases, motor gasoline,

heating oil, jet fuel, crude oil 등이 있다. 원유(crude oil)는 저장기간 동안에

슬러지(sludge)를 생성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 특별한 저하

가 발견되지 않았다 (Giles et al., 1991). 하지만, 저장기간 동안 gasolin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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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중간증류물질들이 염분에 의하여 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저장된 석유와 저장시설의 구성원인 염분층사이에는 상호반응과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석유제품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미생물학적인

반응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높은 염도에 의하여 미생물들의 활동이 억제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드물게 담수가 저장시설에 침투함으

로써 미생물에 의한 hydrocarbon의 가수분해가 일어나고 hydrogen sulfide

혹은 메탄가스의 생성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Giles et al. 1991).

6.6.2.4. 지하공동 구조물의 열화

지하공동의 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등 시멘트물질은 시간의 경과

와 함께 열화 (Degradation) 된다. 시멘트물질로 이루어진 콘크리트의 경우,

수리전도도는 매우 낮지만, 시설 주변 지하수와의 반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지하저장기지의 특성상 장기간의 콘크리트-

지하수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 및 열화가 진행되어 시설의 안정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부지의 요건상 지하기지가 주로 해안지역에 위치하여

해수침투가 일어날 경우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화물이나 황화물에 의해 이

러한 열화는 가속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 물질의 주요 열화인자로는

콘크리트 중성화(탄산화), 염화물침입, 황산염침입, 알카리-실리카 골재 반응,

포틀란다이트 유출, 동결-융해 등을 들 수 있다.

콘트리트 중성화 (탄산화)과정과 관련하여, 신선한 콘크리트는 타설 후 대

기중의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해서 콘크리트 중의 수산화칼슘과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Ca(OH)2 + CO2 → CaCO3 + H2O

신선한 콘크리트는 시멘트의 수화생성물인 수산화칼슘의 영향으로 pH가 약

12～13인 강 알카리성을 나타내지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기 중의 탄산가

스의 영향으로 표면으로부터 pH가 8～10 정도로 서서히 낮아지며 이를 중성화

또는 탄산화라고 정의한다. 이는 강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콘크

리트의 취성을 크게 증진시켜 구조물의 변형 저항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지

하기지 운영중 콘크리트 강도조사 및 중성화 평가 필요하며 수질분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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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운영수 혹은 유출수에서의 탄산이온농도의 변화를 분석하여 간접적

인 평가가 가능한지의 타당성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염화물 침입이나 황산염 침입은 해수침투에 의한 영향범위로 평가 되어야

하는데, 해수침투에 의해 혹은 해안가 골재를 사용함으로써 해수에 포함된 염

화나트륨이 시설의 강재부식과 콘크리트의 백태 등 구조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지하공동의 설계 및 건설, 운영 시에 지하수/운영수

및 콘크리트 내 염화물 함유량의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황산염이 콘크리트와

반응할 경우 콘크리트와 접하는 지하수 혹은 운영수 내에 존재하는 황화물은

확산에 의해 콘크리트 내부로 이동하면서 콘크리트 구성성분들과의 화학적 반

응을 야기시킨다. 그 결과 구성광물상이 변하면서 팽창을 동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하여 조직이 약화될 수 있다. 염화물은 콘크리트

구성성분과 반응하여 생성물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콘크리트 내의 철근에 형

성된 보호피막을 파괴하여, 철 부식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콘크리

트 중성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황산염이나 염화물의 영향은 수질분석과 관련

하여, 운영수 혹은 유출수에서의 황산염과 염화물 이온의 농도변화를 분석하

여 간접적인 평가가 가능한지의 타당성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의 내부에 묻힌 철근의 부식(Corrosion of steel reinforcement in

concrete)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서 철근이 부식하면, 철근단면이 손실되어 구조물의 전체강도가 저하될 뿐

아니라 철근의 체적이 본래의 약 2.5배로 팽창하고 그 팽창압으로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 또한 해수침투와 연관지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콘크리트 열화나 철근부식은 해수침투에 의한

Cl, SO4 등의 영향으로 가속화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

6.6.3. 현행 수질분석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6.3.1 현행 수질분석체계의 문제점

세계적으로 국내와 같이 대규모 지하저장기지를 장기운영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한 지하공동의 운영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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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이 필요하며 국내 지하공동간의 정보교환도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

의 인식 및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하저장기지는 유조선에서의 입출하

필요성으로 대부분 접안시설이 있는 해안지역에 설치된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와 E1 여수기지는 지형, 지질상 같은 부지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국석유공사 평택기지와 SK가스 평택기지 역시 인접

해 있어 상호 지하수위 변동, 수질특성 및 변화 등을 비교하기 용이하다.

수질분석 결과는 지구화학적인 클로깅이나 미생물에 의한 클로깅 등에 대

한 직간접적인 평가자료로 사용하여 지하저장기지의 안정성과 주변 환경에

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이다.

각 기지별 지리․지형적 특성, 각 사의 운영상의 차이점 등으로 인하여

수질분석 대상지점, 수질분석시기, 수질분석항목, 수질분석 처리절차, 해석방

법 등에 차이가 있다. 표 6.3은 각 사별 수질분석 항목과 방법 등을 비교한

것으로 일부 지하저장기지의 특성으로 인한 항목을 제외하고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각 기지별로 수집되는 수질자료 비교 등 자료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사별 필수 분석항목과 함께 시료채취 방법, 분석방법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시료채취자(기관), 분석기관이 다르더라도 표준화된 결과

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지침이 필요하며 향후 관련자료의 접근을

위해서 적절한 데이터베이스화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되어 표 6.4에 현행 지

하기지 수질분석 체계의 문제점을 요약하였고, 표 6.5에 현행 지하기지 수질

분석 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다음 절에 각 개선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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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각 저장기지별 수질분석 현황

구분 평택기지(석유공사) 울산기지(SK가스 ) 여수기지(E1)

분석

주기
연 2회(격년: 5～7월, 8～9월) 연 2회(매년: 4월, 10월) 연 4회(매년: 2월, 5월, 8월, 11월)

분석

지점

주입수, 수벽터널수, 공사용 터널수, 유
출수, 관측공 등 총 16개 지점
※관측공 7개 지점은 2007년부터 분석

주입수, 수벽터널수, 공사용 터널수, 유출
수, 관측공, 수직갱(Shaft) 등 총 50개 지
점

유출수(4지점), 지하수(6지점) 등 총 10개
지점

공통

분석

항목

· 현장측정항목: pH, EC, DO, ORP, 수온 · 주요 양/음이온: Na, K, Ca, Mg, Cl, HCO3, CO3, SO4

· 중금속 및 미량원소: Si(SiO2), Fe, NO3 · 미생물: 호기성, 혐기성, 점액질, 황환원세균

· 기타 항목: TDS, SS, 알칼리도, 경도

기지별

분석

항목

· 현장측정항목: 탁도
· 중금속 및 미량원소: Al, B, Ba, Br, Sr,
Pb, Mn, Cd, Co, Cr, Cu, Zn, F, NO2, PO4

※ 2001년까지 Al, B, Sr, Mn, NO2, PO4만
분석했음
· 미생물: 메탄생성세균, 석유자화세균,
황산화성세균, 원유분해세균, 유화수소
생성세균
· 오염관련 항목: BTEX, 총유분 성분
· 파괴점 산출, NaOCl 적정투입량
※ 유출수 BOD, COD는 2009년만 분석함

· 미생물: 총세균
· 중금속 및 미량원소: Br
· 오염관련 항목: TOC
· 유해물질: COD, As, Cd, Pb, 페놀
※ 매립지 부근 관측공에서만 분석, 매립
지 부근 관측정에서는 현장측정항목, 유
해물질, TDS, 경도만 분석
· 유출수: COD

· 현장측정항목: Mn2+, Fe2+, 탁도
· 중금속 및 미량원소: Al, Br, Mn, NH4,

PO4

· 미생물: 총세균
· 오염관련 항목: BOD, COD, TOC
※ TOC는 주입수/유출수에서만 분석
·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페놀류
오염물질 28개항목 및 수질오염물질 13
개항목(중복제외): 유출수(반기1회)
※ 2004～2006년에는 C3, C4, 주입수,
A/T, TE-8, PMW, BMW 에 대하여
pH, Alk., 경도, EC, 탁도, TDS, Na, Ca,
Mg, Mn, Fe, Si, NO3, Cl 및 미생물을
연 2회 측정

주요

보고서

수록

내용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물리화학적 분석결과, 유분 분석결과,
미생물 분석결과
· 지구화학적 클로깅 가능성 분석
· 파과점 산출 및 NaOCl 적정 투입량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물리화학적 분석결과, 미생물 분석결과
· 매립지 부근 유해물질 분석 및 유출수
COD 분석결과
· 지구화학적 클로깅 가능성 고찰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물리화학적 분석결과, 미생물 분석결과
·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분석결과 해석은 Geostock에서 별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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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장기지

고유의 수질상

의 문제점

•높은 pH 값(숏크리트, 세정제 등의 영향)

→ 강알칼리 수질의 장기적 영향평가(클로깅 등) 미흡

•지하기지 대부분이 해안에 인접하여 해수침투 영향을

받을 가능성 높음

•유출수의 BOD, COD 값이 높게 나타남

수질분석(시료

채취, 전처리,

분석방법)의

문제점

•지하기지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관련 표준절차 없음

•지하수위, 관측공 구경 등의 문제로 인한 대표성을

갖는 지하수 시료채취가 어려움

•열역학 DB 및 지화학모델링 코드의 통일

기지별 수질분

석 지점, 항목,

시기의 차이

•각 사별 분석항목 및 분석지점이 다름

•분석주기의 차이

→ 석유공사 격년 2회, SK가스 매년 2회, E1 매년 4회

수질자료의

체계적 DB화

미흡

•수질자료의 누락분이 많아 연속적인 DB구축이 어려움

•수질분석 지점별로 연속적인 DB 구축 필요

표 6.4 현행 수질분석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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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지

