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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0 1: ..... 

CAES는 압축공기저장 발전시스템으로 불리는 전력저장시설로서 1978년 독 

일의 Huntorf에서 290MW급의 발전소가 세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이후 세 

계적으로 상용화 초기단계에 있는 전력저장시설이라 할 수 있다. 

CAES는 발전단가의 절감/ 부하의 평준화/ 운영특성의 향상/ 동적운영이익 

증대 동의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I CAES를 위한 압축공기의 저장방법 

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무복공의 암반공동형이 가장 합 

리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현재 전력저장시설로서 연구중인 중 

규모 이상의 압축공기저장시설의 시공 사례 중에서 특히 경암층에 대한 암반 

공동형 지하저장시설의 분석을 통하여 핵심 요소기술들을 파악하였으며/ 한국 

자원연구소 내 산지 하부 지반에 압축공기 저장용 지하시설을 건설할 경우 인 

근 지역의 전력요구량 동의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350MW급의 지하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가정하고 개념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용량의 지하저장공동의 규모는 20만 rn3 인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러한 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터널의 형태 및 배열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4개의 터널을 평행하게 위치시키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설계변수 산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300m 시추공을 통한 시추코어 분석 및 

시추공 내 영상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절리변의 거동 특성 등을 파악하였으 

며/ 특히 영상자료와 실내시험결과의 비교를 통해 절리특성파악기법을 새로이 

개발하기도 하였다. 

설계된 지하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여굴 억제 및 발파진동의 최소화를 위한 

발파패턴설계가 제시되었으며/ 지하공동의 굴착단계 및 향후 운전 중에 있어 

서 지하공동 내 환경의 자동제어기술 및 열역학적 거동 특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m 



ABSTRACT 

CAES which is called as a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was firstly 

developed at Huntorf, German in 1978. The capacity of that system was 

290MW, and it can be treated as a first commercial power plant. 

CAES has a lot of merits, such as saving the unit price of power 

generation, averaging the peak demand, improvement of maintenance, 

enlarging the benefit of dynamic use 

According to the literature survey, the unlined rock cavern should be 

proposed to be a reasonable storing style as a method of compressed air 

storage in Korea. 

In this study, the most important techniques were evaluat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foreign construction case studies, especially on the 

unlined rock caverns in hard rock mass. 

We de디ded the hill of the Korea Institute of Geology, Mining and 

Materials as CAES site. If we construct the underground spaces in this site, 

the demand for electricity nearby Taejon should be considered. 

could determine the capacity of the power plant as a 350MW. 

So we 

This capacity needs a underground space of 200,OOOm3, and we can 

conciude 4 parallel tunnels through the numerical studies. 

Design parameters were achieved from 300m depth boring job and image 

processing job Moreover the techniques for determination of 이nt 

characteristics from the images could be obtained 

Blasting pattern was designed on the underground spaces, and automatic 

gas control system and thermomechanical characteristics on caverns were 

also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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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뻗그'H밸의 1I~91 

뻗끽깨밸9| L|1g 맛 밥| 



쩌 1 창 서 론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1 CAES의 개념 

세계 각국에서 양수발전 이후의 전력저장시설로서 연구중인 중규모 이상의 

전력저장시설은 크게 SMES, CAES와 해수양수발전이 있다. 이중 1997년 현 

재 전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유일한 전력저장시설은 CAES이다. CAES는 압축 

공기저장 발전시스템으로 불리는 전력저장시설로서 1978년 독일의 Huntorf에 

서 290MW급의 발전소가 세계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이후， 1991년 미국에서 

110MW급의 McIntosh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세계적으로 상용화 초기단계 

에 있는 전력저장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수발전소가 심야잉여전력을 이용하여 물의 위치에너지를 증가시 

켜 주간에 발전시키는 순수한 전력저장시설인 반면， CAES는 심야에 공기를 

전 JI 1 KWh 전 JI 1 KWh 。}
t=I 

축
 기
 가스터빈 

(a) (b) 

그럼 1.1.1 기존 gas turbine 발전방식 (a)과 CAES 발전방식 (b)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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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으로 압축시켜 지하 저장공동에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이를 turbine에 뿜 

어 LNG를 연료로 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서 전력저장과 화력발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닌 발전시설이다. 

CAES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gas turbine을 개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의 gas turbine은 전력 1KWh를 생산하기 위해서 10,000Btu 정도의 열량을 공 

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체 효율은 30-40%정도이며/ 전체 투입에너지의 

~-%는 공기압축에 사용된다. 반면 CAES는 gas turbine에서 공기압축에 사 

용되는 에너지를 심야 잉여전력으로 대체시켜 지하저장공동에 고압의 공기를 

저장시킨 후 주간에 4,000Btu 정도의 LNG를 공급하여 전력 1KWh를 생산하 

는 방식으로서/ 생산된 전력의 60%정도는 심야전력저장에 의하여/ 나머지 

40%정도는 LNG의 연소에 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시스템이다. 

1.1.2 CAES의 특징과 장점 

CAES의 특정과 장점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전단가 절감 

일반적인 gas turbine은 천연가스나 석유를 연소시켜서 생성된 전력의 60% 

정도를 compressor를 가동하는데 사용하는 반면， CAES의 compressor는 심야 

에 원자력 또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저가의 전력에 의해 가동된다. 

따라서 CAES의 연료소모량은 일반적 인 gas turbine의 약 40%에 불과하며l 모 

든 열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용되므로 CAES의 발전단가는 gas 

turbine보다 낮다. 

(2) 부하평준화 

CAES는 심야에 원자력 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출력을 줄이기보다 최대출 

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력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효율 

을 증대시켜 기저부하 발전원의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CAES 

와 같은 전력저장시설이 없을 때 600MW급 화력발전소는 심야에 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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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W정도로 줄여야 하며 heat rate는 9750BtujKWh에서 10500BtujKWh로 

증가한다. 그러나 만약 300MW급 CAES가 이 화력발전소와 연결되어 있을 때 

는 화력발전소는 최대출력으로 효율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 따라서 

750BtujKWh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3) 운영특성 향상 

가. 부하변화와 heat rate 

CAES는 부하변화에 대해 비교적 일정한 heat rate를 갖는다. AEC 

(Alabama Electric Cooperative) 의 110MW급 CAES에서는 부하가 25%일 때 

heat rate는 최대출력시에 비해 단지 15%만이 증가한다. 반면 일반적인 gas 

turbine에 서 부하감소에 따른 heat rate의 증가는 상당히 커 서 25% 부하시 

80% 정 도의 heat rate가 증가한다. 

나. 대 기온도와 heat rate 

여름철 대기의 온도가 높을 경우 gas turbine은 발전량이 감소되며 heat 

rate가 상당히 증가한다. 그러나I CAES에서는 일정한 온도의 공기가 지하저장 

시설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지상의 온도가 발전량과 heat rate에 그리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 빠른 Start-Up 

정상상태에서 CAES의 start-up tíme은 15분 정도이고/ 급한 경우에는 11분 

정도로도 가능해서 gas turbine과 비슷하거나 더 빠르다. 

라 신뢰성 

CAES는 공기유입량의 변화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기계류의 온도 

변화주기는 gas turbine에 비해 일정한 편이며/ 기계류의 최고 온도 한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운영된다. 결과적으로 CAES의 신뢰성은 매우 높아지며/ 

실제로 독일 Huntorf 발전소는 99%의 start reliability와 95%의 availabilit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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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4) 동적운영이익 

유연한 부하추종성/ 기저부하원의 발전단가 절감/ 주파수 조정 I spinning 

reserve의 제공 동은 CAES의 동적운영이익이다. 동적운영이익은 컴퓨터 프로 

그램에 의해서만 계산이 가능하며/ 발전원의 구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미국 

EPRI가 최근 수행한 20여개의 프로젝트 결과 CAES의 동적운영이익은 다음과 

같다 (동적이익은 반드시 가산적이지는 않다). 

- 부하추종 $50-150jKW 

$50-150jKW 

$100-250jKW 

$100-275jKW 

- 기저부하원의 발전원가절감 

- 주파수조정 

熾
” 

빽
 

m 
i 

1.1.3 압축공기의 저장방법 

(1) 저장방식 

압축공기를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은 정압식과 변압식으로 나누어진다. 정 

압식이란 지하공동을 통수갱으로 상부저수지와 연결시켜서/ 저장된 압축공기 

를 사용함에 따라 감소되는 저장공기의 압력을 수위에 의하여 보상하는 방식 

으로서 상부저수지의 건설비와 통수갱의 굴착비가 더 필요하지만 저장된 공기 

를 100%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변압식은 저장공기를 사용함에 

따라 떨어지는 압력을 보상하지 못하므로/ 일정압력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전력 

을 생산할 수 없어 저장된 공기를 모두 활용할 수 없으며/ 저장심도가 정압식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깊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그림 1.1 .2 참조). 

(2) 저장장소 

수백미터 이상의 낙차를 필요로 하는 양수발전소의 입지는 지형적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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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영향을 받는 반면 CAES는 지형적 조건보다는 기반암의 지질공학적인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CAES는 거의 대부분의 지질조건에서 건 

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수발전에 비한다면 입지제약조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지하수압에 의하여 고압의 기체를 저 

장하는 무복공식 대심도 암반 공동형이다(그림 1.1.3 참조) 이 방식은 이미 국 

내에서 실용화된 LPG를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과 동일하며/ 차이점은 기존의 

LPG 저장공동이 지하 120m 정도에서 871 압의 프로판가스를 저장하는 반면/ 

CAES는 지하 500m 안팎에서 40기압 정도의 공기를 저장한다는 점이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CAES는 없지만 신선한 심부암반 

만 있는 곳이라면 건설될 수 있다는 조건상 가장 활성화될 방식으로 추정된 

다 

발전소 발전소 

통기갱 통기갱 

통수갱 

압축공기 압축공기 

(a) (b) 

그림 1.1.2 압축공기의 저장방식 : (a) 정압식， (b) 변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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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지하수위 

• 

통기갱 통기갱 

라이닝 

‘ 
i ‘ 지하수유닙 
(a) (b) 

그림 1.1.3 압축공기의 저장장소 : (a) 무복공식 암반공동형， 
(b) 라이녕식 암반공동형 

지하 암반공동 내에 기체를 저장하는 기술은 1870년대 유럽의 광산에서 굴착 

기계의 사용을 위해 처음 이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LPG의 저장과 같은 대규모 저장시설이 암반내에 설치된 것은 미국 Texas에 

세계 최초의 암반공동형 LPG 저장공동이 건설된 1950년이며 이후 전세계적으 

로 건설된 암반공동형 LPG 저장공동은 10071 가 넘는다. 또한 1970년대 이후 

Norway에 건설된 지하 양수발전소에는 고압의 공기를 암반내에 저장하는 air 

cushion surge chamber가 건설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이와 같이 지하공동 

내에 고압의 기체를 저장하는 시설에는 저장 기체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water curtain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건설된 LPG 저장 

공동에는 water curtain이 설치된 경우가 없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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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LPG 저장공동 중에서 절반 정도에는 water curtain이 설치되었다. 또 

한 Norway의 air cushion surge chamber 1071 중 471 에 는 water curtain이 설 

치되어 있다 

발전소 

통기갱 통기갱 

(a) (b) 

그림 1.1.4 압축공기의 저장장소 : (a) 암염공동형， (b) 대수충형 

1990년 일본의 전력중앙연구소에서 발행한 /압축공기저장시스댐의 이점과 

경제성’에서는 심부 암반공동형의 경우 일본에서 충분한 경제성이 있고/ 당시 

기술력으로도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도시부근에 

는 신선한 암반이 없기 때문에 대심도 암반공동형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대심도 암반공동형보다 경제성이 훨씬 떨어지는 

천심도 라이닝식 암반공동형에 대한 연구가 통상산업성의 주도하에 집중적으 

로 추진되었다. 천심도 라이닝식 암반공동형은 지하 100 -200m의 천심도에 

굴착된 저장공동내에 라이닝을 설치하여 압축공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서 당 

초 1997년에 35MW급의 pilot plant를 완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라이닝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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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공동내에 고압의 공기를 저장하는 field test 과정에서 라이닝에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pilot plant 건설계획은 연기되고 있 

다. 

세계최초의 CAES 발전소인 독일의 Huntorf 발전소나 미국의 McIntosh 발 

전소의 압축공기 저장방식은 암염공동형이다(그림 1.1.4 참조). 암염공동은 암 

염돔이 존재하는 곳에서 solution mining법에 의하여 쉽게 굴착할 수 있어 건 

설비가 매우 저렴하며/ 기밀성이 뛰어나지만/ 전세계적으로 암염돔이 분포하는 

지역은 국한되어 있으며， 또한 국내에도 암염돔은 존재하지 않아 국내 적용가 

능성은 없다. 

이밖에 미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둥지에서 추진중인 대수층 저장방식이 있 

다. 돔구조를 갖는 대수충내에 압축공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서 암염공동형과 

마찬가지로 건설비는 매우 저렴하지만 입지가 매우 제한적이며/ 국내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변에서 압축공기 지하저장 시설의 건 

설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으며/ 압축공기의 저장방식으로는 무복공식의 암 

반공동형이 추천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상의 연구개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에 건설될 가능성이 매우 큰 압축공기 지하저 

장시설 및 지상설비에 대한 개념적인 설계안을 작성코자 한다. 즉/ 우선 세계 

각국에서 현재 전력저장시설로서 연구중인 중규모 이상의 압축공기저장시설의 

시공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경암을 대상으로 할 경우와 연암을 대상으로 할 경 

우/ 그리고 자연적인 동굴이나 폐광산의 채굴적을 이용할 경우 제기될 수 있 

는 핵심 요소기술들에 대해 다루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경우 소비지 근처 심부 암반은 대체적으로 경암층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암층을 대상으로 한 무복공 암반공동형 지하저 

장시설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으며/ 그 예정 부지로서 한국자원연구소 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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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선정하였다 

한국자원연구소 내 산지 하부 지반의 지질특성은 비교적 세립질의 복운모 

화강암으로서 불연속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암반등급 Very Good의 특성을 

띄고 있어 압축공기 지하저장시설 부지로서 매우 훌륭한 대상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만약 이 부지에다가 CAES를 건설할 경우/ 인근 지역의 전력사용량이라든 

지 전력요구량/ 향후 전력생산 요구량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 바/ 한전의 

자료 등을 조사하고/ 지하양수 발전시스템에 대한 CAES의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50MW급의 지하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용량의 지하저장시설의 규모는 20만 m 3 인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이러한 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터널의 형태 및 배열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4개의 터널을 평행하게 위치시키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설계를 위하여서는 300m 시추공 조사를 통한 제반 암반공학적 변수들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절리면 특성에 대해서는 시추공 영상분석자료와 실내시험 

결과들의 cross check를 통해 절리특성분석기법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개념적으로 설계된 지하저장시설에 대해 여굴 억제 및 발파진동 

의 최소화를 위한 발파패턴설계가 제시되었으며l 지하공동의 굴착단계 및 향 

후 운전 중에 있어서 지하공동 내 환경의 자동제어기술 및 열역학적 거동 특 

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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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Tunne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3. 角場Tr剛， 1991, “]뽀術켠氣H7減"， Journal of IEEE, Japan, Vol. 111, No. 3. 

4. 內 111반피， f터 1易 iT빼1]， 1990, “)뽀佈켠氣H패삶發fß/ÄTισ)利跳 ε 씬濟性 iíff究

服ff→ 맘f// 1깥 力ri' 央ftFf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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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촉공기저창서철 

의 분류 빛 시공 예 

개g 

맴발gg EMtg를 받 갤g 훌랜톨 켈옐At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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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발끓을 대채9를 맏 께뻐~ • 뻗끽At력| 

렌뻗동률 말 메갱도의 。|g

채그문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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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창 압축공기저장시철의 분류 및 시공 예 

2.1 개요 

최근 독일/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CAES-GjT 플랜트 실현을 위해 계 

속적인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 

의 플랜트인 미국의 매킨토시 발전소가 1991년부터 운전을 시작하고 있다. 

실용 플랜트로서 세계 제2의 매킨토시 발전소는 운전을 개시한 독일의 훈 

돌프 발전소와 같은 방법으로 암염층을 용해굴착법으로 굴착하여 공동을 건설 

한 것이다. 훈돌프 발전소와 비교한 매킨토시 발전소의 특징은 재생가열기를 

설치해 열효율을 높인 접/ 발전시간이 연속 26시간으로 길어지고/ 주간의 운전 

정리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등이다. 

하지만 본 연구진의 해외 연구동향 분석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상당한 수 

준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파일릿 플랜트의 건설도 추진 중에 있 

고 건설 기술 둥에서도 상당 부분 우리 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 

내 실정에 적합한 압축공기 지하저장시설의 구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코자 한다. 

일본에서는 대수층을 이용하는 예로서 고갈천연가스전을 이용한 천연가스 

저장실험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대수층을 압축공기저장발전에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해서도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현지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경암공동에 대해서는 통산성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妙

川파일렷플랜트로 지반조사 및 변압 · 라이닝식의 압축공기저장공동의 설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으며/ 또한 神떠광업(주)， 三시 건설(주) 둥에 의해 神 l펙광산의 

실험장을 이용하여 암반 자체의 기밀성을 이용한 압축저장실험도 실시하고 있 

다 

더욱이 일본전력중앙연구소가 關띄전력(주) 금강개폐소 용지 내에서 연구 

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추공을 이용한 수봉기능의 실증에 관하여서도 실험을 

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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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공동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사례로서는 미국의 Soy land Power Co

operative, Potornac Electric Power Co. 가 있으며/ 천연가스의 지하저장에 관 

해서는 스웨댄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증실험결과를/ 독일의 경우에는 feasibility 

study의 결과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편 연암공동에 관한 검토사례로서는 우선 일본전력중앙연구소가 검토하 

고 있는 강관 샤프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 일본 통산성 공업기술원이 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지하공간의 건설기술개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지오돔의 

설계/ 구축l 공간 내의 환경제어 · 방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I 특히 홍적층 

에서 연암층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례로서 束海대학의 林正夫교수에 의한 도심형 

CAES가 있는데/ 도시형 CAES는 연암 내에서의 공동굴착기술을 추구함과 동 

시에 저장한 압축공기의 복합이용에 관하여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천 

연공동/ 폐갱도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이 

용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해저탱크방식에 대해서는 해수이용에너지저장발전방식연구회/ 宮u倚대학I 

일본전력중앙연구소/ 신에너지재단 등이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나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2.2 암반층을 대상으로 한 질용 플랜트 건설사례 

2.2.1 훈돌프 발전소 

(1) 사업주체 

있으 

당 발전소의 건설시 실제로 사업주체는 당초 함부르크를 거점으로 하는 

Nordwestdeutsche Kraftwerke A. G (NWK) 였 지 만/ 그후 이 회 사는 1985년 에 

Preussische Elektrizitats A. G (Prege)에 흡수 · 합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 발전소의 건설을 한 계약자는 가스 · 터빈부를 기초로 하는 지상설비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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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던 Brown Boveri사(BBC)와 지하공동부를 담당했던 Kavemen Bauund 

Betriebs-GmbH(KBB)사이다 총 건설비용은 1978년 당시 1억3천만 마르크(7천 

만 달러)였다 

또한 Preag사의 총발전량은 1990년 현재 구서독 전체의 약 1/7인 13,000 

MW이고/ 총인구(6，300만명)의 1/4에 해당하는 1，500만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2) 건설목적 및 발전소의 기능 

당 발전소는 세계 최초로 건설되어 현재 실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압축 

공기저장/가스 · 터빈(CAES-G/T)발전소 중의 하나이고/ 그 건설목적은 전술한 

사업주체 (NWK)가 커버하고 있는 구서독 북부쪽의 전력공급이 피크일 때/ 전 

력부하대응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70년대 초기의 NWK의 전력공급구성은 

화력 

원자력 

가스터빈(천연가스) 

합계 

2,700MW (73 .5%) 

680MW (18 .5%) 

305MW (8%) 

3,685MW (100%) 

이였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615MW의 원자력 발전소가 완성되었으며 1980년 

까지 630MW의 원자력발전소와 300MW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 증가에 따라 그림 2.2.1 에 나타난 비정상적으로 넓은 범 

위에 걸친 NWK의 전력공급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주야간 전력조정이 필요했 

다 따라서 전력수요의 피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발전효율이 좋고 짧은 시간에 

고출력을 달성할 수 있는 발전시스댐으로써 CAES-G/T가 선정되었다. 

CAES-G/T도입 후의 NWK가 공급하는 전력의 내역은 훈돌프발전소 완성 

후 1980년 당시로 그림 2.2.2에 나타난 것과 같고， CAES-G/T는 총공급전력의 

약 6% 인 290MW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2.2.3은 1983년 1월 9일(일)의 전력수요인데/ 이에 대한 훈돌프발전 

공급상황과 공동 내의 압력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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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NWK의 전력 공급지 역 그림 

Gas ‘urbine 
power plants 
Peak \oad 

Con •• ntiona\ therma\ 
power plants 
Intermediate load 

Nuclear power 
plants 
Base \oad 

62% 
26% 
6% 
6% 

화력 

원자력 
가스터빈(천연가스) 
가스터 빈(CAESjGT) 

NWK에 의한 전력공급내역 

100% 

그림 2.2.2 1980년 당시 

합계 (약 5,000MW) 

Po \Ycr generation 

Pre‘ surizinø 

F ailure of a p。“ er statJOn 

P = System power 

p = Cavern pressure 

I = Time 01 day 

3 아% 

1 

(§A) 

R 

전력부하대응의 예 그림 2.2.3 CAES-G{f발전으로피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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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프에서 부하의 피크는 정오에 가깝고， 11:00 -13:00에 걸쳐서 훈돌 

표 발전소는 전력공급망으로 최대출력 (290MW)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또/ 공동 내 의 공 기 저 장은， 1:00-4:00, 6:00 - 10:00, 14:30-16:45, 20:00-22:00 

의 4회에 걸쳐 그래프의 골짜기에 해당하는 전력수요가 저하된 시기에 행해지 

고 있다. 또/ 이 날은 16:50와 17:30에 다른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 여러 

가지 시간대에 훈돌프발전소는 6분이라는 단시간동안 가동되고/ 전력공급망으 

로 전력을 공급했다. 더욱이 22:00경 저장공동으로 압축공기를 축적시키고 있 

는 중에 급격하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 22:00-22:15까지 훈돌프발전소 

는 긴급시의 발전으로 절환한 바 있다. 또 이와 같은 압축공기 저장시에 긴 

장운전을 행할 경우는 압축기의 운전에 30MW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고출력은 260MW가 된다. 공동 압축 종료시에는 전체출력 (290MW)을 공급 

할수 있다. 

(3) 건설의 경과 

당 발전소는 1969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1973년에 건설 결정을 

하였고， 1974년부터 공동건설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시추가 행해져 1975년부터 

지하공동 굴착 및 지상시설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1977년부터는 건설과 병행 

해 발전도 하게 되고， 1979년 8월에 모든 시설의 완성과 함께 풀 스케일 운전 

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6년 3월 31까지의 총 발전 시간은 2,263 

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하공동 내의 압축공기 저장은 1914회， 5061시간 

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표 2.2.1에 훈돌프 발전소의 건설 · 운전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본 발 

전소는 세계 최초로 실용적인 CAES-GjT발전을 실시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 

고/ 건설 시 파일릿 플랜트를 건설하지 않고/ 직접 실용플랜트 건설에 착수한 

점이 특징적이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암염층 내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저 

장실적이 풍부하고l 기술적 배경이 충분하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현재는 완전 모드 컨트롤로 운행되고 있으며/ 피크시의 전력부하대응을 

위한 운전은 하루에 총 8시간 동안 지하공동에 압축공기를 저장하고/ 총 2시 

간동안은 가스 · 터빈발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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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훈돌프 발전소의 건설I운전의 과정 

1969-1973 Feasibility study 

1973 발전소 건설 결정 

1974 발전소 건설 시작 

1975-1977 2개의 지하공동 건설 

1976-1978 지상 발전설비 건설 

1978 실용발전 점검 

1979 컴효레셔 및 터빈 정비 

1979. 8. 실용발전 시작 

(4) 공동건설부지의 지질 

공동건설부지는 그림 2.2.4에 표시된 것처럼 Zechstein Steinsalt라고 부르 

는 균질한 암염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암염층은 심도 3,000 -4，OOOm까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의 공동은 이 암염층이 “킬츠” 라 

고 불리는 돔 상에 분포한 부분에 건설되고 있지만y 이 돔 상의 암염층은 지 

하심부에 퇴적된 암염층(비중 2.0정도)이 상부의 퇴적암(비중 2.2 -2.5정도)등 

의 무게로 버섯과 같은 모양으로 상승해 형성된 것이다. 

그림 2.2.4 훈돌프 발전소의 지질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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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훈돌프발전소 건설 이전에 천연가스저장 프로젝트의 후보지였 

기 때문에 모두 4개의 조사 시추공이 굴착된 바 있어/ 이 데이터를 참고로 해 

1974년 11월 -1975년 6월 (8개월간)에 5개의 추가조사용 시추공이 굴착되었다. 

그리고 이것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특히 균질한 암염층이 분포한다고 생각되 

는 지점에 2개의 공동을 건설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5) 공동의 굴착 

그림 2.2.5는 돔 상의 암염층을 대상으로 한 공동건설에 앞서서 설정해야 

할 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본 부지에서는 전술한 지질조사결과에 따라 사전 

에 역학적 안정성에 관한 검토를 행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재원을 결정하였 

다. 

·토피 약650m 

(암염층의 표면은 100m) 

· 공동간거리(공동벽면간) 160m 

· 공동간거리(샤표 E) 220m 

· 공동의 직경 최대 60m 

· 공동의 높이 약 180m 

· 공동의 용적 약 15方 m'

-
(E) 

공
‘
.
。
 

그림 2.2.5 암염공동에 대한 설계 개요 

1975년 4월 -11월 (8개월간)에는 지하공동을 굴착하기 위해 2개의 시추공 

이 굴착되었고， 1975년 10월 - 1977년 1월 (14개월간)에 걸쳐 이 시추공을 이 

용한 용해굴착이 행해졌다. 용해굴착은 그림 2.2.6에 제시된 것 같이 시추공 

내에 삽입한 이중관을 이용해 내관에서 주입한 맑은 불로 암염을 용해시키고/ 

외관에서 굴착 후의 염수(브라인，brine)를 퍼올리는 방식으로 하였다. 

2개의 공동은 모두 역학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추형으로 굴착될 예정이 

었으나/ 암염층 중에 용해되기 쉬운 갈륨염이 앓은 층으로 존재하므로 최종적 

인 굴착형상은 그림 2.2.7에 제시된 것 같이 복잡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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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삐t caVern5. direct aolution mining 
2 S매t cavem5. indirect solution 
3 W.U head 
4 Main pump station 
5 Blanket station 
6 Separator 
7 Brine pump station 
8 Brine di.poS&l 
9 Wate-r intake 
A S.I, rock 
B Overburden 

그림 2.2.6 지하공동 굴착방법 

2.2.2 매킨토시 발전소 

(1) AEC(앨라배마 전력협동조합)의 개요 

65아n 

700m 

750m 

파-i..soom 
NKl NK2 

그림 2.2.7 완성시의 

지하공동형상 

AEC는 조합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941년에 설립된 발전과 배전의 

공동조합으로 167TI 의 배전회사와 4개의 지방자치체， 1개의 기업에 전기를 공 

급하고 있다. 공급구역은 앨라배마 주와 플로리다 주의 일부인 36개 지역의 

25만세대의 가정이다. 

AEC 계 통의 전 력 수요는 약 l ,OOOMW (1990년)으로l 자사설 비 609MW와 

SEPA(Southeastem Power Administrarion)으로부터 구입 전력을 조달하고 있 

다. 전원구성은 석탄 화력 2곳(58π1W)， 소수력 2곳(7MW)， 가스터빈 1곳 

(10MW)이다. 

(2) CAES의 필요성 과 그 배 경 

AEC예측으로는 2000년까지는 새로운 600MW의 발전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림 2.2.8에 여름에 최대부하일의 일부하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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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는 그림 필요하다. 것이 추가하는 외의 신규 전원을 석탄화력과 그 설의 

4:1이 비는 이에 따르면 피크와 최소값의 나타낸다. 연간부하곡선을 AE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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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AEC의 연간부하곡선 그림 

20 22 24 

2.2.8 AEC의 최대부하일의 

16 18 8 10 12 14 

그림 

일일부하곡선 

6 

저장방식의 선정이유 다1 
;><: (3) 용지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지로서 매킨토시를 CAES발전소의 

건설하 표g
 

이용해 존재하고/ 이것을 돔이 야여 
o 0 대규모 φ 매킨토시에는 

염 오린화학회사의 조업중의 t:;c 
-ι-1 생각되었다 경제적이라고 으

 」
것
 

'-'-

공동굴착에 의해 생 암염 채취하고/ 암염을 소 · 가성소다공장이 지하의 

오린사가 인수 

있고/환경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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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다. 

@ 매킨토시는 AEC의 기설 송전망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송전선의 건설 

투자를 최소한으로 억제시킬 수 있다. 

@ 매킨토시는 AEC의 주력발전소이고 로만석탄화력발전소(545MW)보다 20 

마일이라는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고/ 로만발전소의 직원이 원거리 조 

작으로 제어를 하거나 하는 유지관리/ 보수 등이 쉽게 행해질 수 있다. 

@ 저장방식에 있어서는 앨라배마 주 중부의 경석공동/ 북부의 대수층 및 

AEC 공급구역 내의 암염층이 검토대상이 되었지만/ 결국 경제성 평가 

결과 암염공동 이용을 선택했다. 

(4) CAES플랜트의 개요 

CAES플랜트의 기본 개요는 다음과 같다. 

φ 최대출력은 100-110MW 

@ 발전플랜트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조정이 가능한 것 

압축공기는 주중에 8시간/일/ 주말에 40시간 압축기를 가동시켜/ 합계 

80시간에 걸쳐 저장한다. 발전은 주중에 10시간/일로 50시간이다. 

@ 저장이 80시간인데 비해 발전은 주50시간이기 때문에 터빈은 컴프레서 

보다도 60% 큰 통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 지하저장용량은 2600MVVh(100MW로 26시간연속)의 발전과 41시간의 압 

축공기 제조시간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용량으로 설계되었다. 

그 결과 CAES 플랜트는 다음과 같이 되었다. 

부지면적 약 16.강la 

발전출력 110MW 

발전시간 26시간연속 

압축공기제조/발전시간비율 1.6 

발전기 

연 료 

고압터빈 

저압터빈 

경유 또는 천연 가스 

입구온도 538 0C, 입구출력 43.3atg 

입 구온도 871 oC , 입 구출력 14.3a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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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열기 T 。r

원격조작 T 。r

二。묘 동 

지 질 암반 

공동수량 1 

공동용량 약 54만m' 

공동규모 최대직경 약 61m, 높이 335m 

공동내 온도 35 0C 

(5) 건설비/ 공정/ 시공회사 

CAES플랜트의 공사비는 AEC가 6500만달러(약 84.5억원)을 준비하고/ 

EPRI가 추가 기기 (500만달러) 및 엔지니어링 지원(300만 달러)을 맡았다. 그 

외에 NRECA(국가 농촌 전기협회 조합 연합회)가 66만불을 보조했다. 지하공 

동 건설비는 500만달러(약6.5억원)로 공동 1m'당 9달러가 된다. 

공사의 일정표는 표 2.2.2와 같다. 

표 2.2.2 공사 공정표 

실시설계완료 1988. 3. 

착공 1988. 10. 

지하공동 공사착공 1989. 2. 

컴효레셔 설치 1990. 2. 

지하공동 완료 1990. 11. 

지하공동 물빼기 완료 1991. 2. 

기계 설치 완료 1991. 2 

λ1 직 &~ 1991. 5. 

으1.!...여 u 1991. 6. 

(6) 지하저장공동 

저장공동의 개념도는 그림 2.2.10과 같다. 공동의 전체적인 규모/ 건설방 

법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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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개요 

암염층의 심도 

공동설치 심도 

공동용량 

공동규격 

저장압력 

2) 공동건설방법 

지하 134m 이하 

지 하 457m -792m 

약 54만m' 

높이 335m, 최대직경 61m 

45 -80kgfj cm' 

암반공동의 굴착은 물에 의한 용해굴착법으로 실시되었다. 굴착순서는 그 

림 2.2.11과 같다. 지표에서 430m까지 비트로 굴착을 하고， 20인치 케이싱으 

로 마지막 손질을 한다. 다음으로 케이성을 2중 형식으로 해 밑으로 내리고/ 

왼쪽 그림과 같이 다이렉트 서률레이션으로 물에 의한 용해굴착을 행하고/ 일 

정한 심도까지 파내려 간다. 또/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리버스 서률 

레이션으로 공동을 광폭 굴삭하고I 일정한 단면으로 마무리한다. 용해굴착 중 

에는 암반천단부가 굴착수에 의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단부는 디 

젤 오일로 보호하면서 실시한다. 

공동형상은 음파탐사에 의해 계측 관리되었다. 굴착 계획도는 그림 2.2.12 

에/ 굴착 도중에 실시된 음파계측에 따른 공동형상은 그림 2.2.13에 나타낸 바 

와같다. 

암반을 녹이는 원수는 오린 화학공장으로 보내져/ 염분을 젝거한 후 굴착 

수로 재이용되었으며y 용해굴착에 요구된 기간은 1989년 2월부터 1990년 11월 

까지 1년 9개월이었다. 

3) 공동관리방법 

암반공동 굴착 완료 후/ 기밀성 확인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은 공동 내에 

질소를 투입하고 6시간 방치후/ 압력계로 계측하였다. 공동 내에 있어서 온 

도/ 습도l 공기압의 계측결과를 그림 2.2.1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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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지하저장공동의 개념도 

Lege’‘d 
.. _.. Direct. cìrculation 

-- Reverse cÎmllation 
CAESCAVER써 

「햄」카 

Com어eted volume 
21000 여)() CU FT 

Volume 
3930000 CU FT 
(FÙ"st 야ι.> 

그림 2.2.12 굴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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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p construction Cavern construc lÎon 
dÎrect circulation revft'Se circuJation 

-ε=← Blankot mat.riaJ 
- -- To be detennined 

그렴 2.2.11 공동굴착방법 

60아T 

180’D1A. 1 잊lOF1' 

o.야 :Apr피 18.1990 
Volume : 13057000 Cu. FT. 

그렴 2.2.13 공동굴착형 태 



행해진다. 꼴로 공동기밀성의 검사는 5년에 1회 운전시 

스테인레스 스 부식대책으로는 지하는 16인치/ 지상은 20인치의 통기관의 

공기를 마른 있고/외측에 

것을 방지한다. 

되어 2중구조로 

맺히는 

게다가 통기관은 

이슬이 항상 소량으로 송풍하여 

이용된다. 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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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공동 내 계측결과의 예 

한 설증적 연구 사례 대상으로 

-• -Temp 

그립 

대수층을 2.3 

실험 2.3.1 Pitsfield에 서 의 

(1) 개요 

고갈가스 1:1.1 
;>Ç 대수층 공기저장용기로서는 자연 이용가능한 북미대륙에서 

지하저장시스댐의 지배적 (천연가스 포함) 다공질(多孔質)의 지하구조가 있다. 

압입 · 배출력이다. 공기의 저유층 용량과 저유층 파라미터는 설계 인 

Northwest 연 구소(Battelle-Pacific 북서부 태평양 바텔 실험시설은 Pitsfield 

연구소(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de)가 전력 미국의 Laboratories) 와 

시험결과 해 이용되었다 비교 · 검토하기 위해 시험결과를 코드와 발한 해석 

설계 파라미터 

압입 · 배출능력이다. 

평가된 했다. 로
 

요
 

필
 

공기 저유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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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CAES의 설계 원칙 

CAES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적용 저유층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가 

스저장설계원칙에 따라 규정된다. 

φ 총저유층 용적은 매일 사이클로 

내지 10배 이어야만 한다. 

。1- 01 
H 님 또는 배출되는 공기량의 약 5배 

@ 각 사이클에 있어서 저유층용적과 압력이 정상적인 변화 없이/ 즉 기포 

가 성장하지 않은 상태가 필요하다. 

설계는 이용가능한 공기저장량과 다공질층과의 유동 특성에 의해 규정되 

고/ 이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 터빈의 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공기량을 배출한다. 

@ 터빈의 운전을 위해 적당한 공기압을 유지한다. 

CAES다공질층 저장 시스댐은 1) 유체의 불리적/ 화학적 성질 및 2) 일간 

및 계절별 사이클링 시스템으로 천연가스와 다르다. 또， CAES시설은 열에너 

지 저장에 이용할 수 있다. 

(3) 시험시설 

이 시험시설은 지표압축기 시스템과 지하 터널-계측장치 시스댐으로 이루 

어지고/ 그 목적은 상용시설운전을 위해 기포성장을 억제하고/ 감시를 통해 소 

요되는 유량/ 압력 및 습도로 적당한 량의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지표설비는 갱구압 300psi 및 공기습도 200 0C 이하로 압축공기를 들여보내 

도록 설계된다. 

지하시스템은 미터기가 부착된 파이프 라인으로 지상시스템에 접속된 1개 

의 압입/회수(IjW)갱구와 8개의 관측정에 의해 구성되었다. 갱정분출시험 중 

에 저유층 파라미터가 IjW, Y-Ha및 Y-C의 갱구에서 측정되었다. 갱구는 표 

준적인 천연가스 갱구 완성에 따라 건설되었다. 

(4) 저유층의 특정 

피츠필드 저장 돔은 2개의 정상부를 가진 배사로/ 길이는 그 축에 따라 약 

25마일이고/ 서북으로 향해 있다(그림 2.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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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필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 - 시험기포형성 

2단계 - 고온공기 사이클링 

3단계 - 저장층밀폐 데코미셔닝 

표 2.3.1은 프로젝트 스케률과 이 것의 유동시험에 관련된 저유층용적을 나 

타낸다. 

표 2.3.1 시험 스케률 및 저유층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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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내용 

천연가스산업은 표준가스층의 조업에 유용하고/ 가스층의 성능에 관한 정 

보/ 즉 공급능력을 주는 갱정시험식을 개발했다. 가스 저유에 이용되고/ 피츠 

필드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갱정시험은 다음과 같다. 

아이소크로널 시험 

드로우 다운/ 빌 업 시험(간섭시험을 포함함) 

압입시험 

저유층밀폐시험 

피츠필드시험 프로그램은 25 oC,125 oC 및 200 0C 의 공기압입 온도범위에 대 

해 등질량수지압입 시나리오와 불균형질량 수지압입 시나리오 양쪽에 대한 4 

개의 다른 공기사이클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시험프로그램은 초화공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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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및 2갱정에서의 회수에 대한 특별한 시험사이클로 구성되었다. 유동사이클 

시험은 전부 초기 대수층정수압(150psi)과 저유층 다공질암석의 성질에 따라 

제어된다. 

피츠필드 시설에 있어서 아이소클로널실험과 드로우다운/빌업 갱정시험은 

IjW갱정성능포텐셜을 정확케 하고/ 공기저장시스템의 투수성 및 저장층 경계 

조건을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7) 시험결과 

1)아이소클로널 시험 결과 

각 시험의 갱정성능곡선을 그림 2.3.3에 표시했다. 분석결과 다른 모든 조 

건이 동둥하다고 가정하면/ 갱정 Y-H의 포텐셜이 갱정 Y-IjW 보다 2.6배 크 

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드로우다운/ 빌업 시험 결과 

시험결과를 전형적인 타입곡선에 의해 분석한 예가 그림 2.3.4, 2.3.5이다. 

또/ 피츠필드기포의 투수성 모텔의 개발을 위해 3회에 걸쳐 공기류시험결과의 

평가도 행해졌다. 이 모텔은 피츠필드 공기저장 시스템이 갱정 I-IjW으로 반 

경 약 626피트의 앓은 기포인 것이 특정으로 나타났다. 기포는 2층으로 되어 

있어l 하층쪽이 높은 투수성과 높은 수포화도(和많)를 가지고 있다. 

(8) 결론 

피츠펼드 CAES시험 프로그램은 석유가스저장 엔지니어링 기술을 CAES 

공기저장저유층에 응용하고， CAES공극저장 시스템의 기본설계 주요부 및 파 

라메터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했다. 피츠필드CAES시험 프로 

그램에서 잊어진 결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φ 피츠필드 공기저장저유층은 상용 CAES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것은 시스템의 제한된 공기공급 능력때문이고/ 이것은 압력부족 

의 대수층이라는 것과 공기저장대의 낮은 투수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 천연가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기포를 대수층형 저장구소에 발달시켜 순 

환할 수 있다. 

32 



@ 저유층의 성능은 아이소클로널시험에 의해 평가하고l 예측할 수 있다. 

@ 성피터누층 공기저장대는 비상적으로 복잡하고， 2층의 투수층이 있다 

(Glenwood부층 k=100md, 성 피 터 부층 k=400md). 

@ 공기저장시스템은 제한된 기포의 확장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모든 갱정 

시험은 기포두께에 영향을 받는다) . 

@ 갱정 Y-H의 제한된 시험중 물의 산출은 대수층저장대 내부에서 공기의 

펑거 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사하였다. 

@ 현재 천연가스갱정에서의 압력천이시험법은 대수층 CAES저장 시스템에 

응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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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암공동을 대상으로 한 계획 및 연구사례 

2.4.1 일본의 사례 

(1) 사천(妙川) 파일렷 플랜트 

구미에서 이미 상용시설로 가동중인 CAES-GjT발전 플랜트는 어느 경우 

에도 그 압축공기저장시설을 기밀성과 안정성에 뛰어나고 동시에 건설비용상 

유리한 암염층 가운데에 설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암염층이 폰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을 도입해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비교적 복 

잡한 지질구조를 나타내는 일본의 지질 특성을 고려하여 암반 중에 극도로 높 

은 기밀성을 가진 저장시설을 어떻게 안전하고도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까 하는 것이 실용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 

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어 일본의 사례 분석은 향후 연구방향 

선정에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 통산성에서는 CAE응GjT발전 시스템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기 

술의 확립과 실용성의 확인을 목적으로 파일릿 플랜트의 건설을 하기로 결정 

하고， (재)신에너지 재단에 위탁해 1990년도부터 조사를 개시하고 있다. 이의 

건설 전체 계획은 그림 2.4.1과 같으나/ 향후 조사 및 시험의 결과에 따라 계 

획의 변경도 가능하다. 

강| 던혈뀐→던혈코디 

템 

훌| 팩표관 

장 

설 

그림 2.4.1 CAES-G(f 파일렷 플랜트의 전체건설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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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랜트의 개요 

CAES-GjT발전 시스템은 그 저장전원으로서의 특성상 보통 수요지 근접에 

입지한다. 그러나 본 시설의 경우는 파일릿 플랜트로서 위치한 것이기 때문 

에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조사 · 건설에 관련된 시간과 비용 절약가능한 지 

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 압축공기저장시설을 지하에 건설하기에 충분한 암반강도가 있다는 점 

@ 지하심부에 대한 지질자료가 어느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 

@ 조사단계에서의 지하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조건을 중심으로 부지 선정이 행해졌다. 그 결과 최종적을 北海溫 ?연 

知那 上妙川쩌I에 있는 三기:妙川 탄광의 채굴적으로 결정되었다. 

계획지점은 제3기의 층군이 분포하고 있고/ 압축공기저장시설은 약과(흙鎬) 

층 상부라고 불리는 사질 이암 안에 건설된 예정이다. 계획지점의 지질구조 

는 그림 2.4.2와 같다. 약과층 상부 이암의 시추 코어를 이용한 물리적 특성 

과 역학적 특성에 관한 암석시험결과는 표 2.4.1에 나타난 것과 같다. 

또한 일축압축시험으로서 이암의 일축압축강도(정적강도)에 대한 반복 응력 

진폭 비(응력비라고 일컬음)를 여러 형태로 변화시켜 O.5Hz의 정현파형의 응 

력변화을 주어 최대 10만회까지 반복한 결과를 그림 2.4.3에 나타내었다. 이 

로부터 대상인 사질 이암의 10만회 피로강도는 정적강도의 70%정도라고 고찰 

되었다. 

三까M、川 탄광은 1987년에 폐광했지만 입갱과 사갱 및 수평갱도가 이후에 

도 유지관리되어 현존하고 있다. 압축공기저장시설은 이처럼 지표면 하부 약 

450m의 수평갱도(250L)에 거의 수평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파일렷 플랜트의 기본 제원은 표 2.4.2와 같고/ 플랜트기구의 전체 배치는 

그림 2.4.4에 나타난 것과 같지만/ 설계단계에서의 변경도 가능하다. 

출력에 대해서는 실용플랜트의 스케일업을 고려함과 동시에 경제성 · 안정 

성을 포함해 충분한 실용성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결정된다. 우선 현상에 있어 

서 최대용량 · 최고비율인 가스터빈 발전기 (150MW급)를 CAES-GjT에 적용한 

경우를 생각해 적용 플랜트의 발전출력을 350MW(입구가스습도 1350 0C)정도로 

예상한다. 다음에 이것을 어디까지 축소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고압 연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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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동일조건화했을 경우/ 현단계에서는 약1/10스케일의 

상하지만 이후의 설계단계에서의 변경도 있을 수 있다. 

저장방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압방식을 채용한다. 

@ 정압방식은 지하에 압축공기저장시설과 같은 용량의 저수지가 필요하지 

려
 「

-
줄
 

35MW를 예 

만 본 지점에서는 지상공간의 제약상 그 설치가 어렵다. 

@ 정압방식은 현시점에서 삼페인 현상 등에 관해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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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파일렷 플랜트 계획지점의 지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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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若鋼층 상부암반의 암석시험결과 

하。모 --, 물리적r역학적 특성 

비중 2.73 

단위중량(g/cm3) 2.48 

자연함수비(%) "'4 

슬레이킹 지수 2 

탄성파속도 

P파(km/sec) 2.47-3.66 

S파(km/se이 1.61-1.86 

비 열(cal/ g OC ) 0.180+5.068x10.-IT (T:온도) 

열전도율(cal/cm's'oC) 5.240x103-5.946x10'6.y (T:온도) 

선팽창계수(1/ 0C) 10.6-13.4x10.6 

일축압축강도(kgf/cm2) "'500 (자연함수비 상태) 

정 탄성 계 수(kgf/cm2) 1.04-1.58x105 

포아송 비 0.15-0.19 

압열인장강도(kgf/cm2) 22.8-43 .5 

삼축압축강도 

점 착 력 (kgf/cm2) 158-215 

내부마찰각() 27-34 

표 2.4.2 파일렷 플랜트의 기본 제원 

a。lE「L 기본설계조건 

발전출력 35MW 

발전시간 6시간 

압축공기저장 
7시간 

운전시간 

저장방식 변압방식 

80-40kgf/ cm 2 

저장압력 
(7.8-3.9MPa) 

저장온도 50 0C 

저장용량 약 30,000 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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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三표애프터쿨러 

口
바|시用쫓f.i.옳 

많첼 

주유탱크 

38000 

38000 

FL+12 000 

전체기기 배치도 플랜트 2.4.4 CAES-GfI 파일 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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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밀방식에 대해서는 

φ 파일릿플랜트 계획지점에는 지하수위가 낮고， 압축공기저장시설 건설위 

치 부근에는 지하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 현시점에 있어서 수봉방식에 의한 고압기체의 기밀성 확보에 대해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밀재를 갖는 콘크리트 라이닝 방식(기밀라이닝 방식) 

을 채용하게 되었다. 

2) 압축공기저장시설 

본 파일릿플랜트의 경우에 압축공기저장시설의 기본 형태는 표 2.4.3과 같 

으며/ 전체구조는 그림 2.4.5와 같다. 

공동형상을 비교적 소단변의 터널형상으로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다 

@ 기밀라이닝의 설계가 쉽다. 

@ 유지 및 보수 작업성이 좋다 

@ 무발파 굴착공법의 적용이 쉽 다. 

@ 주변암반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 

@ 국부적인 지질불량구간에서의 라이닝 보강 등/ 대응이 용이하다. 

표 2.4.3 합축공기저장시절의 기본 형태 

"fïJ- .표 -1L 제원 

기밀방식 기밀 라이닝 방식 

고。도。혀 。시「 터널 형 식 

단면형상 원형 단면 

내경 6.0m 

라이닝 두께 O.6m 

터널 길이 약 1,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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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면 도 

종 단 연 도 

풍기관 

그림 2.4.5 압축공기저장시설의 전체구조 

또/ 저장공동(터널)의 레이아웃은 지질조사결과 및 시공성 동을 고려해 여 

러 가지 입장에서 비교 검토한 결과 그림 2.4.5에 나타난 것 같은 수평병렬(2 

개) 터널안으로 결정했다. 그 이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중앙부에 플러그를 설치하면/ 시설을 동일 규모로 합리적을 분할할 수 

있다. 

@ 중앙부의 플러그에 통기관을 접속하면/ 통기관에서 시설단까지의 거리 

를 균둥하게 할 수 있다. 

@ 채굴현장이 최대 4곳이 되고/ 단일터널안 동과 비교해 공기 (I期)단축이 

도모된다. 

