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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tep-by-step site selection for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para-

meters necessary for site selection will be acquired through deep drilling surveys from the 

basic survey stage. Unlike site investigations of rock mass structures such as tunnels and 

underground oil storage facilities, those related to the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re not only conducted in relatively deep depths, but also require a high 

level of quality control. In this report, based on the 750 m depth drilling experience conducted 

to acquire the parameters necessary for deep geological disposal, the methodology for deep 

drilling and the geology, geophysics, geochemistry, hydrogeology and rock mechanics 

obtained before, during, and after deep drilling are discussed. The procedures for multi-

disciplinary geoscientific investigations were briefly described. Regarding in-situ stress, one of 

the key evaluation parameter in the field of rock engineering, foreign and domestic cases 

related to the geologic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were presented, and 

variations with depth were presented, and matters to be considered or agonized in acquiring 

evaluation parameters were mentioned.

Keywords: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Geological disposal, Deep borehole investigation, 

Geoscientific research, In-situ stress

초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단계별 부지선정에 있어 기본조사부터 심부 시추조사를 통해 부

지선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획득할 예정이다. 터널이나 유류지하저장소 등과 같은 암반구조물의 지반조

사와 달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지반조사는 매우 깊은 심도까지 수행될 뿐 아니라 높은 수

Ⓒ Th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2022.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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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심부 암반 내 처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심층처분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처분후보부지의 심부 암반에 대한 지구과학의 다학제적 조사와 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질, 수리지질, 지질공학, 암석역학, 지

화학, 물리탐사, 지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및 실내시험 등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은 일반적으로 지표로부터 500 m 내외 깊이의 심부 암반에 구축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

로 이보다 더 깊은 심도까지 시추하여 원위치 상태의 암반 물성에 대한 기본 자료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체구조와 암종에 따라 시추 지역을 선정한 후 공경이 N 크기를 기본으로 하여 750 m 심부 시추를 실시하면서 시추공에서 수행된 

다양한 현장시험 등 심부 암반의 특성화 연구에 대해 다룬다. 이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고준위방사성폐

기물 지층처분 부지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Fig. 1은 심부 특성조사과정에서 분야별로 획득되는 주요한 평가인

자를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Fig. 1. Key parameters in the various fields for HLW geological disposal (KIGAM, 2021)

준의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본 보고에서는 심부 지질특성화에 필요한 요소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하였던 

750 m급 심부 시추경험을 토대로 심부 시추에 대한 방법론과 심부 시추 전, 시추 중, 시추 후 획득하는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리화학, 수리지질학, 암반공학 등 다학제적 지구과학적 조사에 대한 절차 등에 대

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암반공학분야의 핵심 평가인자 중 현지응력에 대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관련 국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통하여 심도에 따른 응력변화를 고찰하였다. 

핵심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심부 시추조사, 지구과학적 조사, 현지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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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심부 시추

2.1 심부 시추 현황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심층처분시설은 일반적으로 지표로부터 300∼500 m 심도에 건설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KINS(2019)에서 제안한 바에 따르면 심층처분을 지표 하 400 m이상 깊이에 천연방벽 또는 공학적 방벽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하는 것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심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500 m 이상의 심부 시추가 수행되어야 하며, 모델링을 위해서는 처

분심도의 2배에 해당하는 1 km 이상의 심부 시추가 추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구 단계부터 1 km 이상의 심부 시추를 수행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부 특성을 파악하면서도 다양한 시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심도 결정이 필요하다.

근래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심부 시추는 방사성폐기물처분 목적 외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지열, 지진 활동 감시 등을 목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시추 목적에 따라 시추 중이나 시추 후 수행되는 시험이나 방법 등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

나, 심부 암반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시추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 이 중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심부 시추 사례는 강원

도 고성, 대전 유성, 경상북도 안동 등 대부분 결정질암을 대상으로 10여 공의 시추만 이루어졌다. 이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선도국들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Cheon et al., 2022).

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과 관련한 심부 부지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매년 2공 이

상의 심부 시추를 수행하고 있다. Table 1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을 위해 수행되었던 시추 현황과 계획에 대해 정리한 것

이다. Cheong and Kim(2012)에 따르면 국내 지체구조를 크게 경기육괴, 옥천대, 영남육괴, 경상분지로 분류하였으며 Table 1은 

이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강원도 고성이나 대전 유성에서 수행된 시추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된 것이며, 이외는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했거나 계획 중인 내용이다. 