수질모니터링

표준수행절차

마련

•분석시기 및 분석항목 등의 통일, 단 기지별 특성에

따라 분석지점 및 항목 조절

→ 유출수에서의 높은 BOC, COD 값, 높은 철, 망간

농도, 해수침투지역 (유기물 분석항목 추가)

•표준수행절차마련 및 이에 의한 수질분석을 통해

기지별(지역별) 수질특성 비교

기지별 현안에

대한 원인파악 및

대책 마련

•클로깅 및 해수침투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계획수립

•해수침투에 의한 원유제품 품질저하, 미생물 영향,

시설(금속 및 콘크리트) 부식영향 연구계획수립 및

클로깅 원인규명 및 제거방안연구를 위한 장기적 현

장 실험블록운영 등

수질분석자료의

보존

•장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이므로 시계열 분석을 위한

연속적인 데이터가 필요

•통일된 분석결과 정리양식 필요

종합적인 수리․

지구화학적 특성

평가 체계 및

연구계획 수립

•수질분석 결과와 수리안정성 평가결과를 함께 고려

하여 종합적인 평가

•분석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표 6.5 현행 수질분석체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

6.6.3.2 지하기지 수질분석체계 개선방안

본 절에서는 각사에서 분석하던 기존 분석항목과 방법을 검토하여 필수

분석항목과 각 분석항목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 전처리 방법 등을 제시하고

향후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6.3.2.1 수질분석시기

한국석유공사는 기지별로 격년주기로 년 2회(5～7월, 8～9월) 수질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분석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SK가스는

년 2회(4월, 10월), E1은 년 4회(2월, 5월, 8월, 11월) 실시하고 있어 회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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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의 계절적인 특성상 풍수기와 갈

수기 각 1회씩 매년 2회의 수질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풍수기는 지

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하수위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5월 중순에서 6월초를 시작으로 9월경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으며, 지하수위가 하강하여 다시 상승하기 전까지인 10월에서 3월까지를 갈

수기로 볼 수 있다. 계절변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년 4회를 분석하는

E1을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의 분석시기를 풍수기와 갈수기로 맞

춘다면 각각 8월과 2월말～3월초가 적합하다. 또는 5월말에서 6월초를 풍수

기로, 11월을 갈수기로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한국석유

공사와 SK가스의 수질분석시기를 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6.6.3.2.2 수질분석지점

현재 수질분석지점은 한국석유공사 평택기지의 경우 주입수, 수벽터널수,

공사용 터널수, 삼출수(유출수), 관측공 등 총 16개 지점으로 이중 관측공 7

개 지점은 2007년부터 분석을 시작하였다. SK가스 울산기지는 주입수, 수벽

터널수, 공사용 터널수, 유출수, 관측공, 수직갱(Shaft) 등 총 50개 지점으로

모든 관측공에서 수질분석을 수행중이며, 매립장에 인접한 관측공에서는 수

질분석항목을 유해물질로 한정하고 있다. E1 여수기지는 유출수(4지점), 지하

수(6지점) 등 총 10개 지점에서만 수질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지하공동 및 주변지역의 수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출수, 수벽터널수와

같이 터널로 나오는 지하수 외에 직접 관측공에서 수질을 관측하는 것이 중

요하다. SK가스의 지하기지에서는 모든 관측공에서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나

한국석유공사와 E1의 경우 일부 지점에서만 측정을 하고 있다.

수벽시스템 하부 구간에 클로깅이 발생하면 터널내 지하수 유출량이 감소

하겠지만 지하수의 흐름은 원활한 쪽에 집중되기 때문에 유출량 감소만으로

클로깅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며 지하수위 변동, 수질변화 등 다른 클로깅

발생증거를 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질 역시 클로깅 발생지역 이외에서

유입되는 지하수가 혼합되므로 간접적인 지시자로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떤

위치에서 클로깅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은 어렵다. 따라서 관

측공의 클로깅 관련 수질항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수벽터널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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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모든 관측공에서 지하수 수질분석을 제안한다. 이외 지하저장기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배경지점으로 선택하여 수벽터널 하

부 관측공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유가 있는 경우는 수벽터널 상부공과

하부공과의 직접 비교를 위한 수질분석도 요구된다.

6.6.3.2.3 수질분석항목

수질분석항목은 크게 현장측정항목, 이화학적 분석항목(주요 양이온 및 음

이온, 미량원소), 미생물, 환경오염관련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장측정항목은 시료채취 후 외부환경에 의해 수질이 급격하게 변하여 실

험실로 이송중 수질이 변질될 우려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현장에서 분석하

는 것으로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

(ORP), 수온을 공통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에서는 탁도를 포함

하여 분석하고 있고, E1 기지에서는 탁도, Mn2+, Fe2+ 항목을 추가적으로 분

석하고 있다. Mn2+, Fe2+ 항목은 환원환경을 지시하는 인자로 용존산소, 산화

환원전위, 철, 망간농도 등과 함께 중요한 인자로 지구화학적 클로깅이 의심

되는 관측공이나 지점에서 지속적인 측정을 제안한다.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주요 양이온/음이온은 Na, K, Ca, Mg, Cl,

HCO3, CO3, SO4이며, 중금속 및 미량원소로 Si(SiO2), Fe, NO3 항목을 분석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이들 항목 이외에 Al, B, Ba, Br, Sr, Pb,

Mn, Cd, Co, Cr, Cu, Zn, F, NO2, PO4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E1에서는

Mn, Al, Zn, Ni, Cu, Pb, NH4, F, PO4 항목을 분석하고 있다. SK가스에서는

Br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경우 지하수의 기본적인 수질특성과 기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값으로 현행처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중금속 및 미량원소

의 경우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Fe, NO3, SiO2 항목에 Al, Br, Mn, NH4,

PO4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SK가스에서 분석하고 있는

Si는 SiO2 항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규소는 지각구성원소 중 산소 다음

으로 많은 원소로 이들이 산소와 반응한 이산화규소(SiO2)로 이루어진 규산

염 광물은 결정질암 뿐만 아니라 비결정질암에도 널리 분포하며, 지하수 내

의 규산은 암석 속에 들어 있던 규산염광물이 풍화, 부식된 후 지하수 속에



- 286 -

용해된 것들로 지하수 화학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산의 양을 정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석방법에서도 Si는 ICP-MS 등를 이용하고, SiO2는 발색

시약을 넣어 UV로 측정하는 차이가 있다. Br의 경우 해수 침투, 잔류 해수

(염수) 등의 관계를 지시해주는 중요한 인자로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하며,

Fe, Mn, Al 역시 일반적인 기반암의 구성물질로 지구화학적 해석을 위해 관

측이 필요하다. 나머지 중금속 및 미량원소의 경우 각 기지별로 별도로 분석

하거나 분석결과에 따라 분석주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미생물 분석은 호기성, 혐기성, 점액질, 황환원세균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SK가스와 E1에서는 총세균을,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주로

원유저장과 관련 있는 메탄생성세균, 석유자화세균, 황산화성세균, 원유분해

세균, 유화수소생성세균을 분석하고 있다. 기본적인 호기성, 혐기성, 점액질,

황환원세균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전체 지하저장기지에 적용하되 원유저장과

관련 있는 미생물은 LPG 기지를 제외한 원유기지에만 적용하면 충분하다.

환경오염관련 항목으로 한국석유공사에서는 BTEX, 총유분 성분을 분석하

고 있으며, SK가스 울산기지의 경우 전 관측지점에서 TOC(Total Organic

Carbon, 총 유기탄소)와 매립장 인접 관측공에서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 As, Cd, Pb, 페놀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있

고 유출수에서는 COD를 분석하고 있다. E1 기지에서는 COD,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를 분석하고 있으며,

TOC는 주입수와 유출수에서만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 반기 1회씩 유출수

에서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에 따른 페놀류 등 오염물질 28개 항목 및 수질

오염물질 13개 항목(페놀류 등 오염물질 중복제외)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석

유공사에는 BOD와 COD를 전 기지 유출수에 대해서 2009년 1회 실시하였으

며 향후 수질분석계획에 포함시켰다.

지하공동 유출수에서 COD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값으로 검출

되는데, 특히 LPG 기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COD는 수중의 산화

가능한 물질 즉 오염원으로 될 수 있는 물질이 산화제에 의해 화학적으로

산화되어 주로 무기산화물과 가스체로 되기 위하여 소비되는 산화제에 대응

하는 산소량으로 과망간산칼륨 또는 중크롬산칼륨으로 소비되는 산소량

(CODMn, CODCr로 표시)으로, 수중의 유기오염물질이 생화학적으로 산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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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함으로서 수중의 유기물량을 간접적으로 측정

(호기성 미생물이 소비하는 유기물 대상)하는 BOD와 함께 유기물 총량의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COD나 BOD로는 측정할 수 없거나 불

완전하게 측정되는 유기물이 존재하며, 측정비용과 방법이 상대적으로 복잡

하다. 반면 TOC는 탄소 단일항목에 대하여 고온연소 등으로 발생하는 CO2

량으로 탄소량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중의 전체 유기물의 농도를

나타낸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TOC를 유기물 총량의 지표로 사용 중이며 국

내에서도 TOC로 전환할 예정이다. 향후 지속적인 수질분석자료의 연속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하는 유출수에서만 COD(필요시

BOD)와 TOC를 측정하고 다른 측정지점에서는 TOC를 계속 측정하여 TOC

증가의 원인/경향성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외 기타항목으로 총용존고형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 부유물

질(SS: Suspended Solid), 알칼리도, 경도 등을 공통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공사에서는 NaOCl 적정투입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파괴점 산출을

병행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있다.