기밀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에 서술한 것처럼 기밀라이닝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 이 방식은 콘크리트 라이닝 내측에 설치한 기밀재에 의해 기밀성을 확 

보하고/ 저장내압은 콘크리트 라이닝을 통해 그 모두를 주변암반에서 부담하 

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경우 연속하는 콘크리트 라이닝은 내압 작용시에 콘크 

리트 내에 생기는 큰 인장응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여/ 라이닝으로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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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콘크리 

트라이닝에 조인트를 설치해야만 한 

다. 그림 2.4.6은 압축공기저장시설 

(공동)의 표준단변을 나타낸다. 또/ 

위에 기술한 것과 같이 본 구조에 

있어서는 라이닝표면을 뒤덮는 기밀 

재와 라이닝 콘크리트의 조인트부의 

개구를 보호하는 목지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것의 재료에 대해서 각종 시험이 

행해지고 있다. 

0.310.3 6.00 

7.20 

그림 2.4.6 합축공기저장시설의 

표준단면 

기밀재로서는 보강섬유로 강화한 부틸고무가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 

렸는데/ 이것은 미리 접착하기 때문에 표면처리를 실시한 나이론 섬유재 양변 

에 부틸고무 배합물을 압연하고/ 그 후 140 0C 에서 6시간 동안 가열한 것이다. 

한편/ 목지재로서는 부틸고무/ 천연고무/ 클로로플렌고무 3종류에 반복 내 

압성시험 및 클리프 시험을 실시해 가장 안정한 특성을 지닌 천연고무를 최종 

적으로 선정했다. 

(2) 일본전력중앙연구소의 현장시험 

일본전력중앙연구소에서는 연구의 제1단계로서 1988년부터 4년간의 계획 

으로 시추공(심도 400m)을 이용해 경암지반에서의 압축공기저장 기능에 대해 

현장시험을 실시했다 이것은 경암 중의 지하공동에 수봉방식으로 압축공기 

를 저장하는 경우/ 일반적인 연료저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수십 기압에 달하 

는 고압조건에 대해 공동의 기밀특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내 

시험 등에 의한 경암공동의 고압공기저장기능을 평가하는 기술을 확립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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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험 개요 

시험장소는 關西전력(주) 금강개폐소 용지내이고/ 여기에 다음의 3개의 시 

추공을 굴착하였다. 

CD No.1공 : 시험용 ( ø 76mm• ø 150mm에 확공y 착공심도 400m) 

CZl No.2공 : 지 하수위 의 관측용( ø 76mm, 착공심 도100m) 

@ No.3공 : 조사용( ø 76mm, 착공심 도 300m) 

위치는 그림 2.4.7에 나타난 것과 같고/ 이것을 이용해 표 2.4.4에 나타난 

것 같이 조사·시험을 하고 있다. 

암반의 투수성에 관해서는 시추 도중에 매 5m 마다 싱글 패커법에 의한 

루천 시험을 실시하고/ 투수계수를 환산해 구한다. 또/ 간극수압측정은 더블 

패커에 의해 시추공 내의 일부 구간을 밀폐시킨 뒤 거기서 평형상태에 이르는 

구간수압을 계측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계측장치는 길이 5m의 파이프 상 

단부에 2m의 패커를 장치하고y 파이프 중앙에 압력센서를 내장한 것이다. 

공내 수봉 시험시 공내 상황은 그림 2.4.8과 같고/ 그림 2.4.9와 같은 시험 

장치를 이용해 경암공동에서의 압축공기저장기능을 평가하고 있다. 본 장치 

는 15m구간의 시험실 하부에 설치한 수중 펌프로 강제 배수시키는 것으로/ 

시험실 상부에 5m구간의 기체실을 만들어 내고/ 수봉방식에 의한 저장공동 

기구를 시율레이션할 수 있게 된다. 계측항목은 기체실의 용적I 저장압력/ 기 

본온도/ 수온y 배수량y 배기량으로서/ 이로부터 기체실내에서의 기체질량 변화 

를 구할 수 있다. 

표 2.4.4 수보저장기능명가를 위한 조사I시험항목 

CD 지표지질조사 
@ 시추조사 
정 -똥내-첨흥， -"1 철-야----… r-- -- ~- 치:추총 촬명초사.-._---

@ 비저항 토모그래피 

@ 공내수봉시험 

·투수시험 

·간극수압시험 

.속도검층 

·공내재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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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시추공 위치도 

2)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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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공내수봉시혐의 

개념도 

NO.1공의 지질상황은 심도 약 290m까지는 약간 조립의 붉은 ttl 부 I딘느 ^ 2. ~I '--

화강섬록암이 분포하고/ 그 이상의 깊이에서는 회백색의 조립질 화강섬록암이 

나타나고 있다. 암반등급은 지표하부 20m를 제외하고 약 105m까지는 CL 

CM급/ 약 295m 까지는 CM급/ 그 이상의 깊이는 CH급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투수계수는 전반적으로는 거의 10-4 _ 10-7 cm/ s 범위이지만 투수성이 큰존 

이 반복해 출연한다. 간극수압의 측정결과는 그림 2.4.9와 같다. 심도 50-

230m에서는 공내 수위에 대응하는 정수압보다 1- 2kgf/ cm'정도 작고/ 그 이상 

의 심도에서는 정수압 분포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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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수봉시험에서는 앞의 시험장치를 이용해 누기 발생을 막고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구하기 위해 누기개시압시험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 

하고 있다. 

φ 수중 펌프로 인한 배수에 의해 형성된 기체실내에/ 소정 압력의 공기를 

보낸다. 

@ 공기 주입을 정지해서 기체실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기체실내의 

압력변화에 따른 누기 유무를 확인한다. 

@ 누기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는 공기 압력을 증가시켜 같은 방법으로 관 

측을 계속 한다. 누기가 인식된 경우는 즉시 시험을 종료한다. 

@ 최초 압력은 간극수압보다 0.5 71 압 정도 작은 수치이고/ 단계적으로 증 

가시키는 압력의 증가분은 0.1기압을 기본으로 한다(그림 2.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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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No.1 시추공에 대한 

간극수양측정결과 

그림 2.4.10 공내수봉시혐의 

가압패턴 

그 결과로 그림 2.4.11에 나타난 것 같은 누기개시압분포를 얻었다. 이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간극수압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압력까지 공기 저장이 

가능하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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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4.11 누기개시압의 분포상황 

2.4.2 미국 및 유럽의 사례 

(1) Soyland의 계 획 

1981년 Soyland Power Co-operative(미국 일리노이주， Decatur)은 피크시 

의 전력공급 비용 절감대책의 하나로 CAES-GjT발전 플랜트 설계 · 시공 입찰 

모집을 실시했다. 그 계획 전제 조건으로서는 출력 200MW, 발전시간 11시간/ 

터빈 공기류량 300kgjs, 저장압 약 5.86MPa, 저장용적 24만 5000m'로 깊이 

580m에 암반공동을 설치해 저장하는 것이다. 또 / 저장방식으로서는 암반공동 

타입의 경우에 공동 건설 비용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생각에서 수치환(정 

압)방식으로 계획된다. 

Soyland사가 당초 선정한 건설지점은 일리노이주 Pike County로 New 

Richmond층이라고 불리는 사암층의 하부에 위치하는 돌로마이트층이 심도 

및 지질학적으로 적당하다고 추천되었다. 또， Pike County는 Soyland사가 신 

설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지점으로 선정한 장소이기도 하고， CAES-GjT발전 

플랜트을 근접시킨다면/ 배전설비 및 관리시설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을 

기초로 하고 있다. 

1982년 3월에 Cementation Company of America가 이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피크 발전용 수치환방식 CAES프로 

45 



젝트로서는 세계 최초의 계약이었다 계약금액은 지질조건을 상당히 고려하 

여 3600-4500만USD， 저장공동의 시공이 1410만USD 였다. 

feasibility study를 통해 1982년부터 선정지점을 조사 시추조사를 시작했 

지만/ 지질조건과 그 후의 전력사정의 변화 동에 의해 결국 이 프로젝트는 도 

중에서 취소된 바 있다. 

1) 부지 조사 

선정된 부지의 기반은 일리노이 분지의 서쪽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New Richrnond층(사암) 하위의 돌로마이트는 미국 중서부에 상당히 광범위하 

게 펼쳐져 있고/ 사암 · 처트 · 암 · 해록암이 포함된 양과 입자의 크기/ 색으로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 

부지의 지반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항목으로는 특히 다음과 같 

은 것을 들 수 있다. 

@ 중요 대상지층의 공기 밀봉 특성 

@ 워터 커튼 동의 보조시설의 필요성 

@ 입갱시공에 관련한 각 지층의 구조와 대수특성 

@ 저장공동을 설계한 경우의 구조안정성 

당초의 계획은 지층의 지질공학적 관찰과 지구물리학적 관찰 및 수리학적 

테스트를 하기 위해 코어 시추(연직 및 경사)와 암석의 물리적 · 습도적 · 열역 

학적 · 수리학적 ·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내 시험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프로젝트가 취소되기 이전에 연직과 약 30도 경사인 2개의 시추공이 

연직심도 약 700rn까지 실시되었다. 

시추 코어의 육안 관찰에 의하면 공기밀봉 특성은 Shakopee층과 Oneota 

층 상부가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되어 수리학적 테스트가 이 층에서 행해졌다. 

그러나 측정결과 투수계수는 10-4 _10-5 cm/ s로 밝혀졌으며/ 이 지역의 

일반적으로 볼 때 공기저장에는 마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lλ4 。
디 ..,-c 

즉 대상이 되는 돌로마이트 층은 RQD가 90-100%이고 균열빈도가 m 당 

0.3으로 물리학적으로는 양호하지만 누기방지를 위해 특별한 수단을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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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공기저장에는 부적당하다고 평가되었다. 

2) 예비설계 

부지 조사와 동시에 예비설계가 실시되었는데/ 저장공동의 기본설계조건으 

로서는 @설계습도 및 압력하에서의 소요 공기량을 안전확실하게 수용할수 있 

는 충분한 용량으로 하는 것 9누기량을 경제성으로 보아 허용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그것을 기초로 해 최대압력 5.86MPa 

에 저장습도 60 0C 인 경우 공동의 활동용적을 21-22만mJ / 공기와 물 양쪽의 

저유분을 가한 토탈 용적을 24만 5000m'로 했다. 또/ 누기량은 24시간당 공동 

용적의 1%를 넘지않도록 했다. 

지표 하부 약 580m의 깊이에 위치하는 저장공동에 대해 필요한 평균 공 

기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략 600m의 압력보상용 수주를 갖추게 하고 있다. 

이 높이는 공동 내에서 물과 공기가 연속적으로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공동 양 

단의 설치 레벨을 대략 공동 높이만큼 다르게 해 공동전체에 분배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결정해야 했다. 

터빈 입구에서의 허용압력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저장공동내에서도 변동폭 

을 작게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압력보상(정압)방식의 경우 저장공동으로는 종 

형/ 즉 사이로 타입보다도 수평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소요 

저장용적을 확보하기 때문에 수평공동을 다수 개로 늘어놓은 배치형태가 되었 

다. 

물샤프트와 공기샤프트는 플랜트 운전 중에 공동 내에서 물/공기가 연속 

해서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공동군의 정반대 끝에 여러 곳 배치하였다 

물샤프트의 직경은 4.9m로 사암층 구간에는 방수라이닝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건설중의 지수와 운전중의 불샤프트에서 고압수가 지반에 누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남은 구간은 배방수 라이닝으로 한다. 

물샤프트에는 삼페인현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공동설치 레벨보다 아 

래쪽에 약 75m의 높이로 U튜브를 배치하고 있다. 이 높이는 지표변에서 공동 

설치 레벨까지의 높이의 약 13% 이다. 또， U튜브의 바닥에서 7.5m 더 파내려 

가 침전물의 집적용 스페이스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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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샤프트는 지상에서 착공하여 직경 61cm의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를 

라이닝재로 적용하였으며/ 따라서 90 0C까지의 입기온도에 견딜수 있도록 하였 

다. 

기밀대책으로는 계획지점의 투수성이 당초의 예측보다 꽤 큰 것이 판명되 

었기 때문에 24시간당 누기량은 공동용적의 1%이하로 억제되므로 공동기밀대 

책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인 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졌다. 검토된 안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워터 커튼 

@ 그라우팅 

@ 공동라이닝 

워터 커튼의 기본 컨셉은 공동설치 레벨보다 위쪽에 주회터널을 배치하고/ 

거기에 공동상부와 측부에 물을 주입하는 시추공을 밀집시키는 것이다. 주입 

압은 지표 저수지 위에 타워를 설치해 발생케 하며/ 개략 검토 결과/ 필요한 

토탈 주입수량은 투수계수가 1O-scm/5의 경우에서 약 15 Q /5, 1O-\m/5의 경우 

에서 약 150 Q /5이다. 

그라우팅안은 개개의 공동 혹은 공동군 전체를 둘러쌀 수 있도록 두께 

9.1m(=공동폭)의 투수성 낮은 존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안의 가장 큰 문제 

점은 종래의 시멘트 그라우트를 사용하면 투수계수를 1O-scm/5이하로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점성이 낮고 투수성의 큰 케미컬 그라우트를 

공동벽면의 바로 근처에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공동라이닝안에 대해 비용면을 제외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내의 

압력이 낮아진 시기에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거이다. 여기서는 

배수식과 비배수식의 2개의 라이닝에 대해 검토되었다. 

비배수식 라이닝으로 통상의 스틸을 이용한 경우/ 직경이 9.1m에서는 외 

압에 견딜수 있는 두께는 약 100mm가 되므로 비용변에서 비 경제적이었다. 

따라서 배수식 라이닝이 필요하게 되어 갖가지 방식이 검토되었는데/ 그 가운 

데 비용면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기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안으로는 유연성이 

있는 멤블레인을 공동벽면에 완만하게 처리하고/ 이것과 암반의 돌출부 및 균 

열부분이 접촉하지 않도록 충진재를 설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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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PCO의 계 획 

Potomac Electric Power Co.(PEPCO)와 엔 지 니 어 링 컨 설 턴트 회 사인 

Acres American Inc. (AAI)는 1977년부터 CAES-GjT과 UPS(지하저수식 양수 

발전)과의 2 케이스에 대해 검토하고I 1981년에 DOE(에너지성)과 EPRI에 최 

종보고서를 제출했다 

1) 연구항목 

이 연구는 이하 5개의 주요한 작업항목으로 되어 있다. 

@ 설계 기준 확립과 전력계통에의 영향분석 

@ 사이트 선정 및 사이트 특정 정리 

@ 설계방법의 체계화 

@ 환경영향평가와 안전성평가 

@ 플랜트 예비설계 기준 

2) CAES-GjT발전 플랜트의 계 획개요 

이 연구에서 검토된 CAES-GjT발전 플랜트의 계획 개요는 이하와 같다. 

계획지점 : 워싱톤 D.C북방 약 30km 

지 질조건 : 편마암(일축압축강도 q= 약 800 kgf j cm') 

(투수계수 k=10-S _10-7 cmj s) 

출 력 : 231MW x 4유니트 

전력시간 : 10시간 

히 트 레 이 트 : 4250 BtujkWh 

전력 레이트 : 0.75 

공기유량 : 660Lbjs 

3) 압축공기저장시설 

저장방식은/ 수치환(정압)방식으로 하고/ 저장방식은 약 70기압으로 계획하 

였다. 저장공동의 규모로서는 높이 26m x 폭 18m의 단면으로 길이 420m의 

것을 4본 병렬시켜 배치하였으며/ 총용량은 약 62만m' 이 되고/ 이것을 약 

700m의 깊이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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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룩셈 부르크의 계 획 

룩셈부르크에서는 Vianden에 있어서 출력 285MW인 CAES-G/T발전 플랜 

트 건설이 연구되고 있다. 

1) 압축공기저장시설의 개요 

본 프로젝트에 있어서 압축공기저장시설은 아래와 같이 계획된다. 

계획지점 Vianden의 북방향 25km 

지질조건: 점판암(일축압축강도 q u = 200 - 800kgf/ c마) 

저장압력: 50기압(수치환에 의한 정압방식) 

저장용량: 10만m' 

공동형상: 직경 5.강nX 연장 5km의 터널 

설치심도: GL - 500m 

굴삭방법: TBM공법 (머신외경 5.5m) 

대규모 단면공동은 다음의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TBM에 의한 원 

형터널을 계획하고 있다. 즉 발파에 의한 굴착으로는 공동주변 2-3m 범위 

의 암반을 교란시키며/ 그 영역은 공동 설치위치가 깊기 때문에 높은 압력을 

받고(개방점검시 압내강하를 포함한다)， 또 저장공기와 압력보상수와의 온도차 

에 의한 반복된 온도변화는 미소한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성 

장해 공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터널 직경을 5.2m로 한 것은 水샤프트( ø 5.8m)에서 머신을 투입하는 
시기의 제약에 따라 결정된다. 저장공동(터널)의 배치를 계획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 공기충진 시 압력보상수가 배출되기 쉽도록 터널에는 수샤프트쪽으로 

향해 약 1% 기울인다. 

@ 전장 5km 터널의 경우 위에 기록된 기울임을 취하는 것으로 양끝의 고 

저차가 50m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2회 스파이럴상에 배치해 2곳을 연락갱으 

로 연결한다. 이로 인해 압력보상수 배출시 물이 움직이는 거리를 약 1/4로 

해 비교적 단시간에 흐르게 할 수 있고/ 최저점과의 고저차도 약 17m로 축 

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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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에서의 지질학적검사 

ELECTRICITE DE FRANCE는 1970년대에 볼타뉴 남쪽해안지역에서 출력 

25만kWx6시간 발전규모의 CAE5-GjT발전 시스댐에 대해 입지검토조사를 실 

시하였다. 저장압력은 25기압으로 하고/ 저장시설에는 압력보상식의 암반공동 

(용적적 30만m' )을 계획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그 후 전력설비투자계획 변경으로 선정지점의 조사시추 단 

계에서 중지되고 말았지만/ 지질학적으로 볼 때 흥미 있는 시험과 조사를 실 

시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1) 조사 목적과 진행 방향 

본 프로젝트 계획 시점에서는 지반조건으로서 대규모 공동 굴착의 경우 

안정성 및 공기 · 물에 방치돼도 노화되지 않는 화학적 성질을 가하고/ 저장공 

기습도와 압력보상수의 수습(동절기 : 2 0C)에 기인한 반복된 습도변화에 대한 

저항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지장소를 비교 선정하는 경우 통상적 

으로 행하는 지형 · 지질학적조사 외에 구조지질학적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고 

되고 있다 

또/ 습도변화에 따른 암석의 내구성에 대한 시험방법 및 결과는 다음과 같 

다. 

2) 예측적 연구결과 

대부분의 암석은 일정한 온도변화를 받으면/ 수기성과 간극율이 급격히 증 

가한다. 이것은 눈으로 보일 정도의 외관적 변화는 동반하지 않지만 미세균 

열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습도가 어느 한계치 (5t : 습도에 의한 미세균열 

발생한계)를 넘어서면 투수성 증가가 확인되지만， 51수치는 암석에 따라 다르 

고 특히 광물학적 성상/ 결정의 크기/ 초기상태(습도변화를 주기 이전 미세균 

열의 발생상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석에 대한 습도변화의 영향에 대해 조사 연구한 결과 한계습도 5t이상일 

경우에는 투기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노화 정도는 다음과 같은 요인 

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 최대도달습도 

@ 습도 변화속도 및 냉각방법(기중/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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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회수 

실험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St를 넘어서변 투수성은 급격하게 증대되 

며/ 습도변화의 크기와 투기성 증가 정도는 매우 긴밀한 상관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급속냉각을 하면 완속냉각 시보다 S의 수치가 작아짐과 동시에 동일습도 

에 있어서 투기성 증가 정도가 커지므로 습도변화의 영향이 강조되게 된다. 

3) 반복 습도변화 시험 

a. 시험방법 

ø 40mm x h 60mm인 공시체를 오븐안에 있는 수밀성의 원통형 탱크안에 설 

치/ 일정 속도로 가열한다. 결정된 습도에 달하면 바로 전기접점이 작동해 탱 

크안으로 16 0C 의 냉수를 충분하게 공급한다. 수분 후 전동밸브 시스템에 의 

해 탱크는 자동적으로 배수되어 빈공간이 되고/ 새로운 가열 사이클이 곧바로 

시작된다. 

이 방법으로 최대 습도가 50-300 0C사이에서 1일당 24사이클까지 연속적 

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오븐 1대에는 1번에 12개의 테스트 피스를 수용할 수 

있고， 2대를 1세트로 1，000사이클 이상의 시험계획을 행하였다. 

b. 시험결과 

많은 반복 시험을 행한 결과/ 습도변화를 충분히 크게 하면 마이크로 크레 

킹 현상의 진행상황이 대폭적으로 가속화된다. 

5종류의 화강암 가운데서 지리적 조건에 의해 최종적으로 1개를 선정했다. 

이 암석에 대해/ 실제 경우에 가까운 조건으로 2가지 시험을 실시했다. 먼저 

운전조건에 거의 동동하게 최대습도를 66 0C로 하고y 다음에 안전상 여유를 파 

악하기 위해 136 0C로 했다. 전자의 경우는 365회 반복한 후에도 간극율과 투 

기성 증가는 인식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시험을 실시한 결과 투기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반복에 의해 실질적인 노화를 발생시켜 버리는 임계습도를 구하려면 위에 

서술한 화강암에 대해 지금까지 행한 실험의 중간적인 조건으로서 최고 습도 

를 91 0C 로 해 반복 시험을 실시했다. 이 경우는 1000회 이상 반복해도 투기 

성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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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혜덴의 천연가스 지하저장 

스혜댄은 원자력발전을 대신하여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 

고 있다. 

천연가스는 북해/ 덴마크 등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파이프 

라인의 중단기지로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천연가스 저장시설로서 암반내 공동에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방식의 원위 

치실험에 따른 연구가 게렌겐스버그와 로더스틴 2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게 

렌겐스버그는 고압가스 저장실험에 대해l 로더스틴연구시설의 경우는 천연가 

스 저장실험에 대해 다루고 있다. 

1) 게렌게스베르그에 있어서의 고압가스 저장실험 

a. 실험 개요 

천연가스를 암반내에서 저장할 경우/ 라이닝방식과 수봉방식이 거론되지만 

비교적 소규모 저장인 경우에 공기면/ 코스트변에서 볼때 지하천부에 저장공 

동을 건설할 수 있는 라이닝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이닝방식에 의한 고압가스 저장실험을 스톡홀름의 

치하는 게렌겐스버그에서 행해지고 있다. 

3브L죠E --, --, 약 240km에 위 

실험은 제1단계와 제2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제1단계는 1988년 4월에 개시 

되 1989년 9월에 완료되었으며/ 현재 제2단계가 실험중이다. 

@ 실험목적 

암반거동 평가/ 최대 가스압 추정 

배수시스댐의 확실성 

가스/누기검지시스댐 

기밀라이닝재의 품질 

기타 플러그/ 인렉트 등 상세기술실험 

주요한 설계 및 건설계획의 검토와 확인 

제2단계에 있어서 가스 저장량은 저장공동용적이 일정한 경우 압력과 습 

도로 결정되므로/ 저온상태에서 저장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저장이 된다. 따 

라서 

저온가압에 있어서 동결암반 거동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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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안쪽으로의 저온가압가스저장 가능성 

이 실험과제이다. 

@ 실험시설의 개요 

실험장소는 완만한 구릉 지하 약 50m 심부이고/ 지질은 균열이 적은 양호 

한 화강암이다. 

실험공동은 종형원통형이고 그 규모는 직경 4.4m, 높이 9m, 용량 125m' 이 

다. 이 공동은 371 이고/ 각 공동 내면을 스틸 6mm, 스테인레스 스틸 O.4mm, 플 

라스틱 12mm로 라이닝하여/ 내압/ 누기의 실험에 제공된다. 

@ 라이닝방식의 설계 컨셉 

가스내압은 암반에서 부담하고 콘크리트는 암반으로 내압을 전달하면 라 

이닝재의 부설로 인해 타설된다. 또/ 라이닝재로 기밀성을 보장하게 되지만. 

라이닝재에 외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상에 의한 설계컨셉은 아래와 같다. 

저장가스 내압은 암반에서 부담한다 

기밀성은 라이닝재로 확보한다. 

외수압은 배수되고/ 라이닝재에 작용하지 않는다. 

b. 라이닝재의 설계 

라이닝재는 기밀성을 확보하고/ 저장시 내부밀도 등에 부응하여 주변암반 

의 변형이 뒤따르고/ 게다가 반복된 하중에 대해 충분한 내구성이 없으면 안 

된다. 

게렌겐스버그는 

균질한 중립화강암으로 균열의 폭은 1mm이하이다. 

사전 해석에 의해 내압 158kgfj cm'일 때 암반의 평균적 변형을 2mm로 하 

고r 균열의 개구폭을 5mm로 하여 라이닝을 설계하였다. 

C. 실험방법 

1단계 실험에서는/ 최초 물로 단계적 가압을 행하고/ 제하 후 165kgfj cm'의 

가압을 반복해 최후에 195kgfj c마까지 물이 더 이상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에 공기로 150kgfj cm'의 기밀시험을 하였다. 

2단계 실험에서는 295kgfj cm'의 기밀시험을 한 후에， 160kgfj cm'의 저장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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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에서 암반공동 안을 -35 0C로 냉각시키고/ 암반을 동결시킬 예정이다. 

d. 실험 결과(1단계) 

암반의 변형량에 관해 실험 계획 수치는 압력 상승 과정에 있어서 암반 

계획량의 해석과 실측 비교해 제시한 것 같이 전체적인 거동은 사전 해석치와 

매우 일치한다. 165kgfj cm’로 100회 하중을 반복한 결과， 0.2- 1mm의 반경방향 

잔류변형량이 생겨났다. 

또 라이닝재의 기밀성에 관해서는 스틸라이닝은 기밀성이 유지되지만 스 

테인레스 스틸/ 플라스틱라이닝은 용접방법 I 재질 등에 문제가 있어 기밀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2) 로터스틴 연구시설에 있어서 천연가스 저장실험 

a. 실험 개요 

천연가스 저장형태로서 고압가스체로서의 저장과 저온에서 액화시킨 LNG 

의 액체 저장이있다. 암반 안쪽의 저장을 생각하면 전자는 얄은 장소에서의 

암반저장으로 라이닝방식이고/ 후자는 벤블렌 · 단열재방식이다. 

로터스틴 연구시설에서의 실험은 이하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플라스틱 라이닝에 의한 암반내 고압가스 저장실험 

· 벤블렌 · 단열재 등에 의한 암반내 LNG 저장실험 

@ 실험목적 

로터스틴 연구시설에서의 실증실험 목적은/ 암반 내 고압가스저장의 원리 

를 명확하게 하고 실용 시스탬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테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고압하에 있어서 암반의 거동 

암석/ 암반의 수축에 관한 연구 

동결에 따른 암석의 투수성 저하 확인 

가스저장에 적합한 공동주변 암반의 모니터링 시스댐 개발 

고간극수압이 결정암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저장시스템 검토 

동결습도에서 운전할 저장시스댐 개발 

경암 중의 경우에 설계기준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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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저장에 적합한 새로운 건설방법 · 재료 개발 

@ 실험시설 개요 

로터스틴 연구시설은 스워l 댄 제2도시인 예테보리 시에 있어 예테보리 항 

부근에 있는 기존의 지역난방용 터널을 사용해 지하 70m 위치에 굴착된 2개 

의 실험 플랜트를 가지고 있다. 

b. 실험 저장조 

φ 실험 저장조 A 

마제형 저장조 폭 4m 높이 7m 안쪽길이 l1.5m 

8 0C 일 경우 압축공기저장 실험을 행한다. 

다음 스테이지에서 수봉시추를 사용해 압력을 주어 실험을 한다. 

스테이지 H 에서는 동결과 워터 커튼을 이용해 기밀성을 유지하는 실 

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장조의 굴착 후 벽면은 콘크리트 분무가 시공된다. 이것은 스테이지 

I 후에 포리마 맨프렌을 사용해 특성을 조사하지만/ 이 설치로 벽면 

의 불규칙한 면을 줄일 수 있다. 

￠ 실험 저장조 B 

원통형 저장조 직경 7m 높이 12.5m 

저온(-60 0C)와 극저온(-190 0C ) 상태에서 시험이 실시된다. 

암반굴착 후/ 벽면은 표면 굴착 상태에서 저장조로서 사용된다. 

콘크리트 플러그는 O.lMPa, -60 oC 에서 설계 

@ 계측법 

계측에 이용하는 계기는 암반응력계I 피에조메터/ 습도계/ 엑스틴소메 

터가 설치된다. 

주요 계측항목은 벽면이 법선방향변위/ 라이닝 외측에 작용하는 수압/ 

가스 압력l 가스의 습도 등이다. 

공동쪽으로 흘러들어간 물은 집수 포트에서 모여지고/ 가스의 성분 

둥이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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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연암공동을 대상으로 한 계획 · 연구사례 

일본전력중앙연구소에서는 q u=30kgfj cm'정 도의 연암지반에 대해 압축공기 

저장용 공동 건설의 가능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다. 

(1) 설정조건 

검토 시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 

출 력 : 140MW 

발전시간 :7시간 

저장압력 : 40 - 80kgfj cm' 

공동용적 :7만m' 

(2) 검토 케이스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건설기술은 이수굴착공법과 동결공법이고/ 

이것을 이용해 건설된 공동으로서 다음의 3가지 케이스를 검토대상으로 취하 

였다. 

@ 이수를 이용한 입갱굴착에 따른 강관 샤프트 방식 

@ 동결공법을 이용한 확폭공동방식 

@ 동결공법을 이용한 횡갱방식 

여기서 @과@는 저장압력이 40 - 80kgf j cm'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하고， @ 

은 40kgfj cm'로 일 정 하게 한다. 

(3) 검토결과 

강관 샤프트방식의 경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암 지반( q u=30kgfj c미를 

상정)에 직경 6m의 입갱을 섬도 800m까지 굴착하는 것에 필요한 이수 비중은 

1.1정도이고/ 특히 고비중의 이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입갱굴착이 

가능하다는 평가이다. 굴착 후에는 저장공간이 되는 강관이 복잡해지지만/ 설 

치구간을 400 - 800m했을 때/ 강관 두께는 26 - 46mm로 산출되고/ 시공성 면에 

서 보아 충분한 실현성이 있는 구조형식이 되는 것이 전망된다고 판단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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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결공법에 의한 경우/ 지반을 동결시킨 후에 굴착하는 방법을 적용 

하면 심도 400m로 직경 10m의 횡갱을 굴착하는 데에 필요한 동결 두께는 약 

5m이고/ 가동시에 필요하게 되는 콘크리트 복공 두께는 1 .25m로 산출하고 있 

다. 

또l 확폭공동의 경우/ 동결 두께를 20m로 하면y 직경이 30m로 심도가 

400m에서 530m에 다다르는 대규모 공동의 굴착이 가능하고/ 콘크리크 복공을 

생각하면 두께는 1 .3-1.8m정도가 된다고 생각된다. 횡갱/ 확폭공동이 동시에 

시공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볼 때 강관 샤프트방식이 가장 

전망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연암층에 굳이 압축공기 저장시설을 설 

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암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므로 연암에 대한 연구사 

례 조사는 크게 고려하지 않기로 하겠다. 

오히려 이 보다는 천연동굴이나 폐광산을 이용한 연구사례의 검토가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I 1980년 이후 석탄합리화 조치 둥으로 인해 

수많은 탄광들이 휴광 또는 폐광되었으며/ 일반광 역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국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광산 중에서 암반의 상 

태가 기밀 및 투수성에 있어 비교적 양호하고 전력 소비지와 인접하여 배전설 

비비의 부담이 덜한 부지를 선정한다면 좋은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천연동굴 및 폐광산을 이용한 압축공기 저장시설의 연구사례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2.6 천연동굴 및 폐갱도의 이용 

2.6.1 천연동굴 

천연동굴(공동)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석회암 용식동굴에 대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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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굴의 규모는 동굴의 총연장/ 고저차 및 공동용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대개 동굴 안은 빛이 다다르지 않고/ 지하수로 차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용적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특히 동굴의 단변형상은 불명 

확한 것이 많은데l 석회암 동굴의 경우 소단면의 작고 긴 공동이 복잡하게 연 

결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설사 탐사 기법 등을 동원하여 공동의 규모를 파악 

한다 하더라도 정확성이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인간이 들어가기 쉬운 곳 

은 대개 관광 동굴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연동굴 

을 이용한 압축공기의 저장은 비공학적이며/ 비경제적이다 할 수 있겠다. 

2.6.2 폐갱도 

폐갱도를 이용한 CAES 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아래와 같 

은 이유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공동굴착에 관계하는 공사비가 적게 든다. 

@ 암반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각종 조사를 행하기 쉽다. 

@ 부대시설 및 주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우선 광산적지가 다른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조사 

하고/ 다음으로 CAES시설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사 

항목을 들고/ 금속광산에 대해 문헌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다. 

(1) 이용 현상 

우리 나라의 경우 70년대 까지 광공업은 부흥하였으나/ 그 이후 급속히 

위축되면서 8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광산들이 휴광 또는 폐광된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는 전국 각지에 다수의 폐갱도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지 

반침하 및 각종 침출수의 원인자로 간주될 정도이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폐갱을 지역 자원으로써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재이용하 

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관광시설/ 연구시설/ 농업생산시 

설/ 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다 

일본의 경우 페광된 금속광산의 재활용을 위하여 입지점과 주변지역의 입 

구/ 입갱 가능성 등의 기초적인 조건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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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과거 20년 정도의 기간 내에 폐광된 금속광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 입지지역의 인구는 5만에 달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주요 산업은 농업 · 임업과 어업 · 수산업 동의 제1차 산업이 중심이다 

@ 입지이용제한에 대해서는 광산적지 대부분이 도시계획구역 외가 되고 

있다. 

@ 근접도시와의 거리는 대부분의 폐갱도에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까 

지 거리가 100km이내이다. 

@ 광산 폐광 년차로부터 많은 광산이 폐광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입갱이 가능한 광산은 소수이다. 

@ 광산 토지의 규모는 좁은 것에서부터 광대한(100ha이상) 것까지 여러 

가지이다. 

이상의 조사결과로 보면 폐갱도의 문제점으로 입갱이 가능한 광산이 적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광산은 입구가 함몰되었거나/ 갱내에 지하수가 

차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교적 양호한 암반의 경우는 서브 레벨 스토핑/ 잔주/ 주방식 등의 채굴 

법에 의해 대규모공동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 

(2) CAES시설로서의 적용 가능성 

폐갱도가 CAES용 시설로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려면I CAES가 성립하기 

위한 원인으로 관계하는 폐갱의 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CAES의 특징적인 요구기능인 기밀성능의 경우에는 암반 균열상태와 지하수 

상태 등이 조사항목이 된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폐갱을 CAES시설로 이용하 

는 시기에 조사해야만 하는 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표 2.6.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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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1 CAES의 폐갱도 이용에 관한 조사항목 

조사항목 CAES와의 관계 CAES에 관한 요건 · 문제 점 

광상주변의 
· 암석강도가 크고 변형이 작은 암반 

공동의 안정성 · 단층 그 외 균열 출현 빈도가 적 다 
지질 

· 절리와 균열이 없는 강한 암반(기밀성보유) 
지 

· 탄층에 따라서는 다량의 가스를 수반하는 것도 있고/ 
질 광종·탄충 환경문제 
n숭1 탄질에 따라서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것도 있다 

고。l 
광상 타입 공동용량 · 접촉교대광상과 같은 대규모 층상 광상의 폐갱에 착안 

상 

입지조건 
· 발전소까지의 거리 

주변환경 · 전력소비지에서의 수요규모 
환경문제 

· 해안까지의 거리(정압식) 

표고(심도) 압력보유 
. CAES 용에 40-80기압의 압축공기가 필요 

· 정압식으로는 갚이 400-800m가 된다， 

연장·형상 
· 저장압력 40-80기압으로 300MW 출력규모를 가변하 

단면적 
갱 
본수 

공동용량 면 10만m에서 30만m‘정도의 공동용량이 된다. 

도 · 지하에서의 전개가 복잡하지 않은 것 
r 총용량 

τ>'-一- 지보 공동의 안정성 
갱 

l 

지하수위 기밀성보유 
· 지하수에 의한 수봉정압방식을 위해서는 채굴적 상부 

사 에 지하수면의 존재가 필요 
갱 · 갱내 굴착/ 글로리흘 방식에 주목 

채굴법 
공동의 안정성 탄광에서는 잔주식이 좋고/ 장벽식은 안정성에 문제 

공동용량 가 있다. 

· 천반붕락과 충진방식의 채용으로 공동매립 

용수 ·유무/양 

갱 
내 -까r~ ·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음 
1ι~ 

각’二요 c ·그다지 높지 않음 

채 잔존공동용량 공동용량 
· 광상채굴적은 폐석의 충진 혹은 탄광의 경우에 장벽 

굴 
식 채탄법을 채용해 대용량 공동은 기대할 수 없다 

적 복구필요 유무 · 폐갱과 복구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 

이용시설 

기타 · 폐갱 등의 이용이 광업법， 광산보안법， 토사채취법/ 

법규 환경보호법과 그 외 기존 법령에 할 수 있는 한 저촉 

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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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CAES의 경우에는 40-80기압 정도의 압축공기를 지하공동 

안으로 반복해 출입시키기 때문에 암반 특성으로서 그것에 견디기 충분한 강 

도와 기밀성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폐갱도를 이용한 CAES 건설을 위해서 

는 상당히 자세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부석광산과 신망광산 동 광상 타입이 접촉교대광상이고/ 대 

규모 공동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폰재하고 있는 광산을 CAES 시설로 이용 

할 수 있음을 조사한 바 있으며I 여기서도 역시 폐갱을 CAES시설로서 이용하 

고자 할 경우/ 시추조사 및 현위치 시험둥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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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 3 장 압축공기저장시설의 칠계 요건 

3.1 부지특성 및 선정 

압축공기 지하저장시설의 건설 예정 부지로서 한국자원연구소 내의 산지 

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부지 선정 단계에서는 인근 지역의 전력 소 

비량이나 전력 요구량/ 그리고 향후 전력 소비 추세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암 

반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설계안의 도출이 목적 

이기 때문에 비교적 암반이 massive하고 불연속변의 발달 상태가 뚜렷하지 않 

은 본 부지를 선택하였다(그림 3.1.1 참조) .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1차년도 사업기간 중에 수봉시험 및 암반 특성 

파악의 목적으로 300m 코어 시추가 실시된 바 있으며/ 지하 냉동 및 냉장 저 

장시설 건설을 위한 지질조사가 수행된 바 있어 당시의 자료를 이용코자 한 

다. 

3.1.1 지형 및 지질 

본 지역의 암층은 절개변의 노두에 대한 관찰 결과/ 중생대 대보화강암에 

속하는 복운모 화강암이며/ 중립에서 세립질 입자에 흑운모와 백운모가 혼재 

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소규모의 dyke가 관입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기 

도한다. 

압축공기 저장용 지하시설을 대상으로 할 경우l 그 심도는 상당한 깊이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천부의 지반 특성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지하 냉동 및 냉장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지반 조 

사시 행해졌던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의 적용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물리탐 

사의 경우 전기비저항 탐사와 GPR탐사가 이루어 졌으며 시추조사에서는 수평 

공을 1개 포함하여 총 3개의 시추가 실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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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합축공기 지하저장시설의 건설예정부지 

물리탐사에서는 기반암의 심도 및 형상파악/ 잠재 불연속면 조사/ 기반암 

의 공학적 특성 추정이 그 목적이었으며r 시추조사에서는 산 입구부의 풍화대 

지역 확인l 실험실 물성시험을 위한 코어 회수/ 기반암의 지하수 유동특성 파 

악이 그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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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탐사 결과 

전기비저항 탐사는 dipole-dipole 방법의 측선 배열을 사용하였으며/ 측선 

의 간력은 5m 였다. 탐사 결과 본 부지의 동서방향으로 지층의 겉보기 비저 

항은 800~‘ 1 ，000 ohm-m로 비교적 크고 분포도 균질하였으며/ 남쪽 산등성이에 

서 기반암의 겉보기 비저양이 600-1,000 ohm-m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 

체적으로 기반암이 균질하며/ 하부에 대규모의 함수대나 불연속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GPR 탐사에서는 표토/ 풍화대/ 연암/ 경암 등의 층서를 확인하기 위해 실 

시되었는데/ 총 5개의 측선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 풍화토 층은 두께 

3m 내외로서 명확한 경계를 나타내었으며/ 그 하부에서 연암 또는 풍화암과 

경암의 경계는 지점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경암층은 지표 

변 하부 8-10m 지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심각한 불연속변의 존재는 없는 것 

으로 밝혀진 바 있다. 

(2) 시추조사 결과 

시추조사 결과 지표하부 3m 까지는 연암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하부는 

경암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시추코어를 이용한 불연속변의 조사 결과 남 

북방향 주향의 sub-vertical한 절리군이 1-2매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암반 내부로 갈수록 절리의 빈도는 저하되며 간격은 넓어지고 절리변의 거칠 

기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았다 

절리 충진물에서 산화철에 대한 관찰결과/ 초기 6m 까지는 지하수 유동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내부의 신선함 암반으로 가면서 절리면을 따라 지하수의 

이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추코어를 이용한 암반의 공학적 분류 및 수리시험 결과는 표 3.1.1 에 정 

리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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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암반의 공학적 분류 및 수라시험 결과 (김호영 외I 1995) 

싫좋렐f흔 I 둥급 11 둥급 III 등급 

심도(m) 21- 6-21 0-6 

암종 복운모 화강암 복운모 화강암 복운모 화강암 

암반조건 경암 경암 연암 

R.Q.D.(%) 100 100(일부 40-90) 20-50 

절리군수 l+random 2+random 3+random 

절리면 간격 600cm 이상 
20-200cm 6-60cm 

(평균 50cm) (평균 10cm) 
절리면 undulating, undulating, 
상 태 거칠기 rough planar, rough planar, 

undulating, 

smooth smooth 
rough 

변질정도 
tight wall 

surface stained altered wall 
impermeable 에l 

실험실 압축강도(MPa) 150 150 

시 험 전단강도(MPa) 9 9 

결 과 Young율(MPa) 3.7 x 105 3.7 X 105 

지하수 상태 
지하수 유입은 우기에 지표수 우기에 지표수 
극히 미약 유입가능성 유입가능성 큼 

RMR 
90-100 60-75 30-50 

(Very Good) (Good) (Poor or Fair) 

Q 
300-450 5-50 0.1-1.0 

(Extremely Good) (Good) (Very Poor) 

constant pressure 1.6 X 10-5 (2-40m) 
-F「三 -ιr flow test 5.1 X 10-6 (1 0-40m) 
계 -/「- InJectIOn 

4.0 X 10-9 (20-40m) 
fall-off test 

이상의 지반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본 부지는 압축공기 지하저장 시설 

의 구축에 적합한 암반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y 과연 본 부지에 압축공기 지하저장시설을 건설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인근 

지역의 전력 사용 현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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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인근지역의 전력사용 현황분석 

앞서/ 우선 CAES와 양수발전의 경제성 지역의 전력사용 현황분석에 。 l 二l
c '-

주로 사용하는 균등화 발전원가법 전력투자사업에 

에 의한 비교를 실시코자 한다. 

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서 

(1) 균둥화 발전원가(Levelized Generation Cost)의 개요 

여러 또한 발전량도 매년 변화하고/ 비용은 운영에 따른 t:tl 
^ 건설 발전소 

。l
1동 비교가 용이하지 발전원가의 발전소별 달라지므로 운전조건에 의해 계통 

이렇게 매년 비용과 발전량이 서로 다른 대안간 비교를 위해서는 연도별 다. 

둥가화할 필요가 있다. 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비용과 발전량을 균일하게 

발생하는 비 균둥화(Levelization) 란 불규칙 하게 있어서 발전원가의 계산에 

비용은 화 등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연도별로 균일하게 용 및 발전량을 

시점(일반적으로 상업운전 개시 시점)으로 가치를 고려하여 일정 시간적 폐의 

비용과 발전량을 산출된 이렇게 할인한다. 시점으로 동일 발전량도 할인하고 

발 한다.균동화된 균등화 발전원가라고 을
 

거
〈
 

발전원가를 산출하는 이용하여 

기준으로 균동화시키고/ 균동화 발전 발전비용을 경상가격 전비용은 매년도의 

없 경상가격의 경우를 고려할 필요는 아니므로 것이 량은 가격으로 표시되는 

다 . 

• IAEA 방법 

vc 
E + FC ’ 

E 

용， VC t 

f[ cl + i ’) 
./!-, E , 
순J[ (1 + i ’) , 

+ 
~ FC , 
순J[ cl + i ’) 

./!-, E I 

순J[ cl + i ’) t 

균등화 발전원가 

= 고정비원가 + 변동비원가 

불변가격기준 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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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t 변동비 

Et 순발전량 

FC 불변가격기준 균등화 고정비 

VC 변동비 

E 균동화 발전량 

il : 실질할인율 

• 한전에서 사용하는 방법 

균동화발전원가 = 고정비원가(할인율 및 이용율의 함수) + 

변동비원가(연료비 및 열효율의 함수) 

건설단가(원 / kzν) x 고정 비율(%) 
8760 x 이용율(%) x (1- 소내전력율(%)) 

+1 열소비율 ( kcal/ kwh) x 연료비단가(원 / kf!) 
. 발열량(kcal/ kg) x (1-소내전력율(%)) 

이 방법은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연료비 외에는 모두 고정비로 취급하고/ 

고정비 중에서 건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정비 

원가는 건설단가에 일정비율(고정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여기서/ 고정비율이란 발전소 총투자비(건설비)에 대한 고정비의 비율을 

말하며/ 한전에서 적용하는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O 자본비 : 전력사업 할인율 8.0% 적용 

O 감가상각비 

- 상각방법 : 정액법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 74조) 

- 내용년수 : 경제적/ 기술적 내용연수 기준 

- 잔존가치 : 0%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제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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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인세 (계 : 28.1 %) 

- 순수 법인세 : 순이익의 25% 

- 주 민 세 : 법인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공공법인과 일반법인의 법인세율의 차 

(25% , 28%)의 20% 

O 보험료 및 지방세 : 운전유지비의 경비에 포함되어 있음 

O 운전유지비 

-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비(보험료/ 지방세/ 발전소 주변 

지역 협력기금/ 원전철거비/ 폐기물처분비/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둥을 

포함)， 본사 일반관리비/ 본사공통비 등 운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트; 닐}동 
E프 ε코 o 

- 발전원별 참조발전소를 선정하여 예방정비 1주기동안 

의 운전유지비 실적치 평균을 산출 

· 원별 계획예방정비 1주기 : 원자력 /10년/ 기력.수력 /5년/ 

복합화력 /4년 

O 원전사후처리비 : 운전유지비의 경비에 포함되어 있음 

O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정 

. 특정 

균등화 발전원가에 의한 경제성 평가에서는 대상발전소 하나만을 고려한 

발전소 이용율 추정치를 사용한다. 그러나 발전수요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신 

규발전설비가 추가되면 다른 기존 발전소의 이용율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균 

등화비용에 의한 경제성 비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해와 계산이 편리하고/ 국가간의 발전원가 비교에 이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전 

원간 우열의 개략적인 비교에 이용 할 수 있으나 전원개발계획 수립에 이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검토에서는 균등화 발전원가를 사용하여 양수발전과 

CAES의 발전원가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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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 평가기준 

CAES 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는 경제성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제반조건 즉/ 설비용량/ 가격산정기준일/ 건설기간/ 수명기간/ 설비이용율/ 이자 

율 동에 관한 전제조건 및 산출기준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을 정 

하였으며/ 평가기준은 가능한한 현실에 적합할 수 있도록 관계자료를 조사 · 

분석하여 설정하였다. 즉/ 제 단가 및 계수들은 한전 전원계획처에서 '98.2에 

작성한 “발전설비 경제성자료 산정(안)"을 주로 인용하였고/ 부족 자료는 "'98 

한전 경영통겨~l" 자료에서 '97년도 실적치를 일부 사용하였다 . 

• 기본전제 

- 가격산정기준일 

건설공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의 가치기준일은 1997 불변가 

를 기준하였다. 

- 할인율/ 이자율 및 환율 

현가화계수 산정에 필요한 할인율과 건설중이자율은 8% (차 

입율 100% 가정)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환율은 US 1$당 1,100 

원으로 하였다. 단/ 건설중 이자(Interest During Construction 

: IDC)는 다음 식으로 구하였다 

IDC = 훌lP(m {(1+r-k+05-1} 

여기서 n 건설기간 

- 수명기간 

P(K) : 연차별 투자금액 

:이자율 

경제성 비교의 대상이 되는 발전설비의 수명은 한전의 자체 

기준에 의하여/ 양수발전은 50년으로 하였으며， CAES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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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빈과 유사하게 보아 지상설비는 25년/ 지하설비는 양수와 

같이 50년으로 하였다. 

- 발전설비용량 및 형식 

CAES의 설비 용량은 SK건설의 개념설계안대로 325MW로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발전하는 것으로 하였다. 