Table 1. Boreholes for HLW related purpose performed or planned according to tectonic structures and rock types by KIGAM and 

KAERI (updated from Cheon et al., 2022)

Gyeonggi Massif Okcheon belt Yeongnam Massif Gyeongsang basin

Plutonic rock

(Granite)

Chuncehon (1 hole)

Goseong (2 holes)

Goseong (planned)

Daejeon (7 holes)

Wonju (1 hole)

Yeonggwang (planned)

- NA

Sedimentary rock 

(Mudstone)
NA NA NA

Daegu (1 hole)

Jinju (1 hole)

Changwon

Metamorphic rock 

(Gneiss)
Hongcheon NA

Andong (2 holes)

Taebaek (planned)
NA

Volcanic rock NA Mokpo (planned) - Tongyeong (planned)

2.2 심부 시추 방법

2.2.1 시추 일반

시추는 부지조사에서 있어 심부 지질 특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해

서는 최소 300 m 이상의 시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시추 작업의 기본사항으로 채택하였다. 시추공 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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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hole deviation)을 허용범위 이내로 유지하면서 750 m까지 안정적으로 시추할 수 있도록 200 HP 이상의 유압 회전식 시추기 

사용을 기본조건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추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삼중배럴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시추공의 규

격은 N 크기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시추 대상 암종을 고려하여 지표 부근에서는 심부 시추가 가능하도록 더 큰 규격(가령 P, H 크기 

등)으로 시추를 허용하였다. 회수된 시추 코어의 경우 기존 국외 사례는 NX 코어를 규정하고 있으나, 롯드 방식의 시추 대신 와이어 

방식의 시추가 주를 이루면서 NQ 등의 코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 국내는 대부분 와이어를 이용한 삼중 배럴 방식으로 코어를 

회수하기 때문에 직경 기준 50 mm 회수되도록 하였다. 흔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수 코어 NQ3는 직경이 50.5 mm로서 국제 

기준 규격의 NQ3(직경 45.1 mm)가 아닌 국내에서 제작된 코어비트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명기나 표기가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추코어 형식을 NQ3K로 명기하고 회수 코어의 직경은 50 mm 이상을 기본으로 설

정하였다. 

시추 공곡은 시추 품질이나 시추공을 활용한 다양한 시험 등을 위해 암종에 따라 3°∼7° 이내를 만족하도록 하였으며, 시추 중과 

시추 완료 후 공곡 검층을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시추 중 시추 특성 정보를 실시간, 연속적으로 계측하고 시추 순환수 수질 

역시 지속적으로 계측하였다. 

시추 도중 지반 상태가 불량하여 시추공 보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연구자들이 협의하여 보강방법을 결정하였다. 기

본적으로 공내 지하수의 화학 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행하였다. 암층 등이 불량하여 공벽

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케이싱을 이용하여 굴착된 부분까지 공벽을 보호하였으며, 사용되는 케이싱은 공내 지하수와의 반응 

및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였다. 시추가 완료된 후에는 시추공을 이용한 현장조사 및 현장시험을 위해 

시추공 서징(borehole surging)을 실시하였다.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에 대해 작업 시작 전 사양서와 검, 교정 자료를 제

시하도록 명시하여, 시추 절차에 적합한 장비인지 확인하였다.

시추는 심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 시추와 함께 주상도 작성, 시추 순환수 관리, 시추 중 계측, 시추공을 위한 물리검층, 

지하수 채수, 수리시험, 현지응력 평가 등 다양한 활동이 수행된다. 국내의 경우 아직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하여 위 조사나 평

가 등에 대해 확립된 표준절차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 부분별 절차서(안)을 작성하여 수행하였다. 

Table 2는 스웨덴 SKB에서 시추작업과 이와 관련된 계획, 활동에 관해 제시한 사례이며, 이와 관련된 시험방법인 SKB MD 

620.003과 같은 세부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SKB, 2005). 

