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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transmissivities obtained from the pulse test, the slug test and the constant head test were

compared each other to assess an applicability and a reliability of the hydrogeological test method, which are

commonly used to derive the hydrogeological properties of a crystalline rock at un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When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pulse test and the slug test, the transmissivities were very similar in the entire

test section of the medium. However, there was a little discrepancy in the results in the areas where the

permeability is relatively high. The results of the constant head test on the same section showed the lower

transmissivity than the results of the pulse test and the slug test on the highly permeable section. This difference in

permeability wa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radius of the hydraulic effect applied in each

hydraulic test. When the heterogenetic distribution of fracture affects the hydrogeological properties on crystalline

rock, it is believed that the hydrogeological characteristics can be explained through a constant head test or a

constant flow rate test with a large hydraulic effective radius, as well as a pulse and a slug test that can identify

hydrogeological properties in a relatively short time.

Key words : hydrogeological properties,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slug test, pulse test, constant head test,

hydraulic effective radius

본 논문에서는 지하연구시설에서 결정질 암반의 수리지질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수리시험법의

적용 가능성 및 신뢰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펄스시험, 슬러그시험과 정압시험을 이용하여 각 시험 결과로부터 도출되

는 투수량계수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 펄스시험과 슬러그시험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매질의 투수성이 낮은 시험 구

간에서는 투수량계수가 매우 유사하게 도출되었지만, 투수성이 비교적 큰 구간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투

수성이 큰 구간에서 정압시험 결과에 비해 순간수위변화시험의 결과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투수성의 차이는

각 수리시험에서 적용되는 수리 영향 반경의 상이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각각의 현장수리시험에서 도출

되는 결과가 매질의 투수성을 동일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열의 불균질한 분포가 투수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질 암반에서의 수리지질특성을 도출할 때 수리영향반경이 큰 정압시험이나 정률시험뿐만 아니라 비교적 빠른 시

간에 수리지질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슬러그시험과 펄스시험을 통해서도 매질의 수리지질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수리지질특성, 지하연구시설, 슬러그시험, 펄스시험, 정압시험, 수리영향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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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상 공간이 포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 지하 공간의 활용은 주요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하 공간이 열악

한 기후 조건이나 야생 동물로부터 안전한 주거 공간

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1970년 이후로 도시에 대한 입

체적 공간 활용 측면에서 지하 공간이 중요한 공간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원유 비축기지, 양수 발전, 지열 발전 등 국가 에너지

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지하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Jung, 2000). 지하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매질

의 제반적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국내의 지

질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단열이 발달한 결정질 암반

이 주요 매질이며, 단열을 통해서 흐르는 지하수가 지

화학적 조건, 암반 응력 등 지질 환경에 대한 특성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Yoo et al., 2006). 즉,

지하수의 흐름 특성은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데, 지하수의 흐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결정질 암반에 대한 지질-수리

지질-지화학-암반 응력 특성을 연계하여 해석해야 비로

소 지하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Park

et al., 2009; Park et al., 2018). 그러나, 단열이 발

달한 결정질 암반에서 수리지질특성을 도출하여 지하

수의 흐름에 대한 기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도전으로 남아있는 것도 현실이다

(Neuman, 2005).

결정질 암반에서 지하수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대수층의 수리지질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수리

시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수리시험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제약과 소요 비용이나 장

비의 가용성을 고려해야 하고, 수리시험이 수행되는 현

장의 제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제

한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현장수리시험에 대한 적용

성 및 한계를 고려하여야 대수층의 수리지질특성을 적

절히 도출할 수 있게 된다(Almen et al., 1986). 현장

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험방법으로 슬러그시

험, 양수시험, 주입시험 등이 있다. 이러한 수리시험들

은 조사 대상의 관정에 수리적인 자극을 적용하고 대

수층 반응을 관측하는 간단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으

며, 관정에 가해지는 자극의 형태와 연속성, 그리고 이

에 대한 대수층의 반응을 관측하는 위치로 수리시험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정에 적용되는 자극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일시적 자극의 순간수위변화시험과

연속적인 자극의 정압/정률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자극의 형태에 따라 양수/주입 시험으로 구분하거