- 건설비 및 공사기간 

SK건설 보고서를 참고하여 토건공사비를 47，944백만원/ 기전공 

사비를 125，125백만원으로 인용하였다. 특히 공사비 산정에 필 

요한 토건공사 물량은 개념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고/ 단 

가는 SK건설이 기존에 수행한 지하 LPG 저장시설 등 각종 공 

사비에 근거하여 대심도화에 따른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였으며/ 

이 과정 에 서 해 외 Consu1ting 업 체 의 자문을 받았다고 보고서 

에 기술되어 있다 

총사업비 (Capital Cost) 산정을 위하여는I 전력사업에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을 적용하여I 예비비는 공사비의 15%, 관 

리비는 순공사비의 10%, 설계 및 감리비는 순공사비의 5%로 

하여 총공사비 (Pr이ect Cost)를 산정하였고/ 여기에 건설중이자 

(이자율 8%, 차입율 100%)를 더하여 토건공사의 총사업비 

(Capital Cost)를 구했다. 기전공사는 제시된 금액이 제경비를 

포함한 견적가이어서 이 금액을 총공사비와 총사업비로 동일하 

게 가정하였다 (표 3.1.2 참조) . 

공사기간은 해외 실적 및 국내 양수발전 시공 실적을 감안 

하여 총48개월로 가정하였으며/ 이중 기전공사기간은 LNG복 

합발전 및 가스터빈발전소 공사실적을 참고하여 24개월로 하였 

고 연도별 공사비 배분도 유사 공사실적을 참고하여， <표 3-2> 

와 같이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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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총사업 비 산정 

사 업 비 토건공사 기전공사 계(백만원) 비 고 

1. 공사비 47,944 47,944 기전공사는 

2 예비비(%) 7,192 7,192 견적가이므로 

3. 순공사비 55,136 55,136 제비용 포함 

4. 관리비 (10%) 5,514 5,514 

5. 설계감리비 (5%) 2,757 2,757 

6. 총공사비 (Project Cost) 63,406 125,125 188,531 

7 건설중 이자(IDC， 8.0%) 7,404 7,404 

8. 총사업 비 (Capital Cost) 70,810 125,125 195,935 
건설단가: 

603천원jkw 

표 3.1.3 연차별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총공사비， Project Cost 기준) 

토건 공사 기전 공사 
건설기간 계 (백만원) 

투자비율(%) 투자비(백만원) 투자비율(%) 투자비(백만원) 

1 year 10 6,341 0 6,341 

2 year 10 6,341 0 6,341 

3 year 40 25,362 80 100,100 125,462 

4 year 40 25,362 20 25,025 50,387 

계 100 63,406 100 125,125 188,531 

- 연료비 단가 

사용연료인 LNG 단가는 330.4원jkg을 기준하였으며/ 발열량 

은 13，070kcaljkg을 기준하였다. 

-열효율 

열효율은 연료비 산정을 위해 필요하며， '97 실적치를 인용하 

자면 가스터빈은 36.1%, LNG복합발전은 41.4%이다. 가스터 

빈의 경우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LNG 10，OOOBtu를 필요 

로 하나， CAES의 경우 4，OOOBtu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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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S의 열효율은 가스터빈의 2배 이상 증가하므로 본 검토 

에서는 70%로 가정하였다. 

참고로 열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열효율(%) 

- 소내 전력율 

8fIJ( kcal/ kzνh) x 발 전 량 (kwh) 
100 연료사용량(k~) x 발열 량(kcal/k~) 

가스터빈과 동일하게 CAES의 경우 1.3%를 사용하였으며/ 양 

수발전은 0.5%를 사용하였다. 

- 심야전력 

심야전력 단가는 17.27원/kwh를 기준하였다. 

- 고정비율 및 운전유지비율 

고정비율은 가스터빈， LNG복합발전은 15.24% 이며/ 양수발전 

은 11.11 %, CAES의 경우 성격상 양수와 가스터빈의 중간정도 

이리라 예상되어 평균치인 13.17%를 가정하였다. 

운전유지비율은 건설비중에 차지하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경 

비/ 일반관리비등의 비율로서/ 양수발전은 2.14% , CAES의 경 

우 가스터빈과 지상설비가 유사하다고 보아 가스터빈과 같게 

5.06%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3) 균등화 발전원가 비교 

가 기본 가정 

표 31 .4 에 발전원가 산정을 위한 기본 가정을 요약하였으며/ 이중 건설단 

가와 심야전력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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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발전원가 산정을 위한 기본 가정 

구 분 단 위 CAES 양수발전 

건설단가 천원/Kw 603 588 

연료비 원/kg 330.4 

발열량 kcaljkg 13,070 

열효율 % 70.0 

소내전력율 % 1.30 0.50 

운전유지비율 % 5.06 2.14 

고정비율 % 13.17 11.11 

심야전력 원/kwh 11.00 22.14 

-건설단가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발전방식의 건설단가는 “발전설비 경제 

성자료 산정(안)"을 참고로 하여l 양수발전의 경우 통계자료의 즉각적인 

인용이 가능하고 보수적이 산정을 위하여 용량이 큰 350MW급의 건설 

단가 (588천원jkw)를 활용하여 325MW급 CAES와 비교하였다. 

-심야전력 

CAES의 경우 발전에 필요한 심야전력료는 심야전력 단가 

17.27원jkwh에 Energy Ratio인 0.637를 곱하여 구했고/ 양수발전의 경우 

양수에 필요한 심야전력료는 심야전력 단가를 발전효율 78%로 나누어 

구했다. 여 기 서， Energy Ratio란 lkwh의 전 력 을 생 산하기 위 해 심 야에 

저장되어야 하는 전력의 비를 말하며 외국 CAES 발전소의 실적치인 

0.637를 사용하였다. 

나. 계산결과 및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균둥화 발전원가는 고정비 원가와 연료비 (양수발전의 

경우에는 양수용 심야전력료) 원가의 합으로 표현되며， CAES의 경우는 여기 

에 발전용 심야전력료가 추가된다. 고정비 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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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단가(원 / klν) x 고정 비율(%) 
로 계산되며/ 연료비 원가는 8760 x 이용율C%) x (l- 소내 전력율C%)) 

860( kcal/ kzν'h) x 연료비 단가( 원 / kf!) 
발열량Ckcal/ kg) x 열효율C%)x (l- 소내전력율C%)) 

로 계산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발전방식간의 이용율별 발전원가를 산정하여 표 3.1 .5 

에 나타냈으며l 그림 3.1.2에 이를 도시하였다. 

표 3.1.5 이용율에 따른 325MW급 발전원별 발전원가 비교 

(단위 : 원jkwh) 

구 τ 닙!:" 이용율(%) 5 10 15 20 25 30 35 40 

고정비 183.7 91 .8 61.2 45.9 36.7 30.6 26.2 23.0 

연료비 31.5 31 .5 31.5 31.5 31 .5 31 .5 31 .5 31 .5 
CAES 

전기료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합 계 226.1 134.3 103.7 88.4 79.2 73.1 68.7 65.4 

고정비 149.9 74.9 50.0 37.5 30.0 25.0 21.4 18.7 

양수발전 전기료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합 계 172.0 97.1 72.1 59.6 52.1 47.1 43.6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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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발전 원가 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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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하여 보면/ 양수발전의 발전원가가 이용율에 관계없이 CAES보 

다 저렴하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는 적정 규모의 CAES와 이의 대체발전방 

식인 양수발전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량을 600MW로 격상시켜 발전 

원가를 산정하여 보았다. 

EPRI 보고서에 의하면 암반지역에 건설되는 CAES는 규모가 커질수록 건 

설단가가 급격히 저렴해 진다고 기술되어 있다. 예로써/ 설비 용량이 배로 늘 

어남에 따라 건설단가는 30%에서 50%까지 감소된다 하므로 본 검토에서는 

325MW급 건설단가인 603천원/kw에서 40% 감소시킨 362천원/kw를 사용하 

였다. 

양수발전의 경우I 600MW급 건설단가는 청송양수발전소(600MW) 타당성 

자료를 참조하여 '96건설단가인 643천원/kw를 물가상승률 5%를 고려하여 인 

상시킨 675천원/kw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사용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원가를 산정하여 보면 표 

3.1.6 및 그림 3.1.3에서와 같이 600MW급에서는 이용율 15%까지는 CAES가/ 

이용율 20%이상에서는 양수발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표 3.1.6600MW급 CAES와 양수발전의 발전원가 비교 

(단위 : 원/kwh) 

구 τ 닙r 이용율(%) 5 10 15 20 25 30 35 40 

고정비 110.3 55.1 36.8 27.6 22.1 18.4 15.8 13.8 

연료비 31 .5 31 .5 31 .5 31.5 31 .5 31 .5 31.5 31 .5 
CAES 

전기료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합 계 152.7 97.6 79.2 70.0 64.5 60.8 58.2 56.3 

고정비 172.1 86.0 57.4 43.0 34.4 28.7 24.6 21.5 

양수발전 전기료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2.1 

합 계 194.2 108.2 79.5 65.2 56.6 50.8 46.7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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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발전원가 비교 

(4)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력사용 현황분석 

1998년 8월 27일자로 확정 공고된 산업자원부 전력정책과의 제4차 장기전 

력 수급계 획 (98-2015)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o 산업자원부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을 8월 25 

일 최종 확정 공고 하였다. 

-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2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제4차 장기전력 수급계획 

은 당초 작년말까지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IMF 경제위기에 따라 전력소비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재작업에 착수하여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 98.7.13)의 

의견수렴과 장기전력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 98.8.1끼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동계획의 주요내용은 향후 연평균 3.8% 수준으로 성장하여 2015년 6，957만 

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력수요에 증가에 대응하여/ 전력 수요관리 

및 기술개발 강화로 전력설비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2015년까지 원자력 1871 

1 ，860만kW 등 총 117기 5，159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발전설비를 8，083만 

km 로 확충하고/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건설하여 전력수급에 원활을 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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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담고 있다. 

디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 개요 

O 장기전력수급계획은 값싸고 질좋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력정책의 기본계획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3조에 따라 10년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 

여 매2년마다 동계획을 수립 

- 제1차( 91-2006), 제2차( 93-2006), 제3차( 95-201이/ 제4차( 98-2015) 

O 금번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다가오는 21세기의 전력사업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 개선을 도모 하되r 

- 과거 일반전기사업자(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 확충 위주의 계획에서 탈피 

하여 수요관리y 기술개발/ 민간 자가용 전력설비/ 민자 발전사업/ 대체전원 

및 송변전설비 동의 국내가용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친화적 

전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전력수급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산자 

부 차관) 산하에 8개 실무소위원회(전력정책/ 수요예측/관리l 발전설비/ 계통/ 

원자력/입지/ 환경I 기술/ 통합자원계획)에서 각분야 전문가 총 68명이 참여하 

여 주요 과제에 대한 검토 수행 

口 장기 전력수요 전망 

o 90년대 들어 전력소비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 

세를 유지하여 왔으나I 최근 금융위기 이후 산업체 부도/ 경기침체 등으로 전 

력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여 소비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력소비는 전년대비 3.0% 감소(산업용 전력소비는 

5.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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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쇼크 이후 -2.7%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1980년 전력소비는 산업용 소비 

증가로 전년대비 5.1%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IMF 금융지원후 -6.4% 경제성장 

률을 기록한 1995년 메시코 전력소비는 석유화학 등의 호조로 전년대비 6.5% 

성장을 기록 

O 금년 상반기까지의 전력수급실적/ 향후 경제전망 및 산업구조변화 전망 등 

을 기초로 중장기 전력수요를 전망한 결과/ 향후전력수요는 IMF 이후 착실하 

게 증가할 전망 

- 향후 전력수요는 98년 성장율 대폭 감소， 99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 회복/ 

2004년이후 성장율 점진적 둔화， 2009년이후 선진국형 저소비 단계에 진입할 

전망 

- 전력소비는 연평균 3.7% 증가하여 2015년 3，871 억kWh로 전망(97년 2，008억 

kWh의 1.93배 수준) 

- 최대수요는 연평균 3.8% 증가하여 2015년 6，957만kW로 전망(97년 3，585만kW 

의 1.94배 수준) 

. 전력기기 효율개선/ 부하관리 등의 수요관리 물량을 2015년까지 97년대비 

646만kW 확대 · 반영 

※ 우리나라 국민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의 70% , 미국의 36% 수준에 불과하여 

IMF위기 극복후 성장 잠재력이 큼 

口 수요관리 강화/ 기술개발자원 활용 확대/ 분산형 전원개발 등으로 전기사업 

자의 발전설비 증설을 최대한 억제 

O 수요관리 강화 

- 2015년까지 3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수요관리 물량을 97년 수준(약390만kW) 

에 서 646만kW 추가 확대 하여 최 대 전 력 수요를 646만kW 감축 

- 수요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 수요관리 요금제 

도 개선/ 수요관리 신기술 보급확대/ 직접부하제어 제도 도입/ 수요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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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정비 및 수요관리 효과 평가체제 구축등을 추진하고/ 수요관리 투자비 

보전방안 강구 

O 기술개발 자원 활용 확대 

- 발전소 고장정지 감소/ 계획예방 정비기간 단축/ 전체 계통규모의 증가 추세 

동을 고려하여 적정 공급신뢰도(연간 공급지장확률 0.5일)하의 설비예비율 수 

준을 제3차계획 대비 2% 수준 하향 조정함으로써 발전설비 확충 규모를 100 

만 내지 150만kW 감축 

- 발전소 제작기술 및 정비기술 수준의 향상을 고려하여 총 1471 (710만kW) 발 

전소의 수명을 2년 내지 5년 연장 

- 기술개발자원 활용확대/ 전력공급비용 저감/ 전력의 합리적 이용 및 환경친 

화적 전력사업 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력기술진홍 기본 

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 시행 

O 민간의 분산형전원 개발 확대 

- 일반전기사업자의 전원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부하중심지의 전력계통 안정 

및 전기품질 개선을 위하여 민간의 자가용 분산형 전원개발을 97년 429만kW 

에서 2015년 945만kW까지 확대(최대수요 314만kW 삭감 효과) 

- 이를 위하여 민간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력직공급범위를 확대하고/ 특정 지 

역에 전력소매를 허용하는 특정전기사업 제도를 도입하며/ 일정 기준을 갖춘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을 일반 전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도입(전 

기사업법 개정 예정) 

口 적정 수준의 발전설비 증설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 

구축 

o 9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7기 5，159만kW 발전소를 건설하여 2015년 설비 

용량을 8，083만kW (' 97년 4，104만kW의 1.97배)로 확충 

- 원자력 발전소 18기 1，860만kW， 유연탄발전소 25기 1，450만kW， 무연탄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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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60만kW， 석유발전소 1671 461만kW， LNG발전소 25기 947만kW， 양수발전 

소 12기 370만kW， 일반수력 및 대체전원 발전소 18기 11만kW등 총 117기 

5，159만kW 신규발전소 건설 

- 발전소 제작기술 및 정비기술 수준의 향상을 고려하여 총 1471(710만kW) 

발전소의 수명을 2년 내지 5년 연장하고， 98년부터 2015년까지 수명이 다하 

는 총 45기 1，157만kW 발전소 폐 지 

- 전력수요 감소로 인한 설비과잉을 방지하고/ 민자발전사업자 및 일반전기 

사업자(한전)의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54기 2，101만 

kW 발전소 준공시기를 연기 

O 장기전력 수급 전망 

- IMF 금융위기로 인한 전력수요 급감으로 단기적으로는 20% 이상의 설비예 

비율 유지가 불가피하나， 2002년이후는 적정예비율 수준인 17%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 

(단위 : 만때， ,,) 

연도 최대 발전 설비용량(넌말 기준) 설비 

예비율 

수요 원자력 人~t!- LNG 서-1TaT -TA、- :;ij1 합계 

1998 3,524 1, 202 1, 140 1, 222 501 313 4.377 20.8 
(27.5) (26.0) (27.9) (1 1. 4) (7.2) (100) 

2000 3,950 1,372 1, 410 1.344 474 388 4.987 21. 7 
(27.5) (28.3) (26.9) (9.5) (7 . 6) (100) 

2005 5.248 1.772 1,903 1,690 460 491 6,314 17.8 
(28.0) (30.1) (26.8) (7.3) (7.8) (100) 

2010 6, 219 2.343 2.130 1.755 533 693 7.454 17.3 
(31. 4) (28.5) (23.6) (7.2) (9.3) (100) 

2015 6,957 2, 765 2, 172 1.980 473 693 8, 083 16. 2 
(34.2) (26.8) (24.5) (5.9) (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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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발전원별 전원개발 계획 

O 적원다양화와 적정 전원 구성비의 유지 

- 발전원별 설비구성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전력 

공급의 장기 안정성 유지를 기본으로 경제성/ 환경특성y 운전특성과 무역수지 

개선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전원 다양화와 적정 전원구성비를 유지해 나감 

O 발전원별 전원개발 계획 

- 원자력은 준국산에너지로서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이 우수하며 무역수지 개선 

과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크므로/ 안전성을 개선시키고 적정한 폐기물관리대 

책을 수립하여 기저부하 전원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감 

- 유연탄은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므로， C02 배출저감 및 환경영향 

저감에 유의하면서 기저부하 및 중간부하 전원으로 개발해 나가고， LNG는 

환경대웅성이 우수하고 운전특성도 좋으므로 수요지 부근의 중간부하 및 첨두 

부하용 전원으로 개발해 나감 

- 국내 무연탄과 중유는 국내 가용자원으로서 에너지공급 안정성과 수급안정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 개발해 나가고I 

- 양수발전은 원자력발전 확대에 따른 계통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첨두전원으 

로 개발해나가며/ 풍력I 태양광동 대체전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감 

< 발전원별 설비구성비 > 

(단위 ,,) 

구 분 원자력 ~~ 천연가〈 석유 「ι“- ; =!jf E c=5 겨| 

현재 구성비 (1997) 25. 1 24 .9 25.7 16. 7 7.6 100 

저13차계획 ( ’ 95) 2010 33. 1 27.3 27.7 4. 4 7. 5 100 

제4차겨|획(’ 98) 2010 31. 4 28.5 23 . 6 7. 2 9.3 100 

2015 34.2 26.8 24. 5 5.9 8. 6 100 

84 



O 국산에너지 활용 확대 

- 무역수지 및 에너지공급 안정성 개선을 위하여 국산에너지인 무연탄발전소 

(20만kW) 및 중유발전소(50만kW급 6기) 신규 건설하고y 준국산에너지인 원자 

력 및 양수발전소 건설 확대 

- 제3차계획 대비 총 91억불 무역수지개선 효과 기대 

· 계 획 기 간중(1，518백 만불)+운 영 기 간중(252백 만불/ 년 x 30년) 

o 민자발전사업 대폭 확대 

O 일반전기사업자의 전원개발 부담 완화와 전력사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민자발전사 

업물량을 대폭 확대 

- 신규 건설물량(원전 및 확정분 제외)의 66%에 해당하는 12기 540만kW를 민 

전으로 건설하여 2010년 민자발전을 18기 832만kW로 확대(제3차계획 대비 3 

기 197만배 증가)하였으며/ 대상전원도 기존의 석탄， LNG, 양수에 중유 발전 

가
 

-
주
 

으
 

E 

- 전력산업구조개편 결과에 따라 재조정 예정이며/ 민자원전은 정책연구 시행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 

口 적정규모의 송변전설비 확충 및 남북한 전력협력방안 

O 발전소설비 확충/ 전력품질 개선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 등을 고려하여 

발전설비 투자 대비 송변전설비 투자를 과거 22%에서 장기적으로 60% 

으로 확대 

- 송전선로 확충 : 21,539 C-Km( 97년) • 38,758 C-Km(2015년) 

- 변전소 확충 : 3717R 소( 97년) • 8347R소(2015년) 

즈
 
ι
 

i 
<T 

O 남북한 전력협력 및 동북아 전력계통연계에 대비 

- 2003년 이후 연 1 - 2% 예비력 (50만kW - 100만kW)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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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선 인근 송변전 계통보강 및 직류송전 기술개발 추진 등 

口 환경친화적 전력사업 추진 

O 환경친화적 설비건설 · 운영 

-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총 5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신규설비 및 

기존설비에 탈황/ 탈질/ 집진설비 설치하고/ 청정 연료사용을 확대 

O 대체에너지 개발 확대 

-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5천kW에서 3만kW로 확대하고/ 청정석탄 발전을 30만 

kW에 서 60만kW로 확대 

- 민간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갖춘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을 일반전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도입(전기사업법 개 

정 예정) 

O 온실가스 배출저감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의무 

부담 압력 강화에 대비하여 저탄소 배출형(원자력/ 수력， LNG복합) 전원구성 

비 확대 

· 원자력+수력+LNG구성비 : 58.4%('9η • 67.3%(2015) 

- 전력수요관리 강화/ 화력발전소 열효율 개선/ 송변전 손실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탄산가스 분리 및 고정화 기술 개발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 

- 2010년 이후 단위전력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O.l1kg-CjkWh이하로 줄여나 

감 

.2010년 이후 총배출량은 97년대비 1.6배 수준으로 억제될 전망 

디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문별 대책 수립 

O 장기전력수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입지확보/ 재원조달I 원자력발 

86 



전/ 불확실성 대응방안 등 부문별 대책을 수립 

O 투자재원(2015년까지 총 80조원 소요 전망) 조달방안 

- 수요관리 확대/ 수명연장/성능개선 등 기술개발자원 활용 확대/ 분산형전원 

개발 확대/ 민자발전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설비투자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발전원별 경제성 제고방안 강구/ 신공법 도입/ 경쟁확대 등을 통한 전력공급 

비용 감소의 지속적 추진 

- 전기소비 절약 및 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점진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 

고/ 금융자유화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양질의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해 나감 

< 설비 투자비소요 전망('98 - 2015) > 

(단위 : 억원) 

발전설비 송변전 수요관리 합계 

한전 민전 소계 

431 , 475 60 , 884 492 , 359 272.889 33 , 605 797.853 

※ 1997년 불변가격 기준， 수자원， 소수력， 한화설비는 제외 

O 전력수요예측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상한 및 하한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계획을 마련 

- 금년도 경제성장 및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금년 전력수급 

실적 r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전망， 10월말까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전력산업 

구조조정방안/ 그리고 금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4차 기후 

변화협약 당사 국총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요하다면 내년중에 차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검토 예정 

이외에도 1998년 8월 계통계획부에서 발간한 최대부하 전망결과를 보면 

본 부지대상지역에 해당되는 충남지역의 경우/ 약 2005년까지 매년 10%가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평균 2，OOOMW의 부하를 요구하고 있다(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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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동시 (M.Tr+직거래) 최대부하 전망결과 (계통계획부， 1998) 

매년도 전국최대부하시의 237H 지역별 최대부하 전망치임 . 
전국 피크치에서 밭전소 소내 소비와 계롱손실을 제외한 값을 기훈으로 작성되었음 

구 ’ t‘ Ë 전 口Ci}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강욱( 1)) | F증부F성가하8흥(MW) 2,710 2,802 2,921 3,038 3 ,181 3,313 3,437 3,545 3,665 
강북(1) l=r~t:l l(%) 8.24% 8.09% 7.93% 7.77% 7.62% 7.48% 7.35% 7.24% 7.17% 

율(%) 1.00% 3.41% 4.22% 4.01% 4.72% 4.14% 3.77% 3.13% 3.40% 

강남( 2)) 규 |증부성가하6톨(MW) 2,967 3,067 3,219 3,363 3,554 3,740 3,907 4,051 4 ,187 
강남(2) l=r~t:l l(%) 9.02% 8.85% 8.73% 8.61% 8.51% 8.44% 8.36% 8.27% 8.19% 

율(%) 1.91% 3.37% 4.97% 4.49% 5.66% 5.25% 4.46% 3.69% 3.34% 

인천 (3)) ” F증FF성가하6종(MW) 2,638 2,787 2,979 3,184 3 ,403 3,612 3,804 3,981 4 ,149 
인천 (3) l=r~t:ll(%) 8.02% 8.04% 8.08% 8.15% 8.15% 8.15% 8.14% 8.13% 8.12% 

율(%) -3.68% 5.63% 6.92% 6.86% 6.87% 6.16% 5.30% 4.66% 4.20% 
경인 경기 부하(MW) 4 ,549 4,841 5 ,190 5 ,564 5 ,991 6,391 6 ,755 7,078 7,403 

남부(4) 구성비(%) 13.83% 13 .97% 14.08% 14.24% 14 .34% 14 .42% 14 .45% 14.46% 14.49% 
남부 (4) 증가율(%) -1.32% 6.42% 7.21% 7.19% 7.67% 6.68% 5.71% 4.78% 4.59% 
경기 부랴(MW) 1,049 1,099 1,168 1,233 1,325 1 ,410 1,490 1,566 1,642 
북부( 5) 구성비(%) 3.19% 3.17% 3.17% 3.15% 3.17% 3.18% 3.19% 3.20% 3.21% 
북부( 5) 증가율(%) 2.56% 4.76% 6.24% 5.55% 7.47% 6.46% 5.66% 5.07% 4.86% 

부하(MW) 13;913 14 ,596 15 ,477 16 ,381 17 ,452 18A66 19 j 394 20 ~ 221 21 ,045 
지역합2 구성비(%) 42 .31% 42 .12% 42 .00% 41 .92% 41.79% 41 .67% 41.48% 41 ‘ 30% 41. 19% 

증가율(%) -0 .38% 4.91% 6.04% 5.84% 6.54% 5 .81% 5 ,02% 4.27% 4.08% 

영서 (6)) | F증부F성가하g융(1뻐 ((‘‘))) 
296 311 325 345 368 392 413 433 455 

영서 (6 0.90% 0.90% 0.88% 0.88% 0.88% 0.89% 0.88% 0.88% 0.89% 
-1.25% 5.04% 4.32% 6.35% 6.54% 6.66% 5.29% 4.72% 5.27% 

잉톰(7))| |구부성하a(MW) 597 630 650 684 716 739 764 782 804 
영동(7) l=r~t:ll(%) 1.82% 1.82% 1.76% 1.75% 1. 71% 1.67% 1. 63% 1. 60% 1.57% 

올(%) -6.79% 5.47% 3.13% 5.25% 4.65% 3.19% 3.47% 2.34% 2.75% 
。〈그15 C그드 충북 부하(MW) 1.318 1,387 1,468 1,541 1,638 1 ,721 1,803 1,872 1,939 

북부 (8) 구성비(%) 4.01% 4.00% 3.98% 3.94% 3.92% 3.88% 3.86% 3.82% 3.80% 
북부 (8) 증가율(%) -7.35% 5 ,23% 5.81% 5.00% 6.28% 5.08% 4.75% 3.85% 3.57% 

부하(MW) 2,212 2,329 2,443 2,571 2,722 2 ,852 2,980 3 ,087 3,198 
지역합2 구성비( %) 6.73% 6.72% 6.63% 6.58% 6.52% 6 .44% 6,,37% 6.31% 6.26% 

증가올(%) -6 ‘ 42% 5.27% 4.88% 5.25% 5.88% 4.79 %14 .49% 3.58% 3.60% 
충묵 부라(MW) 92 99 127 148 161 173 185 197 204 
남부(9) 구성비(% )1 0.28% 0.29% 0.34% 0.38% 0.39% 0.39% 0.40% 0.40% 0.40% 
남부 (9) 증가올(% )1 0.66% 8.11% 28.26% 16 .69% 8 .78% 7.41% 6.95% 6.20% 3.54% 

98. 8 계흉계획부 
걸 과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778 3,874 3,952 4 ,028 4 ,097 4 ,158 4,217 4,272 4 ,318 
7.12% 7.06% 7.00% 6.94% 6.88% 6.83% 6.77% 6.71% 6.65% 
3.08% 2.54% 2.01% 1.92% 1. 71% 1.49% 1.42% 1.32% 1.07% 
4,307 4 ,412 4 ,496 4 ,577 4 ,650 4 ,714 4,776 4,834 4 ,881 
8. 11% 8.04% 7.96% 7.89% 7.81% 7.74% 7.67% 7.59% 7.52% 
2.87% 2.44% 1.90% 1.81% 1.60% 1.38% 1. 31% 1.21% 0.97% 
4,302 4 ,450 4 ,581 4 ,710 4,833 4 ,950 5,065 5,178 5 ,282 
8.10% 8.11% 8.11% 8.12% 8. 12% 8.13% 8.13% 8.13% 8.14% 
3.69% 3.46% 2.94% 2.81% 2.61% 2.41% 2.33% 2.23% 2.00% 
7,711 7,984 8 ,225 8 ,462 8 ,689 8 ,906 9 ,120 9 ,330 9,524 

14.53% 14.55% 14.57% 14.58% 14.60% 14 .62% 14.64% 14.65% 14.67% 
4.16% 3.54% 3.02% 2.88% 2.69% 2.49% 2.41% 2.30% 2.08% 
1,706 1,768 1,822 1,876 1,928 1,977 2,025 2,073 2,117 
3.21% 3.22% 3.23% 3.23% 3.24% 3.25% 3.25% 3.26% 3.26% 
3.94% 3.61% 3.06% 2.96% 2.75% 2.54% 2.46% 2.36% 2.12% 

2:h804 22 ,488 23 . 076 23 ,653 24 ，t97.-24 ，704~25 ~ 203 .25 ,687 26 , 121 
41 ‘ 08% 40 :97% 40 ‘ 87% 40 ;76% 40.66% 40 :55% 40 ‘ 45% 40.35% 40 ~ 24% 

3.61% 3: 14% 2 ‘ 61% 2:50% 2.30% 2' 10% 2.02% 1: 92% 1 ‘ 69% 
476 495 511 528 544 559 575 590 604 

0.90% 0.90% 0.91% 0.91% 0.91% 0.92% 0.92% 0.93% 0.93% 
4.62% 3.89% 3.31% 3.28% 3.04% 2.80% 2.74% 2.64% 2.36% 

837 863 885 906 927 945 964 982 998 
1.58% 1.57% 1.57% 1.56% 1.56% 1.55% 1. 55% 1. 54% 1. 54% 
4.17% 3.08% 2.57% 2.40% 2.22% 2.04% 1.95% 1.85% 1.64% 
2,002 2,063 2,115 2,166 2,214 2,259 2,303 2,345 2,383 
3.77% 3.76% 3.75% 3.73% 3.72% 3.71% 3.70% 3.68% 3.67% 
3.21% 3.05% 2.55% 2.42% 2.22% 2.02% 1.94% 1.84% 1.61% 
3 ,315 3,421 3 ,512 3,601 3,685 3,764 3 ,842 3,917 3 ,985 
6.25% 6.23% 6.22% 6.21% 6.19% 6,18% 6.17% 6.15% 6.14% 
3.65% 3.18% 2.66% 2.54% 2.34% 12.14% 2.06% 1.96% 1.73% 

211 218 225 231 237 242 247 252 257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0.40% 
3.71% 3.37% 2.85% 2.76% 2.54% 2.32% 2.17% 2.00%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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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표 3.1.7 계속 

충남 부하( MW) 
남부( 10 구성비( %) 
남부(10 증가율( %) 
충남 부하( MW) 
북부( 11 구성비( %) 
북부( 11 증가율( %) 
전묵( 12 부라( MW) 
전묵( 12 구성비( %) 

증가올(%) 

할제|증구 부성가하( MW) 지역 비( %) 
율( %) 

광주( 133ll증우구성가하( MW) 
광주( 1 비( %) 

율( %) 

여 전 ( 144ll부구증성가하 8종(빼) 
여천 (141-=r{g1::l 1 (%) 

올(%) 

전 님( 155ll증부구성가하 H흩(MW) 
전남 (151-=r{g I::l I (%) 

율( %) 
제 주( 233lI구 부성하(MW) 
제주 (2 비( %) 

증가올( %) 

껴μ증구류성가하 a흥(빼) 지역합 1(%) 
율( %) 

대 구( 166lR증부성가하 비용( 뻐 (이%))) 대구( 1 
(%) 

구미 ( 1 끼”증부구성가하 H흔( MW) 
구미 (171-=r{g1::l 1(%) 

올(%) 

..... 항( 188l1증구 부 성가 하 8용(MW) 
포항(181-=r{g1::l 1(%) 

율(%) 
경북 부라( MW) 
묵부( 19 구성비( %) 
북부( 19 증가율( %) 

1 ,318 1 ,411 
4.01% 4.07% 

-0.01% 7.04% 
1 ,119 1.225 
3.40% 3.54% 

-5 .03% 9 .51% 
1 ,250 1,329 
3.80% 3.83% 

-1 .40% 6.26% 
3 ,778 4 ,063 

11 .49% 11 .73% 
-1 .99% 7.54% 

875 939 
2.66% 2.71% 
5.27% 7.30% 

899 1.004 
2.73% 2.90% 

###### 11 .62% 
447 482 

1.36% 1.39% 
7.14% 7.88% 

229 238 
0.70% 0.69% 
3.43% 4.22% 
2 ,449 2 ,662 
7.45% 7.68% 

-1 .40% 8.71% 
1,980 2 ,087 
6.02% 6.02% 
6.57% 5.40% 
1 .104 1 .147 
3.36% 3.31% 

-6 .60% 3.88% 
851 883 

2.59% 2.55% 
-7.61% 3.77% 

361 380 
1.10% 1. 10% 
6.73% 5.36% 

1,525 1 ,635 1 ,756 1 ,930 2 ,067 
4.14% 4.18% 4.20% 4.36% 4.42% 
8.12% 7.17% 7.44% 9.91% 7.08% 
1,341 1 ,481 1 ‘ 634 1 ,768 1,952 
3.64% 3.79% 3.91% 3.99% 4.18% 
9.42% 10 .49% 10.34% 8.17% 10 .44% 
1 ,435 1 ,530 1 ,661 1 ,778 1,915 
3.90% 3.92% 3.98% 4.01% 4.10% 
8.05% 6.58% 8.57% 7.05% 7.71% 
4,428 4 ,794 5 ,213 5 ,649 6 ,120 

12 .02% 12.27% 12 .48% 12 .75% 13.09% 
8.98% 8.26% 8 .73% 8 .38% 8.33% 
1 .017 1 ,090 1 ,183 1 ,275 1 .371 
2.76% 2.79% 2.83% 2.88% 2.93% 
8.39% 7.15% 8 .50% 7.82% 7.47% 
1,078 1 .131 1 ,187 1 ,239 1,282 
2.93% 2.89% 2.84% 2.80% 2.74% 
7.45% 4.85% 4.97% 4.37% 3.49% 

523 565 612 658 699 
1.42% 1. 45% 1.46% 1.49% 1. 49% 
8.57% 8 .06% 8 .17% 7.60% 6.19% 

253 265 283 297 314 
0.69% 0.68% 0.68% 0.67% 0.67% 
6.31% 4.70% 6.84% 4.92% 5.49% 
2,872 3 ,051 3 ,265 3 ,469 3 ,665 
7.79% 7.81% 7.82% 7.83% 7.84% 
7.88% 6.24% 6.99% 6.27% 5.64% 
2,231 2.358 2 ,513 2 ,668 2 ,802 
6.05% 6.03% 6.02% 6.02% 5.99% 
6.91% 5.67% 6.58% 6.19% 5.02% 
1.206 1.281 1.372 1 ,452 1,532 
3.27% 3.28% 3.29% 3.28% 3.28% 
5.19% 6.22% 7.10% 5.83% 5.45% 

932 990 1 ,080 1 ,162 1,235 
2.53% 2.53% 2.59% 2.62% 2.64% 
5 ‘ 58% 6.16% 9.17% 7.53% 6.33% 

405 429 459 489 519 
1. 10% 1. 10% 1.10% 1.10% 1. 11% 
6.55% 5.84% 7.18% 6.53% 6.04% 

2 ,163 2 ,253 2 ,348 2 ,449 2 ,537 2 ,627 2 ,714 2 ,797 2 ,879 2 ,958 3,034 
4.42% 4.41% 4.42% 4.46% 4.49% 4.53% 4.56% 4.59% 4.62% 4.65% 4.67% 
4.63% 4.16% 4.25% 4.29% 3.61% 3.52% 3.30% 3.07% 2.93% 2.75% 2.57% 
2 ,159 2 ,332 2 ,480 2,582 2 ,670 2 ,758 2 ,843 2 ,925 3,005 3 ,082 3,157 
4.41% 4.56% 4.67% 4.70% 4.73% 4.75% 4.78% 4.80% 4.82% 4.84% 4.86% 

10 .58% 8 .02% 6.36% 4.08% 3.44% 3.26% 3.08% 2.90% 2.74% 2.56% 2.42% 
2 ,024 2 ,142 2.249 2.341 2 ,422 2 ,502 2 ,580 2 ,656 2 ,729 2 ,799 2,867 
4.13% 4.19% 4.24% 4.27% 4.29% 4.31% 4.34% 4.36% 4.38% 4.40% 4.42% 
5.69% 5.83% 4.96% 4.13% 3.44% 3.32% 3.12% 2.91% 2.76% 2.58% 2.42% 
6.542 6.931 7 ,288 7,590 7 ,854 8 ,118 8~373. 8;620. 8,860.9 ,092 9 ,315 

13 .36% 13.56% 13.73% 13.83% 13.91% 13.99% 14 .07%1 14.15%114.22%114.28% 14.35% 
6.91% 5.93% 5.17% 4.14% 3 ‘ 48% 3.35% 3.15%1 2.94%1 2.79%12.61% 2.45% 
1 ,453 1,533 1 ,613 1.679 1.740 1.801 1,862 1.919 1 ,978 2.036 2,090 
2.97% 3.00% 3.04% 3.06% 3.08% 3. 10% 3.13% 3.15% 3.17% 3.20% 3.22% 
5.98% 5.53% 5 .21% 4.08% 3.64% 3.55% 3.34% 3.11% 3.04% 2.94% 2.69% 
1,341 1 ,400 1 ,444 1,496 1 ,543 1,589 1,633 1 ,676 1 ,718 1,760 1,799 
2.74% 2.74% 2.72% 2.73% 2.73% 2.74% 2.74% 2.75% 2.76% 2.76% 2.77% 
4.64% 4.38% 3.17% 3.58% 3.17% 2.94% 2.78% 2.63% 2.53% 2.42% 2 ‘ 23% 

739 786 833 875 911 948 985 1 .021 1.057 1.094 1.129 
1. 51% 1.54% 1.57% 1.59% 1. 61% 1.63% 1.65% 1.68% 1.70% 1.72% 1. 74% 
5.70% 6.42% 5.91% 5.06% 4.16% 4.08% 3.86% 3.63% 3.56% 3.46% 3.21% 

332 342 356 368 380 391 402 412 423 433 442 
0.68% 0.67% 0.67% 0.67% 0.67% 0.67% 0.68% 0.68% 0.68% 0.68% 0.68% 
5.78% 3.23% 3.91% 3.55% 3.07% 3.02% 2.79% 2.55% 2.48% 2.38% 2.12% 
3 ,864 4 ,062 4 ,246 4,418 4,574 4,730 4 ,882 5 ,028 5 ,176 5 ,322 5,460 
7.89% 7.95% 8.00% 8 .05% 8 .. 10% 8 .15% 8 .20%1 8 .25%1 8. 31%1 8 .36% 8.41% 
5..44% 5.11% 4 .53% 4.06% 3.53% 3.41% 3.21%1 3 .01%1 2.93%1 2.83% 2.60% 
2 ,924 3 ,051 3.167 3.265 3.352 3,440 3 ,522 3 ,598 3 ,675 3 ,750 3 ,818 
5.97% 5.97% 5.97% 5.95% 5.94% 5.93% 5.92% 5.91% 5.90% 5.89% 5.88% 
4.35% 4.33% 3.79% 3.12% 2.66% 2.61% 2.39% 2.15% 2.13% 2.06% 1.80% 
1,603 1 ,675 1 ,730 1,789 1 ,842 1 ,894 1,945 1 ,993 2 ,041 2 ,089 2 ,134 
3.27% 3.28% 3.26% 3.26% 3.26% 3.26% 3.27% 3.27% 3.28% 3.28% 3.29% 
4.68% 4.48% 3.28% 3.39% 3.00% 2.83% 2.66% 2.48% 2.43% 2.35% 2.15% 
1 .311 1 ,372 1 ,442 1.495 1,544 1,593 1 ,640 1 ,685 1 ,731 1 ,776 1.820 
2.68% 2.69% 2.72% 2.72% 2.73% 2.74% 2.75% 2.77% 2.78% 2.79% 2.80% 
6.14% 4.67% 5.06% 3.71% 3.28% 3.13% 2.95% 2.76% 2.72% 2.64% 2.43% 

546 572 593 612 630 648 666 682 698 714 729 
1. 12% 1.12% 1.12% 1. 12% 1.12% 1.12% 1.12% 1.12% 1.12% 1.12% 1.12% 
5.28% 4.64% 3.68% 3.27% 2.93% 2.89% 2.66% 2.43% 2.40% 2.33%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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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저장시설의 큐모 

이상의 경제성 분석 결과 및 전력 수요 예측분석 결과를 볼 때 600MW 

급의 CAES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실용화 되지 못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핵심기술의 파악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어서I 경제성변에서 양수발전의 경우보다 떨어지기는 하나 

350MW 급의 CAES를 본 연구에서 고려하기로 하였다. 

350MW급의 CAES를 생산하기 위한 지하 압축공기 저장시설의 건설을 위 

해서는 용량 약 20만 m 3 의 터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이와 같이 

필요한 용량을 얻기 위해 1개의 터널만으로 굴착될 경우/ 공동의 폭은 14m, 

높이는 22m 인 변형된 계란형 아치 터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터널의 단면적을 290m2 이라 할 때/ 터널의 총연장은 700m 가 되 

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단일 터널의 굴착은 곤란할 것이다. 

적정 길이를 갖는 터널을 몇 개나 건설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3.5절의 압축 

공기저장시설의 Layout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3.1.4 압축공기저장시설의 개념설계 

가. 지형조건 

압축공기저장시설은 당위성이나 사용목적으로 볼 때 생산지인 발전소와 소 

비자인 도시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소비자에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야 한다. 시설에는 공동 외에도 저수지와 발전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도 

시 내에 설치될 수 없으므로 인근의 낮은 산악에 건설될 수밖에 없다. 

도시근교의 낮은 산악은 지형이 완만하므로 배수를 쉽게 설계할 수 있어 

저장시설을 보호하기 알맞으며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저수지의 담수가 용이 

하다. 또한 우리 나라 지형특성으로 볼 때 지하공동을 구축할 수 있는 화강 

암 내지 화강편마암의 양호한 암반을 찾는 것이 용이하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발전시설의 동력원인 압축공기의 경제적 운전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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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MPa(약 70기압) 이다. 물컬럼을 보상하기 위해 이 수준의 압력을 얻기 위 

하여는 compensating 저장고 밑으로 약 700m에 저장동굴을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조건이 50기압이상이 되어 저장공동의 심도가 500m 이상인 대심도일때는 

심도에 따른 굴착비용은 증가하더라도 암반조건을 매우 양호하여 공동의 안정 

성을 위한 지보설계 비용은 현저히 절감될 것이다. 

저장압력이 7071 압일 때 수두의 차는 700m가 되어야 하므로 저장시설의 

공동은 대심도로 건설되어야 한다. 이때 저장공동내의 고압공기가 누수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암반의 조건은 양호하므로， 지하수의 부존상태에 따 

라 각종 설계가 가능하다. 누기율 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장공동 상부와 

저수지가 지하수로 연결될 수 있는 설계가 요구된다. 도시근처에 위치하는 

심부의 저장공동은 수준이 해수면보다 낮아 누기억제를 위한 건설은 용이하며 

비용은 강제적 수봉방법보다는 훨씬 절감될 수 있다. Water compensated 저장 

시설 플랜트는 지하수위가 지표 가까이 있다면 암반내 수두가 동굴내 공기압 

과 거의 평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다. 

나. 저수지의 위치 

일정수압을 제공하는 지표면 저수지의 위치는 지하저장공동의 직상부에 위 

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기존의 저수지나 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발전시설외에는 저장과 관련하여 물을 소모하지 않으므로 저수의 크기 

는 설계의 영향요소가 될 수 없으므로 인공저수지나 인공 댐을 새로이 건설하 

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저수지의 위치는 저장공동의 직상부에 

위치하면서 되도록 높은 곳에 설치하고 발전시설과의 거리가 작게 되도록 설 

계한다. 

저수지에 담수된 물은 발전시설에 소모되는 것 이외에， 지하저장 공동까지 

연결되면서 약간의 누수， 그리고 자연증발로 인하여 소모된다 이러한 소모는 

우리나라의 강수량으로 미루어 담수용량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저수지의 크기는 저장된 공기를 완전히 빼냈을 때 지하저장고와 통수갱(Water 

Shaft)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체적이 되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 

자연저수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저장 공동까지 연결하는 통수갱의 굴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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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비용이 증대된다 인공인 경우에는 저수지의 굴착과 통수갱의 굴착설 

계는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으며 원하는 위치에 건설할 수 있는 이점도 갖 

는다 

다. 지반공학적 설계변수 

지하저장공동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암반의 지질학적 특성 

이다. 시설을 위한 계획과 입지 선정은 가능하면 지질변화가 적고 가장 신선 

한 암반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절리 방향은 동굴설계와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전에 절 

리발달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geotomography와 같은 방법 을 이 용하여 암반 상태 를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다 동굴 벽에 평행한 절리나 예각으로 교차하는 절리군을 판형 파괴나 

쐐기형 붕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피할 수 있도록 굴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률과 포아송비는 암반의 체적탄성률과 강성률 등을 결정하며 동굴을 굴 

착할 때 지보에 발생하는 변형 등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국내 에너지 저장용 

공동 굴착 설계시 안정성 해석을 위한 중요한 입력자료중 하나인 변형계수는 

수평재하시험의 일종인 Goodman jack 시험에 의해 주로 측정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L-1 비축기지의 경우 공내재하시험 결과 파쇄구간에서 

2.4GPa, 암질이 양호한 구간에서는 44GPa로 나타났으며 실내시험에서 구한 

탄성계수 54-61GPa에 비하여 조금 낮은 수치를 보였다 Goodman jack 시험 

결과의 또다른 예로서 U-2(E) 비축기지 부지에서 측정한 결과는 35 -41GPa으 

로서 국내 비축기지 부지 암반의 변형계수는 대체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암반의 강도와 지보에 걸리는 응력은 동굴의 크기와 형상을 결정하는 변수 

가 된다. K-1(E) 지역에 대한 암반의 공학적 분류 결과 저장공동이 위치한 심 

도 -10 --40mL에서 RQD 평균 값은 92% 였고， RMR 값은 61 이었으며 Q값은 

8.6으로 측정되어 이 지역의 암반공학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 

명되었다. L-1 (E)지역 기반암의 RQD 값은 90 - 100%로 높게 나타났고 Q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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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으로서 대체적으로 우수한 암반으로 평가되었다. U-l 기지에 대한 암반 

의 공학적 분류를 실시한 결과 C-1 지역의 RQD 평균은 86% 이었고， RMR 값 

은 69, Q값은 11-61로서 우수한 암반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C-2 지역의 

RQD 값은 평균 93% 였고， RMR 값은 76 이었으며 Q 값은 10-83 으로서 역 

시 공학적으로 우수한 암반임이 판명되었다. U-2(E) 기지 저유공동이 위치하 

는 -30-60mL에 서 RQD 값은 평 균 96% 이 었고 RMR값은 80, Q값은 27로 측 

정되어 이 지역 암반의 공학적 특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암반의 투수성은 시설로부터의 공기누출포텐셜에 영향을 준며 절리간격과 

틈간격에 의해 크기는 결정된다. 지하비축기지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장공동의 상부에 수벽공을 설치하게 되며， 수벽공의 기능은 주변암반의 투 

수계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 

투수계수가 너무 크면 용수 주입량의 증가로 운영비용이 증가되며 투수계 

수가 너무 낮으면 저유공동 주변의 적절한 수압유지가 곤란하다. 따라서 최 

적설계를 위해서는 저장공동 주변암반의 투수계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 

다. 국내 K-l(E), L-l(E), U-l , U-2(E) 지하 유류비축기지의 경우 주입 강하시 

험 (injection fa l1 off test)을 이용하여 투수계수가 측정되었고， 측정결과 투수계 

수의 범 위는 각각 0.25 - 5.89 xl0.8m/sec, 0.11-8.17 x lO.8m/sec, 0.13-

41 .4x 1 0.8m/sec, 0.129 - 50,000 x 1 0.8m/sec으로 나타났다. LPG 저 장기 지 인 L-1(E) 

수벽공의 설계 유지수압은 10 bar, 제품유 혹은 원유 비축기지인 나머지 세 기 

지의 수벽공 설계 유지수압은 2bar로 조사되었다. 

공동의 형태， 크기 및 배치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계입력 자료 

인 초기지압의 크기 및 방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 비축기지 부지에서는 오 

버코어링법과 수압파쇄법을 적용하였다. 울산 LPG 지하저장기지의 경우 오 

버코어링법의 일종인 USBM 방법을 적용하여 초기지압을 측정한 결과 평균 

수평지압의 크기는 심도 142m 와 195m에서 각각 2.80MPa, 3 .44MPa였고， 수직 

지압의 크기는 두 지점에서 각각 3.80MPa, 4.90MPa였다. 

따라서 이 두점에서의 측압비(K)는 각각 0.74, 0.71 로서 울산 LPG 지하저 

장기지 부지의 경우 수직지압이 수평지압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L-1(E), U-l , 

U-2(E) 지역에서는 총 8개의 수직시추공을 대상으로 심도 94 - 176m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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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파쇄법을 이용한 초기지압 측정이 수행되었다. 측정결과 L-1(E), U-1 , 

U-2(E) 지역의 측압비는 각각 약 2.2, 2.5 , 1.5로서 수직지압에 비하여 수평지 

압의 크기가 크게 나타났다. 