Table 2. Example of controlling documents for the performance of the activity (SKB, 2005)

Activity plan Number Version

Core drilling and over-drilling measurements in KFM01B AP PF 400-03-41 1.0

Method descriptions Number Version

Method description for core drilling SK8 MD 620.003 1.0

Method description for performing hydraulic single-hole pump tests SK8 MD 321.003 1.0

Method description for registration and sampling of flushing water parameters 

and cuttings during core drilling
SK8 MD 640.001 1.0

Method description for pump test, pressure supply and water sampling in 

connection with wireline drilling
SK8 MD 321.002 1.0

Method description for in-situ stress measurements by means of overcoring 

using Borre probe
SK8 MD 181.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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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추 순환수 관리

SKB에서 사용하는 시추 순환수 관리에 대한 개략적인 모식도가 Fig. 2에 제시되었다. SKB는 시추 현장의 지하수를 시추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100 m 이상이 유격된 관정(Fig. 2의 HFM01)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공급하였으며, 지화학 조사의 목적으로 사

용되는 지하수의 경우 유기물 함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SKB의 시스템은 공급된 시추수의 추적

을 위해 우라닌(uranine)을 사용하고 배출된 시추 반환수를 사용하여 재활용하는 순환시스템이다.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flushing/return water system when drilling KFM01B (SKB, 2005)

기존 국외 사례나 지화학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역시 심부 시추에서 시추 순환수관리를 수행하였다. 시추 순환수 관리

는 기본적으로 지하수의 화학적 성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추공 내의 지하수를 시추수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시추수가 주입되는 과정에서 시추공 밖으로 나오는 시추 반환수를 정화하여 다시 시추수로 이용하는 폐쇄 시스템으로 시추수를 관

리하였다. 다만, 시추가 이루어지는 부지의 특성이나 주변 지하수 체계 등으로 지하수 양이 시추수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주변 수돗물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공급된 시추수의 추적을 위해 특정 종류와 일정 농도의 형광물질

(fluorescein disodium salt, C20H10Na2O5)을 혼합하였다. 시추공으로 주입 또는 반환되는 시추수의 중간저장은 화학적으로 안정

한 재질의 불투명 보관통 2개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며, 보관통의 용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추수의 탁도와 수위를 확인할 수 있도

록 외부에 장치가 포함되었다. 중간 저장 보관통의 용량은 시추 작업에 적합하도록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1톤 이상의 

Fig. 3. Schematic diagram of the closed drilling management system (Cheon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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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용하였다. 각각 중간 저장 보관통의 형광물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시추를 위한 시추수 보충이나 형광물질 농도 유

지를 위해 시추수와 형광물질 보충 시 보충량과 일시를 기록하였으며, 형광물질의 농도범위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

다. 시추가 완전히 완료된 후 양수를 통해 시추공 내 잔존하는 형광물질이 시추수 농도 대비 10 %이하를 유지하였다. Fig. 3은 본 연

구에서 적용된 시추 순환수 관리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2.2.3 시추 중 계측

시추공 굴착 과정 중 시추대상 암반의 특성과 지층변화 등을 확인하고 굴진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굴진 시간과 심도에 따른 

굴진율, 비트 회전수, 비트 하중(토크, 추력) 등을 자동 계측장비를 통해 연속적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시추수의 주입 압력, 주

입되는 시추수의 공급량과 배수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단위 시간별로 기록하였다.

시추 순환수 관리와 연계되어 시추 중 시추수의 형광물질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추 완료 이후 형광물질 배경농도 분

석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추수 시료를 채취하고 농도를 측정하였다. 채취 빈도와 양은 분석 상황에 따라 결정하였다. 채취한 시추 순

환수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용기에 보관하여 온도(T), 수소이온농도(pH), 전기전도도(EC), 형광물질 농도를 정해진 기간별로 측정

하여 굴착 심도와 함께 기록하였으며, 매일 굴진 작업 시작 전과 완료 후에 공내 지하수위 및 측정시간을 기록하였다. 위와 같은 시

추 중 계측자료는 당일 시추작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일일 보고를 작성하였다. 시추 중 계측을 위한 계측장비는 월 1회 이상 환경부 

공정시험법 내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시하는 표준절차에 따라 교정을 수행하였다.

Table 3은 시추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수집 및 기록되어야 하는 정보를 보여준다. 일일보고에는 시추위치, 좌표, 표고, 작업일

자, 보고일자 등의 일반사항과 시추시작 및 종료심도, 당일 굴진현황, 평균 굴진율, 시추 규격 등의 작업내용과 익일 작업예정 내용 

등이 포함되며 수치, 문자, 사진 등으로 기록된다.

Table 3. Required informations for drilling in general

Drilling Water

Temperature (T), hydrogen ion concentration (pH), electrical conductivity (EC), fluorescent substance (salt)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 depth of 

the recovered circulating water.