6.6.3.2.4 시료채취 및 보존방법

유출수, 주입수, 수벽터널수와 같은 경우는 지정된 위치에서 바로 시료병

에 채취할 수 있지만, 관측공 내 지하수는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시료채취는 적절한 양수(purging)을 통

해 관측공내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관측공 주변의 지하수가 관측공으로 유

입되도록 하여 주변지역을 대표하는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온,

전기전도도, pH 등 현장에서 측정하는 수질값이 안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관측후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의 지하저장기지의 경우 75.4mm NX크기의 시추공에 상하부

이중관정을 설치하여 관측공의 내경이 25mm 정도에 불과하고, 심도가 깊어

수중펌프와 같은 일반적인 지하수 시료채취 장비사용에 제약을 받는다. 이러

한 제약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는 와테라 펌프, 베일러 등이 있는

데, 연속적인 시료채취를 위해서는 와테라 펌프가 유리하다.

와테라 펌프 사용시 시료채취자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 공별 와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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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펌프 삽입깊이, 양수시간, 현장수질 변동값 등을 기록하여 일관성 있는

시료채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부 관측공의 경우에는 와테라

펌프 삽입에도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관측공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량이

적어 연속적인 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료채취와 관련된 특

이사항 기록이 필수적이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관측공의 성능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실험실로 옮겨 분석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나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 이송이 지체되는 경우는 적절한

보존처리를 통해 분석결과가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각 사에서 시료

채취후 보존처리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료를 채취하는 양

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는 분석기관에서 분석기기 사양 등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

보존처리 절차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9-9호, 2009.2.2)

과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9-233호, 2009.9.23)을 준용하였

으며, 두 시험기준에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일반적인 분석절차를 이

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6.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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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
시료

용기
보존방법

최대 보존 기간

(권장보존기간)

온도, 수소이온농도 P, G - 즉시 측정

용존산소(전극법) BOD병 - 즉시 측정

전기전도도(EC) P, G 4℃ 보관 24시간

BOD P, G 4℃ 보관 48시간(6시간)

TOC G 농축인산

COD P, G
4℃, H2SO4로 pH2

이하
48시간(6시간)

Ca, Mg, Na, K, SiO2, Fe,

Al
P, G Filtering+ 농축질산 6개월

Cl, NO, SO4, PO4, Br P, G Filtering

NH4, TDS, SS, Hardness, P, G 4℃ 보관 7일

Alkalinity P, G Filtering Filtering

총세균, 호기성세균,

점액질세균, 혐기성세균,

황환원세균

멸균처리

용기
4℃ 보관 30시간

※ P : Polyethylene, G : Glass

표 6.6 시료 보존방법

특히 미생물 분석의 경우 적절한 조건이 맞는 경우 증식할 수 있으므로

시료채취, 이송, 분석시 교란이 될 가능성이 다른 분석항목에 비해 높다.

표 6.5는 SK가스와 E1의 미생물분석방법을 정리하였고, 그림 6.3은 각 사의

미생물 분석결과를 시계열도로 나타낸 것인데 시료채취기관이 바뀐 경우에

편차가 나타나며, 분석기관이 바뀐 경우에는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미생물 분석을 위한 적절한 시료채취 절차를 제시하고 보존기간 등을

지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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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1 여수기지 (b) 한국석유공사 평택기지

그림 6.3 시료채취 및 분석기관이 바뀐 경우 미생물 분석 변화 예

항 목 분석 방법

총세균

Membrane filter paper를 Sudan black B에 건조 후 여과하

고,  Acridine orange 90.1%)를 첨가하여 염색함. 여과 후

여지를 슬라이드에 올려놓고 Limmersion oil 한 방울을 떨

어뜨리고 형광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하여 검경함. field에 30개

체 이상 보이면 계수함.

호기성세균

멸균(121℃, 15분)되어진 plate count agar를 petri dish에 분

주하고, 각 희석된 시료(10-1∼10-3)를 0.1㎖씩 배지에 접종

한 후 25℃에서 5일간 배양한 후 30∼300 colonies/plate 범

위로 나타난 plate를 희석배율과 접종량을 곱하여 계수함

혐기성세균

멸균(121℃, 15분)되어진anaerobic agar를 petri dish에 분주

하고, 각 희석된 시료(10-1∼10-3)를 0.1㎖씩 배지에 접종

한 후 45∼50℃로 유지한 배지를 접종배지에 첨가(※산소

접촉 최대 방지)한 후 25℃에서 5일간 anaerobic chamber에

서 배양한 후 호기성세균과 같은 방법으로 계수함

황산환원세균

멸균된 dilution medium(9㎖)을 100∼10-9으로 희석한 후

시료 1㎖씩 접종 후 vortex함. 다시 이 시료를 배지에 1㎖

(×5)씩 접종한 후 MPN table을 이용하여 계수함

점액질 세균

시료를 단계적으로 희석한 후 평판도말법으로 접종함. plate

는 25℃에서 5일간 incubator에서 배양함. 각 Plate 중

30-300개의 집락수를 가진 것을 계수하여 희석배율과 접종

량을 곱하여 계수함.

표 6.7 미생물 분석 방법(SK가스,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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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6 수질분석체계 개선방안 종합

각 지하저장기지의 수질분석에 대한 공통항목을 요약 정리하면 표 6.8과

같다. 매년 2회 풍수기와 갈수기 각 1회씩 같은 시기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며, 분석지점은 기존 주입수, 수벽터널수, 유출수와 수벽터널 하부 관

측공 전체와 각 기지별 배경 지하수 수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점 2개소는

필수로 하되 가능한 전체 관측공에서 수질분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권장한다. 지속적인 관측이 어려운 경우, 관측지점 선정을 위해 전체

관측정에 대해 동시기 분석(전 지하저장기지 전체에서 수행)을 통하여 각 기

지별 수질을 비교하고 유의미한 특징이 있는 대상 관측공을 선정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수질분석 항목은 현장측정항목인 pH, EC, DO, ORP, 수온, 탁도와 주요

양이온 및 음이온으로 Na, K, Ca, Mg, Cl, HCO3, CO3, SO4, 중금속 및 미

량원소로 Al, Fe, Mn, SiO2, NH4, PO4, Br, NO3을 분석하며, 미생물은 LPG

저장기지의 경우 호기성, 혐기성, 점액질, 황환원세균, 총세균분석을 수행하

고 원유기지의 경우 메탄생성세균, 석유자화세균, 황산화성세균, 원유분해세

균, 유화수소생성세균 및 BTEX, 총유분 분석을 추가한다. 오염관련 항목으

로 유기물 총량을 지시하는 TOC를 전 관측지점에서 분석하고 COD는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유출수에서만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기타 항목으로

TDS, SS, 알칼리도, 경도가 있으며, Mn2+, Fe2+은 필수 분석항목은 아니지만

권장항목으로 제시한다.

이밖에 각 기지의 주변 환경 및 환경관련 규제에 따라 오염항목을 추가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하며 향후 공동연구

를 통하여 수질분석 QA/QC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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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통 필수항목 기지별 특성 고려 항목

분석

주기

매년 2회

· 풍수기(8월), 갈수기(2월~3월초)

· 풍수기(6월), 갈수기(11월)

· 연 4회(매년: 2월, 5월, 8월, 11월)

분석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선택

분석

지점

· 주입수, 수벽터널수, 공사용 터널

수, 유출수(삼출수), 관측공 중

수벽터널 하부관정 전체 및 배

경자료 획득가능한 관측공 2공

· 전체 관측공 수질분석 권장

※ 최소 전체관측공 수질특성 파악

후 모니터링 관측공 선택 필요

시료

채취

· 주입수, 수벽터널수, 유출수

→ 직접 채수

· 관측공 지하수

→ 와테라 펌프 이용, 연속양수

로 pH, EC 안정후 채수

· 교차오염 방지 및 특이사항 기록

(각 관측공별 특성 기록)

보존

처리

· 각 분석항목별 적절한 시료용기

및 보존처리 엄수(표 6.4 참조)

· 미생물의 경우 시료채취 후 당일

분석기관으로 발송하여 최대 보존

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의

※ 발주처에서 관련 운송비용 반영

공통

분석

항목

· 현장측정항목(pH, EC, DO,

ORP, 수온, 탁도)

· 주요 양/음이온(Na, K, Ca, Mg,

Cl, HCO3, CO3, SO4)

· 중금속 및 미량원소(Al, Fe, Mn,

SiO2, NH4, PO4, Br, NO3)

· 미생물(호기성, 혐기성, 점액질,

황환원세균, 총세균)

· 오염관련항목(TOC)

※ COD는 배출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유출수에서만 측정

· 기타(TDS, SS, 알칼리도, 경도)

· 현장측정항목 중 Mn2+, Fe2+은 권

장 항목

· 한국석유공사 원유기지: 메탄생성

세균, 석유자화세균, 황산화성세

균, 원유분해세균, 유화수소생성

세균 및 BTEX, 총유분 분석

· SK가스 울산기지: 매립지 부근 관

측공에서 COD, As, Cd, Pb, 페놀

등 유해물질 분석

·E1 기지 유출수: 오염물질배출허용

기준에 따른 페놀류 오염물질 28

개 항목(반기1회)

주요

보고

서

수록

내용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지점별 특이점)

· 각 수질분석 결과 및 이전 결과와의 비교(시계열도 포함)

- 수질분석 결과 공통서식으로 정리/DB화

- Stiff Diagram, Piper Diagram

-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

· 지구화학적 클로깅 가능성 분석

※ 세부적인 수질분석결과 해석은 각 사별로 자율적으로 수행

표 6.8 수질분석 공통분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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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연구방안 제시

7.1 개요

본 연구은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전반적인 기술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향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지속가능한 시설운영이라는 목표는 시설투자의 경제성만을 극대화

시키자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의 성능저하에 따른 폐쇄 이후의 환경영향문제

까지를 대비하여 설정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3장부터 5장에 걸쳐 여수, 평택, 울산지역의 지하기지에

대하여 기밀성 유지와 성능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고, 6장에서는 기술적 현안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부지특성평가,

수리안정성, 클로깅, 수질분석 및 종합유지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감안

하여 그림 7.1과 같이 향후 2～3년에 걸쳐 수행해야 할 연구내용을 제안하고

자 한다.