나, 관측 위치에 따라 단공 시험과 다공 시험으로 구

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한 결정질 암

반의 현장수리시험에 대해(Park et al., 2019), 순간수

위변화시험으로 펄스시험 및 슬러그시험과 정압시험으

로 정압배출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각 현

장수리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투수성의 차이점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지질조건에서 지하수

의 흐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수량

계수의 도출 방법을 제안하고, 특히 지하연구시설에서

결정질 암반의 수리지질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일반적

으로 수행하는 상기 수리시험법의 적용 가능성 및 신

뢰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2.1. 연구지역의 지형 및 지질

연구 지역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하는

지형으로서 비교적 완만한 지대이나, 북부는 평야지대

가 위치하고 남부는 동남부를 제외하고는 산계지형으

로 되어 있다. 남서부의 신선봉, 우산봉 등 계룡산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산계는 대체로 남북 방향의 산

지를 형성하며, 이 남북 방향의 산맥은 모두 반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화강암류는 일반적으로 반암류

에 비해 풍화에 약하기 때문에 저지대를 이루고 있다.

연구 지역의 수계는 산계의 방향과 거의 나란한 남북

방향이며, 이들은 대부분 초기 수지상 수계의 특징을

보이고, 주로 화강암류가 분포된 저지대에서 수지상 수

계를 이룬다. 연구 지역의 남쪽으로 소지류인 반석천,

Fig. 1. Behavior of flow rate and pressure change during

constant head test, constant rate test and pulse/slug

test(Almen et a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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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동천, 진잠천과 대동천의 소지류들이 모여 갑천, 유

등천, 대전천 등의 대지류를 이루는데 이들 대지류는

곡류를 형성한 곳이 많다(Fig. 2)(Lee et al., 1980).

연구 지역은 경기변성암 복합체 내에 위치하며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중생대의 심성암과 맥암류

로 구성되어 있다.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는 흑운모,

편마암 및 편암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이하 KURT) 지역의

북서부에 주로 분포한다. 주로 구성하고 있는 심성암

류는 크게 시대 미상의 편상화강암과 연구 지역 전 범

위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복운모화강암으로 나

뉜다. 이 중 복운모화강암이 편상화강암을 관입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도폭에서는 편상화강암을

쥬라기의 편마상 화강암으로 기재하였고, 복운모화강암

과는 동일 마그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재하였다(Lee

et al., 1980). 이들은 중립질로서 편리의 방향이 주변

의 변성퇴적암류의 편리 방향과 일치한다. 또한 연구

지역 외곽부에는 중생대 심성암류가 시대 미상의 변성

퇴적암류를 관입하고 있다(Park et al., 1977). 또한, 4

기 충적층이 수계를 따라 수 미터의 두께를 보이면서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Jung et al., 1997).

연구 지역 주변의 기반암은 하부로부터 시대 미상의

각종 퇴적암류 및 이들을 관입한 쥬라기의 화강암류

및 백악기 내지는 제 3기의 각종 맥암류로 분류되고,

이들을 부정합으로 덮는 충적층이 하천을 따라 발달하

고 있다(Fig. 3)(Park et al., 1977).

2.2. KURT와 연구용시추공(BDZ-1)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

특성조사 기술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부 환경

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지질 관련 연구를 수행해왔

다. 특히, 2007년에는 2개의 연구 모듈을 갖는 1단계

KURT를 준공하였으며(Cho et al., 2004; Han, 2005),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 소규모 용질 이동 시험 등 천

연 방벽에 대한 부지특성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

시험을 수행하였다(Lee et al., 2009; Kim et al.,

2013; Cho et al., 2017; Kwon et al., 2018; Choi,

2019). 이후 2014년에 공학적 방벽에 대한 대규모 현

장 시험과 투수성 지질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추적자

시험 등 다양한 현장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4개의 연

구 모듈을 추가로 건설하였으며, 현재 총 6개의 연구

모듈을 갖도록 확장하였다(Fig. 4)(Kim et al., 2015).