When replenishing drilling water or replenishing fluorescent material (salt), date and time, amount of fluorescent material (salt) added, total 

accumulated amount of fluorescent material (salt), and fluorescent material (salt) concentration.

Monitoring during drilling

Circulating drilling water injection pressure

Injection volume/recovery volume

Drilling rate, bit rotation speed, bit load (torque, thrust)

Groundwater level and measurement time before/after daily work

Drilling core

Drilling Depth

Loss/lost section and its causes

2.2.4 시추코어 관리

심부 시추 과정에서 획득한 코어 시료는 지질학적, 지화학적, 지구물리학적, 지질공학적, 암반공학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추 전 구간에 대해서 코어 시료를 구간별로 최소 90% 이상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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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NQ3K 시료에 대해 1 m 단위로 구분된 5 m를 하나의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외 다른 크기의 

코어의 경우 역시 1 m 단위로 구분하여 NQ3K의 5 m 단위 상자와 동일한 크기의 상자에 보관하였다. 시추코어 상자에 회수된 코어

를 위치시킬 때 시추 심도를 정확히 기재하였으며, 코어 손실구간은 해당 구간만큼 적당한 재료로 채운 후 손실 원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향후 코어 분석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토질층, 파쇄대 등의 구간에서 시료가 회수될 경우, 아크릴 시료 병이나 비닐 

등으로 감싼 후, 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일자 등을 라벨에 기재하여 보관하였다. 회수된 시추코어의 절리가 자연적으로 발생

한 절리인지 시추 작업 중에 인위적으로 발생한 절리인지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보관 상자 내 거치를 위해 인위적으로 절단한 구간

도 명확히 표기하였다. 시추코어 상자는 상자 내부와 외부에 시추위치, 공번, 상자번호, 해당심도 등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회수된 

시추 코어는 시추현장에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한 후 시추보관 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였다.

3. 심부 시추공을 활용한 다학제적 지구과학적 조사 

3.1 시추 주상도

시추 주상도는 시추 조사의 성과물 중 하나로 시추위치의 지반상태를 심도별로 기록한 것으로, 지질 및 암반의 상태에 대한 정보

를 도식화 및 수치화여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현장 작업과정 중 

추가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협의를 통해 보완하였다. 지정한 시추 주상도 양식은 국내 시추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

는 내용과 절리빈도 등을 반영하고 작성된 내용 중 정량적 자료인 TCR, RQD, 절리 빈도 등의 자료는 분석이 용이하도록 스프레드

시트 형태로도 작성되었다. 

시추 주상도는 지질학, 지질공학, 암반공학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작성하였으며, 원 상태에서의 정보기록을 위

해 코어 회수 후 일주일 단위로 작성하였다. 시추 주상도는 시추 순서와 심도에 따라 작성하며 Table 4와 같이 시추공 제원, 토질/암

반 분류, 불연속면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기타 지층 상태 규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기술하였다. 

이외에 시추조사 부지 주변의 선형구조 분석과 지질구조의 분석, 층서 위치와 암상특성 분석, 지질구조 주상도 작성 등을 수행하

고 주변 지역의 해수면 변동과 지형변화를 추적하는 조사도 병행하였다.

Table 4. Requir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drill log

Borehole specifications

Survey name, number of boring, boring period Borer, investigator 

Borehole coordinates and elevation Groundwater level

Drilling rig Reinforcement/Casing History

Other observations

Soil/rock classification

Type of soil/rock Type, color, and thickness of rock layers

Lithological properties Sample location and depth

Symbol for rock Degree of crushing, degree of weathering

RQD, T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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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quir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drill log (continued)

Discontinuity information

Discontinuity Type, Depth, and origin Geometric properties of a single discontinuity

Spatial properties of a single discontinuity ：profile by depth (graphic)

：dip, dip direction ：aperture, filling

：spacing
：surface roughness/weathering degree

：closed/open

3.2 물리 검층

물리검층은 석유, 토목 및 지하수 분야 등에서 지하 물성 변화 파악을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시추 조사 시에 회수된 코어 분

석과 함께 가장 기본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다. 심부 암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물리검층 시스템과 

7개의 물리검층 손데를 이용하여 시추공에 대한 물리검층자료를 획득하였다. Table 5는 물리검층에서 획득하는 현장 자료의 물성

과 이로부터 조사 분석되는 평가인자에 대해 요약한 표이다.