그림 7.1 주요 현안별 향후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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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지특성평가 방안

기지별 부지특성화

부지 개념모델 및 수리유동해석

수리안정성 기준수위 제시

지하수위 하강원인 및 대책방안

지하수 관측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그림 7.2 부지특성화 연구개념도

부지특성평가에 따라 그림 7.2와 같이 기지별 부지특성화와 수리안정성의

현안과 관련된 개념모델 및 수리유동해석, 수리안정성 기준수위 제시, 지하

수위 하강원인 및 대책방안, 효율적인 지하수 관측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등의 연구과제가 밀접하게 수행될 수 있다.

7.2.1 부지특성화 (Site characterization)

○ 목적

- 부지특성화는 지형, 수문, 지질, 기지 현황, 지하기지 설계 및 시공 시

조사된 단열, 절리 등 구조지질학적인 특성과 건설 전․후의 지하수위

차이, 장기적인 지하수위 변동 등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 특성화를 의미하며, 지하저장기지의 운영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연구내용 (조사연구/용역의 형태를 띰)

- 각 기지별(1차년도 연구대상 4개 기지) 기존자료를 종합, 적절한 S/W를

이용한 3차원 시각화

- 기존 특이지점 및 문제점 등을 특성화 결과에 포함, D/B 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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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부지 개념모델 및 수리유동해석

○ 목적

- 기지별 수리지질 개념모델에 부합하는 상세 수치모델링을 통하여 장기

적인 시설의 수리안정성 예측

○ 연구내용

- 수리지질 개념모델 수립

∙현재까지의 자료를 종합한 각 기지별 수리지질 개념모델 수립

∙3차원 수리지질 개념모델 구현

- 개념모델에 따른 수치모델 코드 및 모델링 유형 선정

∙해당 기지의 수리지질 개념모델의 모사가 가능한 등연속체 또는

Hybrid 모델 유형 선정

∙해석코드의 선정

- 수치모델의 입력자료 생산

∙입력자료의 재해석 및 수치모델 입력인자 도출

∙운영 조건의 변화를 고려한 경계조건 결정

- 안전성 기준인자 도출 및 수리기밀성 평가

∙기밀성 조건에 근거한 장기 성능평가

7.3 수리안정성 확보방안

7.3.1 기준수위 제시

○ 목적

- 안정적인 지하저장기지 운영에 필요한 기존 기준수위를 재검토하고 각

기지별 부지특성,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기준수위 제시

○ 연구내용

- 각 기지별 설정된 기존의 기준수위 산정방법 분석

∙기준수위 산정에 대한 기지별 불확실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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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적 불안정 지역에 대한 상세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 분석

∙부지특성 개념모델 및 상세 지하수유동모델링을 분석하여 기지별

기준수위 재평가

- 관측지점별 기준수위 제시

∙지하저장기지 운영에 따른 기지별 특성 검토

∙기지운영 특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킨 기준수위 제시

7.3.2 지하수 관측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 목적

- 각 기지별 부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관측시스템을 평가, 재구성하

고 관측시스템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

○ 연구내용

- 부지특성에 따른 유의지점에 대한 관측여부 판단

- 기존 관측지점과 재검토 결과 추가관측이 필요한 지점 등을 구성하여

지하수 관측시스템을 구성

- 관측지점별 관측내용(지하수위 측정주기, 수질분석항목 등)과 적절한

자료분석 방법 및 분석주기 등을 제시

7.3.3 지하공동 운영압 최적관리기준 설정연구

○ 목적

- 지하공동 내용연수 증대를 위하여 시설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과 수리

지질학적인 측면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들 연구과제중

시설 및 운영측면의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차원에서 유류 입출하, 암반구

조체 및 지하수흐름 매질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관건

- 이에 공동압력의 변동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특성을 분석하고 공동에

인접한 Flow channel 변형정도를 추정, 기밀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흐름

매질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운영압 관리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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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운영기지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류입출하에 따른 수리매개변수

의 변화와 기밀성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기밀성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동운영압 최적관리방안 제시

- 과제수행방안은 입출하에 따른 수리매개변수 변화유무 분석, 수리매개

변수 변화정도 분석 및 입출하 관리방안 제시의 3단계로 수행 예정

1) 입출하에 따른 수리매개변수 변화유무 분석

∙운영/관측데이타 수집정리 및 초기 반응함수 관계식 설정

∙반응함수 관계식의 관측데이타 적용

∙관측/해석데이터 matching

∙수리매개변수 해석 대상공 선정

2) 수리매개개변수 변화정도 분석

∙수리매개변수 변화량 추정

∙수두분포 예측

3) 기밀성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입출하 최적관리방안 도출

∙안전계수/ 수리경사 판단 및 공동 운영압 관리기준 설정

7.4 클로깅 현상 메카니즘 및 영향연구

클로깅 현상의 메카니즘과 원인규명을 위하여 국내․외 실험사례를 조사,

분석하며 반응컬럼, 반응조건, 반응물질, 실험기간 등 실내실험을 설계, 수행

하고 이에 따른 실험결과 해석을 통해 현장실험을 설계, 수행하고 지화학모

델링을 실시함으로써 클로깅 발생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및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과제에 대한 주요한 목적이다. 클로깅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실내․외 실험시 매우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

으며, 실험 결과에 대한 예측 및 성공 여부도 현 상태에서는 판단하기가 매

우 어려운 실정으로 클로깅 현상에 대한 지화학 모델링 및 실험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그림 7.3에 도시하였다.



- 292 -

그림 7.3 클로깅 원인규명을 위한 실험개념도

7.4.1 클로깅 지화학모델링

○ 목적

- 실내․외 실험결과에 대한 이론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실험결과를 예측

하고 이와 관련된 실험변수들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연구

○ 연구내용

- 클로깅 현상에 대한 지화학모델링은 실내․외 실험 이전에 수행하여 그

결과가 실험내용에 반영되며, 이후 실내․외 실험 이후의 결과해석을 위

하여 다음과 관련된 지화학모델링 수행 요구

∙설계된 실내실험조건의 열역학적 수행타당성 평가

∙실내․외 반응실험 결과 침전 가능한 광물상 평가

∙실내․외 반응실험 결과 생성되는 반응결과 액상(주입수, 유출수 등)

의 지화학적 특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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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실험으로 규명 불가능한 조건(제한적인 실험기간, 산소 및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닫힌계에서의 반응조건, 실험시 산화-환원조건

의 변화 등)에서의 실험결과 예측

- 클로깅 현상규명을 위한 지화학적 클로깅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열역

학 데이터의 DB화 및 반응모델 수립, 기존 문헌상의 열역학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여 반응물과 반응결과물의 지화학적 타당성 예측수준에서

수행

○ 고려해야할 점

- 클로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침전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면 수벽공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지화학 분석을 수행하고 아울러

실내 및 현장에서 유사환경을 조성한 후 실험블럭을 설치하고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임

- 그러나 지화학모델링이나 실험으로 지하수환경의 클로깅 현상을 예측하

는 것은 아직까지 매우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음

- 향후 연구업무에서 클로깅현상 규명을 위한 지화학적 클로깅 모델링은

적절한 모델링 코드의 선택에서부터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에 이르기

까지 매우 세심한 주의 필요

7.4.2 클로깅 현상 실내실험

○ 목적

- 클로깅이 일어나는 현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임

- 아울러 현장실험과 클로깅 원인규명을 위한 기초실험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실험 결과에 의한 수리전도도의 변화 정도의 측정이 가능할 경우

클로깅 현상에 의한 수리전도도 변화 예측

○ 연구내용

- 시간에 따른 수리전도도의 변화과정은 클로깅 현상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존연구로서 Siriwardene and

Fletcher (2007)에 의한 실험이 향후 클로깅 실내실험의 기준안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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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될 수 있으며 (그림 7.3), 수리수두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개념

하에서 수행될 클로깅 현상규명을 위한 실내실험의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음

Ÿ 현장상황과 유사한 실내실험장치의 설계

- 일정한 주입수량 유지 혹은 일정한 주입수압 유지 조건 결정

- 반응조건 결정 : 주입수의 지화학적 특성, 반응 암반, 물-암석 반응

비율, 반응 온도, 반응 기간

Ÿ 반응 지하수의 주기적 분석

- 현행 수질분석 항목 : 물리화학적 특성, 화학분석

- 지화학 모델링을 통한 침전가능 광물상 분석

Ÿ 최종반응 후 지하수 및 칼럼 내 반응물(암석 및 반응결과물)의 분석

- 화학분석 및 광물분석

- 유기물 및 미생물 분석

Ÿ 최종반응 결과에 대한 지화학모델링

- 지화학적 클로깅 현상 해석

- 생물학적 클로깅 현상 해석

Ÿ 최종반응 결과에 대한 수리적 특성분석

- 반응에 의한 총 부피, 질량 및 공극률 변화 측정

- 반응 후의 수리전도도 변화 측정

- 반응칼럼 규모의 수리특성 수치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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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클로깅 현상을 위한 실험 모식도 (from

Siriwardene and Fletcher, 2007)

○ 고려해야할 점

- 수리전도도는 클로깅 현상 규명을 위한 실내실험에서 반응컬럼 전체의

성질을 대변하고 컬럼의 공극률 등의 시스템 특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지화학적 클로깅 뿐 아니라 수리안정성 수치모델링에서도 가장 중요하

게 사용되는 상수로써 클로깅 현상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임

- 실제 실내실험시, 그림 7.4와 같은 컬럼실험을 수행할 경우, 주입수의 흐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거나 혹은 수리수두의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시

키는 두 가지 다른 실험설계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결과의 배출이 가능함

- 일정한 주입속도를 유지하는 실험 설계: 클로깅 현상이 시작되면서 컬럼

에 상당한 압력이 가중될 것이며 이러한 가중된 압력으로 인하여 클로

깅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컬럼내에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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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수두차이를 유지시키는 실험 설계: 감소되는 주입수 흐름에 의하

여 미생물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의 공급이 감소될 수 있음

- 향후 클로깅 실내실험으로 후자의 수리수두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

면서 시간에 따른 수리전도도 변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

7.4.3 클로깅 현상 현장실험

7.4.3.1 클로깅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실험

○ 목적

- 지화학모델링을 통하여 예측되고 실내실험을 통하여 확인된 클로깅 현상

에 대하여, 지하유류저장기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클로깅 발생실험을 수

행함으로써 클로깅 현상규명 및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그림. 7.5 단열대를 이용한 클로깅과정에 대한 실험 개념도 (Castegnier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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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현장실험 조건으로서의 유사환경은 실제 지하유류저장기지가 될 수도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내 지하암반에 설치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가 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이 현장

실험의 우선 고려대상임.