본 연구를 위해 KURT내 위치한 제 6연구모듈에

설치된 BDZ-1 시험공을 이용하여 현장수리시험을 수

행하였는데, BDZ-1 시험공은 KURT의 바닥면에 굴착

되어 KURT 바닥면과 같은 해발고도(80m, EL.)를 갖

고 있다(Fig. 5). 

3. 현장수리시험 방법 및 절차

3.1. 방법

서론에서 기술한 바, 순간수위변화시험으로 일컬어

지는 슬러그시험과 펄스시험은 대수층에 순간적으로 수

Fig. 2. Geographical map of the study area. The study area

is located in the northern part of Daejeon.
Fig. 3.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Park et al., 1977).

The main geology around the study area is two mica

granite in the Jurassic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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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압의 변화를 야기시킨 후, 시험 구간의 지하수위로

회복되는 수두압을 관측하는 수리시험의 방법으로 그

시험 방법은 비슷하다(Fig. 6). 슬러그시험은 수위 변화

를 야기하는 임의의 수두로 대수층을 자극하고 임의의

수두에 의해 변화된 만큼의 유량이 대수층에 영향을

미친 후 원래 지하수위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리수두

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관측하는 시험이다(Fig. 7). 펄

스시험은 임의의 수두로 대수층을 자극하는 것은 슬러

그시험과 같으나, 유량이 대수층에 영향을 미치는 슬

러그시험과는 달리 시험 구간에 압력만 자극한 후 원

래의 수두압력으로 회복하는 것을 관측하는 시험으로,

순간적으로 시험 구간과는 다른 압력으로 유체를 이용

하여 압력을 제공해 주고 즉시 유체의 흐름을 폐쇄하

여 압력 회복을 관측한다(Fig. 8). 순간수위변화시험은

시험 비용이 저렴하고 단기간에 시험을 수행할 수 있

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수층의 수리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도 널리 이용되어 왔다(Lee et al.,

1999, Ham et al., 2001, Jo et al., 2010). 특히 양수

시험을 하기에 곤란한 오염지역에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장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리전도

Fig. 4. History of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KURT).

Fig. 5. Location of BDZ boreholes. BDZ boreholes are

located in 6 RG(Research Gallery) and the elevation of top

of casing of BDZ-1 is the same as the elevation of the

bottom surface of the KURT. 

Fig. 6. Behavior of the pressure and flow rate change with

time during slug test and pulse test.

Fig. 7. Slug test procedure using double packer system.

When the shut-in valve is opened, the initial head(H0) is

decreased slowely with time to static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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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은 지역 또는 구경이 작은 시추공에서도 시험

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Freeze and Cherry, 1979).

순간수위변화시험은 피압대수층의 경우 Cooper et

al.(1967)의 해석법이, 자유면대수층의 경우는 Bouwer

and Rice(1976)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정압시험은 시험 구간에 일정한 압력을 적용하여 유

체를 주입하거나 배출하면서 시간에 따른 주입/배출 유

량을 관측함으로서 매질의 수리지질특성을 파악하는 방

법이다. 정압주입시험은 시험 구간에 시험기간(Δt)동안

일정한 압력(PHI)을 가하게 되면 압력을 가한 후 주입

되는 지하수 유량(q)는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공내저

류효과는 시험이 시작되면서 수초 내 사라지게 된다.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 지하 유량(q)은 일정한 값

(qend)를 갖게 된다. 정압배출시험은 압력이 반대로 되

나 유량 변화 양상은 같다(Fig. 9). 정압배출시험은 주

로 피압대수층을 대상으로 자분하는 관정에서 수행하

는데, 시험 구간의 지하수두가 높아 자분하는 대수층

에서 압력을 제거하게 되면 시험 구간의 지하수가 지

표로 배출이 되며, 이 때 배출되는 지하수의 유량을

관측함으로서 매질의 수리지질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정압시험을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시간별 지하수 유입량이나 배출량을 구하여 매질의 투

수성을 파악하는 부정류상 해석(Jacob and Lohman,

1952)과 지속적으로 매질내 물을 주입하거나 배출한 후,

일정한 값을 갖도록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주입/

배출되는 물의 양을 이용하는 정류상 해석이 가능하다

(Moye, 1967). 