Table 5. Measurement of physical properties and related parameters by borehole logging 

Method Geophysical properties Related parameters

Caliper log Diameter of borehole Rock mass (fracture zone)

Normal resistivity log Electrical specific resistivity of rock mass Lithology 

Gamma-Gamma density log Density

Density of rock mass

Lithology

Dynamic elastic modulus

Fracture analysis 

Sonic log P & S-wave velocity

Lithology

Permeability

Dynamic elastic modulus

Fracture analysis

Temperature - Electrical conductivity log Fluid temperature and electrical conductivity
Rock mass (fractured zone)

Geothermal gradient

Acoustic televiewer Image of borehole wall Fracture zone (dip, strike, aperture, density)

Spectral gamma ray
Natural gamma and contents of natural radio-

active substances

Lithology

Geothermal production

Fig. 4는 화강암 지역의 심부 시추공에 서 수행한 물리검층의 원시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왼쪽부터 공경, 온도, 공내수 전기전도

도, 밀도, 전기, 자연감마, 음파, 초음파주사검층 자료를 나타낸다. 이외 심부 시추가 제안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공곡측정을 시추 중과 시추 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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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of borehole logging data in granite research area

3.3 수리화학 시험

3.3.1 수리화학 현장 측정

수리화학 시험은 현장측정과 지하수 채수로 구성된다. 수리화학 현장측정은 시추 순환수를 이용하며, 수소이온농도(pH), 전기

전도도(EC), 산화환원전위(Eh), 용존산소농도(DO), 온도(T)를 측정하였다. 각 항목 측정을 위한 전극을 사용하되 매 구간의 현장

측정 전에 환경부 공정시험법 내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시하는 표준절차에 따라 교정 후 사용하였다. 채수한 지하수의 형광물

질 농도는 시추 순환수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3.2 지하수 채수

시추공을 이용한 지하수 채수 후 수리화학 시험은 아래와 같은 상세 시험과정을 따라 수행하였으며, Fig. 5의 모식도와 같다. 

시추 완료 후 일정 심도에서 수행하며, 시추수에 대한 모니터링, 시추 코어 자료, 물리검층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시험 수행 전 협의

를 통해 시험 구간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시험 구간(위치)에 잔류하는 시추수를 양수펌프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추 동안 사용된 시추수를 시추공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지하수 채수 시험구간 부피의 5배 이상의 양을 양수하였다. 결정된 시

험 구간의 지하수는 펌프를 이용하여 지표로 양수한 후 지표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지표로 양수한 지하수에 대해 먼저 수리화학 

현장측정을 수행한 후 지하수를 채수하였으며, 채수는 각 시험구간 당 3개의 채수병을 사용하여 3배수로 실시하였다. 수리화학 현

장측정과 지하수채수의 전 과정은 외부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지하수의 수리화학 현장측정은 지하수의 산

화환원전위(Eh) 값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면서 그 값이 ±5% 이내로 안정되었을 때 수행하였다. 24시간 이상 지하수의 산화환원전

위(Eh) 값이 위의 범위 내로 안정되지 않으면 안정화에 허용할 최대 기간은 협의 후 결정하였다. 양수된 지하수에 대해 수리화학 현

장측정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하수채수가 완료될 때까지 수리화학 현장측정 값은 일별로 기록하였다. 각 시험 구간의 지하수 채수량

은 최소 총 6 L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시험 구간에서 지하수 양이 적어 원활하게 양수되지 않을 때 최소 지하수 채수량은 총 1 L 이

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현장 상황상 예외 사항 발생 시 협의 후 결정하였다. 양수에 사용하는 펌프는 최대 750 m 심도에서 예상되는 

지하수 펌핑 압력에 부합하는 성능을 보유하였고, 채수된 지하수 시료의 배송 시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여 햇빛이 없

는 곳에서 4°C 이하 상온에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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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groundwater sampling for hydrochemical analysis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된 수리화학 시험과 관련하여 Table 6과 같은 정보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었으며, 지하수를 양수하여 지

하수 채수를 위한 현장 측정이 시작한 시점부터 지하수 시료채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현장측정값(EC, Eh, DO, T, pH)도 일별로 

기록하였다.

Fig. 6은 지하수 채수를 위해 사용되었던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자연적으로 지하수의 압력을 이용하여 지하수 채수구간에 지

하수가 모인 상태에서 펌핑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는 압력을 갖는 질소가스를 지하수 채수구간에 넣어 지하수를 채수하는 방식이다. 