-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현장실험 기준안은 그림 7.5에 나타내어진

Castegnier et al.,(2006)이 수행한 단열대를 이용한 실험개념을 기반으로 함.

- 여기에서 단열대 혹은 수벽공과 유사한 환경을 설치한 현장암반에 적용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향후 수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Ÿ 실제 지하유류저장기지의 현장상황과 유사한 현장실험장치의 설계

- 선정된 실험장소 내 단열대 선정 혹은 유사 수벽공 설치

- 주입조건 결정: 화학적 특성 및 주입수량(압)

- 반응조건에 따른 실험사이트의 수량결정

Ÿ 실험현장의 수리/지화학적 배경치 분석

- 실험전 모암의 수리/지화학적 특성분석

- 실험현장 지하수 지화학/미생물 특성분석

Ÿ 반응 지하수(유출수)의 주기적 분석

- 현행 수질분석 항목 : 물리화학적 특성, 화학분석

- 지화학 모델링을 통한 침전가능 광물상 분석

Ÿ 최종반응 후 오버코어링을 통한 단열대 혹은 유사수벽공내 지하수 및

반응결과물의 분석

- 화학분석 및 광물분석

- 유기물 및 미생물 분석

Ÿ 최종반응 결과에 대한 지화학 모델링

- 지화학적 클로깅 현상 해석

- 생물학적 클로깅 현상 해석

Ÿ 최종반응 결과에 대한 수리적 특성 분석

- 반응에 의한 총 부피, 질량 및 공극률 변화 측정

- 반응 후의 수리전도도 변화 측정

Ÿ 실험 전후 지하수 유동특성 수치모델링 및 결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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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해야할 점

- 현장에서의 클로깅 관련 실험은 수행의 어려움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연구사례가 매우 드뭄

- 기존 연구사례들 : 배출수에서의 클로깅 현상연구(Olsthoorn, 1982), 주

입공의 클로깅 현상연구(Petty and Peterson, 1979), 하수처리를 위한 주

입수의 클로깅 현상연구(California Water Pollution Control Board,

1954; Ehrlich et al., 1972; Ehrlich et al., 1977; Ragone, 1977; Vecchioli

and Ku, 1972; Vecchioli et al., 1980) 등

- 기존연구사례들의 공통적인 시사점

Ÿ 대부분의 지역에서 클로깅의 원인은 porous media에서 주입수에 포함된

부유물질이 걸러지고 축적되면서 발생

Ÿ 클로깅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지하수 환경이나 공(well)안에서 발생

하는 미생물들의 활동에 의한 클로깅의 생성

Ÿ 클로깅의 또 다른 원인은 화학적 침전과정

Ÿ 경우에 따라서, 클로깅은 주입수에 함유된 공기(air)혹은 지하수 환경에

서 생성된 가스(gas)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Ÿ 대부분의 클로깅 현상은 지하공과 지하수체와의 경계 (well-aquifer

boundary)부근의 주입수 부근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성

Ÿ 대부분의 경우, 클로깅을 일으키는 침전 물질 (filtration material)은 지

하수체의 표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연구결과의 해석시에는 항상 연구지역의 고유한 부지특성을 반영한 해

석이 수행되어야 함.

- 현장실험은 실내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수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험

의 적절한 착수시기에 대한 내용이 본 연구의 총 수행기간과 연계되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

7.4.3.2 클로깅 발생지역에서의 현장실험

○ 목적

- 연구대상의 지하기지에서 클로깅 현상이 확실시 되는 경우, 해당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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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현장실험 및 분석은 클로깅 현상규명에 대한 매우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결과를 제공할 것임.

- 따라서 이런 경우, 클로깅이 예상되는 관련 관측공 혹은 수벽공 자체

혹은 인접 지역내 최소 몇 미터 안에서 지하수, 토양, 암석 및 공극수의

채취가 필요하며 그들에 대한 연구 필요

○ 연구내용

- 클로깅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클로깅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실험을 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함.

- 이 경우 클로깅현상이 일어나는 주입공 부근에 여러개의 시추공을 시추

하여 주입수두분포 (injection head distribution), 그리고 시추한 core 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공극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이후 기본적인 현장실험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클로깅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실험” 절에서의 실험내용 중 최종실험후의 수행내용과 동일

- 특히 기존 국내․외적으로 수행된 현장실험에 근거하여, 클로깅이 의심

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시 다음 항목들이 매우 중요하게 분석되어야 함.

∙클로깅이 일어난 지역의 암석, 토양 조사시:

․ATP-Biomass Index (토양에서 추출할 수 있는 생물의 ATP의 량)

․Iron (철의 함량)

․Organic Carbon

∙클로깅이 일어난 지역의 지하수, 공극수 분석시

․Alkalinity

․Chlorides

․Dissolved Nitrogen

․pH

․Dissolved Oxygen

․Dissolved Nitrogen Gas and Methane Gas

․Dissolved Cations (calcium, magnesium, strontium)

- 이외에도 부지특성에 따라 분석 항목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미생물의 종류 및 클로깅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는 영양분들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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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수질분석 관련 현안 해결방안

7.5.1 해수침투 영향 및 방지대책 연구

○ 목적

- 앞서 6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지하유류저장기지 현장에서의 해수침투로

인한 문제점은 염분에 의한 기계류와 시설물의 부식, 석유제품의 품질

저하, 해수에 포함된 미생물 혹은 용존이온 종들에 의한 클로깅의 가속

화 등이 있을 수 있음.

․염분에 의한 시설물의 부식과 관련하여서는 콘크리트 시설물의 장기

적 열화진행 평가가 필요하며 아울러 시설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

재질인 콘크리트의 열화에 대한 영향 역시 장기적 안정성평가 측면에

서 조사되어야 함.

․해수침투에 의한 미생물의 유입영향과 관련해서는 유기적 클로깅 및

관련된 물리화학적 클로깅이 가속화될 수 있음.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 (원유분해세균 또는 석유자화균 등)의

영향으로 원유분해가 가속될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저하의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지화학분석에 의한 해수침투율 산정 및 부지 특성에 따른 다공성/단열

암반 해수침투 수치모델링에 의한 평가가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해

수침투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허용 해수침투량 설정이 필요함.

○ 연구내용

-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수행가능한 연구내용은 클로깅 발생규명을

위한 실내실험의 내용과 유사하게 수행될 수 있음

- 단지 주입수의 성분을 해수 자체 혹은 해수성분 중 특별히 문제점으로

고려되어지는 화학성분을 첨가한 주입수를 선정

- 또한 반응물을 단순한 모암뿐 아니라, 해수와 반응하여 영향을 받게 될

시설물의 재료나, 저장대상의 유류를 첨가

- 이와 관련되어 향후 수행가능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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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상황과 유사한 실내실험장치의 설계

․일정한 주입수량 유지 혹은 일정한 주입수압 유지조건 결정

․반응조건 결정 : 해수 혹은 주입수의 해수함량, 반응암반 혹은 암반

과 비축대상 유류, 반응온도, 반응기간

* 반응 지하수의 주기적 분석

․현행 수질분석 항목 : 물리화학적 특성, 화학분석, 미생물 분석

* 최종반응 후 지하수, 칼럼내 반응물(암석 및 유류의 반응결과물) 분석

․화학분석, 유기물 및 미생물 분석

․유류를 반응물로 했을 경우 유류의 물리적/화학적 특성변화 분석

* 최종반응 결과에 대한 해수영향 해석

․해수성분에 의한 클로깅 가속화 영향평가

․해수성분에 의한 시설재료의 열화평가

․해수성분에 의한 유류의 물리/화학적 특성변화 평가

○ 고려해야할 점

- 해수침투와 관련된 실험내용은 너무도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실험실 규모의 칼럼테스트로는 실험-분석-해석이 불가능

하며, 장기적으로 ①해수내의 염분에 의한 기계류와 시설물의 부식, ②

해수 혼입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저하, ③해수에 포함된 미생물 혹은

용존이온 종들에 의한 클로깅의 가속화에 대한 각각의 이론적 및 실험

적 연구가 필요.