3.2. 현장수리시험의 절차

BDZ-1 시추공에서 수행한 현장수리시험은 지하연구

시설을 대상으로 저투수성 암반에서의 수리지질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연속적인 방법을 이용하였다(Park et

al., 2019). 우선 시험 구간에서 지하수의 수리수두

(HPT)를 측정하고(SHR), 펄스시험(PT)을 수행한 후 다

시 안정 지하수두(HST)를 확인하였다. 이후 슬러그시험

(ST)을 수행하고, 다시 안정 지하수두(HCHWT)를 확인

하였다(SHR). 안정 지하수두에 도달하면 KURT 바닥

면 보다 수리수두가 높은 시험 구간을 대상으로 정압

배출시험(CHWT)을 수행하였으며, Shut-In 밸브를 닫

은 상태에서 수두 회복을 확인하면서 시험을 종료한다

(SHR)(Fig. 10). 각 구간에서 수행한 시험 및 횟수에

Fig. 9. The flow rate and pressure change with time during

the constant head injection test. When the constant

head(PHI –Pini) is applied to test section, the flow rate is

gradually decreasing to qend.

Fig. 8. Pulse test procedure using the double packer system. At first, when the shut-in valve is opened and closed within a

few second, water level drops by z2-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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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현장수리시험을 위해

이용한 장비는 Fig. 11과 같이 시험 구간을 격리하기 위

해 이중 패커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패커간 간격은 시험

구간으로 가능한 최소 간격인 1.45m로 설정하였다. 고

무재질의 패커는 약 40bar까지 압력을 견딜 수 있으며,

시험 구간을 격리하기 위해 20bar의 압력을 작용하여

패커를 팽창시켰다. 패커 상단에는 15mm 플라스틱 파

이프가 연결되고 그 상부에 압력센서용기(Fig. 11 에서

PT housing, Pressure Transducer Hosing)와 Shut-

In 밸브를 설치하였다. 최상부에 25mm 플라스틱 파이

프를 연결하여 이중 패커를 이용하여 설정한 시험 구

간에 수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연구결과

BDZ-1 시추공에서 지하 공동내 저투수성 매질의 수

리지질특성 파악을 위한 수리시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펄스시험, 슬러그시험, 정압배출시험의 순서로 연

속적 방법을 이용하여 현장수리시험을 수행하였다(Park

et al., 2019). 수리시험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서 각 시

험 구간을 이중 패커를 이용하여 수리적으로 격리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정된 상태의 지하수두를 관

측하였으며, 한 종류의 시험이 종료된 후 다시 안정된

지하수두를 관측하여 시험 구간별 수리수두를 도출하

였다(Table 2).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수리시험 전에 안정 상태의 지하수두를 측정하였는데,

Fig. 10. Sequential hydraulic test which is performed in the BDZ-1 borehole.

Fig. 11. Layout of the equipment used for in-situ hydrauli

section hydraulically.

Table 1. Sequential tests which were carried out in BDZ-1

borehole. Pulse test, slug test and constant head withdrawal

test were performed continuously in each test section

Slug 

test

Pulse 

test

Constant head 

withdrawal test
Total

Section 1 3 2 1 6

Section 2 2 2 1 5

Section 3 3 2 1 6

Section 4 3 3 1 7

Section 5 2 3 1 6

Section 6 3 2 - 5

Section 7 3 3 1 7

Section 8 3 3 1 7

Section 9 3 3 1 7

Section 10 1 5 - 6

Section 11 2 3 1 6

Section 12 3 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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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시험 전 수리수두(HPT), 슬러그시험 전 수리수두

(HST)와 정압배출시험 전 수리수두(HCHWT)는 시험의

시기, 주변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른 값을 보이고 있다

(Table 2). 한편 전체적으로 관측된 수리수두 결과를

살펴보면, BDZ-1 시추공에서의 수리수두는 Section 6과

Section 10 구간을 제외한 시험 구간에서 KURT 바닥면

의 해발고도(80m EL.) 보다 높게 관측된다(Fig. 12).

특히, Section 1, 3, 5, 7에서는 KURT 바닥면의 고

도 보다 약 20m 높은 수리수두를 갖고 있어, 나공 상

태에서 BDZ-1 시추공내 지하수가 자분하는 동력을 제

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리수두의 관측 결과만으로

판단해 볼 때, KURT의 바닥면의 해발고도인 80m(EL.)