라. 지하저장공동의 규모와 배치 

수봉식 CAES 저장을 위한 지하심도가 깊은 곳의 공동의 크기와 배치방법 

은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암반에 존재하는 주절리의 방향 

성을 포함한 지반공학적 변수들과 공기누출포텐셜， 탄성파 전파속도， 공기배출 

파이프로의 물 전달 등이다. 동굴 형상과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암반 

의 강도， 영률과 절리빈도수 동은 이미 고찰된 바 있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 

인 저장동굴의 건설은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를 결정하고 배 

치 설계를 한후 적정한 방법으로 동굴을 굴착하는 것이다. 

발전용량이 350MW급인 경우 저장압력이 60기압일 때 저장용량은 14만m' 

(소요공기량 250kg/sec)내지는 30만m' (소용공기량 100kg/sec)이 된다. 국내에 

건설된 각종 에너지원의 지하저장 공동의 크기는 단면적이 200-500m'이며 연 

장은 100-200m이다. 이러한 경험된 기술을 바탕으로 압축공기 저장공동의 

단면적은 폭 20m , 높이 30m로 600m'으로 가정할 때 공동의 총연장은 250-

500m가 된다. 

소요공기량의 속도가 클때 (250kg/sec) 저장공동은 폭 12m, 높이 25m로 하고 

(단면적 300m') 단일연장을 150m.하여 3개의 공동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소요공기량의 속도가 50 - 100kg/sec로 작은 경우에는 공동의 단면적을 50 

0-600마으로 하고 단일공동의 연장을 200-250m로 하여 2개 또는 3개의 공 

동을 굴착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때 공동간의 간격은 공동의 안정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공동 폭의 3배가 되는 40-60m로 설계되어져야 한다. 대심도 에 

서는 암반조건이 양호하므로 그 간격이 작을 수도 있다. 

공동의 단변형태는 굴착비용이나 굴착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암반 

이 양호하면서 균질하다면 TBM 공법으로 굴착이 가능하다. TBM 굴착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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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공동을 형성하게 된다. TBM에 의한 굴착은 공동벽면에서 이완대의 형성을 

최소로 하며 원형공동이 갖는 구조적 안정성 둥으로 공동의 안정성이나 누수 

율 등등의 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TBM 기술로는 최대 직경이 II .4m에 불과하여 단면적이 

100m'을 넘지 못하여 연장이 크거나 여러 개의 공동을 굴착해야 한다. 또한 

직경 II .4m의 TBM 굴착에서는 4-5m의 파이롯터널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굴 

착비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원형공동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 유류비축기지와 같은 버섯형이나 탄두형 

형태가 가능하며 타원형이나 계란형단면도 추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 심부에 위치한 암반의 초기지압은 수평응력이 수직응력의 114 - 112 수 

준이므로 공동 폭이 높이보다 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높이에 대한 폭 

의 크기는 0.5-0.7정도가 추천될 수 있다. 

그러나 수평지압이 수직지압의 112 이상이거나 특히 l 이상인 경우 공동설 

계에 주의를 요한다 Lindner 와 Halpern에 의하면， 북미의 경우 lkm이내의 

심도에서 수평응력이 수직응력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만일 수평응력이 수 

직응력에 비해 매우 클 경우 저장공동설계에 어려움을 주게된다. 이러한 경 

우에 건설되어져야 하는 공동의 형태는 폭이 높이보다 크게 설계되어져야 한 

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따라서 입지 

선정시 현지지반의 응력측정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초기응력은 경 

암의 경우 다른 변수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원형이 아닌 이러한 형태의 지하암반공동은 발파에 의하여 굴착되는데 전 

단면 굴착은 불가능하므로 3-5단계로 나누어 다단계로 굴착한다. 다단계 굴 

착은 벤치의 진행속도에 따라 벽면에 막대한 지보비용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굴착비용이 TBM보다 많이 소요될 가 

능성도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세심한 해석이 요구된다. 특히 반영구적 

지하공동인 경우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연장이나 굴착비 

용이 커지더라도 TBM 굴착과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1 .4는 

유류비축용 지하공동을 건설하는데 설계한 다단계 벤치굴착단면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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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벤치 형태의 다단계 굴착설계 

저장공동의 형태를 긴 터널형태가 아닌 광업에 활용되고 있는 주방식이나 

격자식으로도 설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공동과 분리벽면의 폭은 공동의 안 

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벽면의 폭이 커져야 하므로 넓게 건설되는 단점이 있 

다. 이때에도 분리벽면의 폭이 공동의 폭보다 3배이상 되는 것이 추천될 수 

있다. 양호한 암반이 길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넓게 분포되어 있다면 주방식 

(또는 격자식) 공동을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외 고려될 수 있는 공동 

의 형태는 단일 공동으로 형성되는 원환 형태인데 이는 단일 굴착장이 크므로 

TBM 굴착이 경제적이다. 그림 3 . 1. 5는 압축공기를 저장하는 지하 암반공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마. Pilot Plant 설 계 

국내에서는 압축공기 저장시설을 구축하려는 국가적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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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업적 

기밀성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정과 많이 다르다. 우리의 건설하여 저장공동을 

1/1 00 정도로 

예 

않기 때문에 많지 연구경력도 암염층이 없고 을 보장할 수 
7'1 0 '1.- 드죠。 
δ ，-τ~ "'c 시급한 실정이기에 일본의 Pilot Plant의 건설이 축소된 규모의 

있다. /',-가될 

500 시작되어 연구가 1990년부터 의하여 필요성에 시설의 이러한 일본은 

거 
1....:. Pilot Plant를 탄광에 호카이도의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상 용량의 MW 

확보 아여츠직L 
t:i 1:1 0 t프 같이 우리와 일본도 있다. 수행하고 가지 연구를 설하여 여러 

것이다. 이용하는 암반터널을 기존 탄광의 없어 할수 

(-560mL) 까지 개 심부 760m 탄광은 Kamimasagawa 시 에 인접 한 호카이도 

심부 450m 보듯이 3. 1. 6에서 그림 것으로 Pilot Plant의 지 하 저 장공동은 발된 

7.4m이며， 직경은 6m, 굴착 직경은 지보설치후의 。l닙L그l표도 。P L-O 。 τ건설되었다. 에 

수압을 

이 1,600m' 

저장방법은 

발전규모는 2MW, 저장용량은 

98 

굴착되었다. 길이로 73.5m 

가변식이며 

포함하여 

아닌 

Plug를 

정압식이 

길이의 

이용하는 

13.5m 



다. 굴착후 지보법은 콘크리트에 의한 l 차 충진과 철선으로 강화된 RC 

Segments를 이용하였는데 RC Segment는 고무판과 함께 기밀성을 유지하는 효 

과를 갖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No.l Shaft CAES-GfT Pilot Plant 

In-situ Storaqe Test Site 

그림 3.1.6 일본 탄광에 설계된 압축공기 지하저장시설 pilot plant 

심부 450m 지역의 초기지압은 약 10MPa로 대부분이 상부 암층의 자중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앓은 사암층이 교차된 사질 이암층으로 형성된 

Wakanabe 지층으로 알려져 있다. 암반층의 경사각은 약 70도이며， 실험실 단 

축압축강도는 20~50MPa에 불과하다. 실험실에서 얻어진 암석의 파괴조건은 

전단강도의 크기는 2 .4MPa이며， 내부마찰각은 40도이다 한편 현지암반의 탄 

성계수는 신생지층에서는 5~IOGPa이며， 절리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1~5GPa 정 

도이다. 

지하 저장시설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호카이도 지역의 암반은 우리 

나라와 비교할 때 결코 양호한 조건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렵지 않은 암반조 

건을 갖고 있어 접근이 쉬울 것이다. 다만 수백 MW 크기의 상업성 규모의 

시설을 계획하는데 있어 Pilot Plant를 먼저 구축하여 가능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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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상설비 

3.2.1 설계기준 

본 장에서는 서울 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 부지를 대상으로 Westinghouse 

train을 사용하는 350MW급 CAES의 개념설계를 실시하고자 한다. 설계를 위 

한 각종 가정사항과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 Turbomachinery Westinghouse train (350MW급) 

- 발전방식 : 주간 8시간 발전r 주 5일 발전I Daily cycle 

- 저장공동 심도 : 550m 

- 저장방식 : 정압식 암반공동형 

- Wa ter curtain 설 치 

- 지하수면 : 지면하 3.5m 

- 동결깊이 90cm 

- 기온 : -13.8 - 35.4 oc 

- 일일 최대강우량 : 168.6 mm 

3.2.2 Site plan 

CAES발전소 주요 구조의 정확한 위치 및 방향은 토지 소유권/ 토지 임대/ 

부지의 지형y 저장공동 우물구조물(wellhead)에의 근접성/ 지상시설 운영을 위 

한 필요조건/ 전기시설로의 근접성/ 수질 및 용수의 확보 등에 좌우된다. 

그림 3.2.1은 Westinghouse turboexpander 1기를 사용한 CAES의 배치도 

이다. 지상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170m x 160m 정도이지만 정확한 면적은 

토지의 활용여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발전소의 핵심부는 turbomachinery train과 이에 따르는 주요한 부속설비 

들로서I turbomachinery는 turbomachinery hall에 설치된다. Compressor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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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ntercooler와 aftercooler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며/ 전기실과 조정실 및 운 

영실을 포함하는 건물은 turbomachinery hall과 인접하여 위치한다. 도면에 표 

시된 주요한 부속설비들은 다음과 같다. 

- compressor inlet filter j silencer (2) 

- recuperator and stack (3) 

- intercooler and aftercooler (4) 

- control, electrical and administration building (5) 

- main and auxiliary transformers (6) 

- switchyard (끼 

- pump house (8) and (11) 

- storage tank : treated water (9), fuel oil (12) 

- miscellaneous buildings water treatment (1이， waste water treatment 

(13), warehousejrepair shop (15), LNG govemor station (14) 

부지는 지표면에서의 배수를 위해 약간 경사지게 하는 것이 유리하며/ 필 

요하다면 폭우시의 배수를 위한 경사도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토양유실을 방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확한 경사도는 기본설계시에 결정될 것이지만 한가지 

기준은 토공량을 최소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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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지상설비 개념설계 

(1) Turbomachinery 

Turbomachinery의 배치는 인접한 설비 사이에 빠른 유지보수를 위해 충 

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전체 건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설계 

를 하여야 한다. 그림 3.2.2는 Westinghouse turbomachinery의 평면배치도이 

고/ 그림 3.2.3의 그림 3.2.2의 단면 AA에 대한 상세도이다. 

Turbomachinery hall은 폭 14m, 길이 69m에 높이 17m의 조립식 건물이 

다. Turbomachinery hall 내부에 설치되는 turbomachinery는 약간 경사진 바 

닥에 설치 되 며， compressor train과 expander train은 motorj generator를 중심 

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배 치 된다. Generator는 HP expander에 의 해 구동되 며 

(그림 3.2.4 참조)， LP expander(그림 3.2.5 참조)의 배출부는 recuperator로 일 

직선으로 연결된다. LP expander와 HP expander를 연결하는 pipe는 얄은 pit 

내에 설치되는데 이는 유지보수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인 combustor로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Step-up transformer는 bus duct의 길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turbine hall과 인접하여 설치된다 

Compressor train에는 측면부나 상부에 nozzle이 있다. Axial compressor 

는 측면부에 intake nozzle이/ 상부에 exhaust nozzle이 있고， horizontal split 

centrifugal compressor는 상부에， barrel compressor는 모든 방향으로 nozzle 

을 설치할 수 있다 

Intercooler와 aftercooler는 turbine hall 외 부에 설 치 된 다. Intercooler는 

insulation되지 않는데 이는 표면에서의 추가적인 heat loss를 통해 circulating 

water의 load를 줄이 기 위 해 서 이 다. Intercooler와 aftercooler의 표면은 뜨거 우 

므로 chain-link fence로 개 인 의 접 근을 막도록 한다 Lube oil skid는 

turbomachinery train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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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2.3 Westinghouse turbomachinery hall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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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Balance of Plant (BOP) 시스램 엔지니어링 

가. Motive Air System 

Motive Air System은 압축 mode와 발전 mode의 두 가지 mode로 운영 

된다. 압축 mode일 때 Motive Air System은 HP compressor로부터 지하저장 

공동으로 압축공기를 전달하며/ 발전 mode일 때에는 지하저장공동으로부터 

압축공기를 expander train으로 전달한다. 그림 3.2.6은 Motive Air System의 

flow diagram이 다. 

나. Heat R리ection System 

Heat rejection system은 모든 운영 mode에서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열 

을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Heat r리ection system은 main circulating 

water system(CW)과 auxiliary circulating water system(AC)의 두 가지 기본 

적 인 loop로 구성 되 어 있다. 그림 3.2.7은 main circulating water system의 

flow diagram이 며/ 그림 3.2.8은 auxiliary circulating water system의 flow 

diagram 이 다. Main circulating water system과 auxiliary circulating water 

system은 모두 open loop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강으로부터 취수하도록 설계 

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 Natural Gas System 

Natural gas system은 기존의 천연가스 공급망으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 

받아서 fi1tering, dehydration을 거 쳐 turboexpander의 high pressure 

combustor에 공급하는 시설이다. 그림 3.2.9는 HP combustor를 사용하지 않 

는 Westinghouse turbomachinery를 사용하는 시 스템 을 위 한 natural gas 

system의 flow diagram이다. 

만약 HP combustor가 필요한 시스뱀이라면/ 천연가스를 공급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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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combustor에 공급하기 이전에 가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Natural gas system은 비상시 recuperator가 냉각되어 있는 경우에라도 

emergency start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Fuel Oil System 

Fuel oil system은 연료유를 저장하고 가열한 뒤 비상시에 HP combustor 

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연료는 천연가스이지만 

비상시의 운영을 위해 fuel oil system을 설치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McIntosh 발전소는 약 15일 분의 연료유를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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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2.6 Motive ai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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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랍 3.2.7 Main circulating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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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I립 3.2.8 Auxiliary circulating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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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렴 3.2.9 Natural gas system 



3.3 지반조사 및 암반평가 

3.3.1 개요 

암반분류는 암석이나 암반을 비슷한 거동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l 설계를 위한 정량적인 자료를 수집 

하여 기술자간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암반분류의 주요 이점은 암반분류에 있어서 입력해야할 자료들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조사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 

여 현장자료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며l 설계목적에 부합되는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사업에 대한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토의를 위한 근거 자료의 

제시와 보다 나은 공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에너지 저장시설 구축을 위해 실시된 암반평가는 한국자원연구소내에 

서 시추된 시추코아를 대상으로 심도별로 실시되었다. 이 지역의 암반은 모두 

화강암암반으로 층의 구분이나 암종의 변화가 없고 또한 암반상태의 변화도 

적기 때문에 임의로 심도를 구별하여 구간을 결정하였다. 301m의 심도까지 

시추가 이루어 졌으면 총 301m 구간중 12m 까지의 표토충을 제외한 구간을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RMR의 분류법을 이용하여 암반평가를 실시 

하였다. 

3.3.2 Rock Mass Rating (RMR) 암반평가 시스템 

1) 개요 

RMR 암반분류법 은 z. T. Bieniawski(1972-1973)에 의 해 제 안되 었으며 

Lauffer (1959)의 무지보 유지시간 분류법 이나 Wickham 둥(1972)의 RSR분류 

법을 기초로 개발되었다 RMR 시스템은 초기에는 터널과 광산용으로 개발 

되었지만 다양한 응용을 거쳐 개념의 변화 없이 사면의 안정 (Romana， 1985), 

댐 의 기 초(Serafim & Pereira, 1983), 경 암의 광산(Kendorski et al., 1983), 석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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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Unal， 1983), rippability(Weaver, 1975)동에 까지 적 용범 위 가 넓 어 졌다. 

RMR시스템에 의해 조사암반에 대한 암반의 둥급뿐만 아니라 터널의 유지 시 

간/ 반압/ 터널 최대 폭/ 암반의 변형계수/ 암반의 점착력과 내부마찰각 둥 암 

반의 물리적 성질의 값도 경험식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 

RMR 시스템의 장점은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고I 각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쉬우며/ 터널의 유지시간/ 최대 가능 폭 및 최대 무지보 폭 둥 

의 예측이 가능하고I 암반의 물리적 성질의 값도 예측이 가능하여/ 터널과 불 

연속면의 방향성을 명백하게 고려할 수 있고 여러 사례들이 출판되어 

(Bieniawski, 1989) 검 증이 가능하다. 반면에 단점 은 지보량의 결정 에 있어서 

개별 요소의 영향이 Q 시스템처럼 세밀하지 않고/ 불연속면의 간격 평가에 있 

어서 불연속면의 군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보수적인 평가가 된며l 총 RMR 

을 5개의 암반둥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역간에 뚜렷한 경계가 없 

다는 점과 또한 터널의 폭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며/ 지압 25MPa 이하 

직경 10m, 천공 발파식의 마제형 터널에 대한 지보량을 결정하는 데만 적용 

범위를 국한시키고 있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2) 분류요소 및 방법 

RMR 시스템의 분류요소는 다음의 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지며， CD 신선 

암의 강도 (15점)， (2) RQD (20점)， @ 평균 불연속면 간격 (20점)， @ 불연속면 

의 상태 (30점)， (5) 지하수의 상태 (15점) 둥이며 이들 요소들의 점수를 합한 

것이 기본 RMR 값이 된다. 그리고 불연속면의 방향성이 보정요소가 된다. 

앞의 5개 요소들의 중요성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 인자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0-100까지 범위의 합산한 값을 기본 RMR 값으로 한다. 기본 

RMR 값에 불연속변의 방향과 터널의 방향에 따른 보정치를 합한 것이 총 

RMR의 값이 되며 이 값이 설계 및 시공에 반영된다. 

RMR 분류 시스템의 기준은 표 3.3.1과 같으며 5개의 구성요소의 각각에 

대해 5동급으로 분류된 값들로 구분된다. 5개 요소들중 불연속면의 상태는 

다시 표 3.3.2와 같이 세분되어 평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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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RMR시스댐의 요소 및 평점표 

분류기준 값 의 범 위 

신선 점하중 > 10 4-10 2-4 1-2 이 범위는 단축 

1 암강 강도지수 압축시험 선호 

도 
단축 > 250 1αJ-25O 50-100 25-50 5-25 1-5 < 1 

(MfIt) 압축강도 

접수 15 12 7 4 2 1 0 

2 RQD (%) 90-100 75-90 50-75 25-50 <25 

점수 20 17 13 8 3 

3 불연속연의 간격 >2m 0.6-2 m 200-600 mm 60-200 mm < 60 mm 

접수 20 15 10 8 5 

매우 거친표연 약간 거친표연 약간 거친표연 병활연 혹은 연한충전물 

불연속이다 충전물 <5mm > 5mm 

4 
불연속면의 상태 분리가 없옴 이격 < 1mm 이격 < 1mm 두께 혹은 이격 두께 혹은 이격 

풍화되지 않은 약간풍화된 약간풍화된 1-5mm > 5mm 

모암 표연 표연 연속적 연속적 

점수 30 25 20 10 0 

10m 터널 당 없옴 < 10 10-20 25-125 >125 
지 유입 ( 1/분) 
하 

5 1 / i-- 절리수압력/ 0 < 0.1 0.1-0.2 0.2-0.5 > 0.5 

최대주웅력 

일반적 상태 완전건조 축축함 헛옴 물이 떨어짐 물이 흐름 

접수 15 10 7 4 0 

표 3.3.2 불연속면 상태에 대한 분류기준 및 평가 

요 -까4、- 점 -까「‘ 

불연속변의 < 1m 1-3m 3-10m 10-2Orn > 20m 
길이(연속성) 6 4 2 1 0 

불연속면의 없음 < O.lrnrn 0.1 - 1.0rnrn 1-5mm > 5rnrn 
간극 6 5 4 1 0 

거철기 매우 거침 거침 약간 거침 평활 slickensided 

6 5 3 1 0 

단단한 충전물 연한 충전물 
충전물 없음 <5mm > 5rnrn < 5rnrn > 5rnrn 

6 4 2 2 0 

풍화 정도 풍화 안됩 약간풍화 풍화 심한풍화 분해 

6 5 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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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6번째 요소인 표 3.3.4와 같이 터널의 굴진방향에 대해 조사 

된 불연속면들의 방향성에 따라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 표3.3.3과 같이 값을 보 

정하여 최종 RMR값을 구한다. 

표 3.3.3 구조물과 불연속변의 방향과의 관계에 따른 보정치 

주향과 경사 매우 유리 유리 보통 불리함 매우 불리 

점 터널과 광산 0 -2 -5 -10 -12 

기초 0 -2 -7 -15 -25 

-}「- 사면 0 -5 -25 -50 -60 
~. _-----듀 ~----

표 3.3.4 터널굴진에 있어서 불연속면의 방향성 영향 

경사 방향 경시- 45-90 。 매우 유리 

주향이 굴진 경λ} 20-45 。 유리 

터널 진행방향과 수직 역경사 방향 경사 45-90。 양호 

굴진 경λ} 20-45 。 불리 

주향이 경λ} 20-45。 양호 

터널 진행방향과 평행 경λ} 45-90。 매우 불리 

주향과무관 경사 0-25。 양호 

불연속면의 방향성은 암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연속면군의 특징을 반영 

하며/ 가장 중요한 불연속면을 제 1군으로 표현하는 데 이는 터널 굴착의 안 

정성을 좌우한다. 반면에 어떤 지배적인 불연속면군이 발달하지 않거나 굴착 

방향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또는 암반의 강도나 변형특성 

을 추정할 경우 불연속면의 방향성에 대한 배점은 각 불연속면군의 분류값의 

평균치로 한다. 0-100 사이의 값을 갖는 RMR값은 20점을 기준으로 5개의 

암반의 둥급으로 분류되며I 불연속변의 방향성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지면 총 

RMR의 값에 따라 둥급을 판정 한다(표 3.3.5). 표 3.3.6은 각 암반의 둥급에 

속한 암반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특정한 공학문제에 대하여 실용 

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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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명점으로 결정된 암반의 둥급 

점 .A.. 100 - 81 80 - 61 60 - 41 40 - 21 < 20 • 
= 二t그j II III IV V o 

구 t:::I 매-。「 1 。--A「 τ 。- -, 까-‘ 보통 불량 매우불량 -‘c!:" 

표 3.3.6 RMR 암반둥급의 의 미 

cC:3 二t그j I 11 III IV V 

평균 15m 폭 10m 폭 5m 폭 25m 폭 1m 폭 
유지 시간 20 년 1 년 1 주일 10 시간 30 분 

암반의 점착력 (kPa) > 400 300-400 200-300 100-200 < 100 

암반의 마찰각 ((þ) <45。 35-45。 25-35。 15-25。 < 15。

RMR분류에서는 대개의 암반이 3개의 불연속면군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암반이 2개 이하의 불연속면군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 

수적인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RMR 분류법의 적용 결과는 다소 보수적이어서 지보설계가 과다하게 되 

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터널을 시공하는 동안 암반의 거동을 계측 

하고 부분적으로 암반의 퉁급을 예측 조정하여 극복할 수 있다. RMR 분류법 

이 만능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이 분류법은 경험적인 설계법의 일종으로 암 

반역학에 있어서 세가지 주요 설계 방법(경험적l 관찰적 그리고 해석적 설계방 

법)의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관찰적/ 해석적 설계방법과 병행하여 해석함으로써 설계의 목적과 

현장지질조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전반적인 설계의 합리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3.3 암반평가 

지하에너지 저장시설 부지로 선정된 한국자원연구소 주위의 지표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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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위가 모두 연구소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노두가 나타나는 곳이 없 

기 때문에 불연속면의 조사는 시추코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연속면의 방향성조사는 1차년도에 실시된 BIPS의 결과를 이용하 

였다. 그림 3.3.1은 시추공에 나타나는 모든 불연속변에 대한 BIPS의 조사 결 

과이다. 표3.3.7은 이 rose diagram과 distribution map(1차년도 보고서/ 

p130-132)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이 지역은 대략적으로 3개의 불연속면군이 

존재하며 BIPS의 결과에 의하면 가장 우세한 방향의 불연속면은 N210j70이 

다. 

그림 3.3.1 BIPS에 의 한 불연속면의 분포 (1차 보고서 p. 119) 

표 3.3.7 불연속면군의 분포현황 

그룹 경사방향 경사 빈도(%) 비고 

1st 군 190-210 60-90 19 210/70 

강ld 군 70-100 0-30 13 

3rd 군 280-300 30-60 9 

주) 1차 보고서 Rose Diagram(p.119) 및 경사는 disrtibution map(p.130-132)중 open joint 중심 

으로추정 

시추코아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암반분류에서는 불연속변 상태의 5개 요 

소중 하나인 불연속변의 연속성은(표 3.3.2참조) 시추코아에서는 알 수 없는 

요소로 현장지표면에서 관찰 할 수 있는 불연속변의 연속성을 근거로 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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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지표관찰의 불능으로 3m로 가정하였고 또한 지하수와 관련된 요소는 시 

추조사에 의해 측정된 지하수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시추공의 지하수위는 

om로 암반전체가 지하수위 밑에 위치하면 짖음으로 간주하여 RMR 값을 구 

하였다. 표 3.3.8은 심도 구간별 RMR의 기본 요소들의 값을 합한 기본 RMR 

의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3.3.8 시추심도별 기본 RMR 값 산출 

불연속면 
불연속면 상태 

기본 시추공 압축 
RQD 지하수 

RMR 조사심도 강도 간격 

약간 거침， 

젖음 
이격 O.l-lmrn, 

52 
12 

보통암 41.2 20-30cm 
단단한 충전물 <5mrn, ~ 

3아n 약간풍화 

7 8 10 7 20 
평활/ 

젖음 
이격 1-5mrn, 30 

경암 92.3 20-100cm 
연한 충전불 <5mrn, 

64 
~ 

약간풍화 101m 
12 20 10 7 15 

평활I 

짖음 
이격 O.l-lmrn, 101 

경암 91 .8 20-50cm 
단단한 충전물 <5mm, 

68 
~ 

풍화없음 156m 
12 20 10 7 19 

평활f 

짖음 
이격 O.l-lmm, 156 1,730 92.7 30-60cm 
연한 충전물 <5mrn, 

67.3 
~ 

풍화없음 21강n 

13.3 20 10 7 17 
평활l 

젖음 
틈새 없음I 212 

경암 91.6 20-100cm 
연한 충전물 <5mrn, ~ 

264m 풍화없음 68 

12 20 10 7 19 
평활， 

짖음 
틈새 없음y 264 

경암 86.5 20-50cm 
단단한 충전물 <5mm, 

67 
~ 

풍화없음 301m 
12 17 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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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 굴진의 축방향은 가장 우세한 불연속면의 그룹과 지하에너지 저 

장시설의 설계지역에서의 초기지압의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된 지하공동의 축 

방향은 N60-N240이 다. 

총RMR 값을 결정하기 위해 지하공동 굴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N210/70의 불연속면군과의 방향성 관계는 서로 60도로 사교하게 된다. 

따라서 방향성의 영향은 유리로 판정하여 보정치를 -2로 결정하였고， 이 보정 

치에 의한 구간별 총 RMR값은 표 3.3.9와 같다. 

지표부근의 암반은 RMR 값이 50으로 보통 등급에 해당하고 그 외 암반 

은 62-68의 값을 나타내는 II 등급인 양호한 암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3.9 섬도별 총 RMR 값 

시추공 
기본 RMR 

1:lJ-흩 。tλ。4
총 RMR 판정 둥급 

조사심도(m) 보정치 

12 - 30 52 50 III 보통 

30 - 101 64 62 
101 - 156 68 68 

-2 
양호 156 - 212 67 65 II 

212 - 264 68 66 
264 - 301 67 65 

각종 암반구조물의 설계를 위하여 수치해석모델이 다양하게 적용되면서 

암반의 물성치를 수치모텔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암반의 변형 

계수 및 강도계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RMR 시스템으로부터 구 

해진 암반의 평점에 의해 암반의 현지 암반의 변형계수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 

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Bieniawski (1978)에 의하면 RMR>50 인 경우I 18.2%의 오차범위 내에서 현 

지 암반의 변형계수(EMI GPa)는 다음과 같이 기본 RMR로부터 구해질 수 있 

다. 

EM = 2 RMR- l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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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식의 경우 RMR>50 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제한성을 

고려하여 모든 RMR값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변형계수 산정식이 

Serafirn과 Pereira (1983)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즉l 

」렌잭二」요 

EM = 10 40 

암반의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점착력 c= 5 x RMR (kPa) 

내부마찰각 tþ = O.5RMR + 5 (degγ'ee) 

따라서 조사지역의 기본 RMR 값이 64-68이므로(표 3.3.8) 암반의 변형계 

수는 28-36GPa가 된다. 또한 추정 접착력은 320-340kPa이고， 내부 마찰각은 

37-39。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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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공 및 운영을 위한 설계변수 도출 

3.4.1 암석의 역학적 특성 

암석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은 지하공동의 굴착이나 설계 및 안정성 평가 

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는 한국자원연구소내의 

300m 시추를 통해 얻어진 시추코어를 이용하여 실내 암석시험을 수행하였다. 

무결 암석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 조사를 위해서는 202.9 - 204.2m 구간의 

시추코어를 이용하였다.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으로 단위중량/ 흡수율/ 탄성파 

전파속도를 측정하였고/ 단축압축시험으로부터 영률과 포아송비 및 단축압축 

강도강도r 압열인장시험으로부터 압열인장강도/ 그리고 삼축압축시험으로부터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측정하였다. 

시험결과 얻어진 대상부지 암석의 물성은 표 3.4.1과 같다. 이 결과는 3개 

의 시험편을 이용한 시험결과를 평균한 값들이다. 

표 3.4.1 대상부지 암석의 설내 물성시험 결과 

: Ij를「 λ。4 측정 결과 비 고 

단위중량 (gj cm') 2.65 

흡수율 (%) 0.27 

P파 전파속도 (mj sec) 3,300 

S파 전파속도 (mjsec) 2,300 

단축압축강도 (kgj c마) 1,730 202.9 - 204.2m 

압열인장강도 (kgj cm') 120 구간의 시추코어 

「딩rl 콜 ;므 (kgj c따) 500,000 

포아송비 0.22 

점착력 (kgj c마) 250 

내부마찰각 c )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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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암반내에 존재하는 절리와 같은 불연속면은 암반 전체의 변형 및 파 

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연절리변의 거동특성을 조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200 - 230m 구간내에 존재하는 절리면 코어를 채취하여 

절리면 전단시험을 실시하였다. 총 167H 의 절리면 코어에 대하여 시험이 이루 

어졌으며 이로부터 측정된 점착력/ 마찰Zf， 수직강성도r 전단강성도 동은 표 

3.4 .2에 나타나 있다. 이 중 profilometer로 측정 된 JRC 값으로 볼 때 JRC가 

가장 낮은 절리 GRC = 2-4) 및 가장 높은 절리 (JRC = 12-14)에 대한 결과를 

대표적으로 그림 3.4.1 및 그림 3.4.2에 나타내었다. 

표 3.4.2 철라면 전단시험 결과 

Intemal 
Specimen Area Cohesion Kn Ks 

(cm2) 
Friction Depth(m) 

No. (MPa) 
Angle( 0) 

(GPajm) (GPajm) 

1 20.22 0.01 41 .4 6.93 6.62 206.15 

2 18.79 0.04 31.1 4.62 5.35 210.45 

3 18.34 0.08 30.7 7.72 4.65 210.52 

4 17.87 0.07 30.1 11.26 5.32 212.05 

5 18.79 0.09 30.1 6.47 8.08 212.44 

6 17.83 0.03 41 .5 6.98 4.84 212.62 

7 17.68 0.01 35.5 7.46 5.59 212.80 

8 23.62 0.06 27.3 7.27 4.02 215.48 

9 19.68 0.08 22.7 7.82 4.41 216.60 

10 20.49 -0.02 35.2 6.74 6.00 216.95 

11 18.90 0.12 29.2 6.45 6.68 217.36 

12 19.38 -0.02 27.0 4.25 4.48 221 .28 

13 19.93 0.12 28.7 7.56 4.41 222.76 

14 19.49 0.03 31.0 6.05 6.23 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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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암반의 투수성 

(가) 투수계 수 및 Lugeon값 

Lugeon값 01 
;>Ç 투수계수 중요한 지표는 평가하는 으

 
E 내

。
 

트
 「수리학적 암반의 

압력-유량관계로 

투수계수(K) 및 Lugeon값(Lu)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얻어지는 이용한 현장수압시험으로부터 시흐고으-11 。

부터 계산된다. 

이는 이다. 

(cm / sec) 
Q.imQ--」--mL

60 2πLH LU R 
1000 1 2.3 - Q- --- - ---- -60 2πLH <Vb R 

K= 

분당 주입수량 ( 1/ min) ;Q= 단위 

H= 압력수두 ( cm) 

L = 시 험구간 길이 (cm) 

R= 시추공의반경 (cm) 

~요 
PL 

Lμ 

분당 주입수량 ( 1/ min) ;Q= 단위 

(kg/ cm2 ) 

L = 주입구간길이 ( m) 

P= 주입압력 

그리고 이들 단위들은 다음과 같은 상호관계를 가진다. 

1. 035 daγcy 1 cm/ sec 

10 - 4 cm/ sec 

10 -5 cm/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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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력-유량곡선 형태에 따른 투수특성 유형 분류 

현장수압시험에서 얻어지는 압력-유량곡선의 형태는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flow pattem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φ A 유형 Larminar flow 

- 층류 형태로서 압력과 투수량이 비례 

- Lugeon값은 평균치를 적용 

- 그라우트 효과가 가장 양호 

(2) B 유형 Dilation 

- 균열 열림이 가압에 비례하며I 압력 증가에 대해 투수량이 증가 

- 최대압력에서 가장 큰 Lugeon값을 보임 

- Lugeon값은 최소 또는 중간 압력에서 값을 적용 

- 그라우트 주입효과는 양호 

@C 유형 Turbulent flow 

- 균열 열림이 가압에 비례하며/ 압력증가에 대해 투수량의 증가가 적음 

- 최대압력에서 가장 작은 Lugeon값을 보임 

- Lugeon:값은 최대압력에서의 값을 적용 

- 그라우트 주입효과는 양호 

@D 유형 Wash-out 

- 균열의 열림이 가압에 비례하지 않음 

- 같은 압력에 대하여 상승시보다 강하시에 투수량이 많음 

- 시험하는 동안에 균열내 협재물질의 이동으로 Lugeon값은 점차 증가 

- Lugeon값은 최 대 값을 적 용 

- 그라우트 주입효과는 가장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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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유형 : Void filling 

열림이 가압에 비례하지 않음 - 균열의 

- 같은 압력에 대하여 상승시보다 강하시에 투수량이 적음 

- Lugeon값은 시험동안 압력변화에 관계없이 점차 감소 

- Lugeon값은 최 대 값을 적 용 

---------------

끓
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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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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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을 채우는 것과 같은 효과 

- 그라우트 주입효과는 양호하지 않음 

P 

- 균열의 연결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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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수압시험에 의한 압력-유량곡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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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부지 암반에 대한 측정 결과 

한국자원연구소내 300m 시추공에 대한 각 심도별 수압시험으로부터 측정 

된 암반의 투수계수 및 Lugeon값은 1997년도 제1차년도 보고서에 자세히 수 

록되어 있다(제1차년도 보고서의 표 4.2 및 부록 B 참조). 여기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에 따른 투수계수 및 Lugeon값의 변화 양상을 그림 3.4.4에 나 

타내었다. 전체 300m 심도에서 그림에 나타나 있는 측정심도구간 이외의 구 

간은 모두 불투수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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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섬도별 투수계수 및 Lugeon 값의 변화 양상 

132 



3.4.3 초기지압 

(가) 초기지압 및 측압계수 

초기지압은 지하굴착 이전에 현지암반내에 존재하는 교란받지 않은 상태 

의 응력으로서y 초기지압의 생성 및 지역적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중력/ 측 

방향 구속과 관련된 포아송 효과/ 지각운동/ 지질구조/ 암석 특성/ 지형 둥이 

있다. 그리고/ 측압계수( K)는 수직응력 대 수평응력의 비로서/ 최소 및 최대 

수평응력에 대한 범위 또는 평균 수평응력에 대한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훨 < K < 활 kt:느二 ι 
--L- '- .l ‘ avg 

( SH+ Sh) 
2. S v 

(나) 수압파쇄에 의한 대상부지의 초기지압 측정 

한국자원연구소내 대상부지에 대한 초기지압은 약 5년전에 본 연구용 

300m 시추공에 인접한 100m 시추공을 대상으로 수압파쇄를 이용하여 측정된 

바가 있다. 따라서 다시 초기지압을 측정하지는 않고 과거의 측정결과를 이용 

하였다. 당시 지압측정이 이루어진 심도는 37m, 43m, 73m였는데， 각 수압파 

쇄 시험구간에 대한 압력-시간곡선으로부터 압력해석을 통하여 결정된 압력변 

수는 표 3.4.3과 같다. 이 압력변수 결과를 이용하여 각 측정심도에서의 최대 

및 최소 수평응력과 수직응력은 다음식으로부터 계산이 된다. 여기서 r는 

암반의 단위중량인데/ 본 지압산정에서는 0.0268 MN/ m'을 이용하였다. 

Sh=Ps , SH=3Sh-Pr -Po ' S v= y.H 

이상의 표 3.4.3 및 상기식으로부터 계산된 각 측정심도별 최대 및 최소 

수평응력과 수직응력은 표 3 .4.4와 같다. 최대 수평응력의 작용방향은/ 균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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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패차와 orientation tool로 조사한 파쇄균열의 발생방향이다. 

표 3.4.3 수압파쇄에 의한 합력-시간곡선으로부터 결정된 압력변수 

:-11; τ，-1 주입 파쇄압력 二。ïL二「;L/’느。 님l 균열개구압력 균열폐쇄압력 

심도 T 。r=A『-「 ( P b ) ( Po) (Py) , MPa (Ps)' MPa 

m l/min MPa MPa 강ld 3rd 4th 강ld 3rd 4th 

37 4.9 0.3 3.5 3.4 3.4 3.4 3.0 

43 3.0 8.4 0.4 4.9 4.8 4.8 4.0 3.9 4.0 

73 13.3 0.7 8.4 8.3 8.3 5.7 5.5 5.2 

(지하수위 = 4m 하부) 

표 3.4.4 수합파쇄에 의한 초기지압 측정 결과 

측정심도 Sv Sh SH Sh SH 최대수평응력 

m MPa MPa MPa Sv Sv 작용방향 

37 0.99 3.0 5.3 3.03 5.35 

43 1.15 4.0 6.8 3.48 5.91 N88 0 W 

73 1.96 5.2 6.6 2.65 3.36 N80 0 W 

(다) 550m 섬부의 지합 추정 

압축공기 저장공동의 건설 심도를 약 550rn로 하고자 할 때， 상기 초기지 

압은 100m 이내의 천부에서 이루어져서 이 값을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기 측정결과 및 국내 초기지압 측정자료들로부터 550m 섬 

도에서의 지압을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수압파쇄 및 응력해방법에 의해 각 지역별로 비교적 

많은 초기지압이 측정되어 왔다. 이들 측정자료를 종합하여 심도에 따른 수직 

응력 및 평균수평응력의 분포양상을 나타내면 그림 3.4.5와 같다. 이 측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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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을 통하여 심도에 따른 지압양상을 추정하면 다음 

과 같은 관계가 얻어진다. 지압의 단위는 MPa, 심도 H의 단위는 m이다. 

Sv = 0.027. H 

Sh.av = 1. 297 + 0.024. H 

K = 0.889 + 48 떼람 

본 대상부지의 측정심도에 대해 상기식을 적용한 계산치와 측정치를 비교 

해 보면 표 3.4.5와 같다. 

표 3.4.5 대상부지의 측정치와 국내 명균 지압관계식에 의한 계산치의 비교 

측정심도 측압계수/ 
(Sh + SH) 

Km 2Sv 
m 

측정치 (Km) 계산치 ( Kc) 
Kc 

37 4.19 2.19 1.91 

43 4.70 2.01 2.34 

73 3.01 1.55 1.94 

이로부터 본 대상부지에서 비교적 천부인 100m 이내에서의 측정된 측압 

계수는 국내 평균치의 약 2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압계수는 심부 

로 갈수록 변화폭이 적어지므로 500m 정도에서는 국내 평균치의 2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그림 3.4.5 (c)에서 보면 100m 이내의 천부 

에서 측압계수가 4 근처인 것은 국내 측정자료의 상한 경계에 가까우므로 본 

대상부지에서는 심도가 증가하면서 이 경계를 따라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500m 심도가 되면 측압계수는 약 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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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응력은 상기 심도에서의 550rn 대상부지의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본 

1.5배 정도로 본다면/ 다음 이용하여 계산한 값의 국내 평균적인 관계식을 의 

보듯이 

무리가 없다. 

3.4퍼a)에서 

비례하므로 측정심도에서의 상반자중으로 계산하는데 

그림 얻을 수가 있다. 수직응력은 지압 추정치를 과 같은 

심도에 

Sv = 0.027 x 550 = 14.85 MPa 수직웅력 。

Shav = 1.5 x (1.297 + 0.024 x 550) = 21.75 MPa 

--:-14.85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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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영상분석에 의한 절리 특성 및 절리 구조도 

(가) 영상 촬영 및 철리 군집성 분석 

영상분석에 이용된 시추공벽 영상은 한국 자원연구소내의 연구용으로 시 

추한 NX공으로부터 획득하였으며/ 총 300m 시추구간중 200-232m 구간을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영상분석 및 암석 코어에 대한 조사에서 총 124개의 절 

리 궤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중 영상분석에 의해서는 1087TI를 

인식할 수 있었고 167TI 는 BIPS 영상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3.4.6은 BIPS에 의해 촬영된 시추공벽 영상이다. 그림에서 1은 실제 

자연절리로 판정된 것이며 2, 3, 5는 맥 (vein)으로 영상분석에는 절리로 인식한 

것이고 4는 실제 자연절리이나 영상분석에서 인식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영상분석을 통해 구한 200-232m 구간내의 124개 절리의 방향성 

을 해석하고 자연절리와 그 이외에 영상에서 인식한 맥 (vein)， 층리 등과의 방 

향성 분포 특성를 조사하기 위하여 절리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4.7은 

자연절리의 분포를 contour diagram으로 나타낸 것인데， 2개의 주된 절리군이 

해당 심도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 절리군은 중심 contour에서 

30.26%의 분포특성을 보여주었으며f 제 2 절리군은 281/62의 대표값을 보여 

주었으나 제 1 절리군에 비해 집중성이 매우 떨어져 뚜렷한 군집성을 보여주 

지 못하고 있다. 

(나) 절리 거칠기 산정 

시추공 검층 구간내의 시추코어로부터 선정한 167TI 자연절리에 대해 영상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추적된 절리궤적 자료로부터 거칠기를 산정하고， 이를 

rnechanical profilometer에 의한 거칠기 감정 결과와 비교하여 영상분석에 의 

해 산정된 절리 거칠기 값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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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4.6 BIPS에 의한 시추공벽 촬영영상 및 자연절리면 인식 
(스케일 1:1.3, 해상도 144 x 640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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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n=61 
max. dens.=30.26 (at 26/69) 
min. dens.=O.OO 
Contours at 
2.40,4.80,7.20,9.60, 
12.00.14.40.16.80.19.20 
2160,2400,26.40,28.80, 

(Multiples of random distribution) 

Equal angle pr이ection ， lower hemisphere 

그림 3.4.7 철라 분포 다이아그햄 

167~ 자연절리 중에서 주 절리군에 속한 절리 9개에 대해서 주 절리방향 

206。 를 기준으로 한 거칠기 산정 결과는 표 3，4.6과 같다. 두 방법에 의한 결 

과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거칠기 범위 편차 :t 2 내에 해당하는 것은 7개로 

77%에 해당하였다. 제 1 절리군에 속한 절리들중 가장 군집된 157~ 의 절리를 

추출하여 거칠기 산정 방향을 절리군의 경사방향인 206도로 하여 산정한 결과 

에 의하면y 산정된 평균 거칠기 값은 11.15 :t 2.78이었다. 

표 3.4.6 영상분석과 profi1ometer에 의한 절리군 거칠기 산정 결과 

Joint ID JRT2 JRT3 JRT4 JRT5 JRT6 JRT7 JRT10 JRT11 JRT14 

Image 
15.037 8.361 5.532 14.975 13.602 13.361 11.567 12.753 11.438 

analysis 

Profilometer 12-14 4-6 4-6 6-8 12-14 10-12 4-6 12-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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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리군의 강성 추정 

분석된 절리군에 속한 절리에 대하여 절리면전단시험으로 절리의 수직 및 

전단강성을 측정하고 영상분석에 의해 얻어진 거칠기를 Barton-Bandis 모텔에 

적용하여 절리군의 수직 및 전단강성을 추정하였다. 

Bandis둥에 의하면 절리면의 수직 강성 및 전단 강성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k ni.t심 -7.15 + 1. 75JRC + 0 떼휠) 

k s. t없 k si. t없( 1-렇f 
ksi,tan ~ ι( ðntJ 

kj ~ -17.19 + 3.86JRC, for JRC > 4.5 

, Od 절 리 면 구성 암석 의 압축강도(MPa) 

ej 절리면간의 초기간극(mm) 

kj stiffness number (실 험 상수) 

Rf : failure ratio (실 험 상수， 0.23 < ðn < 2.36MPa에 서 평 균 0.783) 

Barton-Bandis 모텔에 근거하여 제 1 절리군의 수직/ 전단 강성을 추정함 

에 있어서l 암반의 불성은 시추주상도에서 암반강도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분류기호는 5-2 기준(강도 범위 50-200MPa)이 우세하게 판정받아 

물성은 ð c = 100MPa, σd 60Pa로 가정하였다. 이들과 제 1 절리군에 대해 

영상분석에 의해 산정한 절리 거칠기 값을 자료로 하여 수직강성을 유도하였 

으며/ 전단강성의 추정에서는 수직응력을 0.5 MPa로 하고 절리면의 기본마찰 

각(basic friction angle)은 약 30。 로 가정 하였다.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Barton-Bandis 모텔에 의해 추정된 절리군의 

수직 강성-변위와 전단 강성-변위 콕선으로부터 얻어진 최대변위/ 초기접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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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y 최대변위의 50%수준에서의 접선강성/ 최대 변위에서의 접선강성을 실험에 

의한 측정치와 함께 표 3.4.7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I Barton-Bandis 

모텔에 의한 추정치가 실험치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절리면 전 

단시험에서의 변위 측정이 절리면을 포함하는 코어 시료 전체의 변위량에 대 

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Barton-Bandis 모텔에서는 절리면에 

서의 변위량에 근거한 강성을 추정한 것이므로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수 

치해석용 모텔링에는 Barton-Bandis 모텔에 의한 추정치를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7 절리군 강생 추정값과 실험값 

수직강성 ~"tH}서 。

6 v m ax Kni,tan Kn,0.5 6 vmax Kn,ð vm ax 6 u m ax Ksi,tan Ks,0.56 umax Ks,6 umax 

(mm) (MPajmm) (MPajmm) (MPajmm) (mm) (MPajmm) (MPajmm) (MPajmm) 

추정값 0.700 0.165 0.660 13.000 0.674 2.338 0.514 0.264 

실험값 0.963 0.165 0.169 10.022 0.255 2.742 0.240 0.121 

(라) 절리 구조도 

이상의 절리 영상 분석을 통하여 절리군에 대한 방향성 분석l 거칠기 산정 

및 강성의 추정 결과들을 종합하여 절리 암반 모델링에 필요한 구조도를 작성 

하였다. 절리 구조도는 특정 방향에 대한 절리의 발달 구조를 구체화하여 암 

반 모델링에서 보다 정확한 요소망을 구성하고 절리군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림 3.4 . 8은 2개의 주 절리군에 대한 구조도로서 (a)는 터널 굴진의 경우 

굴진방향이 NS방향일 때 막장변에서 나타나는 절리구조를 나타나게 한 것이 

며 (b)는 굴진방향이 N30E일 때 나타나는 막장면의 절리구조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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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절리 해석을 통해 얻어진 절리군의 특성과 해석에 적용된 암반의 주 

요 물성을 요약하면 표 3.4.8과 같다. 

표 3.4.8 절리군 분석 종합 결과 

Parameters Joint Set 1 

Orientation( degree) 206/21 

Joint Roughness Coefficient 11.15 :t 2.78 

(Jc (MPa) 100 

(Jd (MPa) 60 

φb(degree) 30 

kn(MPa/mm) 
k ni.tan 0.165 

k n.O.5L1v max .tan 0.660 

k n. LIV max tan 13.000 

ks(MPa/mm) 
k si. tan 2.338 

k s.O.5Â1 ~xtan 0.514 

k S. Â1 n‘ x. tan 0.264 

3.4.5 설계변수의 종합 요약 

지하 압축공기 저장기술 연구에 있어서 각종 설계변수 도출을 위한 시험 

대상 부지는 한국자원연구소내로서 300m 시추공 및 시추코어를 이용하여 각 

종 시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암석 물생 

대상 부지의 암반은 화강암으로서/ 200m 하부의 시추코어를 이용한 실내 

불성시험을 통하여 단위중량l 홉수율l 탄성파전파속도/ 단축압축강도， 압열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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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l 영률/ 포아송비/ 점착력 y 내부마찰각 등을 측정하였다. 단축압축강도는 

1,730 kg/ c따로 국내 암반등급분류기준에 따르면 경암에 속한다. 이러한 무결 

암석의 물성은 RMR평가자료와 연계하여 암반물성 변환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실제 설계에 필요한 암반 물성을 도출할 수 있다. 