- 위와 같은 연구를 본 연구의 사전 예비실험의 수준으로 수행할 경우, 지

화학 모델링을 통한 영향 예비평가의 수행내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

지만 이 또한 입력가능한 유기물, 시설물재료(시멘트 및 철근구조물 등),

유류, 해수성분 등의 열역학 데이터의 한계 및 과도한 입력변수 고려 등

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수행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 해수침투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마련의 측면에서는 해수침투율 산정

을 위하여 Cl이나 Br 등의 특정 해수 성분을 이용한 해수침투율 계산식

의 제시 혹은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해수침투율의 평가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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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LPG 기지 배출수의 COD 증가원인 및 저감방안 연구

○ 목적

- 유기물총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COD는 현행법상 유출수의

수질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측정 중

- COD는 주로 유출수와 주입수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지하수가 지하

공동 내부로 유입되면서 저장유 및 기화된 석유가스와 직간접적인 접촉

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

- 특히 LPG를 저장하는 공동에서 COD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

로 분자량이 작고, 높은 운영압을 유지하는 프로판공동에서의 COD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방출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COD가 나타나는 유출수는 유출수의 재사

용이나 방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공정을 추가해야 하

므로 경제적인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음.

○ 연구내용

Ÿ 실내실험

- 지하공동과 운영압력 및 온도조건을 포함, 다양한 조건 하에서 유분이

지하수로 녹아들어가는 정도 분석

- 유종에 따른 영향분석

- 실내실험의 제약성: 지하수내 butane, propane gas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Ÿ 장기적인 주변영향 연구

- 지하공동의 운영조건과 TOC 발생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

(주기적인 TOC 측정)

- 실내실험 결과 및 현장 수질분석 결과 주변 지하수에 대한 영향이 나타

나는 경우 장기적인 주변영향을 모델링 등을 통해 분석

Ÿ COD 발생 대책방안

- 유기물총량에 대한 지시인자로 TOC를 사용하고 COD는 간접적인 측정

값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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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조건과 TOC와의 정량적인 상관도를 통해서 비용측면에서 효율적

인 운전조건 및 처리공정 제시

Ÿ Multi phase 모델링 코드 개발

- 지하수와 저장공동내 gas상, 운영압력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와 gas와의

평형모델을 개발하고 운영압 등의 변동에 따른 지하수내 gas 물질의

관계 등을 모의할 수 있는 코드개발

- 현재 상용화한 코드에는 지하저장공동의 다중상에 대한 모의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없음

- 유출수내 COD 문제, 공동 주변에서의 유분성분 검출, 지상 및 관측정

등에서의 가스감지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보다 개념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기준수위 설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음

7.6 지하저장기지의 안정성 평가 및 유지관리체계 연구

7.6.1 필요성

- 지하저장기지의 적정한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정확한 기록 및 자료를 보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확립된 기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의한 점검과 진단의 실시가 필수적임

- 점검 및 진단의 목적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판단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

성 평가의 기본자료를 제공하며, 시설물 상태와 노후화 정도에 대한 지속

적인 기록의 제공, 그리고 보수 및 성능회복 작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

-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과 진단 시에는 보이는 문제점의 발견은 물론이고

발생가능한 문제의 예측까지 포함

- 예방유지관리 차원에서의 지하기지의 과학적 관리체계의 개발이 필수적임.

7.6.2 안정성 평가 및 유지관리체계 연구

- 지하기지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및 긴급점검, 정밀안정성평가 등 점검 및

진단 시 수리시험 및 장기관측자료 획득, 수질분석 등의 진단 분야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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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측정 및 조사항목, 항목별 표준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허용기준,

측정결과의 신뢰도 등의 평가기준 정립 필요

- 지하기지의 안정성 관리 흐름도 예시 (그림 7.6)

- 그림 7.6의 상단에 나타내어진 정기점검과 정밀진단은 현재 각 기지별로

수행하고 있는 수질분석 및 공동 기밀성평가 등에 해당

- 각 기지별 정기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 취해졌던

정밀안정성평가 및 이에 따른 보수 및 보강들은 그림 7.6에서의 긴급점검,

정밀안정성평가, 보수/보강 실시 등에 해당

-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들은 지하기지의 안정성평가라는 개념하에서 하나

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지하기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및 지침 마련시에도 정기점검-정밀진단-정밀안정성평가-보수/보강 등에

대한 각각의 내용과 기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함.

정 기 점 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긴급상황(폭우, 태풍, 지진 등) 시

또는 시설물의 이상발생(발견) 시

정밀안정성진단이 정 밀 진 단 긴 급 점 검

불필요한 경우
°2년에 1회 이상 실시

°관리주체 필요시 또는 관계기관장
의 요청시 실시

정밀안정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안정성평가 정밀안정성평가가

°정밀진단 또는 긴급점검 결과에 따
라 실시

필요한 경우

점검/진단결과 검토 정밀안정성평가가

°종합평가 및 등급부여
°보고서 작성

불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이행 사용제한의 경우

사용제한 등의 조치

보수/보강 실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보수/보강 확인

°보수·보강상태 확인

그림 7.6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안정성 관리 흐름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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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지침마련 시 수행되어야 하는 항목

Ÿ 사전에 예상되는 현장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관련자료 검토방안

Ÿ 현장조사와 관련된 관측공 및 수벽공의 외관상태 점검방안과 수위의

정기계측 방안(시기 및 방법)

Ÿ 지하기지 운영과 관련된 주입수, 유출수, 수벽공 주입압, 주입수 관리

상태, 간이 수질측정 내용 및 방법

Ÿ 지하기지의 물리적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외관상 균열, 누수, 파손 등

의 조사항목

Ÿ 이들 조사를 근거로 기존자료와의 비교, 검토를 거쳐 정밀진단 혹은

긴급점검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 이와 같은 일상적인 정기점검과 기지의 운영지침에 따라 정밀진단 혹은

긴급점검이 수행되며 정밀진단 및 긴급점검의 지침마련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수행

Ÿ 정밀조사 시 필요한 측정항목(수리 및 지구화학 분석항목 등) 및 측정

지점(기지별 특성에 맞는 분석지점)

Ÿ 각 측정항목에 따른 측정기구의 기준 분석한계 및 품질보증 절차

Ÿ 조사결과의 기록과 관련된 기준형식

Ÿ 조사결과의 해석 시 부여가능한 안전성평가 등급의 분류기준

- 정밀진단 및 긴급점검의 결과에 따라 점검대상 지하기지의 정밀안정성

평가가 수행되며 동 평가의 실시를 위한 안정성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정성평가등급기준 수립 또한 필요함.

- 정밀안정성평가의 경우, 기존 수리측정 결과와 각종 조사․시험․측정․

계측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궁

극적으로 각종 결함사항에 따른 종합안전성평가 기준이 명시되어야 함.

- 따라서 정밀안정성평가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시 다음과 같은 내

용을 중심으로 연구 수행

Ÿ 문제점 항목 및 각 항목들에 따른 관련 조사계획 기준안

- 안전성평가가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하도록 하는 기초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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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적인 조사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수량

- 전체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실시 시기 및 주기

- 예상되는 이상 징후 및 해당 문제점에 대한 최종적인 보수/보강 등의

표준방법

Ÿ 수리지질조사 관련 내용

- 관측공, 수벽공, 모니터링공 등의 상태에 대한 정밀진단 내용 및 기준

- 성능평가를 위한 수리시험 항목 및 기준

- 기타 성능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항목 및 기준

- 조사결과에 따른 평가등급 기준

Ÿ 지구화학조사 관련 내용

- 지화학분석 항목 : 시료채취 및 현장/실내 분석 항목 및 기준

- 지화학분석 지점 : 기지별 부지특성에 따른 관측공, 수벽공, 모니터링

공, 주입수, 유출수, 주변 지하수 등

- 조사결과에 따른 평가등급 기준

Ÿ 기타 시설물의 역학적 조사 관련 내용

- 시설내 이상부분(균열, 누수, 파손 등)에 대한 점검항목

- 지표/지질 조사 (지반탐사 등) 등의 수행여부 기준

- 조사결과에 따른 평가등급 기준

Ÿ 종합적인 안정성 평가등급 기준

- 안정성 평가 등급에 따른 최종적인 보수 및 보강 수행 기준

- 안정성 평가 등급에 따른 지하시설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 현재 각 기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항목

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기지별 혹은 소유 회사별로 마련된 내부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긴급점검 및 보수/보강이 수행되고 있음

- 그러나 일관성 있는 안정성평가 기준 및 종합적인 유지관리절차가 부재

한 실정이므로 안정성관리흐름도(그림 7.6)에 나타내어진 정기점검, 정밀

진단, 긴급점검, 정밀안정성평가. 보수/보강 등의 전체적인 지하기지의 유

지관리체계를 안전관리의 한 사이클로 인식하고, 위에 제시한 내용을 기

준으로 각 기지별 현황에 적합한 각각의 단계 및 단계별 평가 항목들에

대한 기준 및 지침서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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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향후 연구계획 액션 플랜

7.7 향후 연구계획 액션플랜

이상과 같이 부지특성평가, 수리안정성, 클로깅, 수질분석 및 종합유지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현안을 구분하여 제시한 세부 향후연구계획 항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수행 액션플랜을 총 수행기간을 3년으로 기준하여 그림

7.7에 종합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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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유류기지의 장기적 성능유지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연구항목 및 수행방안 도출 등 기본연구계획 수립과, 지하기지의 안정성

저해요인(암반클로깅 및 해수침투 등)이 기지에 미치는 영향 검증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지하공동 내용연수 극대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I)”를 수행하였다.

연구수행 대상기지는 국내의 한국석유공사, SK가스, E1 등이 운영 중인

지하유류저장기지 중에 한국석유공사의 여수 및 평택기지, SK가스 울산기지,

E1 여수기지를 우선 대상기지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 평가 및 유지관리 중요성

◎ 기밀이론 및 부지특성평가

Ÿ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기본원리는 공동주변의 지하수압을 지하공동의 압력

보다 높게 유지시켜서 지하수가 항상 공동 내로 유동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자연적인 지하수압을 이용하거나 또는 공학적

인 수벽공 주입압을 이용함.