와 비슷한 수리수두를 갖는 시험 구간은 KURT와의

수리적 연결성이 양호하고, 높은 수리수두를 갖는 시

험 구간은 KURT 영역과 수리적으로 격리된 특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장수리시험으로 BDZ-1 시추공에서 먼저 펄스시험

을 수행하였다. 펄스시험으로 시험 구간별 도출된 시

험구간의 투수량계수를 평균한 결과 1.47×10-8 m2/sec

의 값이 산출되며, 전체 시험 구간에서 7.07×10-8∼

8.97×10-10 m2/sec의 투수량계수를 갖고 있었다. 투수성

이 가장 낮은 구간은 Section 5(심도 12.2∼13.65m의 시

험 구간)로 8.97×10-10 m2/sec의 투수량계수가 산출되며,

투수성이 가장 큰 구간은 그 상부 구간인 Section 6(심

도 10.75~12.2m의 시험 구간)으로 7.07×10-8 m2/sec

의 투수량계수가 산출된다. 주목할 점은 거리상으로

1.45m 이격된 구간인 Section 5와 Section 6에서 2

order의 투수성 차이가 산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슬러그시험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된다. 펄스시험

후 수행한 슬러그시험에서 시험 구간별 도출한 투수량

계수를 평균한 결과는 1.43×10-8 m2/sec로 펄스시험과

매우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었으며, 각 시험 구간의 투

수량계수는 1.09×10-7∼1.08×10-9 m2/sec의 범위를 갖

고 있었다. 펄스시험과 마찬가지로 투수성이 가장 낮

은 구간은 Section 5로 1.08×10-9 m2/sec의 투수량계

수를, 투수성이 가장 양호한 구간은 그 상부 구간인

Section 6으로 1.09×10-7 m2/sec의 투수량계수가 산출

되어, 슬러그시험과 펄스시험은 서로 유사한 수리지질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DZ-1 시추공에서 펄스시험과 슬러그시험을 수행한

후, 구간내 지하수위가 안정화된 것을 확인하고, 지하

공동에서 간단한 장비로 수행할 수 있는 정압배출시험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정압배출시험은 시

험 구간의 수리수두가 KURT 바닥면보다 1m 이상 높

은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리수두가 KURT 바닥

면과 비슷하여 시험 구간의 지하수가 자연 배출되지

않는 Section 6, 10, 12 구간은 시험을 수행하지 않았

다. BDZ-1 시추공의 총 9개의 시험 구간에서 정압배

Table 2. Hydraulic head in each test section based on the

elevation of KURT surface (80m, EL.)

Test 

section

Test interval in 

the BDZ-1 

(meter from the 

KURT surface)

Hydraulic Head 

(m, EL.)

From to HPT HST HCHWT

Section 1 18.00 19.45 101.39 101.34 101.39

Section 2 16.55 18.00 90.37 89.38 89.88

Section 3 15.10 16.55 102.62 102.87 102.92

Section 4 13.65 15.10 97.38 99.85 99.76

Section 5 12.20 13.65 105.97 104.77 102.57

Section 6 10.75 12.20 81.12 81.09

Section 7 9.30 10.75 105.44 105.02 105.22

Section 8 7.85 9.30 90.01 90.19 90.09

Section 9 6.40 7.85 86.66 86.31 86.26

Section 10 4.95 6.40 80.29 80.57

Section 11 3.50 4.95 90.95 91.66 86.67

Section 12 2.05 3.50 82.33 80.46

Pressure head was measured in each test section before the

sequential hydraulic test.