질소가스를 이용한 지하수채수는 일정한 압력으로 질소를 주입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방법의 퍼지모드와 지하수 채수와 질소가

스가 모두 배출하게 하는 리챗모드가 있다. 공내 시추수를 제거할 때 퍼지모드를 사용하였으며, 지화학 분석용 지하수 채수는 리챗

모드를 사용하였다.

Table 6. Required information related to hydrochemical test

Hydrochemical test specifications

Test equipment specifications Depth of Test Interv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ection Hydrochemical Field Measurement Schedule/Period

Groundwater sampling schedule/period Notes

Test measurements

Hydrochemical stabilization Hydrochemical Field Measurement

：Redox potential (Eh) value ：Electrical Conductivity (EC)

：Measurement depth, date and stabilization time ：Redox potential (Eh) 

Groundwater sampling schedule/period ：Dissolved Oxygen (DO)

：Amount of groundwater samples taken ：Temperature (T)

：Depth of groundwater sampling ：Hydrogen ion concentration (pH)

：Conditions for storage of collected samples ：Total dissolved solids (TDS)

：Sampling time ：Depth of measurement, time/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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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roundwater sampling method (left: use of natural groundwater pressure, right: use of N2 gas)

3.4 수리 시험

Park et al.(2020)과 Bae et al.(2021)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일 시추공에 적용 가능한 유체 유입 방식의 수리특성 시험법으

로는 정압 주입시험, 정량 주입시험 및 순간 충격시험법인 슬러그 시험과 펄스 시험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측정범위

는 일반적으로 Fig. 7과 같다.

Fig. 7. Measurement range of transmissivity according to testing method (Bae et al., 2021, Kim at al., 2019) 

현재의 국내 관련 산업 여건과 시험 수행 대상이 심부 시추공으로 수리전도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압주

입시험을 기본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2가지 시험 장치는 방식이나 방법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모식도는 Fig. 8과 같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시추공을 이용한 정압수리시험은 아래와 같은 상세 시험과정을 따라 수행하였다. 시추 완료 후 일정 심

도에서 수행하며 암종과 시추 코어 자료, 물리검층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시험 수행 전 협의를 통해 시험구간을 결정하였다. 시험 구간

은 10구간 내외 또는 그 이상의 값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점을 선정하고 각 지점에서 4∼8 m 구간의 길이에 대하여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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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시험 시 이용하는 주입수는 시험공 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시추공 내 지하수를 이용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지정된 주입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시험이 수행되기 전 시험장치의 구성품인 가압과 주입

장치, 자료 획득과 기록장치, 주입 유체 통과부, 시험구간 신호 계측장치 그리고 공 내 장치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였다. 신뢰성 있

는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시험이 수행되는 전 과정에서 지상과 공 내 주입압력, 유량이 자동으로 측정, 기록되고 그래프 형태로 제공

되어 가압장치의 가압 정확도와 압력 조절과 유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정확도 오차와 

정밀도 편차는 5%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저투수성 암반 조건을 대비하여 300 ml/min 이하의 미소 유량 주입과 조절이 가능한 가압

장치를 사용하였다. 미소 유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측정 범위가 200 ml/min 이하인 정밀 유량계를 별도로 장비에 설치하였

다. 다만 예상한 것보다 저투수성인 경우에는 200 ml/min 이하보다 더 정밀한 유량계와 가압 제어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

으나, 현재 국내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향후 해결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시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수행하였다. 우선 패커와 연결 튜브 등 시험구간의 밀폐장치는 지상에서 가압하여 누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공내 삽입장치를 시험 심도로 이동시켰다. 시험 심도로 정확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윈치 등의 신장력 등

을 계산하고 이를 반영한 실제 심도를 계산하여 위치시켰다. 다수의 연결장치를 통해 유체를 주입하는 경우, 미세한 누수라도 발생

하면 정압주입시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결부에서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스트래들 패커로 시험구간을 밀폐시키며 패커는 

공벽과의 틈새를 통한 주입 유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무 슬리브의 길이가 1 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였다. 스트래들 패커는 

수압으로 팽창시켜 시험구간을 밀폐하도록 하였으며, 기체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전 협의를 수행하여 결정하였다. 패

커의 팽창 압력은 공벽 손상이나 기존 불연속면의 변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조사 심도에서의 순 팽창압력(net working pressure)