200-230m 구간의 147B 절리면 코어에 대한 절리면 전단시험을 통하여/ 

암반의 변형 파괴 특성에 중요한 현장 영향요소인 자연절리의 역학적 특성을 

조사였다. 절리변의 마찰각은 20 0 -40。 의 범위를 보이고 수직 및 전단 강성 

도는 4-10 GPa/m로 나타났다. Profilometer로 측정한 JRC값은 4-14의 범위 

를보였다. 

(나) 투수특성 

수압시험을 통하여 암반의 투수계수 및 Lugeon값을 측정하였다. 300m 전 

체에 대해 5m 구간으로 시험을 하였는데/ 천부인 10-40m 사이의 5개 구간과 

174-179m, 21O -215m 구간에서만 측정치가 얻어졌고/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 

은 불투수성으로 나타났다 .. 측정이 이루어진 구간에서의 평균 투수계수는 

11.0 X 10-5 cm/ sec였고/ 평균 Lugeon값은 8.474로 측정되었다. 

(다) 초기지합 

대상 부지에 대한 초기지압측정은 이미 수압파쇄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바가 있다. 측정심도는 30-80m 구간으로서 평균수평응력에 대한 측압계수는 

3.01-4.70의 범위로 나타났다. 압축공기 저장공동의 심도를 550m 정도로 할 

때l 초기지압이 측정된 심도는 상당히 천부에 해당되므로 550m 심도에 대한 

지압을 추정해 보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초기지압 측정자료의 선형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국내의 평균적인 지압관계식을 적용하면 측정심도구간에 

서의 측압계수는 1.55-2.19로 계산되어서I 본 대상 부지의 100m 이내에서의 

측정치는 국내 평균치에 비해 약 2배의 측압계수를 보였다. 그리고/ 측압계수 

는 심부로 갈수록 변화폭이 적어지므로 500m 정도에서는 국내 평균치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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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또 국내 초기지압 분포를 보면 100m 이내의 

천부에서 측압계수가 4 근처 인 것은 국내 측정자료의 상한 경계에 가까우므로 

본 대상부지에서는 심도가 증가하면서 이 경계를 따라갈 것으로 본다면 500m 

심도에서는 측압계수가 약 1.5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본 대상부지의 550m 심도에서의 수평응력을 국내 

평균적인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의 1.5배 정도로 하여 지압을 계산하면/ 

수직응력은 14.85 MPa, 평균수평응력은 21.75 MPa, 그리고 평균수평응력에 대 

한 측압계수는 1.46으로 추정되었다. 

(라) 절리 영상분석 

BIPS를 이용하여 획득한 시추공벽의 절리 영상자료의 영상 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주 절리군의 발달방향은 206/21이었으며 소규모의 제 2 절리군이 폰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분석을 통한 거칠기 산정 결과와 mechanical 

profil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코어의 거칠기 궤적의 비교에 따르면 약 80% 

수준의 일치성을 보여 영상분석에 의한 거칠기 산정 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rton-Bandis 모텔에 의한 절리군의 강성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절리면 

전단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치에 비해 추정치가 높게 나타났으나 

실험 조건을 고려하면 추정치를 절리군의 강성치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된다. 

절리 방향성을 입력변수로 하는 절리 구조도 작성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 대상 암반의 절리구조도를 작성하였다. 이 절리 구조도는 해석용 절리암 

반의 모텔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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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압축공기 저장시설의 layout 

3.5.1 지하저장 공동의 설계 

3.5.1 .1 공동배치 결정 요소 

지하 저장시설의 layout은 공동의 용량과 사용압력의 범위 동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암반내 저장 공동의 안정성에는 주변 암반의 지반조건과 암 

반의 응력 상태가 중요하다. 암반의 응력조건은 공동의 layout과 저장 내압 등 

의 계획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암반공동의 안정성을 위해 검토되어 

야 하는 요소들/ 즉 공동배치의 결정요소는 다음과 같다. 

b 공동의 심도 

P 암반의 역학적 특성 

P 초기지압 

P 공동의 크기와 형상 

p 공동의 축방향 

p 공동간 거리 

3.5.1.2 공동의 심도 

수봉방식의 경우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의 내부압력에 상응하는 

수압이 공동주변에 필요하다. 공동내 압기의 저장 압력이 500bar인 것을 감안 

하면 자연 수봉방식에서 필요한 수두는 공동의 천정을 기준으로 할 때 500m 

여야 한다. 시추공 조사에서 지하수면은 지표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되 

었으므로 지하공동의 적정 심도는 550m이다. 

3.5.1.3 암반의 역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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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심도에서 채취한 암석시료에 대한 실험실 시험값은 표 3.5.1과 같다. 

이 자료와 함께 시추코아 조사로부터 기본 RMR 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3.5.2와 같다. 기본 RMR값은 뒤에 현지암반의 물성을 산정하는데 이용 

하였다. 

표 3.5.1. 실험실 시험으로부터 구한 암석물성 

심도 
시료번호 

밀도 압축강도 。VJ7J-s투- r1、~ 돋 ~ 쁘와 점착력 내부마찰 

(m) (gjcm~ (kgjcm2) (kgjcm2) (105kgj cm2) 송비 (kgjcm2) 각(도) 

1-1 0.27 1,750 110 5.12 0.22 
202.9-

1-2 0.27 1,770 120 5.29 0.22 250 53.9 
204.2 

1-3 0.28 1,660 120 4.59 0.23 

평균 0.27 1,730 120 5.00 0.22 

표 3.5.2. 기본 RMR값 산출 

시추공 압축강도 RQD 불연속면간격 지하수 불연속변상태 
기본 RMR 

조사심도 RMR 점수 RMR 점수 RMR 점수 RMR 점수 RMR 점수 

약간거침/ 

1,730 kgjcm 2 92.7 30-60cm 젖음 이격 O.l-lmm, 
156 - 연한충전물 <5mm, 

212m 풍화없음 

13.3 18.4 10.5 7 19 68 

원위치 암반의 물성을 산정하기 위하여 (3-5-1)식과 같은 Hoek and 

Brown(1980)의 파괴식을 이용하였다. 

이 (} 3 +V m (} c (} 3 + S () ~ (3-5-1) 

여기서 (}1 파괴시 최대주응력 

(}1 시료에 가해진 최소주응력 

(} c 무결암의 단축압축강도 

m , S 암석종류에 따른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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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되지 않은 암반의 경우/ 상수 m과 S는 다음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Hoek， 199이. 

m ____ f R'MR- lQO \ 
m ; ‘ p \ 28 (3-5-2) 

s= exp( RM%-100 ) (3-5-3) 

여기서 mi는 무결암에 대한 m값이다. 

(3-5-1)식 에 63=0, 61=0를 대 입 하면 각각 암반의 단축압축강도 6 CIll과 인 

장강도 TIll을 구하는 식이 된다(Hoek and Brown, 1980). 

6 cm=감 6 c (3-5-4) 

T m = 좋(m-잖파s) (3-5-5) 

단축압축 강도가 Mohr-Coulomb과 Hoek-Brown의 파괴조건에 대해서 동 

일할 경우 다음 식이 성립된다. 

6 n= 41릎과 

6 n쿄긍껄 

(3-5-6) 

(3-5-끼 

(3-5-6)과 (3-5-7)식으로부터 암반의 내부 마찰각 Ølll과 점착력 CIll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Þ m = 90 - arcsin (끓둥) (3-5-8) 

C m = T- 6 n tan cþ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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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의 변형계수 Em은 RMR값으로부터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된다(Hoek 

et al., 1998). 

」렌잭二llì 

E m= 10 10 (GPa) (3-5-10) 

Hoek and Brown(198이에 따르면 화강암에 대한 rnj는 25이므로 표 3.5 .1, 

3.5.2와 식 (3-5-5), (3-5-8)-(3-5-10)을 이용하여 산정한 각 변수들의 값은 다음과 

같다. 

Øm=67。

cm=2.95MPa 

Em=28.2GPa 

그런데 산정식에 의해 구한 Øm은 실험실 시험값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나왔으므로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본 설계에 있어서는 Truernan이 제안한 다 

음식 (Moharnrnad et al., 199끼을 이용하여 마찰각을 산정하였다. 

rþ m= O.5RMR+ 5 (도) (3-5-11) 

이와 같이 결정된 설계정수를 실험실에서 시험 결과와 비교하면 표 3.5.3 

과같다. 

표 3.5.3. 실험실에서 구한 물성값과 현지암반 물성 산정결과와의 비교 

D(ge/ncsmit3)y 
Em(GPa) 

V 
LabjH 

0.27 0.22 50/28.2 

* H : Hoek et al.(1998) 
HB Hoek and Brown(198이 
T : Trueman(Mohammad et al., 199끼 

Tm(MPa) 
LabjHB 

1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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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초기지압 

표 3.5.4는 대상부지에서 수압파쇄 시험에 의하여 측정된 초기지압의 크기 

이다. 세 심도의 측압계수는 3.2에서 4.9 사이에 분포한다. 그리고 최대수평 주 

응력의 방향은 N80W에서 N88W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중호 외/ 

1993). 대상부지의 측압계수는 다른 지역에서 측정된 값들에 비해 매우 큰 경 

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표 근처에서 과다한 수평응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표 3.5.5와 같이 200m 하부의 심도에서 측정된 결과에 따르 

면 K값이 2.5를 넘 지 않으며 특히 500m이 하 심 부에 서 는 0.6-1 .4 사이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송원경l 권광수I 1988). 

표 3.5.4 수압파쇄 시험에 의해 측정된 초기지압(신중호 외 I 1993) 

심도 (J v* (J h(MPa) 
(J v/ (J h,a 

MPa m (5 h. min (5 h.ma< (J h,avg 

37 0.99 3.0 5.6 4.3 4.3 

43 1.15 4.0 7.2 5.6 4.9 

73 1.96 5.2 7.3 6.3 3.2 

*수직웅력은 상부지반의 무게로 환산한 수치임 

표 3.5.5 국내 초기지압 측정 자료(송원경/ 권광수I 1988) 

측정장소 측정심도(m) (J v(MPa) (J h(MPa) (J v/ σh 

A 220 3.94 9.86 2.5 

B 260 6.55 9.18 1.4 

C 532 8.79 12.2 1.4 

D 701 15.2 8.85 0.6 

E 854 18.4 24.8 1.3 

3.5.1.5 저장공동의 축방향 

151 



암반은 충리/ 절리 등 균열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상당히 나타낸다. 절리가 있은 암반내 지하공동의 축방향은 균열이 탁월한 방 

향과 직교하도록 공동의 장축을 설정하는 것이 안정상 바람직하다. 또한 잠정 

적으로 불안정한 쐐기의 체적이 가장 적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림 3.5 .1은 가장 단순한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I 두 개의 주된 절 

리가 교차할 경우 가장 유리한 축방향을 모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가장 불 

리한 축방향은 그림 3.5 . 1.a와 같이 불연속면의 교선의 주향방향과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공동과 평행하게 대규모 쐐기형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반 

면에 그림 3.5.1.b와 같이 공동의 축방향이 절리의 교선 주향방향과 직각으로 

교차할 때 가장 유리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Hoek and Brown, 1980). 그 

러나 대부분의 암반에는 다수의 불연속면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 방향 

의 선택은 매우 어렵다. 

(a)불리한 축방향 (b)유리한 축방향 

그림 3.5 .1 바람직한 공동축 방향의 설정 (Hoek and Brown, 1980) 

시추공내에서 BIPS에 의해 지표로부터 300m 하부까지 촬영한 불연속면 

의 평사투영 분석결과 그림 3.5.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집중도가 높 

은 불연속변의 방향은 201/70, 197/23, 088/17의 세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광수 외， 199끼. 이는 제 1 절리군의 방향이 N69W이며 제 2 절리군의 방향 

은 N73W임을 말해 준다. 

지하 저장공동의 안정성에 유리한 축방향은 절리변의 관점에서는 N6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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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각방향인 N21E이며 y 최대 수평주응력의 관점에서는 N84W에 평행한 방 

향이다. 그러므로 그림 3.5.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이들 두 방향의 가운데인 

N60E를 공동의 축방향으로 설정하였다. 

N 

하
。
 

바
。
 
v 역

「
 
빠
 

즈
，
‘
 

S 

그림 3.5.2. 절리면과 주응력을 고려한 최적의 공동축 방향 

3.5.1.6 공동의 크기와 형상 

이상적인 공동형태는 원형 혹은 그것에 가까운 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 

하발전소와 같은 대단면에는 달갈형의 단면형태가 이용된다. 그러나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동을 고려한다면 말발굽형 단면이 적당하다. 

서울 화력발전소 부지내 지하 압축공기 저장시설 설계(한일영 외， 1998)에 

적용된 공동 단변을 기준으로 그림 3.5.3과 같은 규모의 예비공동을 설계하였 

다. 공동의 폭은 14m, 높이는 22m이며 3단계로 나누어 굴착된다. top heading 

은 변형된 계란형의 아치형 천반을 갖으며 높이는 7m이다. 

이렇게 설계된 공동의 단면적은 290m2이다. 저장공동의 용량을 20만m3로 

가정할 때 공동의 총연장은 약 700m이므로 길이가 180m인 공동 네 개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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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로 배열한다. 그림 3.5.4는 이와 같이 설정된 저장공동을 한국자원 연구소 

부지내에 설치한 도면이다. 

~ I I Top heading 

E 
% ! ￡ 8ench I 

ζ
 
‘ 

i l 8ench" 

14m 

그림 3.5.3 저장공동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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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지하 저장공동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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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공동간 거리 

저장 시설은 네 개의 공동이 병렬로 구성될 예정이므로 공동간 간격은 공 

동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연 수봉 방식에 있어서 공동 사이의 

암반에 간극수압이 충분히 얻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밀성의 관 

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이간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 

@ 암반의 역학적 성질 

@ 초기지압의 크기와 방향 

@ 불연속면 (단층/ 파쇄대I 관리/ 층리 동)의 규모 · 방향 

@ 단면의 형태 및 크기 

3.5.2 안정성 해석 

3.5.2.1 단일공동 

가. 모델의 구성 

앞절에서 설정한 공동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단일 공동에 대 

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수치해석에는 FLAC을 이용하였으며 지하공동이 

좌우 대칭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모델의 구조는 그림 3.5.5와 같이 공동의 오른 

쪽 부분만으로 제작되었다. 

공동이 500m 이하의 심부에 위치하여 막대한 지압을 받고 있으므로 공동 

굴착에 따른 영향범위는 넓지 않고 공동 주위에 국한된다. 따라서 모텔의 경 

계면을 공동 주변의 일정 거리로 제한하였으며 모든 경계면의 변위를 구속하 

는 조건을 사용하였다 초기응력은 심도에 따른 상부하중과 측압계수 K에 따 

라 산정하여 모텔의 각 요소에 할당하였다. 

초기지압 측정결과는 대상암반의 K값이 약 4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나(표 3.5.4 참조) 측정 심도가 낮으므로 저장공동과 같은 저심도의 응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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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비슷한 심도 

에서 측정된 다른 자료(표 3.5.5 참조)에 근거하여 K=l .5를 사용하였다. 또한 

비교를 위하여 K=O .5, 1.0, 2 .0일 경우에 대해서도 해석을 실시하였다. 

E~끼T낸 "‘”、 ‘，.... …션1‘qνQ‘r…‘ 1; = 1 7 

I FLAC αersion 3.40) 

.,“'/'''' ,;. • 
..." ‘ 

LEG1:' 1) 

4끄3E." ‘“ ’ ωF..Il 
J꾀[‘·’ “< I UlE‘U 

c...， 아‘ 

」←←←→→←

’ i‘ ’ 

0'"“>400" 
• L .. A"C"‘ i 

~ ~ • • • - - ~ - • ( 

L••••••••••••••• •(••••• 

‘ - 、，,-., 

그림 3.5.5 수치해석 모델의 요소망 

공동의 보강대책 수립을 위하여 모델은 보강이 없는 자연 암반 굴착 상태 

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공동은 전단변 굴착을 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텔에 적용된 물성은 표 3.5.3에 표시된 현지 암반의 물성값을 사용하였 

다. 지하수면은 지표에서 형성되고 있으므로 지표로부터 공동까지 완전포화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모텔 각 요소에 심도에 해당하는 간극수압을 할당하 

였다. 

나. 해석결과 

K값에 따라 공동 주변에 발생되는 소성영역의 분포와 응력분포의 변화를 

그림 3.5.6에 도시하였다 수직응력이 수평응력보다 크면 소성영역이 측벽에서 

발생되는 반면l 수평응력이 수직응력보다 큰 경우에는 공동의 상하반에 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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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K값이 커짐에 따라 소성영역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상반에서보다 하반 쪽에 더욱 발달되고 있다. 이는 K=l.5일 때 공동 주 

변의 응력분포를 도시한 그림 3.5.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의 측벽보 

다는 상하반에 응력 집중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 수직응력보다 수평응력이 크 

므로 측벽에서 가장 많은 변위가 발생하며 그 크기는 3cm 정도이다(그림 

3.5.8). 천정과 바닥에서는 lcm 내외의 변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l.5일 때 소성영역은 상반에서 3m, 하반에서 5m 정도까지 발달되므로 

상반과 하반에 록볼트를 각각 5m와 7m 깊이까지 시공하여 공동을 보강할 필 

요가 있다. 만일 K=2라면 측벽부에 인장파괴가 일어나므로 측벽의 보강도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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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복합공동 

역학적으로 공동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개의 공동 

으로 구성된 대칭모델을 제작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초기응력 조건과 

해석과정은 단일 공동의 경우와 같으며 공동 간격이 공동폭의 1배， 2배 3배인 

경우를 분석하였다. 

그림 3.5.9는 해석 결과로서 공동 주위에 발생되는 소성영역의 변화를 보 

여준다. 그림 3.5.9a에서 저장공동들이 공동 폭만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공동 사이의 소성영역이 연결되어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공동이 폭의 두 배만큼 떨어져 있으면 파괴가 일어날 정도로 소성대가 발 

전되지는 않으나 가운데 위치한 공동의 측벽에서 단일 공동의 경우에는 발생 

되지 않던 소성영역이 비교적 넓게 발생되므로 이 부분의 안정성에 문제의 여 

지가 있다(그림 3.5.9b). 

그림 3.5.9c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간격이 폭의 3배일 때 발생되는 소성영 

역은 단일공동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그림 3.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력집중이 중첩되는 구간이 공동 사이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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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해석 결과는 이 거리에서는 공동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공동은 최소한 폭의 3배 이상 떨어져야 안전상 문 

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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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압축공기 저창시설의 굴착 

4.1 굴착 설계 기초 

4.1.1 심빼기 공법 

암석굴착발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면의 활용이다. 따라서 발파작업 

을 수행할 때 발파공을 최소저항션의 방향에 평행하게 천공하는 것은 발파효 

과의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터널굴착의 경우와 같이 1 자유변인 경 

우는 먼저 심빼기 발파를 실시하여 미세한 시간차로 자유면을 넓혀서 최소저 

항션을 짧게 해주어야 한다. 심빼기를 위한 심빼기 공의 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경사공 심빼기 공법 (angle cut) 

V 형 

- Pyramid 형 

-쐐기형 등 

나. 수평공 심빼기 공법 

- Bum cut 

- Coromant cut 

- Cylinder Cut 

- No cut 동
 

1) 경사공 섬빼기 공법 

경사공 심빼기 공법은 발파단면(갱도단면)의 중앙부에 갱도단면과 적당한 

각도로 경사를 가지고 천공하여 공저에 폭약이 1점 또는 1선 상에 장약이 집 

중되도록 천공하는 방법으로 천공되는 구멍의 배열에 따라 V형， Pyramid 형 y 

쐐기형 등으로 분류된다 (그림 4.1.1 참조). 일반적으로 Pyramid형이 많이 사 

용되고 있지만 암반이 약할 경우는 V형이 그리고 단면적이 제한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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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기형이 적용되기도 한다. 암질I 굴진길이/ 천공직경r 폭약 둥에 의해 천공수 

가 결정되며 어느 발파방법이던지 공저를 20crn 간격으로 집중시키고 충분한 

천공각도를 취하고 그리고 고폭속 폭약을 조밀하게 장약하는 것이 펼요하다. 

이 방법은 각도를 가지고 천공하기 때문에 굴진길이는 터널의 단변에 제약을 

받고/ 경사 심빼기공들의 끝부분을 한점 또는 한 선상에 오도록 천공하는 것 

이 힘든 단점이 있다. 

/ ~ V ~ ~ ~ 
k ~ ~ ~ 

(J •• ‘’ 

a) Pyrarnid cut b) V-cut 

그 림 4.1.1 Pyramid cut 과 V-cut 

V-cut 

일반적으로 굴진길이는 터널폭의 40-50% 정도가 된다. 이 발파방법의 설 

계는 다음과 같이한다. 천공직경을 D, 천공길이를 L로 할 때 

- 심빼기의 총 높이 Hc = 46 D 

- 저항선 B = 30D 

- 하부 장약 집중도 Qf = 990D2 (D의 단위 m) 

- 하부 장약 길 이 lf = 0.3 L 

- 주상 장약 집중도 Qc 0.5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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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색 길 이 T = 12D 

심빼기확대공도 터널축에 대해 경사지게 천공한다. 

- 저항선 B = 24D 

- 하부 장약 집중도 qf = 990 rJ (D의 단위 m) 

- 하부 장약 길이 If=O.3L 

- 주상 장약 집중도 qc O.4qf 

- 전색 길 이 T = 12D 

심빼기공과 심빼기 확대공은 MS 뇌관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DS뇌관 

을 사용한다. stopping 이나 터널벽 주변공의 천공 패턴은 평행공 심빼기 공 

법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명행공 섬 l의기 공법 

경사공 심빼기 공법은 발파단면의 폭이나 천공장비의 종류에 따라 섬빼기 

공의 길이가 좌우되어 1회 굴진장의 길이가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발파방법이 평행공 심빼기 공법이다. 

평행공 심빼기 공법에는 bum cut, coromant cut, no cut 퉁이 있다. 이 

들 공법의 공통점은 발파단면의 중앙부에서 굴진방향으로 몇 개의 평행공을 

천공하여 이들을 심빼기공으로 활용하여 발파한다. 따라서 경사발파공의 섬 

빼기 발파의 공동은 원추형이나 쐐기형을 이루지만 평행공 심빼기 공법은 거 

의 원통형을 이루게 되며 터널의 단변에 관계없이 발파작업을 실시할 수 있 

다. 

가) Burn cut 

버언컷트에서는 몇 개의 심빼기공을 길이가 일정하게 통일하여 천공하고 

이들 중 무장약공과 인접하는 장약공에 의한 암석파쇄를 무장약공을 향해 실 

시하고 차차 확대해 가는 발파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발파단면은 자유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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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2차적인 의미를 가지며 오히려 무장약공이 자유면으로서 작용함으로 무 

장약공의 배치에 따라 발파효과가 좌우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심빼기공의 길 

이는 어느 정도 길고 높은 정밀도의 평행성이 요구된다. 만일 천공길이가 짧 

거나 평행하지 않으면 버언컷트의 효과는 감소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심빼기 

공의 길이는 발파단면의 긴 변의 1-1.5배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버언컷트법은 1회 발파의 굴진장이 길며y 발파단변의 크기에 큰 제한을 

받지 않고I 천공하기가 쉽고 파쇄된 암석의 비산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 

장약이 되던지 폭약의 위력이 너무 강하면 파쇄된 암석이 막장면으로 밀려나 

오지 못하고 공내에 단단히 끼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천공간격이나 장약 

량의 오차허용 한계의 범위가 좁고 확실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 버언컷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파단변의 중앙부에 대구경의 무장 

약공을 천공하는 cylinder cut이 있다. 이 무장약공을 대구경으로 할수록 성 

공의 확률이 높아진다. 

O 

• 
O 

• 
O 

• 

• 
장약공 

나) Coromant cut 

O 

O 

• 

• 

O 

무장약공 

O 

O 

그림 4.1.2 burn cut 

O 

• 
O 

O 

O 

O 

먼저 발파단면 중앙부에 57rnrn의 bit를 이용하여 1개공을 천공하고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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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guide tube를 삽입 고정 시 켜 이 것 에 따라 1공을 더 천공하여 2개 공을 8자 

모양의 하나의 무장약공으로 천공한다. 이 무장약공 주위에 6개의 장약공을 

그림처럼 형판(ternplate)을 사용하여 천공한다. 무장약공 주위의 발파공 배치 

를 항상 일정한 조건으로 유지시켜 심빼기 발파를 수행한다. 이공법의 천공 

패턴은 그림 4.5와 같다. 형판을 이용 소형 착암기로 유효한 무장약공을 천공 

할 수 있고 언제나 동일 규격의 청공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암 

질 등의 변화에 의한 천공패턴의 변화가 어렵다. 

1.8m 

1.3m 

그 림 4.1.3 coromant cut 

다) No cut법 

심빼기공이나 주위의 발파공을 모두 같은 공경으로 천공하며， 심빼기 부분 

에 천공을 집중장약 상태로 하여 발파를 실시한다. 심빼기 부분의 발파시 집 

중력에 의해 심빼기 효과를 얻으려는 방법이다. 따라서 심빼기 부분의 폭약은 

제발 발파에 의해서 발파된다. 이 방법에 의하여 파괴되는 암석은 대괴로 되 

고 비산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터널굴착에서 사용은 신중한 검토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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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누두공 시험 및 장약량 계산 

1) 누두공 시험발화 

누두공 시험발파 개념과 개발은 Livingston(1962)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 

누두공 시험발파는 화약의 성능 및 특성과 발파의 현상 그리고 서로 다른 암 

종에 있어서의 발파성(Blastability)을 연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누두공 시험발파는 구형 또는 정방형의 장약 또는 짧은 원통형 장약(직경 

대 길이의 비가 1:6)에 의해 주위에 있는 암반이 발파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적당한 깊이로 암반에 장전하여 발파하면 원뿔형태의 파괴공이 생기도록 한 

다. 

발파에 의해 암석에 전달된 에너지는 장약의 깊이와 발파에 영향을 받은 

암반의 체적에 의해 좌우된다. 심도가 얄은 경우는 폭풍압의 형태로 대기로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고 심도가 과도한 경우는 암반을 파쇄시키고 지반진동을 

일으키는 데 모든 에너지가 사용된다. 

Livingston은 변형률에너지 Et를(주어진 암석-화약 조합을 나타내는 특성상 

수) 한계심도 Dc와 장약량 Q사이의 관계를 다음의 실험식으로 표시하였다. 

4 
Dc Etx Q 3 (4.1) 

Dc는 균열의 형태로 외부에 대한 작용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시로 부터의 

거리. (4.1)식을 다음의 형태로 다시 쓸 수 있다. 

L 
Dg L1 X E t X Q 3 (4.2) 

여기서 Dg는 장약의 무게중심에서 지표까지의 거리 

L1 Dg/ Dc 심도관계를 나타내는 무차원 계수 

화약이 누두공 체적 V를 최대화하기 위한 피복심도를 적정심도 Do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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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 다음과 같다 

J。 Dol Dc L1o: 적정심도비 (4.3) 

적정심도를 구하기 위한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실제 발파해야 할 암반과 같은 암반 그리고 실제 사용될 같은 화약으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발파공은 가능한 클수록 좋다. 

- 발파공은 자유변에 수직되게 천공한다. 

- 심도별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실험에서는 가능한 일정 간격으로 충분한 

실험을 하도록 한다. 

- 장약의 길이는 천공직경의 6배로 하고 전색을 충분히 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누두공의 반지름을 R 장약의 중심에서 자유변까지의 거리를 

초쇠저항선 W라 하고/ 누두공의 형상은 R과 W의 비인 누두지수 n (=RjW)로 

표시한다. 

누두공 시험발파에서 누두공의 반지름과 최소저항선의 길이가 같은 누두 

지수가 1인 경우의 장약을 표준장약이라 하고 n > 1인 경우를 과장약이라 하 

고 n < 1 인 경우를 약장약이라 한다. 과장약의 경우는 암석의 과파쇄와 비산 

퉁이 일어날 수 있고/ 약장약의 경우는 공발이나 부석 둥이 발생될 수 있다. 

2) 일반발파에서의 장약량 계산 

발파에서 필요로 하는 장약량은 파쇄하고자 하는 암석의 체적에 비례한 

다는 Hauser의 공식 이 있다. 

L c. v = c. W3 (4.4) 

L: 장약량 (kg) 

C: 발파계 수 (kgj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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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파쇄 체적 (m') 

W: 최소 저항선(m) 

이중에서 발파계수 C는 

C = g' e' d.t.Æ W) (4.5) 

로 제시된다. 

가) 암석계수 (g) 

암석계수 g는 암석의 발파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계수로 암석 약 1m' 

을 발파할 때 필요로 하는 폭약량을 나타낸다. 

나) 폭약계수 (e) 

폭약계수 e는 어떤 특정의 폭약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을 다른 폭약과의 

발파효력을 비교하는 계수이며 강력한 폭약일수록 이 값이 작아진다. 

e 

p 
-D 

얘
 

퍼
 

n ” u 
+ 4 

￡
 

$ n U (4.6) 

여기서， f: 폭력 

PD 폭굉압 

/0, PDo 기준치 

PD 늑 iPe(D끼2 (4.끼 

여기서 Pe 폭약의 비중 

DV: 폭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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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색계수 (d) 

전색계수 d는 폭약을 발파공에 전색한 후 모래나 점토로 발파공을 메워 

틈새를 없이 하여 폭약을 발파공 안에 밀폐시킨 상태를 1로 하고 그 밀폐정도 

에 따라 계수의 값이 달라지며 이 값을 정확하게 구하기는 힘들다. 전색을 

하지 않은 경우는 d=1.25로 하고 불완전한 전색의 경우에는 1<d<1.25로 한다. 

라) 장약계수 (Q 

터널발파의 경우 보통 장약의 경우에는 1=1.0 으로 하고 제어용 폭약을 

사용하여 약장약을 할 경우는 1=1.05로 한다. 

마) scale 효과 및 파괴정도의 언자 ( f~씨 ) 

발파에 의해 암석을 파괴시키는 에너지 (E)는 

E = A W2 + BW3 + CW4 

여기서， E 에너지 

W: 최소저항선 

A,B,C: 정수로 나타낸다. 

(4.8) 

윗 식에서 AW2 항은 암석의 절단에너지 ， BW3은 암석내부에 균열을 생성 

하기 위한 에너지， cvt은 암석의 이동I 비석에 소비된 에너지를 나타낸다. 

f(W)는 윗식을 W3으로 나눈 것이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 W) 뚱 + B + CW (4.9) 

윗 식에서 계수 A, B, C는 발파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터널발파의 심빼기 

발파에서는 A=0.3, B=0.4 - 0.7, C=0-0.01의 계수가 사용되고 심빼기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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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에서는 A=O.3, B=O.2 -0.5, C=O으로 한다. 

1공 당의 장약량은 심빼기공 이외의 공에 대해서는 

L = CDWH (4.10) 

D: 공간격 H: 굴진길이 

V-cut 심빼기공에 대해서는 

W3 ( (η- 1) D I " 

L = C~~ ‘ 2η W 1 .1.) (4.11) 

로 제시된다. 

4.1.3 대구경 Burn cut (cylinder cut) 

1) 천공간격 

무장약공과 장약공사이의 거리나 장약량 및 가능한 굴진 길이는 암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G 

Sl --------

S3 
/ 

~----- 자야고 

므자야고 --,- c二， -, ζ그 

그림 4.1.4 무장약공과 장약공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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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4와 같이 직경 φ의 무장약공과 중심간의 거리 a의 위치에 직경 

φb인 장약공을 설치했다고 하면 공사이의 파쇄부의 면적 51, 각 공의 단면적 

을 각각 52, 53 또한 51부 파쇄암이 n배 증가된다고 하면 

Sl + S2 + S3> nS1 의 조건을 필요로 한다 Yarnashita둥은 n >1.7이 적당 

하다고 판단하였고， Langerfors에 의하면 n=1.9 - 2.57} 된다. 

a > 2.1$ 변형 

a = 1 .5 -2.1φ : 파쇄l 파쇄암이 속에 남는다 

a < 1.5$ 완전 파쇄 가 되 며 

여기서 a = 1.5$ 정도를 하나의 지표로 보아도 좋다. 

2) 장약량 

무장약공을 향하여 암석을 파쇄하기 위한 필요한 장약량은 통상 단위길이 

당의 장약량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암질I 무장약공의 공직경/ 장약공의 공직 

경， 2공사이의 간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 관계를 Langerfores는 다음 식으로 제시하고 있다(장약공의 공직경은 

32rnrn). 

1 = 1.5 x 10 -3 (a/ </>)3/2 (a- </>2) 

l : 단위길이당의 장약량 (kgjrn) 

a 2 공간의 간격 (rnrn) 

φ : 무장약공의 공직경 (rnrn) 

(4.12) 

이식에서 2공 사이의 거리가 커지면 장약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무장약공 

의 공직경이 커질수록 장약량이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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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tafsson은 경험상 각각의 기본 자료를 다음 표 4.1과 같이 제시하였고 

전색의 길이는 저항선의 반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표 4.1.1 심넥기공의 장약량 

장약공경 (mm) 장약량 (kg/ m) 

32 0.25 
35 0.30 
38 0.36 
45 0.45 
48 0.55 
51 0.55 

3) 최대굴진 길이 

무장약공경 (mm) 

57- 2x76 
76- 2x76 
76-2x76 
2x76- 125 
2x76-125 
2x76-125 

가능한 최대 굴진길이는 무장약공의 공직경 및 공수로 결정되지만 무장약 

공 주위의 천공배치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Langefores는 네 개의 대표적인 모텔 패턴을 만들고 각각 95%의 확률로 

굴진 가능한 천공길이를 다음 표 4.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 이것은 최대 

치이므로 실용적인 변에서 20-30% 낮게 사용하여야 한다. 

표 4.1.2 4개 Model pattem에 대한 진행률 95%에서의 최대굴진 가능 길이 

2x 2x 10 2x 11 12 15 20 
φ mm 75 83 

57 69 0 75 0 5 0 0 
Double 

3.1 3.0 3.3 3.8 3.8 4.1 4.1 4.5 5.1 6.3 
spiral 

4 section 2.6 2.5 2.7 3.2 3.2 3.4 3.4 3.8 4.4 5.4 

3 section 2.5 2.4 2.6 3.0 3.0 3.2 3.2 3.6 4.2 5.1 
Täby 2.2 2.1 2.3 2.6 2.6 2.8 2.8 3.1 3.6 4.5 

4) 주변공 

무장약공에 대한 최초의 발파는 그 유효 자유면으로서 이용하는 공공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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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음과 동시에 곡면으로 되어 있으면 매우 비능률적이지만 점차 확대되어 감 

에 따라 자유면이 각 단계마다 크게 되고 또한 평면으로 되어간다. 그러나 충 

분히 넓게될 때까지는 역시 보통의 발파에 비교하여 구속을 받아 발파효율이 

나쁘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식으로 제시된다(그림 4.1 .5 참조) . 

그림 4.1.5 

lι 」

\ V 

Lζ'/ι:""-'/-:/'/ ι’./~/ 

‘/ι 
/ 
/ 
/ 
/ / 
/j, 

/; 
/ 
/ 
/ 
/’ 
/ 
/ι 

~-d 
/~ / 
ι; 

;/ 
7 

B 

좁은 자유변에 대한 장약량 

0 .35W 
(sin V)3/2 

(4.13) 

여기서l 장약량 (kgjm) 

W: 저항선의 길이 (m) 

v 각도 (도) 

또한 W에 대해서 Gustafsson에 의하면 

W= 0.7 B (B: 유효 자유변의 길이 I m)로 하고 있다. 

터널의 외곽공은 바닥공l 측벽공 그리고 천반공으로 구분된다. 바닥공에 

있어서 폭발하는 순간 암석을 위로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측벽공이나 천반 

공보다 많은 장약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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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터널 굴착공법의 종류 및 특성 

암반이 양호한 경우 단면적 100m' 이하의 터널은 전단면 굴착방법에 의해 

굴착될 수 있지만 천공장비로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단면적이 클 경우나 암 

석의 조건이 전단면적으로 채굴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경우는 채굴 단면적을 

분할하는 벤치공법 둥을 적용해야 한다. 

1) 전단면 공법 

원칙적으로 단면 전체를 1회에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이 비교적 안정된 

경우나 소단면의 경우에 가능하며 그 특정은 다음과 같다. 

- 굴착에 따른 웅력의 재배치가 한 싸이클에 완료되므로 이론적으로 신공 

법의 지보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공법이다. 

- 작업막장의 수가 적어 단순하다. 

- 기계화에 따른 급속 시공에 유리하다. 

- 지질변화에 따른 시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이 용이하다. 

- 단면이 큰 경우 훗크리트 및 록볼트 작업이 늦어지고 큰 작업대 퉁이 

필요하다. 

2) BENCH 공법 

이 공법은 단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굴착하는 공법으로서 BENCH의 단 

수나 길이는 굴착단면의 크기I 지반조건에 따른 설계상 Invert의 폐합시기 투 

입되는 기계설비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각 공법별 특정은 아래와 같다. 

가) Long bench cut 공법 

이 공법은 보통 벤치의 길이가 50rn 이상으로 지반이 비교적 양호하고 시 

공단계에 있어서 Invert 폐합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채택된다. 

장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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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반의 병행작업이 가능하고/ 

- 일반적인 장비의 운용이 용이하다. 

반면에 단점으로 경사로를 만들지 않으면 버럭이 두 번 적재되게 된다. 

나) short bench cut 공법 

이 공법은 벤치의 길이가 보통 10-50m 정도로 공법의 사용범위가 넓고 신 

공법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반에 있어서는 토사 

에서 경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반에 적용이 가능하며 단면 크기에 있어 

서는 중단면 이상에서 널리 채택되는 공법이다. 

장점으로는 

- 굴진 도중에 지반의 변화에 대처하기가 용이하고 

- 일반적인 장비의 운용이 용이하다. 

단점으로 

- 상반에 작업공간의 여유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고I 

- 경사로를 만들지 않으면 버럭이 두 번 적재되게 되고/ 

- 상하반 중 한 곳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므로 작업 싸이클의 균형을 맞추 

기가 어렵다. 

다) Mini bench cut 공법 

팽창성 지반이나 토사지반에서 Invert의 조기 폐합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채택되며 벤치의 길이는 10m 내외 혹은 터널직경의 2배 이내가 보통이다. 

장점으로는 Invert의 조기 폐합이 가능하고 침하를 최소로 억제할 수 있 

다. 

단점은 시공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l 짧은 벤치에 비해 비경제적이 

다. 

라. Mu1ti bench cut 공법 

이 공법은 한 단의 벤치로는 상반의 굴착높이가 너무 높아 적용장비의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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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범위를 넘는 경우나 막장의 자립성이 극히 불량하여 분할굴착 하여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 채택되며 그동안의 자립성 때문에 선정되는 예가 많다. 

장점은 막장의 안정성 확보가 용이하고l 대단변에서도 일반적인 장비의 운 

용이 가능하다. 단점은 버럭반출이 같은 막장에서 중복되는 일이 많고/ 각 단 

의 벤치 길이가 한정된 경우는 작업공간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 

3) 엄시 Invert 공법 

보통 중단면 이상에서 지반의 변형을 적극 억제하면서 시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벤치의 길이를 길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벤치상부에 소정량의 훗크 

리트를 타설하여 임시 Invert를 형성하며 굴진하는 공법이다. 

장점은 상반 벤치 길이를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상반작업공간을 넓힐 수 

있고/ 상반 관통후 하반을 시공하변 경사로가 필요 없다. 단점은 상반의 시공 

속도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시 Invert의 타설시간/ 훗크리트 

가 일정한 강도에 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l 굴착장비의 통행으로부터 임시 

Invert를 보호하기 위해 버럭 메우기 시간동 시간손실이 많다. 또한 별도의 

훗트리트가 필요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 

4) 측벽선진 굴착공법 

대단면에서 지반이 연약할 경우나 도시터널에서 지표침하를 극소화할 경 

우에 채태되며 측벽 갱도의 훗크리트가 하나의 튜브를 형성하여 하중을 부담 

함으로써 연약 지반에서도 침하를 작게 할 수 있으며 또 이 튜브가 터널중앙 

부의 지반과 밀착되어 있으므로 측벽에 의한 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 

장점은 대단면 시공에서도 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막장의 안정성 확보 

가 비교적 용이하고I 용수가 많은 경우도 안정성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단 

점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측벽갱도 철거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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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발파 패턴 설계 

압축공기 저장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지하 공동의 크기와 형상은 그림 

4.2.1과 같다. 전단면 굴착이 어려우므로 3단계로 나누어 1차 상부 gal1ery 부 

분을 굴착한 뒤 나머지는 벤치 형태로 굴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 번째 

벤치 굴착 작업은 gal1ery 굴착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 gal1ery와 동시에 굴착 

할수 있다. 

gal1ery 굴착을 위한 발파 패턴은 무장약공을 이용한 평행공 번 컷 방법으 

로 1차 설계하였으며 대안으로 선진중앙갱도(pilot tunnel)와 주변을 별도로 

굴착해 들어가는 중앙선진 굴착방법을 새로이 고안하였다. 후자의 방법은 과 

거 연약암반에서 전단면 굴착이 어려운 경우/ 선진 갱도를 굴착하면서 보강I 

지보를 실시한 후 2차로 확공해 나가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바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암지역에서 지보없이 선진갱도와 주변갱도를 통시 발파하여 굴 

착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으로는 터널 발파의 

실패 원인이 주로 심빼기에서 오고 있으며 따라서 심빼기가 잘못될 경우 그 

영향이 전체적으로 파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방법에서는 그 영향이 중앙 

선진 갱도에만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주벽에 acl는 손상을 최소 

화 하면서 굴진 능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방법이 적용된 바 었어 작업공정 및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하비축 

기지 공사 현장에서 몇번의 시험발파를 실시하였다.(4.3 참조) 

심빼기 방법은 기본적으로 2개의 무장약공을 이용한 방법을 채택하였고 

(그림 4.2.2 참조) 수벽공 터널둥 작은 단변에서는 경우에 따라 대체할 수 있 

는 그림 4.2.3과 같은 1개의 무장약공을 이용한 4-cross cut을 설계하였다. 

Gallery 굴착을 위한 발파패턴도는 그림 4.2.4 이하와 같다. 다이너마이트 

와 정밀폭약을 이용한 장약 조건은 표 4.2.1과 같으며 3.7 m 천공에 3.2 m 굴 

진장(굴진 능률 82.5%) 을 얻는 것으로 하였다. 비장약량은 1.14 kg/m3이고 

비천공장은 1.81 m/m3 으로 설계되었다. 

에멀견 폭약을 이용한 설계는 그림 4.2.5 및 표 4.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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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NPLAN 
IBA-NTNU TUNNPLAN Blast Design 

r Proiect Information r Round Information 

Cross Section : 73 .4 m2 

Hole Deoth : 3.7 m 

Hole Diameter: 45 .0 mm 

Charoed Holes : 111 

Uncharoed Holes : 2 

Scale : 1 : 80 

Hole Scale : 2 : 1 

Grid Lines : 1.0 m 

Site : Comoressed Air Enerov Storaoe 

Head : Gallerv 

Date: 1998 

Sion : C. RYU 

M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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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CAES 저 장공동 Gallery 굴착 단계 

} 

잉
 
} 

|터널탄연적 m^2 73:，뼈 l굴진듭톨 ’ / % 86.5% 

천공장ν. m 3:;7Ò 굴확흩f m^3 234.88 
1굴ξl 즈f ’? m 3.20 천공수 /ι |무장약공 102mm 2 
l장약량， kg 267,55 직경mm 1길이 mrr 중량 kg 1장전밀도 kg/m |장양공 45mm 111 

’ HGD25 38.75 25.0 218.0 0.125 0.573 j총천공장 m 425.50 
HGD.32. 208.50 32.0 400.0 0.375 0.938 비장약량''';;Î~ ι kglm^3 1.14 

' FINEX-117 20.30 17.0 425.0 0.100 0.235 HGD 1.05 FINEX 0.09 
’ FINEX~1I 22 0.00 22.0 340.0 0.125 0.368 비천공장 ‘ m/m^3 1.81 

뇌관 공수 . 공당갯: r.‘ -ι 、’:，1: 공당:장약량 ko 상-:-J ‘ , 

/ 장길n양이1*a 전ι깊" m색이r*4r) 
총장약량 kg 

구분 순번 종류 번호 시착%‘ HGD I HGD ‘ FlR ~22 Fm-llht ‘ HGD~ I HGD‘ Ffa FmJl 、 i HGD'" HGD I F-I I F-II 총계 
3 ms 25mm I 32mm ‘ 17mni 25mm' I 32mm t 17rrim I 22mm 25mm r 32mm I 17mm I 22mm ka 

심의기공 MS 1 20 1 15.5 0.0- o o 1.938 0.000 0.000 0.000 3.38 0.32 1.94 0.00 0.00 0‘00 1.94 
2 MS 5 100 1 15.5 0.0 o o 1.938 0.000 0.000 0.000 3.38 0.32 1.94 0.00 0.00 。。。 1.94 
3 MS 9 180 1 15.5 0.0 o o 1.938 0.000 0.000 0.000 3.38 0.32 1.94 0.00 0.00 0.00 1.94 
4 MS 12 240 15.5 0.0 o o 1.938 0.000 0.000 0.000 3.38 0.32 1.94 0.00 0.00 0.00 1.94 

소계 ‘ ~ 4 、 ι 
1 ‘ ‘ ’ 

r & -“, 7.75 0.00 0.00 0.00 7.75 
심의기 5 LP 3 300 4 0.0 8.5 o o 0.000 3.188 0.000 0.000 3.40 0.30 0.00 12.75 0.00 0.00 12.75 
확대공 6 LP 4 400 4 0.0 8.5 0 o 0.000 3.188 0.000 0.000 3.40 0.30 0.00 12.75 0.00 0.00 12.75 

7 LP 5 500 4 0.0 8.5 o 0 0.000 3.188 0.000 0.000 3.40 0.30 0.00 12.75 0.00 0.00 12.75 
소 계 12 ’ ‘ " 0.00 38.25 0.00 0.00 38.25 
중간공 8 LP 6 600 7 0.0 8.5 o 0 0.000 3.188 0.000 0.000 3.40 0.30 0.00 22.31 0 .0。 0.00 22.31 

9 LP 7 700 9 0.0 8.5 o o 0.000 3.188 0.000 0.000 3.40 0.30 0.00 28.69 0.00 0.00 28.69 
10 LP 8 800 8 0.0 8.5 o o 0.000 3.188 0.000 0.000 3.40 0.30 0.00 25.50 0.00 0.00 25.50 
11 LP 9 900 8 0.0 8.5 o o 0.000 3.188 0.000 0.000 3.40 0.30 0.00 25.50 0.00 0.00 25.50 
12 LP 10 1000 4 0.0 8.5 o o 0.000 3.188 0.000 0.000 3.40 0.30 0.00 12.75 0.00 0.00 12.75 

소계 36 0.00 114.75 0.0。 0.00 114.75 
인접공 13 LP 11 1100 8 15.5 0.0 o o 1.938 0.000 0.000 0.000 3.38 0.32 15.50 0.00 0.00 0.00 15.50 

14 LP 12 1200 8 15.5 0.0 o 0 1.938 0.000 0.000 0.000 3.38 0.32 15.50 0.00 0.00 0.00 15.50 

j뚜 소역공 계 16 31.00 0.00 0.00 0.00 31.00 1 
15 LP 13 1300 14 0.0 1.0 7 o 0.000 0.375 0.700 0.000 3.38 0.33 0.00 5.25 9.80 0.00 15.05 
16 LP 14 1400 15 0.0 1.0 7 o 0.000 0.375 0.700 0.000 3.38 0.33 0.00 5.63 10.50 0.00 16.131 

소 계 29 0.00 10.88 20.30 0.00 31.18 
바닥공 17 LP 15 1500 7 0.0 8.5 0 o 0.000 3.188 0.000 0.000 3.40 0.30 0.00 22.31 0.00 0.00 22.31 

18 LP 16 1600 7 0.0 8.5 0 o 0.000 3.188 0.000 0.000 3.40 0.30 0.00 22.31 0.00 0.00 22.31 
소계 14 0.00 44.63 0.00 0.00 44.63 
총 계 111 38.75 208.50 20.30 0.00 267.55 



TUNNPLAN 
IBA-NTNU TUNNPLAN Blast Design 

r Proiect Information r Round Information 

Site : Compressed Air Ener!lY Stora!le Cross Section: 73.4 m2 

Head: Gallerv Hole Depth : 3.7 m 

Date: 1996. Hole Diameter: 45.0 mm 

Si!ln: C. RYU Char!led Holes: 111 

Mrk: Unchar!led Holes: 2 

Scale: 1 : 60 

Hole Scale : 2 : 1 

Grid Lines: 1.0 m 

r Char!le Combinations 

10 

A 
B 

C 

D 

BOTTOM CHARGE COLUMN CHARGE UNCHARGEO 

Exp’oslve Char. densltv Char. lenQth Exploslve Char. densltv Char. lenath LENGTH 

HIMITE5500 25mm 573 !l /m 0.0 m HiMITE5500 25mm 573 !l /m 3.36 m 0.32 m 

HiMITE5500 32mm 936 !l /m 0.0 m HiMITE5500 32mm 936 !l /m 3.40 m 0.30 m 

HiMITE5500 32mm 936 !l /m 0.0 m HiMITE5500 25mm 573 !l /m 3.36 m 0.32 m 

HiMITE5500 32mm 936 !l /m 0.40 m FINEX-I 17mm 235 !l /m 2.974 m 0.32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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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NPLAN 
IBA-NTNU TUNNPLAN Blast Design 

r Proiect Information r Round Information 

Site: Compressed Air EnerQV StoraQe Cross Section : 73 .4 m2 

Head : Gallerv Hole Depth : 3.7 m 

Date : 1998 Hole Diameter 45 .0 mm 

SiQn : C. RYU CharQed Holes: 111 

Mrk: UncharQed Holes 2 

Scale : 1 : 80 

Hole Scale : 2 : 1 

Grid Lines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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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CAES 저 장공동 Gallery 굴착 절계 



기타 설계 패턴으로서 터널로서 수벽공 터널(Water curtain)의 설계 예는 
다음과 같다. 