Fig. 12. Vertical variation of hydraulic head in the BDZ-1

borehole. The elevation of the KURT is 80m above the sea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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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험을 통해 산출되는 평균 투수량계수는 1.53×10-8

m2/sec으로 앞서 수행한 펄스시험과 슬러그시험의 결과

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구간별 투수량계수는 6.98×10-8

∼1.03×10-9 m2/sec의 범위를 갖고 있다(Table 3). 정

압배출시험로 도출한 각 시험 구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투수성을 갖는 시험 구간은 Section 5로 앞

서 수행한 슬러그시험, 펄스시험의 결과와 동일한 구

간이었다. 그러나, 슬러그시험과 펄스시험에서 가장 높

은 투수성을 갖는 Section 6에서는 수리수두가 낮아

정압배출시험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연속적 방법으로 현장수리시험을 수행한 결과, 펄스

시험과 슬러그시험, 그리고 정압배출시험에서 도출한

투수량계수의 평균은 매우 유사하다. 각 시험 구간의

투수량계수를 살펴보면, 전체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Section 5가 투수성이 낮게 도출되며, Section 6에서

가장 높은 투수성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

히, 수리수두가 낮아 정압배출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Section 6 구간은 앞서 수리수두 분포에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시험 구간과 KURT와의 수리적 연결성이 양

호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현장수리시험 결과 높은 투

수성을 갖고 있어 수리수두와 투수량계수간에 수리적

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5. 결론 및 고찰

KURT내 BDZ-1 시추공에서 암반 매질의 수리지질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한 현장수리시험 결과를 분

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수리시험으로 산출한 투수량계수와 시험

구간에서 관측되는 수리수두와의 관계를 도시해보았다

(Fig. 13). BDZ-1 시추공이 설치된 KURT 바닥면의

해발고도인 80m(EL.)를 기준으로 수리수두를 계산해

본 결과, 수리수두와 투수량계수는 약한 음의 관계(상

관계수 = -0.36)를 보이고 있다. 현장수리시험 결과 결

정질 암반의 투수성과 수리수두가 음의 관계로 도출되

는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투

수성이 서로 대비되는 두 개의 매질이 연속해 있을 때

지하수는 투수성이 큰 매질(단열)을 따라 흘러가려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수성이 낮은 매질은 수

리수두가 높고 지하수의 유로가 되는 투수성이 높은

매질(단열)은 수리수두가 낮게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로는 본 연구지역에서 시추공의 위치에서 예상되

는 바와 같이 시험 구간과 지하 공동간의 수리적 연결

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시험 구간의 매질의

투수성이 양호하고, 지하 공동과 수리적 연결성이 좋

은 경우, 시험 구간의 수리수두는 지하 공동의 해발고

도와 유사하며, 만약 매질의 투수성이 낮아 시험 구간

과 지하 공동간 수리적 연결성이 좋지 않다면 시험 구

간의 수리수두와 지하 공동의 해발고도는 차이가 나게

된다. 비록 Fig. 1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수리수두가

높은 구간에서는 반드시 투수량계수가 작게 도출되며,

수리수두가 KURT의 바닥면과 유사한 구간에서는 투

Table 3. Transmissivities obtained from the sequential

hydraulic test

Test 

section

Transmissivity (m2/sec)

Slug Test Pulse Test CHWT

Section 1 2.69E-08 1.36E-08 3.02E-08

Section 2 1.77E-08 1.20E-08 3.92E-08

Section 3 4.32E-08 1.72E-08 1.21E-08

Section 4 5.47E-09 6.24E-09 6.93E-09

Section 5 8.97E-10 1.08E-09 1.03E-09

Section 6 7.07E-08 1.09E-07

Section 7 1.11E-08 2.62E-08 2.64E-08

Section 8 1.94E-08 3.30E-08 2.35E-08

Section 9 2.83E-08 2.01E-08 6.98E-08

Section 10 3.58E-09 3.53E-09

Section 11 4.02E-08 1.56E-08 1.06E-08

Section 12 1.61E-08 3.55E-08

The CHWTs in section 6, 10, 12 were not conducted due to

the low hydraulic head compared with the elevation of

KURT surface.
Fig. 13. The relation between hydralulic head and

permeability is shown as negative. Some points inside the

blue and red circle can be explained as the hydraulic

isolation with the KURT.