은 3.45 MPa이하로 하며 여러 단계로 나누어 팽창시킨다. 주입수를 10분 이상 안정화 시킨 후 시험구간 내에 소량의 순 주입압력

(예로 3bar 등)으로 시험수를 주입하여 주입율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예로 20분 내지 30분)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시켰다. 현장 조

건 등을 고려하여 소량과 낮은 순 주입압력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가압, 주입, 가압 중지 등에 따른 압력과 유량 변화를 실시간으

Fig. 8. Schematic diagrams of the hydro injection test systems applied to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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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측하고 그래프로 가시화하고 기록하였다. 시험 결과 해석은 기본적으로 지하수 유동방정식을 이용하는 Jacob-Lohman법에 의해 

수리전도도를 계산하고, 필요 시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비교하였다. 결과는 Table 7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였다.

Table 7. Requir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hydraulic test 

Test specifications

Test equipment specifications Depth of Test Interv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ection Test schedule/period

Hydraulic test method and data analysis Notes

Constant pressure injection test result

Packer inflation pressure for each test section Ground injection pressure and borehole injection pressure

Injection flow Steady flow analysis and non-steady flow analysis results

Hydraulic conductivity by section

3.5 현지응력 측정

현지응력은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최적 설계와 지하공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자뿐 아니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

분을 위한 부지선정에서 필요한 중요 평가인자다(Choi et al., 2017, Kim et al., 2020a, Choi et al., 2020, Choi et al., 2021, Cheon 

et al., 2022). 현지응력은 수압파쇄법이나 오버코어링법 등에 의해 획득하거나 단층 또는 지진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Kim et al.(2020b)은 40여 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현지응력 자료로부터 한국응력지도를 발간하였다(Fig. 9). 다만 이 지도에 사용된 

자료는 대부분 지표로부터 심도 300 m 이내에서 측정된 자료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대상 심도로 고려되는 300m 하

부 자료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자료 분포도 일부 지역에 편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Fig. 9. Distribution of in-situ stresses measured in South Korea (Kim et al.,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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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각각 핀란드와 스웨덴의 처분대상 지역인 Olkiluoto와 Forsmark 일대에서 측정된 현지응력을 보여준다. 최대 측정 심

도는 약 500~800 m에 이르는데 동일 심도라 하더라도 응력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응력 측정 방법과 지질 구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응력의 변화가 심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국내에서 오버코어링 방법으로 심부에서 수행한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심부 시추공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대심도용 수압파쇄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750 m 시험

구간에 대해 20 지점 이상 시험을 수행하고 HF (Hydraulic Fracturing)와 HTPF (Hydraulic Testing of Pre-existing Fractures)으

로 현지응력을 측정하였다. Fig. 11은 옥천대 지체구조에 속하는 원주 지역의 화강암에서 획득한 현지응력의 크기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수직응력, 최대수평응력, 최소수평응력을 하나의 직선으로 회귀할 수 있으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대수평응력의 크기

와 방향이 일부 심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0. In-situ stress field model (left: Olkiluoto in Finland (Posiva, 2009), right: Forsmark in Sweden (SKB, 2007))

Fig. 11. Magnitude and direction of in-situ stress in Wonju (Cheon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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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본 보고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과 관련하여 지구과학적 평가인자를 획득하기 위해 수행 중인 750 m급 심부 시추

와 그와 관련된 지구과학적 조사에 대해 서술하였다. 

심부 시추는 지체구조와 암종에 따라 구분된 표 1의 16개 영역에 대해 기수행되었던 국내 현황과 암종 분포 등을 고려하여 위치

를 선정하였다. 심부 시추를 통한 조사연구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침과 관련하여 시추 일반, 시추 순환수 관리, 시추 중 계측, 시추 후 

코어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시추공을 활용한 다학제적 지구과학적 조사에서는 수행한 방법과 일부 결과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다학제적 지구과학적 조사는 지질과 역학 특성을 반영한 시추 주상도, 연속적인 물리적 특성 파악을 위한 물리 검층, 수

리화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채수, 수리전도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압주입시험, 현지응력 측정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간략

하게 소개하였다. 이외에 부지조사나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고 획득하여야 하는 평가인자를 시추과정 등을 통해 획득하고 분

석하고 있다. 각 분야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법과 결과 그리고 암종 등에 따른 특성차이 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

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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