Ÿ 따라서 지하공동 주변의 자연 지하수압 또는 수벽공 주입압은 부지고유

의 투수성 단열의 분포특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지하유류저장기지의

설계 및 운영기준 산정과 운영 중의 안정성평가를 위해서는 각 기지들의

부지특성 조건을 반영한 부지특성모델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Ÿ 이를 바탕으로 수리지질모델, 지구화학모델, 암반역학모델들을 구성하여

지하저장기지의 종합적인 안정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함.

◎ 지하저장기지의 유지관리와 내용연수

Ÿ 수벽공 주입수량(압)의 변화는 공동 운영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화 및 대

처하는 기능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이 유지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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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도구가 수벽공과 관측공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측

자료의 분석은 지하저장기지 주변의 수리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이들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전반적인 지하기

지의 내용연수가 좌우될 수 있음.

Ÿ 지하유류저장기지는 기능적 요인(설계개념상)만 고려할 경우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시설의 자연적인 노후화 및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사례를 감안할 경우 수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Ÿ 지하기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좌우하는 최우선의 요건은 설계개념에 따

른 시설의 성능유지 측면이므로 지하유류저장기지의 내용연수는 시설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및 수리지질학(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클로깅 등 포함)

적인 측면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함.

Ÿ 지하기지의 내용연수는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 여부, 즉 예방유지관리,

사후처리관리 및 방치 등의 대응방식에 따라 구조물의 제한적인 특성상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음.

지하저장기지 내용연수와 유지관리시스템과의 관련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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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지하공동의 기능적 수명한계에 의한 경우는 아니

지만 약 40～50년 운영한 이후에 지하저장기지를 폐쇄한 사례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지하저장기지의 폐쇄사유는 운영상의 안정성 문제가 아닌

환경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되고 있음.

Ÿ 국내의 경우 지하유류저장기지의 국가안보적 중요성에 비추어 기능적,

환경적, 경제적 문제에 의한 내용연수의 한계보다는 기지의 수리안정성에

의한 내용연수 한계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Ÿ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전 세계 유류매장량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지하기지는 100년～150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현재 지하기지들의 부지특성에 맞는 종합유지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지별 이상징후 및 문제발생에

대처하는 방안에 따라 증가 또는 급격히 감소할 수 있음.

Ÿ 따라서 유지관리에 있어서 예방관리체계는 시설물의 내용연수 극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하여 이상 징후 의 발견 및 보수․보

강 수준을 정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내용연수 예비평가를 위한 수치적 모의

Ÿ 지하공동 주변의 수리적 변화에 대한 지하수위 변화를 수치모의를 통해

제시함으로서 지하저장기지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지질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필요성 및 이를 위한 수치모델링의 중요성을 부각함.

Ÿ 지하기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성 위해요소들을 반영한 개념

모델을 이용하여 투수성 단층대의 존재, 클로깅, 그라우팅물질의 열화에

따른 수리특성변화를 예비 수치모델링 결과, 지하기지의 운영안정성 및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요소들이 도출되었음.

Ÿ 복합적인 지질환경의 요소들이 부지특성조사에서 잘 도출되어 지하공동

의 수리적 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될 경우 향후 지하저장기지의 정량적인

내용연수 평가 및 기지의 효율적 운영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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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각 기지 주변의 단층, 단열대 및 배경단열의 지질학적 특성이 수리지질

학적으로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음

Ÿ 각 기지간 지질특성에 의한 수리지질학적 특성 및 지하수위의 영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거나 예측되지 않았음.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이중관측공 대부분은 상하부의 수리적 분리영향이 잘 반영되고 있으나

일부 관측공의 경우 하부 지하수위가 강우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평가 필요

Ÿ 단위공동에 대한 부압(대기압 이하) 운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부압운영이 기지의 구조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주입/유출수량 분석결과, 주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일부 수벽공이

확인됨 → 수벽공 주변암반의 장기적인 클로깅에 의한 영향검토 필요

Ÿ 주입수를 제외하고 관측공, 터널수, 유출수 등에서 pH 변화에 따른

방해석 및 일부 철, 망간광물의 침전가능성 → 클로깅 영향검토 필요

Ÿ 일부 터널 및 공동 내 시멘트 시설물과의 반응에 의한 높은 Ca 함량

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일부 관측공 지하수(UMW-2, UMW-3)와 터널수에서 Na-HCO3형의

수질특성 → 시멘트와 경화제와의 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Ÿ 일부 단위공동(T-101 등)에서 10%～15%의 비교적 높은 해수침투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구

Ÿ 현장측정 및 화학분석에 대한 지침마련 필요 : 과거 분석결과에서 Eh,

DO 및 Fe 등의 미량원소 분석결과에서 연도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

Ÿ 미생물 함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기별 편차의 원인규명 필요

나. 기지별 현안종합

◎ 한국석유공사 여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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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기지 주변의 단층특성이 2차원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주변 석유공사 여수기지에서 분석된 부지특성과 함께 평가하여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 필요

Ÿ 수위변화 양상에 근거하여 4개 구역으로 구분가능하며 각각의 구역은

독립적인 장기 수위하강 및 회복 현상을 보이며, 단층에 의해 수리적으

로 격리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지하수위 관측시스템은 단일관측공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 지하

수위는 비교적 강우의 효과를 양호하게 반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관측

공에서 지하수위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

Ÿ 기준수위 미달 관측공 (BH-1, BH-2, TE-1, 3, 4, 8, 14)에 대해 지하

공동의 수리적인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수리적인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면 기준수위에 대한 재산정 필요

Ÿ 현재 지하수위 및 제반 수리자료 측정시 수동계측시스템에서 자동정밀

계측기기를 이용한 측정으로 변경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주입수량 및 유출수량 분석결과, 2005년 이후의 주입수량은 일정한데

비해 유출수량이 줄고 있어 이에 대한 클로깅 발생 가능성 의심

Ÿ 주입수 및 유출수가 방해석에 대하여 과포화 상태로 분석되었기 때문

에 광물의 침전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 필요

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2002∼2006년도와 2007∼2008년도 간에 분석 결과가 매우 상이함 →

현장측정, 화학분석, 미생물 분석에 대한 지침마련 필요

Ÿ 유출수 뿐 아니라 주입수에서도 증발잔류물, 경도, 염소이온 항목 등에

서의 수질기준 초과 현상

Ÿ 유출수의 높은 Cl 함량 해석을 위해서 해수 및 세정제(NaOCl)의 복합

적인 영향평가 필요

Ÿ 유출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높은 BOD, COD 농도가 나타남 → 원인파

악 및 저감대책 필요

◎ E1 여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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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기지 및 주변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자료가 부족하므로 지질구조와 수리

지질, 지화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다분야 복합평가 부지특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정리․분석하는 작업수행 필요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과거에 측정자료의 이상값이 존재하며, 일부 결측자료가 있어 공동운영

조건에 따른 지하수위 및 유출수량 변동분석의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므로 결측자료 최소화 필요

Ÿ 최근 신규 프로판공동 주변의 LG28L, LG29L 관측공 지하수위의 하강

추세 후 회복 → 수위하강 원인파악 및 주변 지하수 이용현황 조사 필요

Ÿ LG27, LG28, LG29 관측공은 위치, 해발고도, 공심도가 비슷하나 기준

수위는 각각 -70m, -25m, -50m로 다르게 설정됨 → 이들 지점에 대한

지하수위 기준수위에 대한 재설정 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부탄 및 신규프로판 공동의 관측공 일부와 유출수에서 방해석이 과포

화 상태로 분석되므로 공동 상부에서의 침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필요

Ÿ 부탄공동의 주입량 및 운영압은 계절적 영향에 민간하게 반응하고 있

으며, 유출수량 역시 연간 발생량이 감소하므로 수벽터널 주변의 장기

적 클로깅 현상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필요

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일부 관측공에서 높은 pH 및 EC값이 관찰되어 시설물의 급결시멘트와

의 반응결과로 판단됨

Ÿ 지하수의 수질특성은 Ca-Cl 또는 Na-Cl형, 유출수의 수질특성은

Na-Cl 유형 → 해수영향, 급결시멘트 용해,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의한 영향평가가 요구됨

Ÿ 미생물 함량은 연도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큰 편차를 보임

Ÿ 유출수에서의 BOD, COD값이 기준치 초과 → 원인규명 필요

◎ 한국석유공사 평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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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특성 관련 현안

Ÿ 울산기지 주변지역 상부 파쇄암과 풍화암 단층지역의 투수계수는 상대

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고 지하수 저장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동 누수현상으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에 대비 필요

Ÿ 수리지질특성은 건설당시의 기본 매질에 관한 결과만이 존재하여 지하

공동 주변의 지질구조대의 분포와 연계된 분석은 수행되지 못했음

수리안정성 관련 현안

Ÿ 현재 획득가능한 기지 운영자료에 대한 관측주기가 상이하고 결측된

자료들의 수가 상당수 존재하여 각 요소간의 비교 및 상관성 파악이

어려움 → 공동운영관련 축적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관측주기

를 통일하고 결측자료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 필요

Ÿ 1990년 중반부터 프로판공동 부근에 위치한 W/C 하부 관측공 대부분

과 부탄공동 부근의 W/C 하부 관측공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급격하게

지하수위 하강 발생 → 지하수위 하강 관련 원인규명 및 조치 필요

Ÿ 특히 프로판공동 부근에 위치한 YK17, YK20의 경우 지하수위가 공동

의 최저 기준수위까지 떨어져 있으며 수위회복을 위한 수직주입공 2개

공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측공 및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안정성 저해원인 분석과 후속조치 필요

클로깅 관련 현안

Ÿ 일부 시료에서 나타나는 높은 pH는 숏크리트 등의 용해 특성에 의한

결과이며 숏크리트의 용해는 탄산염광물의 클로깅 가능성을 지시

Ÿ pH에 따라 탄산염광물이 포화 또는 과포화상태로 탄산염광물의 침전

가능성 및 일부 Fe 광물에 대하여 침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수질 및 지구화학 분석 관련 현안

Ÿ 일부 관측공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높은 pH와 EC값을 보임

Ÿ 프로판공동의 COD 및 TOC가 부탄공동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며 COD값의 경우 최고 1,000 mg/L를 나타낸 이후 감소경향을 보임

→ 원인규명 및 효과적인 저감방안에 대한 조사 필요

◎ SK가스 울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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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안분석 및 종합평가

◎ 부지특성 관련

Ÿ 지하기지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인자들에 대한 부지특성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하기지가 갖고 있는 지질학적 특성 및

수리지질학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부지특성모델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

를 지하수 유동모델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Ÿ 지하수 체계해석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은 수리지질학적 개념

모델이며, 모델의 신뢰성 구축(building-of-confidence)은 모델예측과 현장

계측치 및 지구화학특성 분포자료와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증진되는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함.