결정질 암반내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한 현장수리시험법 적용성 연구 129

수량계수가 크게 도출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서

기술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두가지 요인 중

첫 번째 이유로 수리수두의 경향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험구간에서 매질의 투수성이

낮게 도출되는 시험 구간의 수리수두가 KURT의 바닥

면과 유사하며(Fig. 13의 점선원), 반대로 투수성이 큰

시험 구간에서 높은 수리수두가 도출되는(Fig. 13의 실

선원) 반대의 경우가 관측되기 때문에, KURT와의 수

리적 연결성과 수리수두의 관계에 관계인 두번째 요인

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지역의 수리수두를 설명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KURT내 BDZ-1 시추공에서 수행한 현장수리시험에

대해 시험 방법에 따라 도출되는 매질의 투수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펄스시험, 슬러그시험과 정압배출

시험의 결과를 도시해 보면, 투수성이 낮은 구간에서

는 각 시험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으나, 투수량계수가

1×10-8 m2/sec 이상의 투수성이 양호한 구간에서는 다

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Fig. 14). 특히 펄스시험과 정

압배출시험 결과를 도시한 결과를 보면(Fig. 14(c)) 투

수성이 양호한 구간에서 정압배출시험과 펄스시험의 차

이가 가장 크게 도출되는데, 이는 현장수리시험 방법

에 따라 매질의 수리지질특성을 반영하는 공간적인 영

역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펄

스시험, 슬러그시험, 그리고 정압배출시험의 순서로 수

리시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영역이 커지는데, 투수

성이 낮은 경우 수리시험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 작아

각 시험에서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반면, 투수성이

큰 경우 수리시험에 영향을 받는 영역이 공간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대수층에 적용되는 변위가 다른 펄스

시험, 슬러그시험, 그리고 정압시헙에서 도출되는 수리

지질특성이 서로 상이할 수 있는 것이다. 

Fig. 14. Comparison of transmissivities from the sequential

hydraulic test; (a) Log T from slug test and pulse test, (b)

Log T from slug test and constant head test, (c) Log T from

constant head test and pulse test.

Fig. 15. The applicable range of transissivity of each

hydraulic test (Walter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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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er et al.(2006)는 매질이 갖는 투수성을 기준으

로 현장수리시험에 대한 방법을 달리해야 적절한 수리

지질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했으며, 현장수리시험을

수행할 때 투수량계수를 기준으로 정률시험은 3×10-7

m2/s 이상일 때, 정압시험은 1×10-9∼1×10-4 m2/s일

때를 적절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정률시험은 일정

량의 유량을 지속적으로 시험 구간에 주입하거나 양수

해야 하는데, 3×10-7 m2/s 이하의 투수량계수를 가져

투수성이 낮은 매질일 때는 주입/양수의 압력을 조절

하더라도 일정 유량을 주입하거나 양수하기 어렵다. 결

과적으로 보다 넓은 규모의 평균 수리지질특성을 도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투수성 매질에서 수행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저투수성 매질에서 정압수리

시험을 수행할 경우, 압력을 높이더라도 주입/양수되는

유량이 적어 시간에 따른 유량 측정이 어려우며, 고투

수성 매질에서는 주입/양수 되는 유량이 많아 시험 결

과의 해석이 어렵게 된다. 순간수위변화시험 중, 펄스

시험은 1×10-7 m2/s 보다 낮은 저투수성 매질에서 수

행 가능하며, 슬러그시험은 1×10-8∼1×10-4 m2/s 의

투수량계수를 갖는 매질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

으로 제안하고 있다(Fig. 15)(Walter et al., 2006). 결

정질 암반의 투수성이 부지 고유의 특성으로 본 연구

지역과 서로 상이할 수 있겠지만 KURT의 지질조건에

서는 약 1.0×10-7∼1.0×10-9 m2/s 의 투수량계수가 도

출되었으며, 정압시험, 펄스시험, 슬러그시험의 세 종

류 다른 시험에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볼

때 결정질 암반에서는 정압시험, 슬러그시험과 펄스시

험 중 어느 한 시험을 수행해도 유사한 수리지질특성

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각각의 현

장수리시험 방법에 따라 도출된 투수량계수를 비교해

볼 때, 도출되는 값이 완전히 상이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투수성이 양호한 구간에서는 펄스시험이나

슬러그시험과 같은 순간수위변화시험 보다는 확장된 영

역을 대상으로 정압시험이나 정률시험으로 수리지질특

성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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