천곡패뭔도 

2 ,250 

2 ,750 

L----- 펼E- --| 
그림 4.2.6 수공 주터널 

기초 자료 

막장단면 : 23.16 m2 

채 석 량 : 3.4 m x 23.16 m 2 = 78.74 m 3 

천 공 수 o 102 mm 2공I 0 45 mm 54공 

총천공장 : {(2X2) + 54}x3.7 = 214.6 m 

총장약량 : 98.11 kg 

비장약량 : 1.25 kg/m3 

비천공량 : 2.73 m/m3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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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수벽공 굴착 장약 자료 

뇌관 
공당 장약량(kg) 총장약량(kg) 

구분 
1 /Ar~ 공 HG HGD F-I F-II HG HGD F-I F-II 번 번 -까r D 032 01 022 D 032 017 022 계 

호 0 25 7 025 mm mm mm mm mm mm mm mm 

1 Ms1 1 2.0 2.0 2.0 

심기공빼 
2 4 1 2.0 2.0 2.0 

3 7 1 2.0 2.0 2.0 

4 10 1 2.0 2.0 2.0 

심확기대빼 
5 13 4 1.75 0.375 7.0 1.5 8.5 

6 16 4 1.625 0.56 6.5 2.24 8.74 

공 7 18 4 1.625 0.94 6.5 3.76 10.26 

중간 8 20 2 1.125 1.31 2.25 2.62 4.87 二。교 

인접 9 LP5 9 0.375 1.125 3.375 10.125 13.5 二。교 

주벽 
10 6 8 0.1875 0.7 1.5 5.6 7.1 

二。쿄 
12 7 13 0.1875 0.7 2.4375 9.1 11.5375 

바닥 
11 8 4 5.25 21.0 21.0 

공 13 9 2 5.25 10.5 10.5 

계 54 30.25 48.9 14.7 1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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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험발파 

Gallery 굴착을 위한 발파 패턴의 변수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험 발파를 

실시하였다. 설계된 발파패턴중 중앙 선진 굴착공법은 국내에서는 gallery와 

같은 대단변에 적용된 바 없는 공법으로서 현장 적용성 문제에 춧점을 두어 실 

시하였다. 시험발파 현장은 P LPG 가스 비축기지를 선정하여 협조를 요청하 

였다. 

시험 발파용으로 확보된 지역은 절리가 많이 발달하여 있고 따라서 암반 

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하여 발파 패턴의 평가에 있어서 기존 자료들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타 공법으로 설계， 시공 및 감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여러가지 제약이 발생하였으나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개략적인 시험 발파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3.1 시험 발파 내용 

τ /ir“~ 시험발파내용 
발파 

비고 
횟수 

3 중파앙갱 (pilot tunnel) 굴착 시 험 발 2회 
중앙갱도 개별적으로 

실시 

4 
중앙선진 굴착 전단면 다단-연속 발 

2회 
중앙갱과 주변갱을 동 

파법 시험 발파 시에 발파 

5 주변갱 굴착 발파 1향 

6 gallery 전 단면 Burn cut 시 험 발파 2회 무장약공 3 개 및 2개 

7 gallery 전 단면 SK cut 시 험 발파 1회 경사공 및 수평공 

시험이 실시된 터널 막장의 전경은 그림 4.3.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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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시험 발파가 실시된 터널 막장 

다음 그림 은 중앙갱 도(pilot tunnel) 굴착 모습을 보여 준다. 모든 시 험 발 

파에 있어서 무장약공 천공을 위한 비트외의 별도 장비의 투입은 없었다. 

그림 4.3.2 중앙갱도(pilot tunnel) 굴착을 위한 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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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시험발파 조건 및 방법 

1) Gallery 전단면 굴착단면 

- 규격 : 폭 15 rn, 높이 7.5 rn(반원형) 

단면적 85.16 rn2 

2) 중앙 선진갱 및 주변갱 굴착단변 

- 중앙선진갱 (Pilot Tunnel) 

규격 : 폭 6 rn, 높이 5 rn, 단면적: 26.13 rn2 

- 주변갱 (Side stoping) 굴착단면 

규격 : 폭 좌 4.5 rn, 중 6 rn, 좌 4.5 rn. 높이 7.5 rn 

도우덧 (Doughnut)형/ 단면 적 : 59.03 rn2 

3) 천공기 및 빗드 규격 

- 천 공 기 : Jurnbo drill, 3 Boorn(Tarnrock) 

- Pi10t bit : 102 rn/ rnφ ， Buttorn bit 

- 장약공 bit 직경 : 45 rn/rnφ 

- 천공깊이 : 3.7 rn 

4) 사용 뇌 관 및 폭약 종류 및 발파기 

가) SBM(sequential blasting rnachine, BM 175-10PT series), 

(다단-연속 전 기 발파기) 

나) 뇌관 : 

- 중앙 선진갱도 : 전기뇌관 MS series, LP series 혼용 

- 주변갱도 : 전기뇌관 LP series 

다) 폭약 : 

Hirnite 5500(고성능 다이너마이트， (주)한화 제품) 

32 rn/rnφ ， 40 crn, 375 g/ ea. 

22.5 kg/60ea.f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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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lite(P) (함수폭약/ 고려화약 제품) 

36 m/mφ ， 50 cm, 625g/ ea. 

25kg/40ea.jbox 

Finex (1)호(정 밀폭약， (주)한화 제품) 

17 m/m φ , 425 cm, 100g/ ea. 

25kg/250ea.jbox 

4.3.2 시험발파 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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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파 장약량 조사표(집계표) 

발파 
숫 ~.::g’-까「‘ 

~ 그 。l x dL 장약량 굴착량 비장약량 진행거리 
회수 

발파법 (뇌관) 
(m) (kg) (m3) (kg/ m3) (m) 

(holes) 
1_ 걷 ~OJ 2_0 
중앙 선진갱 41 3.7 1275 52_26 2_44 *수갱기접 

선진갱 발파 (M,L) (H) (19m -21m) 
2_ 걷 ~C。、r

46 180 25 
낀;ζr 까ÒJ 선진갱 

(M,L) 
3_7 

(E) 
65.33 2.76 

(21m-235m) 
선진갱 발파 

3. 
중앙 130 

중앙 선진갱: 
~OJ 

선진 P: 46 
3.3 

선진갱 
전단면 S: 84 

3.7 315 298.74 1.05 (23.5 - 26.8) 
주변갱 

발파 (M,L) 
(H, E) 주변갱: 3.6 

(동시) (19-22.6) 
4. 

걷 ~OJ 130 
중앙 선진갱: 

걷;zr; ηÒJ 

션진 P: 46 
3.2 

선진갱 
전단면 S: 84 

3.7 306.25 343.35 0.89 (26.8-30.이 

주변갱 
발파 (M,L) 

(H) 주변갱: 4.4 
(동시) (22.6 - 27.0) 

5.바닥고 
주변갱 

116 중앙바닥: 0.6 
르기 

njR1 τ ;rζ 。~
B: 32 (0.6) 

(15.6) 
(30.0 - 30.6) 

q;I1; 
선진갱 

S: 84 3.7 
193.75 (2125) 0.85 

주변갱: 3.6 
주변갱 

바닥 
(M,L) 

(H) 228.1 
(27.0 - 30.6) 

발파 

6. 
번-컷 (B 

전단면 
따n-cut) 

130 3.7 305 28955 1.05 
3.4 

(Bum-cut) 
전단면 

(M,L) (H) 
(30.6-34) 

발파 
7. SK-Vcut 

(12끼 (265 .8) (2.8) 
전단면 전단면 (2385) (1.12) 

(SK) 발파 
(M,L) (H) (34-36.8) 

8. 
번-컷 (B 

전단면 
um-cut) 

135 3_7 310 28955 1.07 
3.4 

(Bum-cut) 
전단면 

(M,L) (H) 
(36.8-40.2) 

발파 
728 

(3.끼 18.4 
합계 (696) 1737.5 1566.9 

(32) 
(0.6) (21.2-2.8) I 

평균 1.11 

*발파종류 : Pilot tunnel(P), Side stoping(S), Bottom side(B) 
*뇌 관의 종류 : MS series(M), LP series(L) 
*폭약의 종류 : Himite(H), Emuli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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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뇌관 저항 측정치(집계표) 

다단- 지연시 저항측정치 

발파 
발파종류 

발파 간차 (a) 보조모선 (b) EC15-500 

순서 회로수 연결후 케-블 연결후 

(n) (ms) (Q) (Q), (a+12Q) I 

1 
중앙 선진갱 발파 

2 10 
(1) 37 49 

(Pilot Tunnel) (2) 35 47 
(소계) (72) (96) 
2 중앙 선진갱 발파 1 74 86 

중앙 선진 굴착 (1) 70 83 

전단면 발파 
(2) 60 72 

3 5 20 (3) 60 73 
(Pilot tunnel (4) 51 63 
+ Side stoping) (5) 45 57 

(소계) (286) (348) 
(1) 72 84 

중앙선진 굴착 
(2) 51 63 

4 5 20 β) 53 65 
전단면 발파 (4) 42 54 

(5) 49 61 
(소계) (26끼 (32끼 

(1) 

5 
주변갱 굴착 

4 25 
(2) 

(Side stoping) (3) 
(4) 

(1) 71 84 
전단면 굴착 발파 (2) 53 66 

6 번-컷 (Burn-cut) 5 25 (3) 53 69 

발파법 (4) 31 50 
(5) 41 53 

(소계) (249) (322) 
(1) 52 64 

전단면 굴착 발파 
(2) 83 95 

7 5 20 (3) 63 75 
SK(V-cut) 발파법 (4) 50 62 

(5) 44 56 
(소계) (292) (352) 

(1) 66 78 

전단면 굴착 발파 
(2) 50 62 

8 5 20 (3) 65 75 
번-컷 발파법 (4)(62) 74(28) 

(5) 62 74 
(소계) (305)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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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굴착 진행거리 조사표(집계표) 

발파 ~ 二。도L::::..ι「‘ ~ 그 。lzdL 
종 평균 

굴착량 
단위체적당 

효율 

회수 (holes) (m) 
~ 그 。lxdL 굴진장 

(m3) 
천공장 굴진장 

(%) 
(m) (m) m/m3 I m/m3 

1. 
τ:;rζ Od、 1 41 3.7 151.7 (2.0) 96.7 1.57 0.85 54.14 
선진갱 

2. 
π;5ζ;.OJ 46 3.7 170.2 (2.5) 96.7 1.76 1.19 67.61 
선진갱 

3. 
130 'F OJ (3.3) 

선진갱 
P:(46) 3.7 481 

3.6 
315.1 1.47 1.44 97.96 

주변갱 
S:(84) 

4. 
130 

τ:그r; r ;、~

P:(46) 3.7 481 
(3.2) 

315.1 1.53 1.64 107.2 
선진갱 4.4 
주변갱 

S:(84) 

5. 
116 

330 235 
바닥고 

B:(32) (0.6) 
(19.2) (0.6) (15.6) 

1.40 1.37 97.86 
곤기， 

S:(84) (3.7) 
(310.8) 3.6 (219.4) 

주변갱 

6. 
전단변 

130 3.7 481 3.4 315.1 1.53 1.40 91.50 
Bum- c 

ut 
7. 

SK(V (127) (2.8) ) I ( 
cut) 

8. 135 3.7 499.5 3.4 315.1 1.59 1.46 91.82 
728 2594.4 

합계 (696) (3.7) (2575.2) 1688.8 
(32) (0.6) (19.2) 

평균 1.54 1.42 92.2% 

*P: Pilot tunnel, S: Side stoping, B: Bottom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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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선진 전단면 발표}시의 굴진능률 

발파 잊1'l고 。 -/L「 천공장 총천공장 
평균 천공용적 단위체적당 

효율 
굴진장 천공장 굴진장 회수 (holes) (m) (m) 

(m) (m3) m/m3 m/m3 
(%) 

1. 
걷;ζrri、r 41 3.7 151.7 (2.0) 96.7 1.57 0.85 54.14 
선진갱 

2. 
τ;I r;、? 46 3.7 170.2 (2.5) 96.7 1.76 1.19 67.61 
선진갱 

3. 
130 

걷"õ=- OJ 
P:(46) 3.7 481 

(3.3) 
315.1 1.47 1.44 97.96 

선진갱 3.6 
주변갱 

5:(84) 

4. 
130 

τ;IrLn굿r 
P:(46) 3.7 481 

(3.2) 
315.1 1.53 1.64 107.2 

선진갱 4.4 
주변갱 

5:(84) 

5. 
116 

330 235 
바닥고 

B:(32) (0.6) 
(19.끽 (0.6) (15.6) 

1.40 1.37 97.86 
근기/ (310.8) 3.6 (219.4) 
주변갱 

5:(84) (3.끼 

463 1613.9 
(소계) (431) (3 .끼 (1594.끼 1058.6 

(32) (0.6) (19.2) 

평균 
1.52 1.41 

92.76 
(%) 

*P: Pilot tunnel, 5: 5ide stoping, B: Bottom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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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굴착거리 기준점 비교표 

x앙 선진갱 주변갱 (Side stoping) 
(PilotTunn-el) (수갱위치 :9강n) 

순서 굴착방법 
굴착시작점 

수갱기점 굴착량 
굴착시작점 

(수갱기접 굴착량 
(중심거리/ 

(측량기점 
중심거리/ (m) 측벽거리l 

19m) 
19m) (m) 

111m) 

1. Pilot Tunnel 19 - 21 2.0 

2. Pilot Tunnel 21-23.5 2.5 

3. 
중앙굴착 23.5-

3.3 19-22.6 3.6 
111-114.6 

전단면 26.8 (3.6) 

4. 
중앙굴착 26.8-

3.2 
22.6-

4.4 
114.6-119 

전단면 30.0 27.0 (4.4) 

5. 
주변갱 30.0-

0.6 
27.0-

3.6 
119-122.6 

바닥정리 30.6 30.6 (3.6) 

6. 
번-컷(Bum-cut) 30.6-

3.4 
122.6 -126.7 

전단면 34.0 (4.1) 

7. SK(V-cut) 전단면 
34.0-

(2.8) 
126.7 -129.7 

36.8 (3.0) 

8. 
번-컷 (Bum-cut) 36.8-

3.4 
129.7-133 

전단면 40.2 (3.3) 

합계 
SK(V-cut) 발파법 

(21.2) 
(22) 

포함 *(0.8m오차) 

중앙선진굴착 및 
(19) 

번-컷 (B따n-cut) 11.6 18.4 

전단면 발파법 
*(0.6m오차) 

가) 측벽 거 리 測定植 測定課差

- 측정오차 0.6-0.8m는 측정자체에도 오차가 있으며/ 측벽거리와 중심거 

리의 오차도 수갱기점 (92 m)이 수갱중심점이 아니라 0.3 - 0.5 m 전방에 위치 

하여 발생하였다. 

즉/ 수갱의 중심점이 92.3-92.5 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시작점도 정확히 111 m 가 아니라 111.3-111.5 m로서 평균 0.3-0. 

5m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중심거리 멘l定{直 選擇

따라서 중심거리를 每回 發破時마다 측정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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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계산하였다. 

다) 굴착 拍作點 表示

수갱중심점에서 19 m, 그라우팅 파이프 시공점에서 3m 위치에 페인트로 

표시하였으며l 매번 두 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고I 측벽 측량점과 비교하 

여 기록하였다. 

6) 잔류공 조사표(집계표) 

잔류공 거리 

천공거리 
(m) 평균 

순서 발파종류 ~야 。 굴착거리 
(m) 

선진갱 
주변갱부 

(m) 
부분 

τ trj 

걷;Irri、r 

1 선진갱(piot 3.7 0.87 중앙 선진갱: 2.0 
tunnel) 굴착 

2 
중앙 선진갱 

3.7 1.22 중앙 선진갱: 2.5 
굴착 

3 
중앙선진굴착 

3.7 0.51 
잔류공없 중앙 선진갱: 3.3 

전단면발파 n 。 주변갱: 3.6 

4 
중앙선진굴착 

3.7 1.47 
잔류공없 중앙 선진갱: 3.2 

전단면발파 I 。j 주변갱: 4.4 

5 
주변갱 (Side 잔류공없 

주변갱: 3.6 
stoping)굴착 n 。

0.11 
번-컷 (Burn-cut 심발공 

π "õ'-。조rJf-τ Br 
6 )전단면 3.7 부분 0.56 

(중심점): 3.4 
발파 잔류공 

없음 

7 
SK. v-cut ~OJ-.!f-τ ar 

전단면발파법 (중심점): 2.8 
심발공 

8 
번-컷 전단면 

3.7 
부분 

0.58 
τ ~OJ-.!f-τ trj 

발파 잔류공 (중심점): 3.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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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발파전동 측정표(집계표) 

지발당 
츠-，처 。 ~~ τ1 -/i「‘ AJ-~%l= 장약량 

측정거리 (m) 
진동속도 

순서 (holes) (kg) (max.) (mmjsec) 
(kgj#) 

41 127.5 
(A)갱내 

13.72 
1. 105 
τ'FOJ (B)갱내 

9.3 
선진갱 144 

174 

2. 46 180 107 8.6 
τ;1r; r。、r 146 14.9 
선진갱 175.5 

3. 130 315 109.5 49.5 

중앙선진 148.5 8.85 
굴착전단 

면 177.3 1.24 

4. 130 306 112.8 17.7 

중앙선진 151.8 12.4 
굴착전단 
면 179.7 1.64 

116 193.75 116 
5. 

155 
주변갱 

182.1 

6. 130 305 116.6 19.0 

번-컷 155.6 3.5 
전단면 182.6 0.854 

127 238.5 120 17.7 
7. SK 
- cut 

159 2.7 
185.2 0.828 

8. 135 310 122.8 12.4 

번-컷 161.8 9.07 
전단면 187.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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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선진굴착공법 평가 

가) 중앙선진굴착 전단면 발파 희수(N) 

-시험발파 결과를 보면/ 중앙 선진갱 (Pilot Tunnl)의 굴착이 정상적으로 굴 

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중앙 선진갱: 천공거리 3.7 m, 굴착거리: 3.3 m 

주변갱: 천공거리: 3.7 m, 굴착거리: 3.6 m 일 때에 다음식이 성립된다. 

중앙 선진갱 선진굴착을 2회발파(6.6 m) 하고/ 중앙 선진갱과 주변갱을 동 

시발파하여 2개의 갱도가 평면상에 만나는 발파회수를 N회 발파라고 할 때I 

3.3 m*N + 6.6 m = 3.6 m*N, 0.3 Nm = 6.6 m 

N=22회(발파) 

발파회수 
선진 1 2 3 4 5 6 7 8 9 10 계 

(회) 
굴착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m) 

(2회) 21 22 
~OJ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선진 
6.6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굴착 갱도 
(m) 3.3 3.3 79.2 

거리 
주변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m)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갱도 3.6 3.6 79.2 

즉I 중앙 선진갱의 굴착거리는 3.3 m/ cycle, 주변갱의 굴착거리는 3.6 m/c 

ycle로 예상되므로 중앙 선진갱을 6 m(2cycle)발파시 22회의 중앙선진굴착 전 

단면 발파를 시행하면 79.2 m 굴착하여 평변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한다. 

나) 예 상 발봐효율(%) 

Gallery 전단면: 85.16 m2 

중앙 선진갱 6m*강n+3갈3.14/2 =26.13 m 2 

주변갱 : 85.16m2 - 26.13m2 = 59.03 m 2 

(3.3m/3.7m)*(26.13m2/85.16m2) + (3.6m/3.7m)*(59.03m2/85.16m2) 

=0.892*0.307 + 0.973*0.693 

=0.2738+ 0.6743 =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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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가) 중앙 선진갱의 굴진능률이 전단면발파시 주는 영향 

-Gallery 전 단면 적 : 85.16m2 

-중앙 선진갱의 단면적 : 26.13m2 

-중앙 선진갱의 발파효율이 전체갱도의 발파효율에 미치는 영향: 

100*(26.13m2j85.16m2) = 30.68% 이 다. 

-따라서 중앙 선진갱의 발파효율이 Pilot bit의 천공불량으로 발파효율이 

저하되더라도l 중앙굴착 전단면 발파시 주변갱의 발파효율이 향상되면 전체 

굴진능률은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중앙선진 전단면 발파시의 굴진능률은 다음과 같다. 

중앙 선진갱 주변갱 중앙선진굴착 

(Pilot Tunnel) (Side stoping) 전단면 발파 

순서 발파법종류 
천공장: 3.7m 천공장: 3.7m 

천공 굴진 굴진 천공 굴진 굴진 굴진능률 
「/i-‘ 장 τ 1-5-좋 a훈 「/ i-‘ 장 τ 1-5-「좋 ;프훈 

(공) (m) (%) (공) (m) (%) (%) 
1. Pilot Tunnel 41 2.0 54.05 
2. Pilot Tunnel 46 2.5 67.57 

3. 
중앙선진굴착 

46 3.3 89.19 84 3.6 97.29 97.96 
전단면 발파 

4. 
중앙선진굴착 

46 3.2 86.48 84 4.4 118.9 107.2 
전단면 발파 

순서 발파법종류 
천공수 천공장 

천공간격 

(공) (m) (중심거리) 비고 
(cm) 

5. 주변갱 및 
전단면 번-컷 

바닥정리 
(Bum-cut) 
발파법 준비 

전단면 번-컷 
6. (Bum-cut) 3 3.7 

* 102mjmφ 
20 

발파법 
Pilot-bit공 급 

7. 
SK. v-cut 
발파법 

V-cut로 

사용 않함 

8. 전단면 번-컷 

발파법 
2 3.7 15 

* 102mjmφ 
Pilot-bit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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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단면 변-컷 (Burn-cut) 밭파법 

- 천공I 장약 Pattem 設計圖

천공/ 장약 Pattem은 중앙선진굴차 전단면 발파법의 중앙 선진갱 (Pilot 

tuIU1el) 천공도와 주변갱(Side stoping) 천공도를 조합하여 사용함. 

-동일한 천공도를 사용하므로서 점보Gumbo drill)공이 천공작업하는데 혼 

란업이 용이하게 천공한다. 

-또한 장약작업할 때에도 같은 Pattem으로 장약하므로 장약하는데 혼란이 

없다. 

-중앙선진굴착 전단면 다단-연속 발파시 및 전단면 번-컷 (Bum-cut) 發破時

에 통일한 천공도를 사용하도록 설계하였으므로/ 可變的인 穿孔， 發破 設計

圖이다. 

-천공I 장약 Pattem도는 가변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막장상황에 따라 

서 천공도를 분리I 조합하여 합리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 천공패턴의 조합 및 용이생 

-중앙 선진갱 (Pilot tuIUlel) 굴착시: 중앙 선진갱 부분만 분리하여 천공， 장 

약한다. 

-중앙선진굴착 전단면 발파시: 주변갱 (Side stoping) 천공I 장약도를 사용하 

여 천공/ 장약하고 중앙 선진갱과 함께 다단-연속 발파한다. 

-전단면 번-컷 (Bum-cut) 발파시: 발파막장이 평면상으로 유지될 되어 전단 

면 번-컷 (Bum-cut) 발파할 상황에서는 중앙 선진갱 천공도와 주변갱 천공도를 

조합하여 천공/ 장약한다. 

-통일한 천공도 사용: 中央先進抽醫 全段面發破法 設計圖와 번-컷 

(Bum-cut) 全段面發破法 設計圖는 동일하다. 

-뇌관 선정: 中央玩이 週邊抗보다 독립적으로 완전히 先行하여 발파되도록 

뇌관의 發破時差를 선정하였다. 즉l 어떠한 발파법으로도 굴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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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암질에 따른 발파법 변경 용이 

-Pilot tunnel을 굴착하여 Side stoping과 함께 중앙선진굴착 전단면 발파 

법으로 굴착하다가 암석의 암질이 변하여/ 전단면 번-컷 (Bum-cut)발파로서 굴 

진능률이 좋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파방법을 변화시킨다. 

-中硬岩質 地帶

중앙선진굴착 전단면 발파를 하다가 계속하여 전단면 번-컷 (Bum-cut) 발 

파법으로 굴착할 수 있다. 

-極硬岩質 地帶

다시 암질이 극경암이어서 발파효율이 저하될 때에는 Pilot tunnel을 선진 

굴착한 후에 Side stoping과 함께 중앙선진굴착 전단면 천공/ 발파한다. 

-軟弱岩質 地帶

연약암질 지대는 중앙 선진갱을 굴착한 다음 주변갱을 개벽적으로 천공l 

발파하여 굴착한다. 

-極軟岩質 地帶

중앙 선진갱의 천정을 Gallery 천정부까지 연장하여 천공， 발파한다. 록크

볼팅 (Rock-bo1ting) 시공하여 천정을 보강하면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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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elTlme Vert at 19:38:55 May 19, 1998 
Trlgger Source Geo: 0.700 mm/s 
Range Geo: 31.7 mm/s 
Record Tlme 5.0 sec al 2048 sps 
Job Number: 

Event Report 

Serlal Number BE5207 V 3.11-3.11 MiniMate Plus 
Battery Level 6.3 Volts 
Callbratlon March 28, 1997 by Instantellnc 
Flle Name G2076ZDN.WVO 

Noles 
Location 

USBM RI8507 And OSMRE 

Client π객 f셔 ιþ&， 
User Name 
General 

f繼2 낀J 
/) ... 1，μ 

Mlcrophone Linear Weighting 
PSPL 8.50 pa.(L) at 0.683 sec 
ZC Freq 17.4 Hz 
Channel Tesl Passed (Freq = 19.7 Hz Amp = 838 mv) 

Tran Vert Long 

PPV 0.429 0.778 0.429 mmls 
ZC Freq 51 128 85 Hz 
Tlme (Rel. 10 Trlg) 0.782 0.000 0.684 sec 
Peak Acceleratlon 0.0199 0.0597 0.0298 9 
Peak Dlsplacemenl 0.00149 0.00176 0.00176 mm 
Sensorcheck TM Passed Passed Passed 

Peak Veclor Sum 0.854 mmls at 0.000 sec 

M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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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gger- ~ - - --0lIl 

Prlnted: May 25, 11" (V 3.11 ~ 3.11’ Format Copyrlght.d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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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압축공기 저장공동내 환경의 짜동쩌어기술 

5.1 序둡 

가스는 새기만하면 폭발하는 인화성물질인데다 도심지하에는 지상보다 

발화원인이 많고 가스가 농축될 가능성이 커 위험성이 매우 높다. 금년 9월 

에는 경기도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로 부상 60여명에 2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불과 25일만에 똑같은 사고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여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또 한번 입증했다. 

地下空間의 환경은 大氣環境보다는 열악한 조건이고/ 지하공간에 설치된 

가스관의 가스누출 및 분진이 발생되면 이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각종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공기중에 함유된 가스/ 분진/ 습 

도 등의 제정보를 감시하여 가스와 분진은 희석 또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하공간의 환경을 감시하고 통기/ 발브 차단둥으로 자동제어 

할 수 있는 기술과 지하공간의 환경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 지하공간의 환경개 

선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통기가 제1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하공 

간의 가스와 분진을 희석 배제시키기 위하여 Fan 및 Solenoid valve등의 자동 

조작으로 지하공간의 환경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이 지하공간의 환경을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동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아함전자(주)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지하공간의 환경 자동제어 

장치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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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동제어 시스댐 이론 

5.5.1 Sensor 제어 이용기술 

마이크로 Computer의 보급에 따라 최근에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Sensor이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종 반도체 센서나 I.C 

화된 센서둥이 제조되고 있다. 이 Sensor를 단독으로 사용되기란 대부분이 사 

용목적에 제어나 계측올 위한 입력으로 이용된다. 현재까지는 센서로부터 

Ana10g신호를 Ana10g회로로 Ana10g적으로 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Micro computer 및 A/D 변환기나 Digita1 I.C가 발달함에 

따라 이것들을 이용하여 Digita1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었다. 

가.센서 

1) 센서의 종류 

센서는 인간으로 말하면 감각으로 말할 수 있다. 감각과 센서를 중심으 

로 대용한 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5.2.1 인간의 감각과 젠서와의 관계 

언간의 인간의 
매개물리현상 센서 

감각 器官

r--CDS 

감각 '- t?j<1 포토다이오드 
τc 

光 센서--- 시리콘 태양전지 

포오E 트란지스타 

」이메지 센서 

청각 귀 소리 압력센서L좋電센서 
덴사 마이크로폰 I 포 差자가저항소자 

변위 자기센서 動E 랜A 

촉각 피부 
압력 텐살 메타 

드A위치 

溫覺 피부 온도 
온도 센서 금측온저항체 

온도센서 

전형 온도센서 
嗤경톨 코 가A 센서 

味覺 혀 
분자홉착 

수질 센사 

218 



일반적으로 센서의 출력신호를 처리하여 결과에 따라 각종 actuator(모 

타나 솔레노이드를 말함)올 구동한다. 이것이 제어라고 불리우는 형태이다. 

actuator는 인간으로 말하면 손발에 상당한 것이다. 또 처리결과 표시장치나 

팬레코다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계륙의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제어라는 형태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자동차 콘 

트롤이다. 구체적으로는 엔진의 연소 제어퉁에 사용되는 배기가스의 정화나 

연비의 향상에 공헌하고 있다. 또 주차의 경우도 수온이나 배기의 온도를 검 

출하기 위하여 온도센서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같이 센서와 Micro computer 

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계측기둥도 마이크로Computer를 내장하고 측 

정 data에 대하여 각종 연산처리를 하고 있다. 

2) Ana10g type과 Digita1 type sensor 

센서는 출력신호에 따라 대별하면 Ana10g type과 Digit떠 type로 나눌 

수 있다. 또 동일한 Sensor라도 사용방법에 따라 툴로 나눌 수 있다 

Ana10g type인 경우는 출력신호의 대소에 따라 측정대상의 상태를 판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센서출력의 linearty(직선성)가 문제시 된다. 리니 

알티의 문제를 포함하여 이것들올 처리하기 위하여는 센서출력의 Ana10g신호 

를 A/D변환하여 Micro computer에 입력하여 각종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 

다. 

Digita1 type의 센서인 경우에는 거물대상이 두 개의 상태중 어느상태로 

되어 있는가를y 또 어느값 이상과 이하인가를 판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 精度는 그다지 문제로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光sensor의 경우에는 센서 출력의 대소에 따라 광량이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Analog적인 사용방법이며 한편 빛올 물체가 물체의 유 

무둥올 검출하는 경우는 Digita1적인 사용방법이다. 이와같은 동일센서라도 두 

가지 사용방법 이 생각된다. 또 처읍부터 센서 자체가 Digit매 type(S.W type을 

말할 때도 있음)로서 제조되고 있는 것이다. Analog type의 센서를 Digita1적 

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대로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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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ype의 센서를 사용할 경우는 A/D변환은 필요치 않으며 직접 

(신호 레벨이 있으면) Micro computer에 입력할 수가 있다. 또 프로그램도 

대단히 간단하다. 

Analog type의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센서의 출력이 非線形(입력과 

출력은 비례치 않음)일 때 출력을 선형화(linearizer라고 부름r 선형화하기 위 

한 회로를 linearizer라고 부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목적으로 

Micro computer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입력값올 판별하여 각종 

의 제어신호를 Micro computer에서 보내어지는 경우가 많다. Digi tal type과 

Analog type 센서의 Micro computer와의 접속방법은 그림5.2.1과 같다. 

| 센서 } 

1線

마이크로컴퓨터 

(a) Digit매 type 센서 

일반적으로 8선 이상 

많핍 ~변환기 걱 I 마이크로컴퓨터 
* 마이크로컴퓨터에는 

인터페이스 부분도 

포함 

φ) Analog type 센서 

그 림 5.2.1 Digital type 센서 와 Analog type 센 서 의 
마이크로컴퓨터에 접속 

나. 입 출력 용 lS1-8255 

8080A Micro computer와 Interface를 행 할 경 우에 는 아드레 스 바스y 데 

이터 바스 IOW, IOR(8228의 출력) 신호에 외부기기를 접속하여 제어하면 좋 

다. 8080A CPU Interface의 목적을 위하여 전용 lS1로서 82557}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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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icro computer와 Interface방법 

센서와 마이크로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센서로 

부터의 출력신호를 Micro computer에 입력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나 

실제로는 센서의 출력신호(Ana1og 신호)를 AjD로 변환하여 Micro computer 

에 입력한다. 따라서 센서와의 Interface라고 하더라도 AjD변환기의 출력을 

Micro computer에 입 력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 다. 

입력과 출력의 언어는 Micro computer측(이하 CPU측올 말함)을 중심으 

로 하여 말하나 Interface측을 중심으로 하여 부르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반대로 되어 버리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CPU측을 중심으로 하여 입력 출력의 언어를 정의한다. 따 

라서 여 기 에 서 입 력 은 Interface(Sensor)• CPU이 고， 출력 은 CPU • 

Interface(Sensor) 이 다. 

라. AjD 변환기 

센서의 신호를 Micro computer를 사용할때는 Sensor로부터 Ana10g신 

호를 Digit허신호로 변환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AjD변환을 행한 

다. 최근에는 AjD변환기는 I.c.화하여 나와 있으므로 이것올 사용하면 편리 

하다. 또 Hybrid I. C.화 한 것이나 모률 타입의 것도 있다. 

마. Linearizer(리 니 어 라이 저) 

1) 필요성 

리니아라이저(직선화)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성콕선올 어떤 

구간으로 區切하여 그 사이를 직선으로 近似하게 하는 것을 “절선화”라고 하 

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입력에 대옹한 출력치를 전부 기억시켜 두고 

출력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리니아라이저를 하는 방법에는 Ana10g를 이용하는 방법과 Digita1회로 

(Micro computer를 포함)을 하는 방법의 두가지가 생각된다. 어느 것이나 리 

니라이저를 통하여 입력치를 보정한 후에 표시나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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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Rom 또는 Table올 사용하는 방법에는 Rom의 용량은 A/D변환기의 

변환 후에 Digital출력이 8비트이면 28=256비트가 필요하며 12비트이면 

212=4096=4K비 트의 용량이 필요하다. 

즉 ROM의 용량은 다음 식과 같다. 

ROM 의 용량 = 2(A/D변환기의 출력 비트수) 

이것은 A/D변환기의 출력전압(=ROM 아드레스) 전체에 대용하여 변환 

하여 나오는 값을 ROM내에 격납하여 둔다. 즉 A/D변환기의 출력전압과 

ROM 내의 값은 1 대 1로 대용한다. 다시 실제로는 A/D 변환 출력과 아드레 

스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입출력용 모드 8255에 시그멘트 LED가 접속되어 있는 Micro 

computer를 사용하는 방법과 비선형 A/D변환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5.2.2 시핸스 제어기기 

가. 조작 스위치 

1) 누름버튼 스위치 

누름버튼 스위치는 명령 입력용 조작 스위치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위치로서 기능r 모양， 크기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다. 

누름버튼 스위치의 통작원리는 조작부를 손으로 누르면 접점상태가 변하 

는 것으로， 조작올 멈추면 내장된 스프링둥으로 자동적으로 초기상태로 복귀 

하는 스위치로서 수동조작 자동복귀형 스위치라고도 한다. 

접점의 형태는 a접점과 b접점이 항상 공유하게 되며 여기서 a접점이란 

초기상태에서 접점간에 통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상시 개접점 

(norrr녕lly open contact) 또는 메 이 크 접 점 (make contact)이 라 하고， 2값 신호 

로 O를 말한다. 

또한 b접점은 조작하는 힘이 가해지지 않았올 때 통전된 상태를 말하는 

접점으로 2값 신호로서 1, 또는 상시 폐접점 (normally closed contact), 브레이 

크 접점(break contact)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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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버튼 색상은 그 스위치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y 혹f 녹r 황r 

청/ 백색둥이 사용되고 있다. 

표5.2.2는 색상에 따른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표5.2.2 버튼 색상에 의한 기능의 분류 

색 기 능 적용예 

녹색 시동 1 시권스의 스타E ， 전통기의 시동 

정지 전동기의 정지， 사이클 정지등 
적색 

비상정지 모든 시스램 정지 

황색 리세 E 사이클 완료 후 부분적인 리세 E 

백색 상기 색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이외의 동작 

2) 유지형 스위치 

유지형 스위치는 일명 잔류접점 스위치로 조작올 가한 후 반대 조작이 

있올때까지 조작했을때의 접점상태를 유지하는 스위치로서 시훤스에서 자동읍 

수동r 연동읍단동 퉁과 같이 조작방법의 절환에 주로 사용되며y 또한 간단한 

회로에서는 직접 운전@정지와 같은 프로그램 제어용으로도 사용된다. 

3) 조작용 스위치의 선정요령 

조작용 스위치는 인간과 직접 관련되는 기기로서 선정시에는 다른 제어 

기기와는 달리 조작의 용이성y 디자인/ 감시성 빛 기계나 장치와의 조화성퉁올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표5.2.3은 조작용 스위치를 구조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선정시 체크 항 

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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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3 조작용 스위치의 션정시 고려 항목 

점검 개소 체크 포인E 

조작은 쉽고 강도는? 

동작 기능은 적당한가? 

조작부와 표시부 램표 전압과 수명은? 

표시부의 색상은 기능과 적당한가? 

표시부의 색상은 기능과 적당한가? 
부하에 대한 스위치 접점용량은 충분한가? 

점검부 접점의 수는? 

수명 및 절연 내역은? 

취부의 용이성 및 취부 강도는? 

취부 및 단자부 단자부의 접속방법은? 

단자의 배치와 단자간의 거리는? 

나. 검출용 스위치 

검출부는 제어장치에서 사람의 눈과 귀의 역할올 하는 부분으로 제어대 

상의 상태(위치r 레벨y 온도/ 압력y 힘 r 속도 둥)를 검출하고 제어시스템에 정보 

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기로서 일명 센서라고 한다. 

검출용 스위치는 크게 나누어 동작물체와 접촉하여 검출하는 접촉식 센 

서와 접촉하지 않고 동작하는 비접촉식으로 분류되며 접촉식 스위치의 대표적 

인 종류로는 마이크로 스위치와 리미트 스위치가 있고 비접촉식 센서의 종류 

로는 근접 스위치y 광전 스위치/ 초음파 스위치 퉁이 있다. 

1) 마이크로 스위치와 리미트 스위치 

마이크로 스위치와 리미트 스위치는 접촉식 센서의 대표적인 기기로서 

서로 다른 점으로는 구조와 용도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마이크로 스위치는 비교적 소형으로 성형품 케이스에 접점기구를 내장하 

고 밀봉되지 않은 것으로 주로 계측장치나 경 기계의 검출기용으로 사용되는 

데 비해y 리미트 스위치는 견고한 다이캐스트 케이스에 마이크로 스위치가 내 

장된 것으로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나 외계로부터 기 

계적 보호가 필요한 생산설비와 공장 자동 설비둥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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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접촉 스위치 

비접촉 검출 스위치는 물리현상의 변화를 통해 무접촉으로 검출대상의 

상태를 검출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물리현상에 따라 여러 가지 검출 스위치가 

있다. 표5.2.4는 검출원리로 이용되고 있는 물리형상과 검출 스위치의 종류를 

나타냈다. 이들 중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근접 스위치와 광전 스위 

치로 최근에는 자동화 설비나 산업현장에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표5.2.4 비접촉 검출스위치의 검출방법 

傳達媒體 물리현상 검출 스위치 

電磁場 검출코일의 인덕턴스 변화 J 고주파 발진형 근접 스위치 
j 유도 브릿지형 근접스위치 

靜電場 캐피시던스 변화 } 정전 용량형 근접 스위치 
磁氣 자기력 { 자기형 근접 스위치 

光 발광효과， 광기전력 효과 | 광전 스위치 
音波 도플라 효과 | 초음파 A위치 

다. 타이머 

시훤스제어에서 주된 처리는 논리연산과 시간제어이고 Hard wired 

Iogic시스템에서는 전자는 전자relay에 의해 후자는 타이머에 의해 형성된다. 

이와같이 타이머는 시뭔스제어시스템의 신호처리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 

고 사용상으로 요구에 따라서 각종의 타이머가 적용되고 있다. 

1) 전자식 타이머 

전자식 타이머는 정지형기기이고 본질적으로 수명이 길고 고빈도 동 

작에 적합하다. 

2) 제동식 타이머 

제동식 타이머는 기체나 액체의 점성을 이용해서 한시동작을 

타이머이고/ 주로 공기를 이용한 pneumatic 타이머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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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PLC의 입력부 

PLC의 입력부는 외부로부터 수신되는 다양한 입력신호를 제어연산부 

가 처리할 수 있는 IC신호 레벨로 변환시켜 연산부에 전송하는 것이다. 즉 

입력부는 누름버튼 스위치y 마이크로 스위치 동의 입력신호를 PLC의 제어 연 

산부에 전기신호로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역할올 담당하는 것이다. 

PLC가 수신하는 입력기기의 종류에는 아날로그 신호나 컴퓨터로부터의 데이 

터 수신회로 퉁이 있다. 이 항에서는 PLC 입력부의 구성과 원리/ 입력부 선 

정시 검토항목， 대표적 입력모률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다. 

가. 입력부의 구성 

입력부는 크게 입력기기와 PLC와 접속되는 모률단자부와y 외부기기의 

신호를 PLC의 CPU에 맞는 낮은 전위값으로 변환하는 신호 변환부/ 입력 상 

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표시회로부r 입력에 포함되는 노이즈 및 서지를 홉 

수하는 필터회로와y 노이즈의 내부침투를 막는 절연 회로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입력기기와 입력신호 

시훤스 제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입력기기에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y 따라서 PLC에 입력되는 신호의 형태도 다양하다. 강전기기용 

으로는 조작용 누름버튼 스위치나 절환 스위치/ 전자접촉기의 보조접점 퉁은 

110V나 220V와 같은 고전압에서 사용되는 것이 많다. 반면에 조작반의 입력 

기기로 사용되는 접촉 신뢰성이 높은 누름버튼 스위치나 검출기기로서의 마이 

크로 스위치， 센서 둥은 안정성 측면에서 12V나 24V와 같은 낮은 전압에서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들 기기의 사용전압도 일반적으로 낮은 것이 많 

다. 또 계측기나 컴퓨터 둥에서의 출력신호는 5V로 낮은 전압인 경우가 대부 

분이다. 

이처럼 누름버튼 스위치 하나만올 보더라도 110V나 220V와 같은 고전 

압에서 8V, 12V, 24V 정도의 낮은 전압까지y 전원의 종류도 AC와 DC로 입력 

신호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표 5.2.5는 용도별 입력기기와 적용전압의 일례로， 개개의 입력기기에 따 

라 사용되는 전압이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PLC의 입력부는 입력기기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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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전압에 맞게 할당해야 되므로 적합한 입력모율올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5.2.5 용도별 입력기기와 적용전압의 일례 

종 류 { 적용전압 i 입 력기기 

l 강전기기 AC llOV 
j 누름버튼 스위치 ， 리미 E 스위치 ， 절환 스위치 ， 

AC 220V 
강전용릴레이 접 점， 전자접촉기， 개폐기의 접점， 

타이머 접점둥의 접점 업력기기 

DC 12V 
마이크로 A위치 ， 디지털 스위치， 누름버튼 스위 

약전기기 치둥의 접촉 신뢰성이 높은 접점 업력각와 근접 
DC 24V 

센서 광전센서와 같은 무접점 입력기기 
계측기· DC 5V 

출력부에 TR이나 TTL-IC를 사롤한 입력기기 
컴퓨터 DC 12V 

2) 신호 변환부 

입력모률의 입력신호 변환회로는 표5.2.5와 같은 다양한 입력신호를 

CPU가 처리할 수 있도록 CPU의 입력 신호에 맞도록 변환하는 회로이다. 

ON/OFF 형태인 디지털 입력신호의 신호변환은 비교적 간단하나 아날 

로그 입력신호의 변환은 신호 변환기와 입력 신호 사이의 변환비율이 필요하 

다. 디지털 입력 신호의 변환이 입력기기의 ON/OFF 상태를 CPU에 전달하 

는 것에 비해 아날로그 입력신호의 변환은 2진 신호로 CPU에 전달하도록 되 

어 있다. ON/OFF 형태의 입력신호중 DC 전원의 입력신호는 저항회로를 이 

용하여 간단히 변환이 가능하나 AC 전원의 경우는 브릿지 정류기와 저항올 

연결하여 직류 신호로 변환한다. 

3) 표시 회로부 

입력신호의 표시는 기계의 보수 · 점검이나 조정시에 편리하다. 특히 조 

정과 디버그를 완료하여 정상운전에 들어간 경우 TR이나 IC와 같은 전자부품 

의 고장에 의한 PLC 자체의 사고는 비교적 적으나y 마이크로 스위치나 검출 

기의 접점불량과 접속부의 나사 풀림， 고정위치의 어긋남 퉁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입력신호 표시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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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모률이나 PLC 자체가 고장인지/ 또는 외부 입력기기의 불량에 의한 것인 

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게하여 보수r 점검의 시간올 단축시키게 된다. 

입력의 동작여부 또는 동작의 상태 풍올 점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디 

케이터로는 LED나 네온램프 또는 백열전구 둥이 있으나 비교적 수명이 긴 

LED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절연 회로부 

입력모률에는 입력부에 접속되는 외부기기와 CPU 사이를 전기적으로 

절연한 절연형식과/ 외부기기가 콤번선올 통하여 CPU와 전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비절연 형식이 있다. 

입력 모률의 절연회로부는 입력신호 변환기를 거친 외부 입력신호를 

CPU와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신호 변환시 제거되지 

않은 전기적 잡음이나 과전압으로부터 CPU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절연 방법의 종류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빛에 의한 방 

법이다. 이 장치는 입력신호를 전기원으로 사용하는 LED를 캡슐화하여 빛에 

의해 동작되는 트랜지스터를 이용/ 스위칭 동작올 얻어내는 것이다. 이것올 

포토 커플러(Photo Coupler)라 하며y 빛올 이용한 절연방법 이외에도 코일올 

이용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방법과 트랜스포머 대신에 리드 릴레이를 이용 

하는 방법도 있다. 

나. 입력모률의 종류와 입력회로 

입력신호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메이커가 상품으로 내놓는 입력모률 

의 종류도 꽤 많다. 여기서는 입력 모율의 종류와 구체적인 회로 예를 보면 

서 그 기능과 특성을 알아본다. 

1) AC 입력 모둘 

누름버튼 스위치나 마이크로 스위치를 눌렀올 때 AC 입력 전원올 통해 

입력되는 전류는 정류기(정류 다이오드)에서 직류신호로 변환되고y 이 전류에 

의하여 포토 커플러의 발광 다이오드를 발광시킨다. AC 입력의 경우에는 입 

력신호의 콤먼선올 직류전원(통상-DC5V)으로 동작시키는 내부회로의 신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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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 콤먼라인과는 접속할 수 없다. 이 때문에 AC 입력인 경우에는 필연적 

으로 포토 커플러나 절연 트랜스 동을 사용한 절연형식의 사양으로 된다. 또 

한 AC 입력모률의 종류에는 입력전압의 정격에 따라서 110V, 220V나 

110Vj220V 겸용의 것도 있다. 

2) DC 입력 모률 

DC 입력 모률에는 입력 전압의 정격에 따라 12V, 24V, 48V 퉁의 3종류 

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콤먼방식에 따라서도 싱크로드(+ 콤먼) 방식과 

소스로드(-콤먼)방식이 있다. 또한 절연형식과 비절연 형식 둥 제법 그 종류 

가많다. 

싱크로드 접속의 절연 형식 DC 입력 모률의 예로 회로도에서 입력기기 

의 a단자나 E단자는 제어 · 연산부와 직접 접속되어 있는 내부회로와는 전기 

적으로 완전히 분리(절연)되어 있는 회로이다. 누릅 버튼 스위치나 트랜지스 

터를 통해 입력되는 신호는 포토 커플러의 발광 다이오드를 발광시켜/ 이 광 

에 의하여 수광소자(포트 트랜지스터)를 통전시킨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의 입력신호는 내부회로와는 광결합되기 때문에 내 

부회로의 신호 접지계인 콤먼라인의 전위를 동요시키거나 전위차를 일으키지 

는 않는다. 이 때문에 절연 형식의 입력회로는 노이즈 환경이 나쁜 장소에서 

도 사용이 적합하다. 또한 입력회로에서는 입력신호 체크용 LED가 포토 커 

플러의 발광 다이오드와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제너다이오드를 삽입하 

여 과전압에 대한 입력부를 보호하는 것도 특정이다. 