◎ 수리안정성 관련

Ÿ 관측공에서 나타나는 주요현안 : ①기준수위 미달 ②수위변화의 이상변동

(수위변동패턴의 변화, 안정수위 하회, 지속적 하강추세 등) ③관측공의

기능약화로 성능점검 필요

Ÿ 지하저장기지 운영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적합한 위치 및 심도

의 상․하부 관측공(이중심도 관측시스템) 설치 필요

Ÿ 부지특성 모델링에 근거한 기준수위 재산정

Ÿ 관측공 자체의 성능평가를 위한 관측공 종합진단 및 관측공 성능검사를

위한 정기점검시스템 구축 필요

Ÿ 공동의 운영인자와 관련된 수리적인 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확보 및

분석

Ÿ 수리전산모델링 결과와 실제 계측값과의 차이 (주입수량/유출수량)

Ÿ 공동운영압력과 수리적인 인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리시스템의

운영과 물수지 분석 등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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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깅 관련

Ÿ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메커니즘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 그러나 현재 미생물학적인 요인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Ÿ 미생물학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세정제(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사용에

대한 영향평가 부족.

Ÿ 클로깅을 예방하기 위한 주입수 수질의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Ÿ 수벽공 및 관측공 침전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능성 평가

Ÿ 클로깅 현상의 지화학모델링 현안

- 광물의 포화지수 계산시 염도가 높은 시료에 대한 적합한 화학평형모델

선택기준 제시 필요

- 수질분석결과에 따른 표준포화지수 계산 광물종 혹은 그룹지정 필요.

Ÿ 클로깅은 공동 주변에서는 기밀성 유지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수벽공 주변에서의 클로깅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이 있음.

◎ 수질 및 해수침투 관련 현안

Ÿ 수질변화 계측/평가방법 체계화

- 운영사 및 기지별 특성에 적합한 수질모니터링 표준수행절차 개발 필요

- 수질분석 자료의 체계적인 DB화

- 분석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Ÿ 해수침투로 인한 수리안정성 영향평가 현안

- 해수와의 반응에 의한 공동내 기계류 및 배관의 부식율 증가 및 시설물

을 구성하는 시멘트 물질의 열화

- 해수의 혼입으로 인한 공동내 원유품질 저하 여부

- 공동내 주변암반의 클로깅 유발에 대한 해수의 영향평가

Ÿ 콘크리트 열화 평가

- 해수침투가 일어날 경우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화물이나 황화물에 의

해 시설물의 열화 가속화.



- 317 -

라. 향후 연구방안 제시

주요 현안별 향후 연구내용

◎ 부지특성평가 방안

부지특성화 (Site characterization)

Ÿ 목적 : 기지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하저장기지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임.

Ÿ 연구내용

․기존자료를 종합, 적절한 software를 이용한 3차원 시각화

․기존 특이지점 및 문제점 등의 특성화 결과를 D/B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부지 개념모델 및 수리유동해석

Ÿ 목적 : 기지별 수리지질 개념모델에 부합하는 상세 수치모델링을 통하여

장기적인 시설의 수리안정성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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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연구내용

․수리지질 개념모델 수립

․상세 수치모델링이 요구되는 수리적 불안정 지역 선정

․개념모델에 따른 수치모델 코드 및 모델링 유형 선정

․수치모델의 입력자료 생산

․안전성 기준인자 도출 및 수리기밀성 평가

◎ 수리안정성 확보방안

기준수위 제시

Ÿ 목적 : 안정적인 지하저장기지 운영에 필요한 기존 기준수위 재검토 및

기지별 부지특성과 수리지질학적 특성에 따른 기준수위 제시

Ÿ 연구내용

․각 기지별 설정된 기준수위 설정 방법 분석

․부지특성화 및 개념모델 결과와 연계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 기준수위

제시

지하수 관측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Ÿ 목적 : 기지별 부지특성과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 관측시스템을

평가, 재구성하고 관측시스템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

Ÿ 연구내용

․부지특성화 및 기준수위 등을 고려하여 각 관측지점의 의미 및 관측지

점별 관리수위 검토

․기존 관측지점과 재검토 결과 추가관측이 필요한 지점 등을 구성하여

지하수 관측시스템을 구성

․관측지점별 관측내용과 적절한 자료분석 방법, 주기 등을 제시

지하공동 운영압 최적관리기준 설정연구

Ÿ 목적 : 지하수흐름 매질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적의

공동운영압 관리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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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연구내용

․입출하에 따른 수리매개변수 변화유무 분석

․수리매개변수 변화정도 분석

․입출하 최적관리방안

◎ 클로깅 현상 및 영향 연구

클로깅 지화학모델링

Ÿ 목적 : 실내․외 실험결과에 대한 이론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실험결과를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실험변수들의 조건을 결정.

Ÿ 연구내용

․설계된 실내실험조건의 열역학적 수행 타당성 평가

․실내․외 반응실험 결과 침전가능한 광물상 평가

․실내․외 반응실험 결과 생성되는 반응결과 액상의 지화학적 특성 평가

․실내․외 실험으로 규명 불가능한 조건에서의 실험결과 예측

클로깅 현상 실내실험

Ÿ 목적 : 클로깅이 일어나는 현상유무 확인 및 현장실험과 클로깅 원인규명

을 위한 기초실험

Ÿ 연구내용

․현장상황과 유사한 실내실험장치의 설계

․반응 지하수의 주기적 분석

․최종반응 후 지하수 및 칼럼 내 반응물의 분석

․최종반응 결과에 대한 지화학모델링 및 수리적 특성 분석

클로깅 발생 규명을 위한 현장실험

Ÿ 목적: 지화학모델링을 통하여 예측되고 실내실험을 통하여 확인된 클로깅

현상의 현장확인 및 클로깅 현상 원인규명과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Ÿ 연구내용



- 320 -

․실제 지하유류저장기지의 현장상황과 유사한 현장실험장치의 설계

․반응 지하수(유출수)의 주기적 분석

․최종반응 후 오버코어링을 통한 단열대 혹은 유사 수벽공 내 지하수 및

반응결과물의 분석

․최종반응 결과에 대한 지화학 모델링 및 수리적 특성 분석

․실험 전․후 지하수 유동특성 수치모델링 및 결과 비교분석

클로깅 발생지역에서의 현장실험

Ÿ 목적: 연구대상의 지하기지에서 클로깅 현상이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실험/분석 및 클로깅 현상 원인규명에 대한 직접적 자료생산

Ÿ 연구내용

․클로깅 발생이 의심되는 지역의 현장에서 직접실험

․클로깅 현상이 일어나는 주입공 부근에 여러 개의 시추공을 시추하여

주입수두 분포 및 시추코아에 대한 분석, 공극수에 대한 연구 수행

․이후 기본적인 현장실험내용은 앞서 설명한 “클로깅 현상 발생규명을

위한 현장실험” 절에서의 실험내용 중 최종실험후의 수행내용과 동일

◎ 수질분석 관련 현안 해결방안

해수침투 영향 및 방지대책 연구

Ÿ 목적 : 염분에 의한 기계류 및 시설물의 부식, 석유제품의 품질저하, 해수

에 포함된 미생물 혹은 용존이온 종들에 의한 클로깅 가속화 평가

Ÿ 연구내용

․현장상황과 유사한 실내실험장치의 설계 → 주입수질 설정(해수 혹은

해수성분 혼합지하수) → 반응조건 설정 → 반응 지하수의 주기적 분석

→ 최종반응 후 지하수 및 칼럼 내 반응물의 분석 → 최종반응 결과에

대한 해수영향 해석

․해수침투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마련 : 특정 해수성분 및 안정동위원

소 분석을 이용한 해수침투율 계산식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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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기지 유출수의 COD 증가원인 및 저감방안 연구

Ÿ 목적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COD가 나타나는 LPG 기지 유출수

에 대한 COD 증가 원인규명 및 저감대책 마련

Ÿ 연구내용

․실내실험 : 지하공동의 운영압 및 온도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 하에

서 유분이 지하수로 녹아 들어가는 정도 분석

․장기적인 주변영향 분석 : 지하공동의 운전조건과 TOC 발생 등과의 상

관관계 분석 및 수치 모델링

․COD 발생대책 방안 마련 : 효율적인 운전조건 및 처리공정 제시

․multi phase 모델링코드 개발

◎ 지하저장기지의 안정성 평가 및 유지관리체계 연구

Ÿ 목적 : 지하저장기지의 내용연수 증대를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 차원에서

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발

Ÿ 연구내용

․지하저장기지의 안정성평가 기준 및 종합적인 유지관리체계 연구

․지하저장기지의 안전관리의 한 사이클로써, 기지의 장기적 성능유지를

위한 안정성평가 차원에서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정밀 안전성평

가, 보수/보강 등 전체적인 기지의 유지관리체계 제시

․위에 제시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각 기지별 현황에 적합한 각각의 단계

및 단계별 평가항목들에 대한 기준 및 지침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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