3) 센서용 입력모률(무접점 입력기기용 모률) 

전압 출력형 근접스위치 퉁의 무접점 입력기기용 입력회로의 예로서 

이 모률의 특정은 DC 입력 모률에 비해 응답시간이 빠르고 입력전압이 7.5V 

이상이면 입력신호를 ON으로 하고， 4 .5V 이하에서는 입력 신호 OFF로 판별 

한다. 그러므로 입력 전압은 DC 10.8V부터 26.4V 범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y 

정격전압은 DC12V 또는 DC 24V로 정해져 있다. 이 회로는 포토커플러에 

의한 절연방식으로 옹답시간 3ms정도이다. 

229 



4) 고속 데이터 입력모률 

계측기나 컴퓨터， NC 둥으로부터 보내오는 고속데이터나 정보를 PLC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회로의 예로서 이 회로는 앞에서 설명한 입력 

모률에 비해 몇가지가 고려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컴퓨터나 계측기에서 극 

히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TTL-IC와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입력전원을 5V 

로 동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다. 때문에 입력전원은 외부에서 공급하거 

나 입력모률의 내부전원(DC 24V)을 이용하는 것/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입력기기의 출력 상태와 논리의 관계 즉y 입력 단자에 전압이 

가해지고 있올 때를 신호 “ON"으로 하는가y 아니면 반대로 전압이 가해지고 

있지 않는 상태를 신호 "ON"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PLC에는 논리가 반전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통상 모드핀의 전환에 의해 이루어 

진다. 

다. 입력부의 선정 요점 

PLC의 입력부는 입력기기의 사용전압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 

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은 앞서 설명했지만y 이 밖에도 입력기기와 접속되는 

입력회로를 제어 · 연산부와 절연할 것인가의 여부r 입력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표시둥올 부착하는가의 여부y 입력기기와의 접속방식은 나사를 조여 행하는 

단자대 방식 또는 커넥터 방식으로 할 것인가 퉁퉁 입력부의 선정에 직면하면 

다음과 같은 항목올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1) 입력 전원의 종류 

교류를 입력 전원으로 사용할 때는/ 특별한 입력용 전원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입력기기로 리미트 스위치나 

전자 개폐기r 전자 접촉기 둥의 강전용 접점올 사용하는 경우/ 접촉 신뢰성은 

일반적으로 전압이 높올 수록 좋으므로 AC 입력올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 

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약전회로와의 접속시 노이즈나 서지로 인해 오입력 

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때는 노이즈 대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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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를 입력 전원으로 사용하는 입력기기로는 광전센서나 근접센서 둥 

의 무접점 신호/ 소형 릴레이의 미소 접점신호/ 키보드y 디지털 스위치 둥의 

데이터 입력 신호의 취급시에 사용된다. 

DC입력 모률은 AC 입력모률과는 달리 입력 신호선이 길어도 전자유도 

퉁에 의한 오동작이 적은 것이 장점인 반면에/ 강전회로의 접점올 입력신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압이 낮고 입력전류도 작기 때문에 접촉불량 통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DC입력모율에는 노이즈에 의한 오동작올 

방지하기 위해 필터회로가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시간이 비교적 느리므 

로 고속옹답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정격 전압 

AC 입력으로는 110V와 220V가 일반적이다. 통상 유접점 입력기기일 

경우에는 어느전압올 사용하여도 접점의 접촉 신뢰성에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촉 신뢰성 보다는 오히려 작업자의 감전 퉁올 고려한 안 

전성이나， 접점의 ON/OFF시 서지에 대한 PLC의 영향을 고려할 때 AC 110V 

를 사용하는 것 이 220V보다 유리 하다 

DC입력으로는 DC 5V, 12V, 24 V, 48V 둥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유접점의 접촉 신뢰성은 고전압이 더 유리하므로 입력기기의 저격 

전압에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DC 24V나 48V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의 입력전원으로 유접점이나 무접점 입력기 

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격전압이 낮은 입력기기에 맞추어 입력전원 

전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3) 정격 전류 

입력모률의 정격전류는 5mA-l0mA가 대부분이며 특별한 것에는 

30mA까지 있다. 

입력 모률이 포토커플러 절연방식인 경우에는 적당한 공급전압과 함께 

외부저항올 접속하여 규정된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주의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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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연 방식의 유무 

절연방식의 유무는 입력부와 입력기기 간의 거리가 먼 경우나 모터나 

전자개폐기 퉁의 강전회로의 영향올 받기 쉽고 또한 노이즈에 의한 오입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절연형식올 채용하여야 하고I 제어반 상의 조작 

패널과 같이 짧은 배선으로 접속되는 경우나r 노이즈 환경이 양호한 장소에는 

비절연 형식의 입력 모률을 채용해도 무방하다. 

5) 입력신호 표시의 유무 

기계의 보수나 점검 및 조정시에 편리하기 때문에 중요한 신호의 입력 

에는 표시둥올 부착하고 있는 입력 모률올 채용하는 것이 좋다. 

6) 입력 용답시간 

일반 입력 모률의 옹답시간은 5rns-2아ns정도이고 아무리 늦어도 40rns 

정도이다. 따라서 조작 패널에서의 누름버튼 스위치나 전자 접촉기 퉁의 보 

조접점에서의 신호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측기나 로터리 엔커더(회전 변위 검출기)둥에서 발신되는 신호 

를 수신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AC나 DC입력 모률로는 곤란하 

므로 고속 데이터 입력모률의 사용올 검토하여야 한다. 

η 입력 정수 

PLC의 입력점수는 제어 시스템이 입력점수를 몇 개 필요로 하고 있는 

가의 문제이며/ 당연히 시스댐의 크기와 복잡도에 따라 관계가 있다. 

기계제어의 시스템 셜계는 메카니즘 설계 담당자와 제어 시스템 담당자 

가 서로 협의하여 제어의 분담에 있어서 양자의 협조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 

다. 

입력점수는 시훤스 제어에 필요한 명령지령용 입력신호의 수와 검출 및 

보호용 입력신호 수를 계산하여 필요로 하는 수 많큼 준비해야 하는데r 조정 

과 테스트를 하다 보면 추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다소의 

여유를 가지고 입력점수를 확보하여 두는 편이 좋다. 또한 하나의 이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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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시 입력 카드를 교환하지 않고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유분도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하는지는 경험적으로 시스댐의 크기 

및 내용에 따라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경험이 풍부해질 수록 필요한 입력점 

수를 정확히 예측하며 이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입력점수를 준비하는 것 

도 없어지는 것이다. 

PLC 메이커에서 출하되는 하나의 입력카드에는 통상 4점， 8점， 16점， 32 

점 동의 입력수가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어 나오나 16점이나 32점 카드가 주 

로 사용된다. 

8) 증설의 필요성 

이것은 증설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r 손쉽게 대처하기 위한 문제인데r 

PLC의 입력부 선정시 검토항목이라기 보다는 좀더 먼저 검토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말하자면 PLC의 기종선정에 있어서 중요사항이다. 

PLC를 구성하는 제어 · 연산부와 입 · 출력부가 일체로 된 단독형 PLC 

는 비교적 값이 싸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업 · 출력 점수가 고정 

되어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입 · 출력 점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시스템에는 채 

용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어 · 연사부와 입 · 출력부가 각각 블록별로 구성되어 있는 빌딩 

블록 방식의 PLC에서는 입력부나 출력부의 증설이 유닛 단위로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각종의 입 · 출력 유닛을 증설하려고 할 때 간단히 대처할 수 있으 

며r 보수나 유닛 고장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장 유닛만 갈아끼우면 되 

므로 유리하다. 

9) 입력기기와의 접속방식 

입력모률이 유닛 형식으로 입력점수가 많은 경우에는 커넥터 방식이 일 

반적이다. 반면에 입력점수가 8점이나16점 정도인 것은 단자대 방식이 많다. 

접속방식올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 외에도 입력점수가 몇 개마다 콤번선 

(공통선)이 준비되어 있는가도 조사하여 둘 필요가 있다. 전 입력점이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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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먼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결선작업시 공수가 절약되는 잇점이 있으나， 1 

개의 입력유닛에 복수계통의 입력올 사용할 경우에는 계통별로 회로를 분리하 

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당한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입력부 사용시 문제점과 대책 

입력모률올 PLC의 CPU와 조합하여 사용할 때 PLC의 외부측 조건도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원인 불명의 오동작이 발생하여 장치가 사고를 일으 

킬 가능성이 많다. 여기서는 입력 모률에 관련된 사용상의 주의할 사항들과 

그 대책올 정리한다. 실제로 PLC 사용시 입력부에서는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는 노이즈 문제y 누설전류 문제y 접촉불량에 기인되는 문제 퉁 여러 가지가 있 

으나r 특히 노이즈 문제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권의 책으로 나올 만큼 방대 

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입력전원 선택상의 주의점과 누설전류에 대한 대책 

둥에 대해 설명한다. 

1) 입력 전원 선택상의 주의 

접속하는 입력기기가 AC 전원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또는 DC전원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의 검토이다. 

PLC에 접촉되는 대표적 입력기기로는 누름버튼 스위치나 릴레이의 보 

조접점 퉁의 유접점과/ 센서 퉁의 출력신호로 이용되는 트랜지스터나 트라이 

액 같은 무접점으로 대별된다. 트랜지스터 출력신호와 같은 무접점 선호는 

반드시 DC 전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유접점 신호는 AC에서나 DC 

에서나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접점의 접촉부에 관한 신뢰성은 

고전압에서 사용할 수록 향상된다. 그러므로 강전기기용 전자접촉기나 오버 

트러블 검출용 리미트 스위치 둥은 접촉 불량을 일으켰올 경우 중대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AC 110V나 AC220V 정도의 고전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있거나 습기가 많아 감전상의 문제 

가 있는 장소라면 DC24V와 같은 낮은 전압으로 사용하는 쪽이 안전하다. 

DC 입력 모률의 정격 입력 접압은 일반적으로 DC 5-24V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조작반내에서 사용되는 접촉 신뢰성 높은 누름버튼 스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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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스위치는 DC24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누설 전류에 의한 오입력과 그 대책 

입력전원이 AC 전원인 경우에 접점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 

점올 보호하기 위해 접점간에 삽입된 스파크 킬러 퉁에 의해 누설 전류가 흘 

러 입력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DC 입력기기의 경우에도 LED(발광 

다이오드)에 의한 동작 표시둥 불이 리미트 스위치나 근접 스위치를 사용할 

때 오입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때는 적절한 오입력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5.2.4 PLC의 출력부 

PLC의 출력부는 시뭔스 프로그램의 지시에 의하여 모터나 솔레노이드 

밸브， 파일릿 램프와 같이 제어대상물을 작동시키거나， NC 제어장치나 컴퓨터 

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제어 · 연산부와 제어 대상물간의 신호결합을 수행 

하는 부분이다. PLC로 제어하는 제어대상물은 수 mA의 표시동에서부터 몇 

십 kW와 같은 대용량의 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제어대상물을 동 

작시키는 전압도 AC와 DC로 나누어지며， 5V정도의 낮은 전압에서부터 몇 

kV나 되는 높은 전압도 있다. 

가. 출력부의 구성 

출력부는 CPU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 해석하여 적절한 출력점으로 할 

당하는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멀티 플래스 회로와 인터페이스/멀티 플렉스 

회로에서 나오는 신호를 저장하는 래치 회로/ 외부 출력 장치와 CPU 사이를 

전기적으로 절연하는 절연회로부/ 출력모율의 동작상태를 가시적으로 나타내 

는 표시회로부/ 그리고 CPU에서 나오는 낮은 신호값을 증폭시켜 외부기기를 

통작시킬 수 있도록 변환하는 신호 변환부 및 출력모률 단자로 구성되어 있 

다. 

1) 출력기기의 종류와 출력 신호 

시훤스 제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동기기로는 사용용도와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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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y 따라서 PLC의 출력에 접속되는 신호의 형태도 

다양하다. ONjOFF 신호형태의 구동기기로는 솔레노이드 밸브/ 파워 콘택터/ 

릴레이 코일/ 벨l 부져 및 모터 구동용 접촉기 퉁이 있으며， 아나로그 형태의 

구동기기로는 유량밸브I AC. DC 드라이버， 아나로그 미터계r 온도조절계y 유 

량조절계 둥이 있다. 

이들 구동기기들은 전류용량이 수 mA에서부터 수십 kW에 이르는 것까 

지l 또한 전압 역시 5V에서부터 수 kV나 되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PLC내의 IC나 트랜지스터로는 파워가 큰 솔레노이드 밸브나 모 

터를 직접 작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용량 모터나 고전압기기 

는 리레이라든지 전자 개폐기 퉁올 거쳐서 간접적으로 작통시켜야 한다. 따라 

서 PLC의 출력부에 접속되는 부하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압도적으로 채용되 

는 것은 릴레이y 전자개폐기/ 솔레노이드， 전자클러치r 전자므레이크y 각종 표 

시퉁 퉁인데 근래에 들어서는 고도한 제어 시스템도 많이 나와 단순한 시훤스 

제어에만 한정하지 않고/ 컴퓨터나 NC제어장치y 각종 계측장치로 데이터나 제 

어신호를 전송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또한y 릴레이 하나만 보더라도 종류는 여러 가지이며 작동에 필요한 전압 

과 전류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제어장치 설계자는 PLC 메이커에서 내놓고 

있는 출력부에 대한 사양서를 참고하여 접속하는 출력기기에 가장 적합한 출 

력모율올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신호 변환부 

출력모율의 신호 변환부는 입력모률의 기능과는 반대로 CPU에서 나오는 

미소한 값의 신호를 외부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증폭시키는 역할올 한다. 

신호 증폭용 기기로는 일반적으로 리드릴레이， 트랜지스터y 트라이액 퉁 

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수한 것으로는 아나로그 출력 r 음성정보 출력퉁이 사용 

된다. 

3) 절연 회로부와 표시 회로부 

절연회로는 입력모률의 회로와는 설계와 기능면에서 반대로 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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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방법으로도 입력모률과 같이 빛에 의한 방법이나 트랜스 포머/ 리드릴레 

이에 의한 방법퉁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런데 출력모률에 사용될 절연회로의 선택은 입력모률보다 더 주의하여 

야 한다. 입력모률에는 낮은 전류를 사용하여 외부 스위치의 접점에 의한 바 

운싱과 같은 전기적 잡음은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 반면에 출력 모률은 외부 

에 접속된 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출력 증폭기로 트랜지스터나 트라 

이액을 사용하고 있다. 트랜지스터나 트라이액둥을 이용하는 외부기기의 동작 

전류는 스위치 ON시 1-2A에 달하여 CPU를 파괴시키기에 충분한 전자기적 

잡음을 일으킨다. 따라서 출력모률의 절연회로는 모률의 제어작동에 의해 발 

생되는 전자기적 잡음에 의해 PLC나 주변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택 

하여야 한다. 

한편 출력모률의 표시 회로부는 외부 구동기기의 점검과 출력모률의 점 

검시에 유효한 것으로， 표시장치의 종류는 입력모률에서와 같다. 

나. 출력모률의 종류와 회로 

PLC의 출력모률에 사용되는 출력방식은 릴레이를 이용한 유접점 출력과 

트랜지스처 또는 트라이액 (Triac)을 이용한 무접점 출력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 

특수 출력방식이 있으나/ 여기서는 유접점 출력방식과 무접점 출력방식에 대 

한 회로예를 들어 설명한다. 

1) 접접 출력모률 

접점 출력모률이란 선호증폭 요소로 릴레이를 사용한 것으로 릴레이는 

코일부와 접점부가 완전히 절연되어 있으므로 릴레이 회로와 통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접점 출력 모률은 직류와 교류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편리 

하나/ 기계적/ 전기적/ 수변에 한계가 있고 또 접촉불량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 

다. 

PLC의 내부 회로와 외부의 구동기기 회로와는 릴레이 코일과 접점으로 

분리되어 있어 절연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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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지스터 출력모률 

트랜지스터 출력모률은 릴레이를 이용한 접점출력에 비하여 수명이 길고 

고빈도의 동작에 용이하다. 그러나 신호변환 요소로 반도체 소자인 트랜지스 

터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출력기기의 전원은 DC에 한정되고 접점출력이나 

트라이액 출력에 비해 개폐전류도 작다. 

트랜지스터 출력으로 절연타입의 회로예로서 이 회로는 포토 커플러에 의 

하여 내부회로와 출력 트랜지스터간올 절연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접속한 

전자 솔레노이드나 릴레이의 ONjOFF에 의하여 내부회로가 영향을 받는 일 

은 없다. 또한 이 회로 예에서는 내부에 스파이크 킬러용 보호 다이오드가 내 

장되어 있다. 

트랜지스터 출력의 경우에도 절연형식과 비절연형식에 관계없이 정격전 

압r 최대부하 전류는 엄밀히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트랜지스터 출력인 

경우에는 출력전류의 돌입전류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트라이액 출력모률 

트라이액 출력모률운 출력 증폭 요소로 트라이액올 사용한 것으로 웅답 

속도가 통상 1ms 이하로 접점 출력에 비해 10배 이상 고속이며/ 구통 개폐 부 

하 용량도 비교적 크다. 따라서 개폐 빈도가 큰 부하나 전자 솔레노이드 동의 

코일부하로 대용량 부하인 경우는 트라이액 출력모률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것은 접점 출력모률을 사용할 경우r 부하 전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 

라 수명이 대폭적으로 단축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트라이액 출력에 접속하는 부하는 서지전압이 발생하기 쉬운 

전자접촉기나 전자개폐기/ 전자 솔레노이드/ 대용량의 릴레이 퉁과 같은 유도 

부하이다. 이들 기기에서 부하전류가 200V에서 5A를 넘는 경우에는 노이즈를 

발생시켜 외부에 영향올 줄 뿐만 아니라/ 출력 전원에까지도 영향올 끼칠 수 

있으므로 제로크로스가 부착된 출력모률올 채용하는 쪽이 좋다. 

또 트라이액 회로에서는 서지킬러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문에 출력기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누설전류에 의한 오통작올 유발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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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주의 해 사용하여 야 한다. 

다. 출력부 사용시 문제점과 대책 

PLC의 출력부에서 중요한 점은 출력기기와 출력회로의 보호 및 제어장 

치의 신뢰성과 안전올 위협하는 오동작의 방지와 그 대책이다. 오동작에 의한 

신뢰성과 안정성 문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쪽으로 대책올 세우지 않으 

면 안된다. 여기서는 하드웨어상의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접점 수명에 대한 주의사항 

접점 출력모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릴레이와 통일하게 접점의 

수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다. 접점 출력모률의 부하전류 - 컵점수명 특성의 

관계에서 부하전류가 적을 수록 접점수명은 길어지므로 접점출력모률을 선택 

할 때에는 정격전류에 대해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y 부하전류가 큰 경 

우에는 하나의 대책으로서 중계 릴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유도부 

하를 접속할 경우에는 접점의 수명을 높이고 또한 노이즈 발생을 억제하는 의 

미에서 부하측에 보호회로를 삽입하여 접점 융착올 방지하여 접점의 수명올 

연장시킬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2) 누설전류와 그 대책 

누설전류에 대해서는 입력부에서 발생원인과 오입력에 따른 영향과 대 

책에 대해서 설명한바 있지만 출력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누설전류가 흘러 오출 

력을 야기하는 수가 있다. 접점 출력모률의 예로써 접점올 보호하기 위해 접 

점간에 CR식 스파크 킬러를 삽입한 경우이다. 또한 접점출력의 예로 트랜지 

스터나 트라이액을 이용한 무접점 출력에서도 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삽입하는 

보호회로에 의해 누설전류가 발생하고 이 전류에 의하여 출력기기가 오동작하 

는 수가 있다. 누설전류에 의한 영향은 출력기기가 소용량인 경부하에서 크게 

나타나고r 출력회로의 접점이나 트라이액이 OFF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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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설전류에 의한 출력기기의 오동작현상 

소형 릴레이가 진동하거나 오동작한다. 특히 ON에서 OFF로 하려고 할 

때 ON상태인채 OF되지 않거나， OF되기 까지의 기간이 길어진다. 솔레노아드 

밸브를 ON에서 OFF로 하려고 할 때/ 밸브가 복귀되지 않거나 진동한다. 

네온램프가 점둥해 버린다. 전자식 타이머가 OFF하거나 시간이 빨라진 

다. 모터식 타이머의 동작이 부정확하게 된다. 

나) 오동작 방지대책 

접점이나 트라이액 소자의 수명올 단축시키거나 파괴할 위험이 없는 

출력기기에서는 보호회로가 없는 형식을 채용한다. 출력기기가릴레이등과 같 

이 DC전원의 사용이 가능한 제품일 경우에는 출력전원올 DC로 변경한다. 

누설전류가 코일에 흘러도 동작되지 않는 릴레이를 사용한다. 출력전원을 낮 

추어 사용한다. 즉 AC 220V라면 AC 110V로 내 린다. 

더미저항에 의하여 출력기기로 흐르는 누설전류량을 감소시킨다. 

3) 돌입전류 대책 

교류전원올 사용하는 유도성 부하인 전자 설레노이드나 전자 접촉기 퉁 

에 전원을 인가하 순간적으로 돌입전류가 흐른다. 이러한 부하에 대해서 접점 

출력이나 트라이액 출력올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백열전구가 부 

하인 경우 점둥시 10배 이상의 돌입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트랜지스 

터 출력의 경우는 트랜지스터가 파괴 되는 수가 있다. 

통상 트랜지스터 출력의 경우/ 정격 전류의 8-10배 정도의 순간 전류까 

지는 견디지만/ 다은과 같은 대책올 세워두면 좋다. 

전류제한용 저항올 백열퉁과 직렬로 접속하면 램프의 명도가 조금 어두 

워지는 결점은 있으나 돌입전류가 억제된다. 백열동의 저항은 온도가 낮을때 

는 저항치가 낮고y 전류가 흐러 용도가 올라가면 저항치가 높아진다. 그러므로 

저항 R을 삽입하여 항상 램프를 핫 상태로 해 두면 램프 자체의 저항치가 높 

아지므로 트랜지스터가 ON할 때 돌입전류가 억제된고 트랜지스터도 보호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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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통기혜석의 용용 

5.3.1 통기계통 

가. 제1단계 통기계통 

지하공동을 굴착할때는 갱도내 통기계통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풍 

관올 이용한 국부통기법을 활용하게 된다. 갱구 근처에 적정의 선풍기를 설치 

하고 풍관올 설치하여 갱도작업장이 진행됨에 따라 연장해 가면서 소요 통기 

량올 빨아내서 갱도를 통하여 입기시키는 방법올 활용하거나 풍관을 통해서 

소요통기량을 불어 넣어서 갱도로 배기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비닐(부드러운)풍관을 사용하고 선풍기와 풍관을 이용 

해서 소요통기량올 풍관으로 불어넣고 갱도로 배기시키는 방법이 경제적이고 

활용하기가 무난하다. 갱도 연장거리가 300m이상이 될 때는 300m마다 동종의 

선풍기를 설치하여 Relay식으로 운전하면서 소요 통기량올 입기시킨다. 

1) 풍관 

풍관으로서는 철제풍관/ 포풍관r 비닐풍관이 이용된다. 이들 단면은 원 

형으로 크기는 직경 30-80cm, 길이 1.2-3m(철제풍관) 또는 3-10m가 보통 

이다. 

철제풍관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접속(Joint)부분으로 조작이 간단하고 

누풍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포제풍관으로 나이론y 비니론포지에 비닐도료를 

이겨부친 소위 비닐풍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내부에 0.5 -1m 의 간 

격으로 철제 ring을 부치고 그위에 비닐포지를 꿰매서 원형단면올 유지하고 

있다. 특별히 접속부분은 필요하지 않고 풍관선의 ring을 다른 풍관중에 압입 

해서 연결이 가능하다. 

2) 풍관의 누풍 

실제의 사용상태 및 실험적인 측정결과둥에 의하면 철제풍관의 누풍은 

5-60%로 접속부분을 주의하는 경우는 누풍울을 줄일 수 있다. 누풍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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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풍관거리가 길어지면 그만큼 누풍도 증가한다. 

옛날에는 철제풍관설치거리가 200 -300m로 되면 입기량의 약 반이 누풍으로 

손실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최근에는 접속부분이 개량되고 500m의 거리에 

서 누풍율이 10%로 한정되고 있다. 

비닐풍관은 특별한 접속부분이 아니므로 누풍이 많다고 생각되었지만 

실제의 실험결과에서는 생각보다 적고 길이 100m에서 16.7-198.%, 200m에서 

22.9-27.2%로 나타나고 있다. 

나. 제2단계 통기계통 

제2단계 통기시는 갱도의 갱구를 통해서 기간 운반갱도를 업기갱도로 

하고y 활용하려고 하는 지하공간을 계획하고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굴진하여 지 

표와 최단거리로 굴진하든지 상부로 Raise Borer둥으로 통기수갱올 굴착하고 

통기수갱 갱구에 적정용량의 주선풍기를 설치하여 지하공동의 오염된 공기를 

희석 배출하는 배기갱도로 사용한다. 

5.3.2 풍도특성의 결정 

가. 통기저항 

통기라 함은 목적하는 장소로 공기를 이동시키는 일이다. 다시말하면 

어떤 공기로 채워져 있는 공간올 다른 공기로 바꾸어서 채우는 일올 우리는 

곧 통기라고 한다. 

공기는 기체인 유체이기 때문에 이의 상태변화나 이동은 유체역학의 원 

리에 따라 변화 또는 이동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이에 따른 에너지가 소요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체입자들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지않고 계속 

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운동하고 있다면 이를 유체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입자에 있어서는 이와같이 계속하여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관성운동이라고 한다. 

유체의 이동도 거시적으로 볼때에는 관성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242 



이 관성으로 운동하고 있는 입자가 다른 입자나 물체와 충돌하였을때는 

운동하고 있는 입자는 충돌한 입자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의 량과 

방향과의 Vector합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향과 크기로 운동을 하게 될 것 

이다. 

그러므로 유체에 있어서도 이동방향과 힘의 합성이 유체의 이동방향과 

속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통기를 시킬때는 통기가 되지않는 

상태로 평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통기시키는 에너지가 소비될 수밖에 없 

을 것이며 따라서 통기를 시킬 때에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소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로 풍도에서의 통기는 유체인 공기가 정지하고 있는 물체 

를 통하여 이동하게 되므로 이 물체와의 접촉면에 마찰이 생기고 따라서 이 

마찰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이 통기에너지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것은 충분 

히 상상할 수 있다. 

이 마찰저항이라고 표현되는 에너지의 손실은 주로 공기가 물체표면을 

스치고 지나 갈때에 스침(앙iding) 때문에 에너지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마찰의 경우는 운동방향을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에너지만 전달 

하여 소비할 것으로 정의되어진다. 

또 하나의 마찰저항은 공기입자들간의 마찰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로서 

공기가 관의 풍도를 흐를 때 벽변에 접한 공기는 빠른 이동을 하지 못하고 흐 

르므이 중심부에 가까운 공기일수록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공기는 관의 내부에서 상대적 sliding올 일으키고 거기에 마찰에 의한 에 

너지의 손실이 생긴다. 즉 공기는 이 마찰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을 이기어 흐 

르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유체의 운동을 볼때에도 유체의 이동은 정반 

대의 방향으로 바꾸어지기도 한다. 

이 유체의 이동방향이 정반대방향으로 까지 되는 흐름의 현상이 나타나 

는 이유는 유로의 단면이 변화하거나 만콕 또는 흐름중에 장해물이 폰재하여 

충돌이나 스침 때문에 유체내에 압력차가 발생하고 흐름의 방향이 원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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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올 와류라고 하며 이 와류현상에서는 

충돌과 스침둥에 나타나는 에너지 손실외에도 원심력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올 

가져올 것이다. 이와같이 와류에 의한 에너지 손실올 와류손실이라 부른다. 

또한 통기에는 평형상태에 있는 유체의 이동이 압축과 확대에 따른 압 

력손실 또는 열의 발생과 홉수에 의한 운동에너지의 손실둥 상태변화에 의한 

에너지 소모도 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항상 지구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력방향에 대 

한 위치 에너지의 변화도 유체를 이동시킬때에 소요되는 에너지에 포함될 것 

이다. 이 모든 에너지의 합이 통기저항으로 나타나는 에너지의 값일 것이다. 

나.K치의 산출 

광산에서 직선갱도의 통기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즉 갱도의 

저항올 구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Atkinson의 공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ðP=k펠=k촬 

L':".P: 마찰에 의한 압력강화(mmAq) 

F: 갱도의 단면적(m') 

,e 갱도의 길이 (m) 

u 갱도단변의 주변장 

k: 갱도의 마찰계수 

v 평 균풍속(mjsec) 

Q: 풍량(m' jsec) 

본 Atkinson의 식은 Blasius의 식과 비슷한 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같은 종류의 함수로 되어 있으므로 이 식올 Blasius의 식에서 사용된 함수 

로 대입하여 보면 아래와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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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관에서 같은 압력강하의 경우에는 

A강 옳 r= k 용 ψ2 

k= 끽~ r 8g 

로 된다. 

결과적으로 Blasius의 식과 Atkinson의 식의 계수 A 와 k의 관계는 

k=옳 y의 관계를 보인다 

일정한 단면올 갖는 직선 원통에만 적용할 수 있는 Blasius의 식이나 

Atkinson의 식은 수축이나 팽창동은 무시한 식이며 뿐만아니라 Atkinson의 

식은 더욱더 Blasius의 식에서 동압의 변화를 무시한 간이형의 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Blasius식의 A 는 공기의 수축과 팽창 그리고 마찰저항과 난류손실 

을 상수로 하기 때문에 A 치가 동압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상수로 되어 각 

경우마다 이 상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Atkinson의 식은 광산 풍도인 경우 전면에 머러이 더욱 심하여 

난류뿐만 아니라 와류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측정할 수 없는 통압하이 일 

어나게 되므로 아예 이를 없이 하고 이 동압항까지를 상수로 취하여 각 경우 

마다 상수를 계산하도록 단순화한 식으로 되어 있다. 

실제문제로서 중력 (g) 및 공기의 비중( r )은 큰변화가 없으므로 일정하다 

고 간주하고 Briggs는 Atkinson식 의 k치 와 유체 의 마찰계 수 A 를 대 비 하는 평 

균치를 소개하여 일반적으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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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풍율의 산출 

누풍의 정도와 송풍거리 및 유효풍량과의 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검토방법 

일반으로 토목공사에는 누풍이 있는 경우의 풍관 압력손실 h(mmAq) 

에 관해서 근사적으로 다음 식으로 구하고 있다. 

h- A L Va y ----- ----
l-m D 2g I 

단 m=Vl - Vojvl(O.5>m>O의 범위)에서 Vl은 흡입구 풍속(mjs)， Vo: 토 

출구 풍속(mjs)， À 풍관의 마찰계수， L 풍관길이 (m)， D : 풍관직경 (m)， V 

: 풍관내의 평균풍속(mjs)， g : 중력가속도(mjs2)， r 공기의 비중량(kgjm' ) 

이다. 송풍거리를 구하는 경우는 선풍기의 정압(h)에 대용하는 L 의 크기를 

계산하면 좋은 것으로 되지만 m치는 동일한 풍관의 경우에도 전술한 정압의 

대소 혹은 L 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명확하고 길고 큰 풍관올 상정 

한 경우 오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 

2) 遍氣의 물리적 변수 

공기는 평형을 이루려고 고압대에서 저압대로 흐른다. 이와같이 입기가 

더 높은 압력수준에 있올 때 마다 분산된 투과성 매체를 통하여 배기풍도 가 

까이로 새어들어간다. 

분산된 매체내에서 미세한 孔올 통한 누기는 매체를 지난 차압과 매체의 

투과성에만 의폰한다. 바꾸어 말하면 투과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 

향올 받는다. (1) 지하공간의 연혁. (2) 지하공간의 이용 및 통기법. (3) 통기제 

어장치 설치에 사용하는 물질과 방법. 

5.3.3 풍관통기 

배기측의 공기오염올 방지하는 통기법은 배기를 풍관내로 유도하여 안 

전한 구역으로 방출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만약 풍관장이 짧아서 약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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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그 이동이 쉽고 또 소요동력수가 적은 것으로서 배제가 가능하다면 이 

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배기용 풍관내에서 분무살수를 

행하고 단기간에서 분진을 배제하고 정화공기는 방출하는 집진장치이다. 

송풍기(Blower)는 동력이 2.2kw이고 최대풍량이 80 nl/min, 최대 정압 

이 60mmAq이다. 배기풍관내에 nozzle올 수평 이통할 수 있도록 부착하였고 

풍관 1개를 45 。로 절단하여 충돌망을 설치하여 교체하도록 하였다. 유도포집 

형 집진장치 실험결과 물방울이 1차 충돌망올 통과하여 멀리까지 분산되므로 

An방e iron(앵글 철)으로 2차 충돌 격자망을 부착하였다. 

풍관내에서 분무살수를 행하여 부유분진올 억제하고저 홉출풍관내에 살 

수 nozzle올 장치한 것으로 분진입자와 수적입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포집 

mechanism이 충분히 인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6 Q /min이상의 사용 수량올 소 

비하고 있음에도 억제효과는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된다. 

채탄 작업장에서 발생된 분진이 배기되는 갱도의 입기측에서 풍관 

Hood부 국부선풍기(3Hp)， 분무살수 nozzle(Orifice 직경 l .8mm, 2.3mm)장치 

풍관/ 충돌망(45 0 , 50mesh망) 장치풍관I 충돌격자망 풍관을 조합하여 풍관내 

집진장치를 만들어 철 arch형 갱도내에서 집진효과를 조사하였다. 갱도 좌측 

하상에 이 장치를 설치하고 풍관내 집진장치의 전후 1m 위치에서 분진농도를 

측정했다. 여기에서 풍관 흡입구 Hood전의 농도를 T1, 풍관 배기측의 농도를 

T2라고 한다면 이 장치의 억제효율 p 는 다음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η =고효T2 .100 

충돌망 부착상태에서 분무 살수를 행하면 nozzle의 형식에 따라서 50 -

99%의 분진억제효과를 나타냈다. 그런데 현장 사용조건으로부터 nozzle한개로 

제한했어도 90%의 분진 억제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실용의 가능성이 있 

다고본다. 

이와같이 풍관통기는 우선 분무수적 입자와 기류중의 분진입자의 접합기 

회가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풍관내로 유도된 망목에 접촉하 

여 분진입자의 포집이 행하여졌다. 다음에 분진을 포착한 수적은 인접 수적과 

합성되고 망목을 지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 유하하여 풍관의 하부로 흐르고 

기중으로부터의 조기분리가 촉진된다. 이 2가지 작업은 만들어지는 수적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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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망목의 크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분무 

수 효과는 주로 수적 업경과 분진입자의 상대속도가 관계되고 수적경이 중요 

한 억제조건으로서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풍관내 집진을 행하고져 하는 경우 

단지 풍속의 증대에 수반해서 억제효율이 역비례하는 현상에 대해서 대상을 

강구코져하는 종전의 방식이라면 분무살수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 

다. 즉 부유분진 입자와 분무수적 입자와의 접합 부착의 기회를 주면 되는 것 

이다. 때문에 풍관내에 설치한 분무 살수 zone 내에 적당한 망의 mesh를 가 

진 충돌망올 만들어 주면 될 수 있다고 본다. 

5.3.4 통기관리 

가. Fan정지시의 대책 

Fan가동시의 풍량/ 온도/ 습도/ 기압y 가스의농도를 측정하고 Fan정지 

시를 대비해서 예비선풍기를 준비하고 수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표준공기 

(760mmH~ 20 0C 1 65 %습도)의 비중량은 l .2kg/m' 이다. 

나. 화재시의 통기변동과 퇴피경로 선정 

- 화재시의 통기변동 

지하공간에 있어서 화재 발생시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는 화재의 영향올 고려한 통기망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풍량의 계산과 

함께 화재가스의 온도변화/ 화재에 의한 압력손실의 증대동을 구할 필요가 있 

다. 화재의 위치가 고정된 경우에도 화재가스는 시간과 함께 지하공간내에 분 

산되고/ 화재시의 통기풍량은 비정상과정올 보인다. 갱내화재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올 수 없으므로 통기온도 계산에 관해서 어느정도 가정에 의한 계 

산올 하고 있다. 

1) 화재시의 통기온도 

종래의 연구는 거의 화재가스의 구배를 다음과 같은 형식의 관수에 

의해서 표시하고 있다. 

θ = ()v + ( θ o - () v) exp(-S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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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θ : 화재가스의 온도CC ) 

()v 초기 암반온도CC ) 

θo 화재대 직후의 화재가스 온도CC ) 

z 거리 (m) 

S : 화재가스의 온도감쇄계수O/m) 

온도감쇄계수 S치는 풍속동의 조건으로 좌우되지만 실규모 화재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값은 0.07에서 0.0 .10정도이다. 

火源온도는 연소형태에 의해 크게 다르지만 통상은 600 - 800 0C로 생각 

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는 火잊面을 흘러가는 선두부분올 화재front라 칭하 

면 임의의 장소의 온도는 화재front를 도달하기까지는 평상시와 변하지 않고 

화재front를 도달한 시점에서 초기의 온도로부터 화재가스의 온도로 변화한다. 

따라서 임의의 장소의 온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우선 화재의 front의 도달을 

생각하고 화재의 front를 도달하고 있다면 전술의 식으로 계산하고 도달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의 온도대로 한다. 

화재에 의한 압력손실에 관해서는 반드시 용어나 생각하는 방법이 통일 

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화재에 의한 통기온도 상승에 수반해서 통기의 

체적증가와 통기저항변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화재시에는 定風量풍도 

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풍도로 

치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풍량 및 온도계산 

가) 소요통기량과 풍량 

통기의 첫째 목적은 사람의 작업원의 호흡에 필요한 신선한 공기를 공 

급하는 것이므로 지하공간내 최대 취업자수에 1인당 필요공기량을 소요통기량 

으로 보아야 하며 이 소요량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 

1인당 소요공기량은 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작업시에 필요한 

공기량은 노동의 종류에 따라 대체적으로 1.2 - 2.4 m' /min이며/ 또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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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토출한 공기의 일부를 다시 홉입하지 않고 신선한 

공기로 홉입하면 0.7-2.0m' /min의 공기가 필요하다. 

지하공간의 출입통로 J:Il 
^ 지하공간내의 주요통로의 풍향은 발연관올 

이 

용하여 공기의 흐름방향올 조사하고， 같은 개소의 공기흐름량올 풍속계를 이 

용하여 평균풍속올 측정하고 그곳의 단면적올 측정하여 평균속도와 단면적올 

송하므로 공기의 흐름량(풍량)올 계산한다. 이와같은 측정을 각지구 지하공간 

에 대하여 3차(봄r 여름I 겨울)에 걸쳐 조사측정하여 통기프로그램의 입력자료 

로 활용한다. 

나) 온도를 기준한 소요통기량 

통기에 의하여 대기중의 공기가 지하공간내로 유입됨에 따라 그 기류 

의 온도는 암반의 온도/ 기계류에 의한 마찰열 및 기류자체의 속도변화에 의 

한 열둥에 영향올 받게되며 또한 그외 인체에서 발생하는 발산열r 벽면 주위 

수분의 중발에 의한 홉수열둥에 의하여 변화한다. 

이와같이 대기도 심부화에 따라 고온화되므로 입기에 의한 냉각효과는 

二l 한계심도가 나타나게 되며 二l

따라서 한계심도이내의 취업장소의 

이하심도는 냉각효과를 거둘수 없게 

.x. 。
.n:. -,• 기류옹도를 사람이 활동할 수 

된다. 

있올 

정도로 유효온도를(체감온도)를 28 -30 0C 이하로 낮추는데 필요한 통기량을 계 

산할 필요가 있다. 

기류온도는 풍량에는 별로 영향올 받지않고 다만 공기 단열압축에 의 

한 온도상승과 수분중발에 의한 온도저하가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하부로 

심부화됨에 따라 100m당 0.6-0.8 0C로 추정한 기류증온융올 두어 하부온도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들어 지하공간의 규격 6’ x 6’(단면적 2.7m', 주변장 6.6m)으로 하고 

최대거리 200m 까지로 하여 평균갱도 개착후 경과시간은 15-30일로 가정하 

고 작업장 기류의 유효온도는 28 0C로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의 통기는 

국부통기로 하며 작업장의 통기량은 풍속의 제한올 받음으로 (풍속을 고속으 

로 하면 분진비산으로 곤란) 풍속올 0.7-2m/sec로 하여 작업장 통기량 

97.2 - 324 m' / min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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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冊究結果

5.4.1 환경제어시스템의 구성 

가. 시스템의 개요 

이 시스템은 밀폐된 공간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도 및 습도퉁올 조절하고 가스 농도둥올 감시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 

다. 이 시스템은 32개의 구성 요소y 즉， 32곳의 환경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 

한 중앙감시장치y 각 사이트의 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제어장치I 그리고 중 

앙감시장치와 제어장치를 연결하는 통신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환경제어 

시스렘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마이컴 응용기술/ 통신기술y 컴퓨터 인터페이싱 

기술y 그리고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둥이 필 

요하다. 

이번에 개발한 이 장치의 특징은 중앙 감시 장치에서 가변적으로 각 사 

이트의 환경을 설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도록 한점이다. 중앙감시장치의 모니터링은 비쥬얼 베이직을 이용하여 작성 

하고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자가 쉽게 메뉴를 선택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각 사이트의 제어장치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언어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환경제어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5.4.1과 같다. 

| 중앙감시장치 j 

제어장치 

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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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환경제어시스댐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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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앙감시장치 

중앙감시장치는 윈도우 환경하에 운용하기 위해서 비쥬얼 베이직 언어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는데 이 장치는 Man-Machine Interface, DataBase 

Manager, IPC(Inter-processor Cornmunication) Handler, 그리 고 Error 처 리 기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감시장치의 모니터링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주메뉴에서 서브 메뉴로 

의 이동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 이 장치의 메뉴 관계를 도식적 

으로 나타내면 그림5.4.2와 같다. 

경보 

history 

초기화 

통신 

그렴5.4.2 중앙감시장치 블럭도 

1) 초기화(Initi매ization) 

경보상태 

각 Site의 제어장치를 중앙감시 장치에서 초기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Site의 제어장치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센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센서에 대한 특성 데이터를 입력하여 제어장치에 로 

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같은 센서에 대한 초기화 특성 데이터는 보관되어 같은 종류의 센서를 

다른 센서에 로딩하고자 할 때 다시 입력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정 및 면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기능을 

마우스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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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데이터에는 각 센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각각의 센 

서에 대한 설정값을 초기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값이 설정값보 

다 클 경우 엑츄에이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환경에 맞게 구동시킬 엑 

츄에이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메뉴에 의해서 제어장치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시스템의 유연성을 좋게 하였으며 환경에 탄력적으로 가변시킬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2) 감시 모니터링 

각 Site의 제어장치에서 검출된 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32개의 제 

어장치를 모니터상에 위치와 같이 나타내도록 하였다. 각 Site가 정상적인 환 

경일 경우 즉/ 엑츄에이터가 동작하지 않아도 될 경우는 모니터상에는 데이터 

송수신 진행 정보만 나타나고 각 Site에 대응되는 네모 블록은 녹색으로 나 

타나도록 하였다. 

정상인 경우는 각 Site의 위치가 녹색으로 나타나고 각 Site의 환경상태 

가 비정상일 경우는 붉은 색의 바탕으로 바뀌어 감시자로 하여금 이상이 생긴 

Site의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스톨이 되지 않은 Site는 청색 

으로 나타나고 위치 또한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쉽게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기화가 된 제어장치가 어떤 원인/ 즉， Site에 설치된 전원이 Off되었 

거나 커넥터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하지만 제어장치의 상태가 비정상으로 동작 

하여 데이터의 송수신이 되지 않을 때는 감시자가 쉽게 그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황색으로 관련 Site를 나타내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경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우스로 경보가 발생한 Site를 클릭하면 어 

떤 원인에 의해서 경보가 발생하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 경보 상태 모니터링 

감시 메뉴에서 임의의 위치가 비정상적일 경우 즉/ 바탕색이 빨간색으로 

변한 Site에 대해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Site의 경보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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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는 각 센서의 설정값과 현재값올 보여주고 어떤원인에 의해 경보 

가 발생하였는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기가 

동작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도록 하였다. 

또한 이 경보 상태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언제 소멸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생시간과 소멸시간올 디스플레이 해 두었다. 

4) 경 보History 저 장 

어느 Site에서 어떤 원인으로 경보가 발생하였는지/ 언제 소멸되었는지 

를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경보가 발생한 Site에 대한 정보를 DataBase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 데이터도 사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5) IPC Handler 

경보를 감시하고 있는 동안 IPC Handler는 주기적으로 각 Site에 현 

재 상태의 정보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각 제어장치가 전송한 데이터를 IPC 

Handler는 버퍼에 저장하고 이 정보의 프레임이 맞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즉y 

Site No. Data Length, Check Sum, 그리고 ETX 둥올 검사하여 통신상에 데 

이터 손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데이터의 송신은 폴링 방법올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수신은 Seria1 Chip 

의 Rx 인터럽트를 이용하여 처리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데이터 Format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Data 
Length 

ID : 각 Site에 있는 제어장치의 No. 

STX: 02H 

Check 
Swn 

Data Lengh: 전송할 데이터의 총 바이트수 

Check Sum: 전송할 데 이 터 의 Check Sum Data 

ETX: 0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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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4.1 초기화 송신 데이터 Format(16Byte) 

같다. 

여기에서/ 

Max와 Min 센서의 상한값과 하한값 

Set: 각 센서에 대한 출력 상태 정보로 각 Bit의 할당된 의미는 다음과 

때t 1 j@t 2 「@t 3 j@t 4 

여기에서/ 

X : Not Used 

Sensor On/Off: 센서의 사용유무 

1 : 사용중 

o Not Connected 

Out 1 ~ 4 : 센서 측정값이 출력값보다 클 때 동작시킬 

엑츄에이터 상태 

1 : 동작 

o No Operation 

표5.4.2 제 어 장치 에 데 이 터 요구(4 Byte) 

jMSQ_ID 100 100 

여기에서y 

Msg.JD: Message의 종류(O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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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4.3 수신 상태 확인(4 Byte) 

|MsgJD 야 Ix 때 

여기에서y 

Msg_JD: Message의 종류(02H) 

X: 수신 상태 데이터 

OOH: 정상적인 수신 완료 

80H: 수신 에러 발생 

6) 각 제어장치관리 

중앙 감시 장치는 각 Site에 있는 제어장치와의 통신올 통하여 모든 상 

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분산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어 

떤 원인에 의해서 어느 제어장치에 현재의 센서동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요 

구했올 때 옹답이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요구 IPC Message를 송신함과 동시에 Timer 

를 동작한다. 이 Timer7} Time out 될 때까지 옹답이 없으면 다시 또 데이터 

요구 메시지를 보낸다. 이와 같이 3회를 반복해서 요구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제어장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퉁록을 취소할 것인 

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용하여 취소하면 그 사이트는 

인스톨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지만 취소하지 않으면 그 다음 사이클에서 또 

다시 되풀이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다. 제어장치 

제어장치는 Interrupt Handler, IPC Handler, 신호 변환장치r 유지 보수 

기능퉁이 구현되어 있는데 이 장치의 블록도를 그림5.4.3에 나타내었다. 

1) 컨트롤러 주변회로 

가)제어장치 

제어장치는 요즈음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원칩마이컴 89C51올 이용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메모리는 시스댐올 가능한한 작게 구성하기 위해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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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CPU내부에 있는 ROM과 RAM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이 원칩마이컴에 공급되는 시스템 클럭은 11 .0592MHz이며 인 

터럽트와 제어선을 제외한 나머지 버스는 모두 입출력 버스로 활용하도록 설 

계하였다. 제어장치에 대한 블록도를 그림 5.4.3에 나타내었다. 

-+ 

그렴 5.4.3 제어장치의 블록도 

나) 클럭 발생회로 

이 제어장치에 사용되는 클럭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공급되는 시스템 

클럭y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ADC(Analog to Digital Convertor)에 

공급되는 Clock, 그리고 가스센서를 구동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Gas Sensor 

clock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스템 클럭은 11.0592MHz를 공급할 수 있 

도록 외부에 크리스탈 발진기를 사용하였고 센서에서 입력된 아날로그를 디지 

털로 변환하는 변환시간올 결정하기 위해서 640KHz를 공급하는 회로를 TTL 

올 2단으로 설계하여 공급하도록 하였다. 가스농도를 감지하는 가스센서의 타 

이머 On, 야f 시간올 결정하기 위해서 NE555를 이용하여 1Hz를 발진하도록 

하였다. 

다)리셋회로 

전원을 On/Off하거나 매뉴얼에 의한 리셋이 필요할 때 리셋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셋회로를 설계하였고 리셋여부를 LE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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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트 번호 인식회로 

중앙감시 장치와 IPC Message를 주고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자신의 

ID를 설정 및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자신 번호는 DIP 스위치를 이용 

하여 1에서 32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Power on시 이 제어장치는 이 DIP 스 

위치 상태를 읽어 자기자신의 번호로 둥록한다. 따라서 이 제어장치의 번호를 

바꾸고자 할 경우는 제어장치의 전원올 0타한 다음 DIP 스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3) 통신 제어회로 

이 시스템은 장거리를 Multi drops 형태로 전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RS232C 대신 RS485통신올 이용하였다. RS485통신올 구동하기 위해서 

SN75176 Chip올 이용하여 RS232C level을 RS485 level로 변환하는 회 로를 내 

장하였다. 

4) Actuator 감시 회 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장비일 수록 유지보수 기능이 잘되어 있는 

데 이 시스템에서도 Actuator의 동작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기능올 설계하였다. 즉y 모터나 fan 퉁이 동작하는데 이 상태를 이 제어장치 

가 감지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체 진단기능으로 

Read after Write 기법을 설계하여 내장하였다. 이 기법은 Actuator의 동작상 

태가 원하는 대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볍으로 동작시킨 다음에 그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기법이다. 

5) 전원회로 

제어장치에 필요한 전원은 TTL 호환소자를 구동하기 위한 5V와 센서 

및 엑츄에이터를 구동하기 위한 5V, 12V를 공급해 주도록 하였다. 전압레률레 

이터를 이용하여 입력전압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과전류시 동 

작올 차단하기 위해서 휴즈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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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엑츄에이터 인터페이스 

이 제어장치에는 4개의 부하를 구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5V 릴레이 

를 이용하여 OnjOff제어를 할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하였다. 

가)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1) TIL과 트랜지스터의 인터페이스 

트랜지스터의 출력올 콜렉터에서 이용하느냐 에미터에서 이용하느냐에 

따라 인터페이스하는 방법이 다르다. 에미터에서 출력을 끄집어 갈 경우， 즉 

에미터훨로우의 경우는 입력 임피던스가 hFE X RE가 된다. hFE==200인 트랜지스 

터라 하면 RE올 100Q으로 할지라도 입력 임피던스는 20KQ 이 되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만으로도 TIL에서 출력되는 전류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TIL과 

트랜지스터 사이의 저항올 연결하지 않고도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이 방법 

은 회로가 간단하지만 전압이득이 1보다 작다. 즉I TIL의 출력보다 VBE(=O.7V) 

만큼 전압이 감소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u11 Up 저항올 연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TIL 레벨에서 풀업저항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수 KQ 이 적 

당하며 트랜지스터의 출력올 다시 TTL과 접속할때에는 RE의 저항을 너무 큰 

것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콜랙터에서 출력올 얻올 경우는 저항 R]올 달아서 트랜지스터R]로 흐르 

는 전류를 억제시켜야 한다. 저항이 너무 적어 TTL에서 나오는 전류가 너무 

크면 TIL내의 콜렉터 저항에서 발열이 될 뿐아니라 TIL 출력의 High전압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IC를 구동할 때는 출력이 High일지라도 잡음 둥 

의 영향으로 오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항 R]은 ITL에서 트랜지스터로 

흐르는 전류I IOH로 트랜지스터의 콜렉터 전류를 제어하기 때문에 너무 고저 

항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R]의 저항은 ITL이 OFF상태일 때 트랜 

지스터의 베이스 에미터간의 전하를 방전시켜서 베이스가 그라운드 전위로 되 

기 때문에 이 저항올 너무 적게 하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이 

적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R]의 2- 3배되는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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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형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TIL의 싱크 출력으로 부하를 구동하는 

인터페이스 회로가 있다. 여기에서 TIL의 싱크전류를 크게 하려면 저항 R1은 

작아야만 되고 부하에 큰 전류를 공급하려면 콜렉터 전류 Ic가 큰 트랜지스터 

를 사용하면 된다. 

트랜지스터에서 TIL간의 인터페이스는 트랜지스터의 출력올 콜돼터에 

서 TIL로 하는 방법과 에미터로 TTL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배선 

의 길이라든지 IC퉁이 접지에 대해서 부유용량올 가지고 있다. 이 부유용량과 

부하저항 RL에 의해서 동작속도가 결정된다. 부유용량과 부하저항이 너무 큰 

경우는 고속동작이 콘란하게 된다. 

(기 CMOS와 TIL의 인터페이스 

CMOS로 TIL올 구동하고자 할 때에는 CMOS의 출력전류가 큰지 작은 

지를 먼저 알아야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다. CMOS의 출력전류가 적올 때 

에는 TIL올 직접 구동할 수 없기 때문에 CMOS 와 TTL 사이에 트랜지스터 

회로를 삽입하여야한다. 그러나 CMOS의 출력 전류가 클 때에는 TIL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CMOS에서 High로 출력 할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가능하지만 CMOS의 출력이 Low 상태일 때는 CMOS가 싱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인터페이스 시키는 것이 곤란하지만 이 경우에도 싱크가 큰 

버퍼를 사용하면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TTL에서 CMOS로 연결할 때에는 ITL의 High 전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풀업저항을 연결하는 것이 좋다. 풀업저항에 의해서 TIL의 출력은 

High인 경우 5V를 유지할 수 있다. CMOS가 12V나 15V를 사용하는 경우는 

TTL과 CMOS 중간에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연결하든지 직접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내압이 높은 오픈 콜렉터형의 TIL올 사용하여 직접 연결한다 

(3) TTL과 CMOS의 인터페이스 

TIL과 CMOS의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TIL과 CMOS의 차이점 

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을 표5.4.4에 나타내었다. 

TIL에서 CMOS로 인터페이스를 할 때 TIL의 high 출력이 2.4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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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V까지로 5V와 같이 충분한 전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 - 10 μ2 정도의 

풀업저항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TTL의 출력이 High인 경우 5V 

로 나타나게 된다. CMOS의 전압이 12V나 15V처럼 높을 경우는 트랜지스터 

를 이용하여 TTL과 인터페이스를 하든지 아니면 내압이 높은 TTL의 오픈콜 

렉터를 사용하면 쉽게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표5.4.4 TTL과 CMOS의 차이점 

구분 TTL CMOS I 

속도 빠E 다 느라다 

소비전력 높다 낮다 

집적도 낮다 높다 

구동전원 5V 5V -15V 

입력임피던A 높다 

출력전류 낮다 

싱크능력 | 약하다 j 

CMOS에서 TTL로 인터페이스를 할 

경우， CMOS는 출력전류가 적기 때문에 

그대로 TTL을 구동할 수가 없다. 이 경우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하려면 구동전류가 

큰 CMOS버퍼를 사용하거나 또는 트랜지 

스터를 이용하여 TTL올 구동할 수 있다. 

CMOS와 TTL의 전압이 다를 경우 다이오 

드를 사용하여 πL을 구동할 수 있다. 

나)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릴레이 구동 인터페이스 퍼스컴이나 마이컴에 

서 나오는 신호y 전류나 전압은 엑츄에이터를 구동하기에는 아주 작기 때문에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퍼스컴이나 마이컴에서 나오는 신호 

를 증폭하여 엑츄에이터를 구동하여야 한다. 

트랜지스터는 스위칭과 증폭올 해 주는 기능올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기능을 이용하여 릴레이를 구동하는 회로를 설계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한다. 

마이컴에서 Low를 출력하면 인버터에 의해 High로 반전되고 트랜지스터 

는 ON상태로 되고 콜렉터 전류 Ic가 흘러 릴레이는 구동하게 된다. 반대로 

마이컴에서 High가 출력되면 릴레이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회로에서 저항 R올 구해보면/ 

R=함 . VOH = VR + VBE 이므로 
1B 

V"nu- VH T;' 

R= unr nc 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VOH는 인버터의 출력 최소전압으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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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4V, VBE는 베이스와 에미터간의 전압으로 O.π" IoH는 인버터의 최대출력 

전류=0.4mA， IB는 베이스 전류=0.4mA로 IOH보다 작거나 같다. 이 경우 저항 

R은 

2 .4 -0.7 R= _LJ.: __ _ ~.~~ 4.25 kQ 
O.4 X lO - .J 

여기에서 여유를 고려하여 3kQ의 저항을 사용한다. 저항 R이 결정되면 

콜혜터 전류 Ic와 트랜지스터 증폭율 hFE의 관계를 고려하여 트랜지스터와 릴 

레이를 결정한다. 릴레이를 표5.4.5와 같은 사양의 5V 정격의 직류 릴레이를 

사용하였올 때 이 릴레이에 흐르는 전류는 5v / 43.4 Q=115mA이다. 

표5.4.5 5V청격의 직류렬례이 

코일정격 5V 

개방전압 
정격전압의 

lO%V 이상 

정격여자전류 115mV 

정격소비전력 576mW 

코일저항 43.4 Q 

감동전압 
정격전압의 
Of、n /'~T ..... 1~ 

l I ðU70Y "Ior 

콜렉터 전류 Ic=115mA이므로 이를 이용 

하여 트랜지스터의 전류중폭율을 계산하 

며， hFl;:= 효=끄도 =287이 된다. 
Þl'. 1B 0 .4 

즉/ 트랜지스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hFE가 

287 이상이 되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2SC372의 경우 Ic=150mA, hFE=70 -400이므로 이 경우 사용이 가능 

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VOH = 2.4 V는 ITL 출력의 최악의 조건 전압이다. 이 

상적인 경우VOH = 5V이다. 저항 R=3.0kQ, VOH = 5V일 때 베이스 전류를 구 

해보면， 

VOH- VBE 5-0.7 
1R = n <.J '::.'_'>. = 1.43mA 

U κ 3.0x lO - .J 

이 전류는 TTL의 출력전류 IOH = 0.4mA 보다 크기 때문에 TTL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를 그림5.4.4와 같이 2개 사용하 

여 트랜지스터 1은 hFE가 큰 것올 선택하고 트랜지스터 2는 콜렉터 전류가 큰 

것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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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C• .'Y 

Relay 

“ .Com orPC Tr1 

’--
그림5.4.4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 

이와 같이 트랜지스터 2개를 사용하는 방법올 달령톤 결합이라 한다. 이 

와 같이 달령톤 결합회로를 사용하면 TIL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릴레이를 

구동할 수 있다. 릴레이나 엑츄에이터 같은 코일 성분은 ON, OFF 시 순간적 

으로 높은 역기전력(서지 전압)이 발생하여 인터페이스 회로를 망가트릴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기전력올 홉수할 수 있도록 다이오드를 코일과 

병렬로 연결한다. 여기에서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151588을 사용한다. 

전류중폭윷올 높이기 위해서 달링톤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만 이 경우 

VCE(sat)가 높기 때문에 콜래터 손실이 크게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 

지스터에 공급되는 전원을 달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계 및 트랜지스터를 선정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트랜지스터 어레이나 SSR올 이용하여 엑츄에이터나 릴레이를 구동한다. 릴레 

이는 유접점이지만 55R(5이id 5tate Relay)은 무접점 스위치로 노이즈에 강하 

고 신뢰성이 높올 뿐만 아니라 사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면리하다.55R의 기본 

회로와 이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회로를 그림5.4.5와 그림5.4.6에 나타내었다. 

그 림 .5.4.5 Interface 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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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너버회로 

"" 
엽력단자 

흩력단자 

그립 5.4.6 SSR의 기본회로 

끼 센서인터페이스 

센서에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원l 접지y 그리고 

신호선이 필요한데 이 장치는 4개의 라인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12V 전원선， 접지선y 입력 시그널선y 그리고 센서를 타이머에 의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선이 4세트로 설계되어 있다. 

8) 주요 디바이스 

제어장치에 사용된 주요 칩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T89C51 : EEPROM올 내장한 원칩 마이컴으로 RS485 통신이 가능 

하도록 직렬 제어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또한 타이머 job올 구동할 수 있도 

록 16 비트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다. 제어장치는 통신과 시간을 컨트롤하는데 

이 칩에 내장된 인터럽트 컨트롤러를 이용하였다. 

# ADC0809 : Sensor로부터 입 력 되 는 Ana10g 신호를 Digi뻐 선호로 변 

환하는 ADC(AnaIog to DigitaI Converter)로 8비트의 분해능올 가지며 8개의 

신호를 스위칭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Multiplexer가 내장되어 있다. 

# Relay(부성 랄레이 6V) : 센서로부터 입력된 신호와 설정된 신호를 비 

교하여 Actuator 둥올 구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자로 제어장 

치에는 6볼트 전압올 이용하여 이 소자를 구동하였다. 

# UA7805 : 입력전압의 변동이 있더라도 제어장치에 공급되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압조정기로 이 칩을 사용하였다. 이 칩은 12V의 

전원 입력올 5V로 전압조정하여 제어장치의 각 IC에 전원올 공급해 주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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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 _Switch ( 5P ): 5개 의 신호에 각각 +5V와 GND의 신호를 CPU 

에게 주어 최대 32개의 ID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제어장치가 기동되면 

제일먼저 자기 자신의 어드레스를 이 스위치를 통해 읽어 확인한다. 

중앙감시장치와 각 제어장치간의 Point to Point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고 어느 현장에서 트러블이 있는지 제어장 

치가 이를 인식하여 감독자에게 알려주어 신속한 처리 및 상황 대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SN75176 : RS_485 통신올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칩으로 32개의 회선 

을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댐은 버스 구조로 연결 

되 어 Point to Point 통신을 하거 나 Broadcasting 통신 이 가능하도록 설 계 되 

어 있다. 

# LED: 제어장치에 사용된 LED는 4개의 릴레이에 대한 구동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릴레이 동작시 LED는 on 상 
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지보수 기능으로 Hard Ware상에 문제가 있 

을 때/ 즉 Controller7}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을 때는 이를 감시자에게 알려주 

기 위해 LED를 계속해서 점둥 및 소둥을 하게함으로써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처음에 제어장치에 전원올 투입시 중앙감시장치가 관련된 초기 데 

이터를 로딩하는지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4번 LED를 1초 주기로 

On/Off 하도록 설계하였다. 

# CON_4P 및 CON_2P : CON_4P는 각각 12V의 전원과 센서의 입력 

신호y 그리고 GND와 가스 제어신호선이 연결되어 있고 CON_2P는 릴레이의 

외부 출력 단자로 연결되어 있다 

# 커넥터 ( 9PIN ) : 중앙감시장치와 각 제어장치간의 통신올 하는 직렬 

통신회선으로 각 제어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Sensor의 입력값을 체크하여 현장 

에서의 압력y 온도/ 습도/ 가스 유출의 유무 등을 확인 및 제어를 할 수 있도 

록 DATA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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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어장치의 기능 

이 제어장치는 분산제어시스템(Distributed Control System)의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Stand-a1one으로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 

계되어 있다. 이 제어장치는 중앙감시시스템과 통신올 하게 되었는데 데이터 

를 수신할 때에는 인터럽트를 사용하고 송신할 때에는 폴링 방식올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되어있다. 

(1) Stand-a1one 동작 

Stand-a1one으로 동작할 때에는 default로 ROM에 기록된 Threshold값 

을 기준으로 하여 센서로부터 입력된 값을 비교한다. 기준값보다 높으면 상황 

에 따라 Fan이나 Motor, 또는 밸브둥올 동작시키고 또한 이 제어장치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LED퉁올 OnjOff시킨다. 센서에서 입력되는 아 

날로그 값은 8 bit의 해상도를 갖는 ADC에 의해 디지털 값으로 변환되어 기 

준값과 비교하게 된다. 

Actuator, 즉 모터나 밸브， 또는 훤퉁이 제어하고자 하는 대로 동작이 

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수시로 엑츄에이터의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컴 

멘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일치하지 않올 때는 경보음을 올리도록 

한다. 

(2) 분산제어 시스템의 단말 동작 

ROM에 초기화가 된 Threshold값으로 단말장치가 동작하다가 중앙감시 

장치로부터 초기화와 관련된 IPC(Inter-processor Communication )Message를 

인터럽트 메카니즘올 통하여 수신하게 되면 이 제어장치는 입력된 초기화 

IPC Message Block올 검사하게 된다. Protocol에 이상이 없고 데이터에도 오 

류가 없으면 중앙감시 장치로 잘 받았다는 확인 신호를 보내고 중앙 감시장치 

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용 제어장치를 다시 초기화한다. 초기화가 끝나면 제 

어장치는 Stand-a1one으로 동작을 하면서 폴링방식과 인터럽트 방식을 이용하 

여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메모리에 저장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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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시 장치로부터 현재상태 즉r 센서의 현재의 값/ 엑츄에이터의 동 

작상태동의 정보를 요청하는 IPC Message7r 들어오면 제어장치는 현재상태를 

보내주기 위해 프로토콜에 따라 IPC Message를 만들어 중앙감시 장치로 보낸 

다. 

제어장치에서 중앙감시장치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IPC Message Format 

은 다음과 같다. 

1 표5.4.6 

IData L빼 j 표5.4.7 iCα매Cααheck Surr삐m 
j 표5.4.8 

여기에서 / 

ID : 각 Site에 있는 제어장치의 No. 

STX : 02H 

Data Lengh : 전송할 데이터의 총 바이트수 

Check Surn :‘ 전송할 데 이 터 의 Check Surn Data 

ETX : 03H 

표5.4.6 송신 데 이 터 Format(16Byte) 

여기에서/ 

Max와 Min : 센서의 상한값과 하한값 

Set 각 센서에 대한 출력 상태 정보로 각 Bit의 할당된 의미는 다음 

과같다. 

,X 
1Sensor 1 

1On/0ff ix 

여기에서 

X: Not Used 

X Out 1 Out 2 Out 3 캔빔 

Sensor On jOff : 센서의 사용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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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용중 

o : Not Connected 

Out 1 - 4 : 센서 측정값이 출력값보다 클 때 동작시킬 

엑츄에이터 상태 

1 : 동작 

o : No Operation 

표5.4.7 제 어 장치 에 데 이 터 요구(4 Byte) 

jSite No 100 100 100 

여기에서y 

Site No: 각 Site에서 설정된 제어장치의 ID 

표5.4.8 수신 상태 확언(4 Byte) 

여기에서y 

X: 수신 상태 데이터 

OOH: 정상적인 수신 완료 

80H: 수신 에러 발생 

라. 통신회선 

중앙감시장치와 32개의 제어장치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Bus 형태의 

Network올 구축하였다. 중앙감시장치는 제어장치와 Point to Point 통신이 가 

능하고 또한 모든 제어 장치에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Broadcasting 전송도 

가능하다. 

통신 방식은 직렬 비동기 통신으로 RS 485 통신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으로 PC나 컨트롤러에는 RS232C 포트가 있는데 RS232C는 전송거리가 짧고 

속도도 느릴 뿔만 아니라 Multidrops형태의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통신방식 RS422이나 RS485 통신을 많이 이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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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422 인터페이스는 Point to Point 방식/ Multidrop 형태의 전이중 통 

신이 가능하며 최대 10대까지 Drive 할 수 있다. 이 것은 입력단이 항상 통신 

선로에 접속되어 있어 통신이 가능한 반면 출력단은 그렇지 못하다. 출력올 

하려면 먼저 출력단을 통신선로에 접속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멀티드롭이 가 

능하게 설계된 RS422 인터페이스 방식이 통신선로에 동시에 두 개의 출력단 

을 접속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성 때문이다. 

RS485는 Multi-point Bus방식으로 반이중 통신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입력단과 출력단이 동일한 통신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입출력을 동시에 할 

수 없고 반이중 통신만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을 하 

기 전에 매번 통신선로를 출력으로 이용할 것인지 입력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출력 지정은 사용자의 옹용 프로그램에서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RS232C portY- Seri머 Chip에 있는 모템 컨트롤 신호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입출력 지정은 R1S(Request to Send) 신호를 이용하여 

해결하는데 이 신호를 High로 하면 출력단이 통신선로에 접속되어 출력 가능 

상태로 되고 Low로 하면 입력단이 통신선로에 접속되어 입력 대기 상태로 된 

다. 비동기 통신 방식의 비교표를 표5.4.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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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4.9 비동기 통신 방식 비교 

인터페이스 RS232 RS422 RS485 

신호방식 Single-Ended Differential 좌동 

전송방식 
전이중(F버l 전이중(F버l 반이중(H외f 

Duplex) Duplex) Duplex) 

전송거리 최대 15m 최대 1220m 좌동 

연결방식 Point to Point Multidrop Bus 

최대 Driver, 1 Driver 1 Driver 32 Driver 

Receiver수 1 Receiver 10 Receiver 32 Receiver 

최대출력 
土25V -O.25V to 6V -7V to +12V 

전압 

최대입력 
土15V -7V to +7V -πT to +12V 

전압 

RS422이나 R않85의 Level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7v 이상의 구동전압이 

필요한데 PC에 있는 RS232C Port의 경 우 DTR(Data Terminal Ready) 선호를 

전원전압으로 이용한다. 

이 번에 개 발한 제 어 장치 는 75176 Line Driver를 사용하여 RS485 통신 

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고 중앙감시장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RS232C의 

DTR과 RTS 신호를 이용하여 RS485 통신이 가농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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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프로그램의 실행 

가. 기동 인터꽤이스 

그림5.4.7 셜행화면 

그림 5.4.7은 환경 제어 시스탬올 윈도우상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나타 

나는 초기화면이다. 여기에는 3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그립5.4.8온 각 제어장치 

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별자이고 그립5.4.9는 각 제어장치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윈도우로 물어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별자이며 그립 

5.4.10은 환경제어 시스템의 모니터령융 종료하기 위해서 선택하도룩 한 식별 

자로 마우스로 클릭하면 선택된다. 

織활뚫 讓훌혔 
그렴5.4.8 초기화메뉴 그렴 5.4.9 셜행 메뉴 그렴5.4.10 플내기매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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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 인터페이스 

그립5.4.11은 그립5.4.7에서 실행 메뉴롤 선택하였올 경우 나타나는 그림 

으로 32개의 제어장치에 대한 위치와 상태률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나 

타낸 그립이다. 이 그립에서 각 제어장치의 상태는 색상과 소리률 이용하여 

오퍼래이터에게 알려주는데 비정상적일 경우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도록 셜 

계되어 었다. 색상온 3가지로 다음과 같용 의미훌 갖는다. 

-. 적색 : 임의의 환경이 성정한 환경보다 열악한 경우 적색으로 디스 

플레이 된다. 

-. 황색 : 제어장치가 비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융 나타낸다. 

-. 녹색 : 청상적으로 환경이 제어되고 있옴율 나타낸다. 

그립5.4.11 실행 화면 

그림5.4.11용 실행화면으로 각 제어장치의 상태훌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 

론 동작상태도 이 그림의 하단에 디스폴레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 그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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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메뉴 버튼， 그림5.4.12는 지금까지 각 제어장치의 상태훌 기록한 파 

일융 얽어 보도혹 한 것이다. 

그립5.4.12 History 션빽 버튼 

다. 초기화 인터빼이스 

그립 5.4.13은 그림5.4.7에서 초기화 메뉴 버튼을 클력하였옳 경우에 디 

스플래이되는 화면으로 사용자가 각 사이트의 환경융 훤하는 대로 셜정할 수 

있도륙 셜계되어 었다. 

그립5.4.13 초기화 화면 

그립5.4.13온 각 제어장치훌 초기화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화면으로 그 

기능율 셜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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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te 변호와 위치 

Site 번호는 각 제어장치의 ID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두자리 숫자 

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또한 각 사이트를 번호로만 입력시 위치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훌 쉽게 확인활 수 있도록 위치 데이터r 혜훌 돌면y 뱅장실 또 

는 관리실율 환굴이나 영문으로 입력하도록 쩔계되어 었다. 

2) 가스 

가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혜서 가스에 사용되는 히터훌 일갱한 주기로 

On/Off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센서마다 On/Off 하는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샌서에 따라 환경에 맞는 초기화 데이터률 입력할 수 있도록 셜계하였다. 여 

가에서 제어장치는 On/Off 주기를 30sec로 셜청되어 었다. 

3) 센서 #n 

이 제어장치는 4개의 센서를 사용 환경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센서는 가스센서/ 온도센서， 압력센서， 그리고 

습도센서이다. 가스센셔는 다시 일산화탄소 센서와 프로판가스， 그리고 도시가 

스훌 경우에 따라 검출이 가능하도록 껄계되어 있으며 그림5.4.11에서 그 하나 

툴 션빽하면 된다. 

그렴5.4.14 가스 센셔 션빽 예뉴 그렴5.4.15 샌셔 션벅 예뉴 

그립5.4.15는 그림5.4.14와 마찬가지로 마우스률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 

도록 셜계되어 었다. 초기에 각 센서의 동작 상태를 초기화활 수 있는데 초기 

화를 하기 위한 태이불올 그립5.4.16에서 그립5.4.21까지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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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16 도시가스 초기화 대이불 

그렴5.4.17 얼산화탄소 초기확 대이불 

그립5.4.18 프로판기스 초기화 벼이촬 

그립5.4.19 압력 초기확 대이블 

275 





i때 녁? jt뿔혹 
그립5.4.22 빼이티 추가 그렴5.4.23 벼이터 수갱 그렴5.4.24 빼이터 져짱 

i람- l「츠 l? 
그립5.4.25 사이트뺀갱 그렴5.4.26 빼이터 삭체 그렴5.4.Z7 빼이터 청송 

그립5.4.22는 새로운 각 제어장치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할 때 선 

택하는 버튼이고， 그립5.4.23은 입력된 초기화 데이터롤 잘못 입력하였거나 수 

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다. 그립5.4.24는 수정이나 압력된 초기화 데 

이터훌 하드디스크에 처장하는 기능옳 갖는 버튼이고 그림5.4.25는 각 사이트 

의 위치률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다. 그립5.4.26온 사용하다가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의 제어장치에 대한 초기화 데이터 

를 삭제하고자 활 때 이 버튼이 사용되고 그림5.4.27온 입력된 초기화 데이터 

를 각 제어 장치에 전송하여 초기화 하고자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다. 이 버튼 

을 클릭하면 천송상태가 그립5.4.13의 왼쪽 하단에 디스플래이 된다. 

그립 5.4.28 사이트 번호 이동 버튼 

그림5.4.28는 각 사이트에 대해 입력된 초기화 데이터룰 확인하거나 

수청， 또는 재 전송하기 위혜서 사용하는 버튼으로 상황에 따라 유효하지 않 

은 청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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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History 인터혜 이스 

그림5.4.8에서 버톤 그림5.4.12률 션택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정보에 대해 

Histcπy를 확인해 불 수 있도륙 하였다. 이것온 파얼로 저장되어 있는데 일별 

로 파일이룸이 만들어지도록 셜계하였다. 각 파일에는 경보가 발생한 사이트 

번호， 발생시간， 경보 해제시간I 경보 벌생시의 센싱된 값， 동작한 엑츄에이터 

둥이 상세히 기록되어 었다. 

마. 경보 인터쩨이스 

그립5.4.11의 실행화면에서 어떤 사이트가 적색으로 변하면 그 사이트의 

상태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림5.4.29와 같이 껄계하였다. 적색으로 나타난 

사이트훌 마우스로 클력하면 그 사이트의 상황I 즉I 현재의 온도r 습도y 가스의 

농도 및 압력퉁이 나타나 있고 이로 인해 어떤 액츄에이터가 동작되고 있는지 

를 모니터링활 수 있으며 변하는 상황을 일정한 시간마다 검색이 가농하도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빛 제어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림5.4.29 모니터령활 수 있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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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시작품 제작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적정한 온도 및 습도/ 가스퉁을 

필요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댐을 구성하였다. 이 시스템은 설정한 지 

하공간의 환경을 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에서 각 site의 환경을 

가장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설정환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5.4.30과 같이 연구소내 설치된 지하저장실모형으로 제어반의 크기 

180 X150cm 그리고 제어 Room(냉동실y 냉장실/ 실험실)모형 크기를 16 x 19 x 

23cm로 하여 아크릴로 제작하고/ 각 제어Room에서 센서가 윈어드린 값이 이 

상 또는 위험상태일 때 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fan, solenoid valve등이 작동하 

게 된다. 

Site의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Host에서 site의 정보를 

loading하도록 구성 되 어 있으며 각 site에 대 한 정 보는 Host에 서 Database로 

구축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Site에 대한 하드웨어 구성은 대량생산시의 생산단 

가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유 

지보수 기능중 "Read after Writer기법 ”을 사용하였다. 

Host와 site간의 통신은 이 시스템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IPC(Inter-Processor Communication) Protocol을 설 계 사용하였으며 장거 리 및 

Multidrop이 가능하게 하기 위 하여 이 부분을 지 원 해 주는 RS485통신을 이 용 

하였다. 

Host에서 사용자가 site의 정보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메뉴를 display한 

다. 사용자가 초기화정보를 선정한 다읍 보턴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해당 site는 이 초기화 정보를 받고 잘 받았다는 IPC message를 Host로 알려 

준다. 사용자는 연결된 각 site에 대해 순차적 또는 random하게 계속해서 초 

기화를 해나간다. 만약 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System에서 선 

정한 통신 프로토콜에 의해 3번 확인하도록 한다. 

site에 서 는 각 센서 의 정 보를 수집 하여 Host로 알려 주는데 이 정 보DB에 

저장된다 main menu로 경보 발생시 green에서 red로 관련 site의 색상이 변 

하고 위치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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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5.4.30 시작품 책작 

표5.4.10과 같이 독성가스의 경우는 그 허용농도로/ 가연성가스의 경우는 

1/10 - 1/5 LEL농도로 경보값올 설정하고 각 site간 실험을 통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값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계속연구로 각 site에 가스주입I 

온도， 습도 환정올 변화시키면서 현장 적용 가능한 셜정값올 보완할 계획이다. 

표5.4.10 각 샘서의 절정된 경보값파 해채값 

구 분 가A 온도 습도 

표로판{).5% 

경보값 도시가A1.0% 30 't 90% 

CO 50ppm 
표로판{).3% 

해제값 i도c시o가A0.5% 25 0C 80 % 

25ppm 

이번에 개발한 시작품은 지하공간을 최적의 조건으로 제어 및 감시할 수 

있는 system으로 그 특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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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시스템은 통신에 의해 원격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하 

공간의 온도r 습도/ 가스등의 상태를 중앙에서 항상 monitoring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지하공간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둘째 지하공간에 설치된 제어장치는 stand a]one으로 동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하공간의 특성상 중앙에서 지하공간을 monitoring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각각의 지하공간에 설치된 제어장치가 옹도/ 습도， 가스의 양퉁을 

check하여 비정상시 Actuator를 구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다. 

셋째 Man-machin Interface7r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Visual language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Window환경에서 손쉽게 시스템올 제 

어 및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각각의 지하공간에 대한 온도r 

습도/ 가스둥의 설정올 할 수 있도록 하여 지하공간에 설치된 제어장치의 수 

정없이 중앙감시장치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5.5 컬론 

산업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지하공간의 활용가치는 점차 증대되고 있다. 

지하공간의 활용이 증대되는 만큼 지하공간을 용도에 따라 제어할 수 있는 시 

스댐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지만 현재 개발이 되지 않아 지하공간내 

가스관의 가스 누출r 분진둥에 의한 사고발생요인이 항상 잠복해 있는 상태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공간의 환경에 영향올 

주는 통기/ 온도r 가스와 적절한 센서의 사용올 관찰하여 아함전자(주)와 공동 

연구를 통하여 지하공간내 환경의 자동제어장치의 시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개발한 시작품은 지하공간올 최적의 조건으로 제어 및 감시할 수 있는 

svstem으로 다음과 같이 연결 운용펼 수 있다. 

1) 가연성가스의 감도를 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경보를 올릴 수 있는 가 

스농도의 하한치를 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였다. 

2) 경 보가 올리 면 설치 된 fan 또는 solenoid valve를 자동으로 가동시 켜 

지하공간의 오염된 공기를 희석 배제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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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CAES 시스템의 열역학적 빛 

유체역학적 특정연구 

6.1. 서 언 

본 연구는 “ CAES 시스템을 포함하는 가스터빈 싸이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열역학적 및 유체역학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재래식 싸이클 

과 비교하여 그 비교우위를 입증하며， 일관된 체계하에서 “압축공기 지하저장 

공동”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한다. 

6.2. CAES 시스탱의 염역학적 해석 

이 장에서는 “CAES 시스템을 포함하는 가스터빈 싸이클” 과 CAES 시스 

템을 포함하지 않는 “재래식 가스터빈 싸이클”에 대하여 그 열역학적인 해석 

결과를 상호 비교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가스터빈 싸이클”은， “모터/발전기”의 양측에 각각 “공기압축 

기”와 “가스터빈”을 연결하여 운전하는 형태를 취며， “재래식”에서는 이와 같 

은 “공기압축기”와 “가스터빈”을 동시에 가동시킨다. 그러나 "CAES식“에서는 

이들을 클러치로 연결하여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가동시킨다. 즉 "CAES식“에 

서는 “폐단부하시 "(off-peak load time)에 “기초부하 발전소"(base load power 

plant)로 부터 공급되는 유휴전력을 이용하여 “공기압축기”만 구동시켜 압축공 

기를 저장하며， “첨단부하시 "(peak load time)에는 이미 저장되었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가스터빈”만을 구동시켜 “발전기”로 발전한다. 이렇게 발전된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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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초부하 발전소”로 부터 발전된 전력올 보충하여 첨단전력수요에 부웅하 

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CAES시스템올 포함하는 가스터빈 싸이클”에서도 항상 “CAES식” 

으로만 운전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온 경우에는 “재래식” 방식으로 운전 

하지 않올수 없게된다. 즉 

@ “폐단부하운전”도 “첨단부하운전”도 아닐 경우 (연속운전올 위하여)， 

@ 압축공기 저장공동을 건설중인 경우， 

@ 압축공기 저장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 

@ 압축공기 저장공동중의 공기가 최종 소진 되었을 경우 퉁 

이와 같이 동일한 가스터빈 싸이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CAES식”이나 

“재래식”으로 전환하여 운전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일 

한 모델올 사용하여 “CAES식” 과 “재래식”의 양자를 비교하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본인의 모텔은 No(198이둥을 참고로 하되， 압축공기 저장공 

동에서의 열전달 및 마찰손실둥올 감안하여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각각 수용 

할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이와 같온 동일한 모텔내에서， CAES 시스템올 포 

함하여 모델 전체의 구성요소들올 다 이용하는 경우에는 “CAES식”으로서 선 

택적인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며， 그 중에서 압축공기저장과 관련되는 CAES 

시스템올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들만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재래식”으로 

서 “압축기”와 “가스터빈”올 동시에 운전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CAES식“에서의 열효율은， 가스터빈 싸이클내에서 투입한 연료에너지(열 

에너지)에 대한 가스터빈 출력에너지(일에너지)의 비율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 

리고 “재래식”에서의 열효율은， 가스터빈 싸이클내에 투입한 연료에너지(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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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에 대한 가스터빈 정미 출력에너지(일에너지)의 비율로 정의하기로 한다. 

여기서 정미 출력에너지란 전체 가스터빈 출력에서 압축기 가동에 필요한 압 

축기 입력올 차감한 것이다. 

“재래식” 싸이클에 대한 “CAES식” 싸이클의 비교우위를 입중하기 위하여 

는 상기와 같이 정의한 열효융을 상호비교해 보는 외에도， “재래식”운전에서 

의 전체 가스터빈 출력에 대한 정미 출력의 비윷， 또는 전체 가스터빈 출력에 

대한 압축기 입력의 비율까지도 검토하여， “CAES식”에서 전체 가스터빈 출력 

이 모두 정미 출력이 되는 것과 상호비교해 보아야 할것이다. 

6.2.1. 가스터빈 싸이클 모웰 

CAES 시스템올 포함하는 가스터빈 싸이클의 모델 전체 개념도는 다음 그 

립 (Fig. 6-1)에서 보는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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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CAES 시스템올 포함한 가스터빈 싸이클의 개념도 

그립에서 보는바와 같이 본 모벨에서， “모터/발전기”ανG)， “압축기” 

(Kl , K2 , K3) , “가스터빈.， (π , 12) , "인터쿨러“ (IC) , "연소기” 

(Bl , H2), “재생가열기.， (R) 둥온 "CAES식“과 ”재래식“ 운전에 공통되는 

구성요소이고， “축열시셜.， (HS ), "압축공기저장공동“ (CAS) , "지상저수조” 

(Sm?) 둥 CAES 시스템온 "CAES식“ 운전에만 관련되는 구성요소이다. 

그림에서 숫자 (1. 2,1’,2’ ,1" ,2" ,3,4,3’,4’,5, 6) 로 표시한 것은 각각 해당위 

치의 상태를 나타내며 ， 2R 은 “재생가열기”의 CAES 시스템측 상태를 표시하 

고， 2S 는 “압축공기저장공동”의 입구측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f는 “연소 

기”에 각각 공급되는 연료를 나타내고 있다"모터/발전기“의 양측에 ”클러치“ 

(C) 를 설치하여 단축식 가스터빈 싸이클로 하며， 필요에 따라 "CAES식“， 

또는 ”재래식“ 운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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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는 “압축공기저장공동”내의 공기압올 대략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 

하여 “지상저수조”와 저장공동올 연결하여 “수보상"(Water Compensation)올 실 

시하도록 하고 있다. 

“축열시설”의 역할은， 압축공기의 저장시에는 고온의 압축공기로 부터 압 

축열을 일부 제거하여 시설내에 축열해 놓으며， 반대로 압축공기 방출시에는 

시설내에 축열해 놓았던 압축열올 압축공기에 공급하여 가열시키는 역할올 

담당한다. 압축공기로 부터 압축열올 제거하는데는 애프터쿨러 (after c。이e디를 

사용할수도 있으나， 이때에는 압축열올 축열하였다가 다시 이용할수 없는 단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축열시설이나 애프터쿨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 

온， 고압의 압축공기를 저장하여야 하게 되므로， 공동 주위암반에 크릭올 발생 

시키는 둥 안정성에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재생가열기”도 또한 열올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구로써， 가스터빈 

으로 부터 배출되는 가스의 열올 이용하여， “축열시셜”올 통과한 압축공기를 

재가열하는 역할올 한다. 

그리고 “연소기" 81과 82 는，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더욱 가열시켜， 가스 

터빈 운전에 필요한 온도수준까지 높히기 위한 기구이며， 여기서는 연소시키 

는데 필요한 연료(fuel)를 소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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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역학적 혜적 6.2.2. 

기본척인 가갱 6.2.2.1. 

해석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압축공기 및 연소가스를 모두 이상기체라고 가 

정하며 그들의 비열의 변화도 무시하기로 한다. 또한 습도의 영향올 무시하며， 

압축기에 처음 유입되는 공기유량(flow rate)올 단위유량으로 하고， 싸이클내에 

서의 유량손실 또는 유량중가도 무시하기로 한다. 

각 구성요소애서의 가청 6.2.2.2. 

1) “압축기" (Kl . K2 • R3) 에서， 

- 압축과정에서 “인터쿨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압축기 입력을 감소시 

키고， 가스터빈 출력올 증가시킬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인터쿨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3대의 압축기의 각각의 

입기온도는 모두 동일해 진다고 가정한다. 즉 

낀
 

--T 

서
 

-낀
 

압축비는 압축기의 압축기 입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대의 - 그리고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블) = (홉) = (흙) = (활) 

<ÞK 는 전체 압축비) (단， 여기서 
l 

<ÞKl = <ÞK2 = <ÞlC3 = <þ녕 도르 .., , 

- 또한 3대의 압축기의 단열효융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290 



ηkl ηIC. ηK3 ηI{ 

2) “축열시설" (HS) 에서， 

- 축열시설내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압축공기 저장시간과 압축공기 

배출시간의 길이가 동일하며， 압축공기의 입출량과 에너지의 입출량 

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3) “압축공기저장공동“ (CAS) 에서， 

- “압축공기저장공동” 입구에서， 저장시(압축시)와 배출시(팽창시)의 온 

도 및 압력올 비교할때， 저장시에 비하여 배출시에는 온도 및 압력이 

각각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실제 상황에 부합시키기로 한다. 

4) “재생가열기" (R ) 에서， 

- “재생가열기”의 CAES 시스템측 상태( 2R)는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5) “가스터빈"(TI ，T2) 에서， 

- 팽창과정에서 “연소기”를 사용하여 가스를 재가열시킴으로서， 가스터 

빈 출력올 증가시킬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연소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스터빈 2대의 각각의 입기온도는 모 

두 동일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즉 

T3 = T 3' 

또한 가스터빈의 “배출온도”도 동일하다고 가정. 즉 

T4 = T/ 

- 그리고 가스터빈 출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2대의 가스터빈의 팽창비 

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혈) = (慧) = (숍) ;:z. 

’ 「 <Þ n = <Þ π = <Þ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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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스터빈 2대의 단열효율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즉 

T) n = ηπ = ηT 

6.2.2.3. 엘에너지 빛 열에너지 판채식 

1) "CAES식 “운전에 서 ; 

"가스터빈” 출력 ; 

_ l1!:. 、

WTh = 2' T3 ' ηT'Cp 'il- ç，K 2 'Dht (6-1) 

여기서， 

W짜 = "CAES식“운전에서의 가스터빈 출력 

T3 = 터빈 입구온도 

ηT= 터빈 단열효율 

Cp = 비열 

Ç,K= 압축기의 전체 압축비 

k-l m= -동~(여기서 비 열비 k = 1.4 ) 

Dh = (융) 

A = (1 - ê 11 ) • (1 - ê 12 ) • (1 - ê Hsd • (1 - ê CAS - ê HSD) 

.(1- εRA-êBl)'(1- ε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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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éRC) 

én é12 인터쿨러 압력손실율 

éHSC (압축시 ) éHSD (방출시) = 축열시설 압력손실율 

éCAS 압축공기저장공동 압력손실윷 

éRA 재생가열기 압력손실율(공기) 

éRC 재생가열기 압력손실율(가스) 

éB1 εm = 연소기 압력 손실율 

"연소기“를 통해 가해진 열량 ; 

QBh = Cp 낀 J -7JHS(1- ηR깐+옳(짧-싸r2 ] r (6-2) 

-[1(1 +ηR)r 1-써1-싸씀 Dh}l 

여기서， 

QBh = "CAES식“운전에서의 연소기를 통해 가해진 열량 

T 1 = 압축기 입구온도 

[1 = 활 (여기서 T3 = 가스터빈 입구온도) 

단 = 필Q (여기서 T 2SD = 압기배출시 압기저장공동 입구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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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재래식“운전에서 ; 

11가스터빈” 출력 ; 

WTc = 2 윈 ηT'Cp '{l-싸흉 , D c } (6-3) 

여기서， 

WTc = 11재래식“운전에서의 가스터빈 출력 

D c = (J(1 -é펴체g허헤n“)(싸( 
(1 十 éRC)

11압축기“ 입력 ; 

짜 =3 팎 , Cp ' i짧 -1 } (6-4) 
νK 、 , 

여기서， 

WK = 압축기입력 

11연소기“를 통해 가해진 열량 ; 

QBc = Cp ' T 1 ' f 2rl- (1-깨맏옳(짧 -1)} \ 
l -rl(1 +ηR)r 1-ηTh-싸흉 DJl J 

여기서， 

QBc = 11재래식“운전에서 연소기를 통해 가해진 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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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갚 6.2.2.4. 

- 다음과 같은 값들을 가정하고， 이를 입력자료로 하여 계산을 수행하기로 

한다. 

( 1 기압 ) kPa 101.3 。 대기압 P1 

K ( 15 0C ) = 288.15 T 1 。 압축기 입구온도 ; 

K ( 750 oC ) 

T3 _ 1023.15K 
rl = T[ - 288.15K = 3.5507548 ) 

1023.15 
E 
니
 

。 터빈 입구온도 ; 

(따라서 

K(50 0C) 

323.15K ~~~. ~~~~ 1.1214645 ) 288.15K 

= 323.15 T2SD 
。 압기저장공동 입구온도 (배출시 ) ; 

T 2SD 

' 2 T 1 
(따라서 

ηK = 0.85 。 압축기 단열효윷 ; 

η T = 0.85 。 터빈 단열효율 ; 

ηR = 0.80 。 재생가열기 효융 ; 

= 0.80 ηHS 。 축열시설 효윷 ; 

= 0.03 ê RA 。 재생가열기 압력손실율(공기) ; 

。 재생가열기 압력손실윷(가스) ; = 0.02 

= 0.03 

êRG 

ε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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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n 。 인터쿨러 압력손실윷 ; 



。 연소기 압력손실윷 ê Bl = êm = 0.02 

。 축열시 설 압력 손실윷 êHSC êHSD = 0.02 

。 압축공기 저 장공동 압력 손실윷 êCAS = 0.05 

A 、 0.1428572 

(따라서 Dh = I 풍 = 1. 03561잃 ) 

(따라서 Dc = 1. 0219잃4) 

。 공기비 열 Cp = 1.005 (에/않'K) 

k-1 m= -꽁2... = 0.2857143 (여 기서 비 열비 k = 1.4 ) 

(따라서 쯤 = 0.1428572) 

(따라서 훈 = 0.0952381) 

1) "CAES식“운전에서 ; 

"가스터빈” 출력 ; (6- 1)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h = 2 좌 TJT' Cp ' {I-</1품 Dh} 

= 2 x 1023.15 x O.85 x 1.005 x {1 - </1K -0 . 14짧72 x 1.035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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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양축비 별 가스터 빈 춤력 (CAES식) 

CÞK WTh 

(압축비) (kl/kg) 
20 568.0232689 
30 634 .4328841 
40 679.2720186 
50 712.8050156 
60 739.4208012 
70 761.3896904 
80 780.0326703 
90 796.1844768 

100 810.4043151 

11 연소기“ 투입열량 ; (6-2)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QBh = 다 T 1 ' J -7JHS(1- ηR깐+꼴(짧-싸r2 ] 

-rl (1 + ηR)r 1-써 1-싸쯤 Ðh}l 

Q Bh = 1. 005 x 288. 15 x 

-0.80 X (1 -0.80)[ { 1 +찮(따0952381 -1)} -1.1214여5] ~ 
( 2 × 3 5507닮8-1 1214M5 × (1-o 8) } 

-3.5507548 x (1 +0.80)[1 - 0.85 x {1-ψ성 1428572 X 1. 035618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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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합축비 별 투입 영 략 (CAES식) 

ØK QBh 

(압축비) (세/kg) 
20 639.5509429 
30 696.4648019 
40 734.7266288 
50 763.2425981 
60 785.8109681 
70 804.3923164 
80 820.1253724 
% 833.7286177 

100 845.6826053 

2) 11재래식“운전에서 ; 

11가스터 빈” 출력 ; (6-3)식 에 의 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WTc = 2 좌 ηT 다 {I-값흉 Dc} 

=2 x lQ정 .15 x O.85 X l. 005 x {1- ØK -0.14짧 x l.0219834} 

T'able 6-3. 합축비 별 가스터 년1 춤력 (재 래 식) 

ØK WTc 

(압축비) (에/kg) 
20 583.5595078 
30 649.0947362 
40 693.3435210 
50 726.4350241 

60 752.7003876 
70 774.3800353 
80 792.7775628 
90 808.7167149 

100 822.749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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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압축기“ 입력 ; (6-4)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따 =3 혼L . Cp ' {ø찮 -1 } 
'IK ‘ ’ 

288.15 ,, 1 f\M' " ( .1. 0.0952381 " = 3 x L;~O~~;) x 1.005 x { ØK 0.0952381_1 } 0.85 " ..... VVV " t 'YJf. .... J 

T'able 6-4. 암축비별 압축기 입력 (재래식) 

ØK WK 

(압축비) (kJ / kg) 
20 337.4632964 
30 390.9900721 
40 430.2411716 
50 461.4359721 
60 487 .4207153 
70 509.7452694 
80 529.3503726 
% 546.8514724 

100 562.6739516 

11 연소기“ 투입열량 ; (6-5)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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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c = 1.005 x 288.15 x 

{ 2× 3 5507짧O-0.8) x {1+찮 x (繼내 1 
-3.5507않8 x 0 +0.80)[ 1-0.85 x {1-삶 14잃572 x 1.021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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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5. 합축비별 투입염략 (재래식) 

<ÞK QBc 

(압축비) (kJJkg) 
20 650.4410095 
30 705.8542619 
40 743.0614255 
50 770.7641106 
60 792.6706345 
70 810.6940249 
80 825.9447884 
90 839.1232642 

100 850.6978174 

6.2.2.5. 계산컬과의 혜 석 

"CAES식“운전에 있어서는 압축기를 통하여 공기를 압축저장하는데 소요 

되는 에너지는 ”폐단부하시“에 ”기초부하 발전소“의 유휴전력올 이용하게 된 

다. 따라서 "CAES식“운전에 있어서는 공기압축기를 가동시키는데 있어서 가 

스터빈 싸이클내에서 별도의 연료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CAES식“운전에 있어서의 열효율은 가스터빈 싸이클내에서 투입한 연료에너 

지(열에너지)에 대한 가스터빈 출력에너지(일에너지)의 비율로 정의하기로 한 

다. 

그러나 “재래식”운전에서는 가스터빈 싸이클내에서 투입한 연료를 연소시 

켜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가스터빈올 운전하고， 그 가스터빈 출력의 대부 

분올 공기압축기를 운전하는데 소비하며 그 나머지 일부분만이 발전기 가동에 

이용되어 “첨단부하시”에 전력의 형태로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재래식”운전 

에서는 공기압축기를 가동시키는데에도 연료의 투입올 요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재래식”운전에서의 열효윷은 가스터빈 싸이클내에 투입한 연료에너지(열 

에너지)에 대한 가스터빈 정미 출력에너지(일에너지)의 비율로 정의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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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정미 출력에너지란 전체 가스터빈 출력에서 압축기 가동에 필요한 

압축기 입력올 차감한 것이다. 

“재래식”에 대한 “CAES식”의 비교우위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상기와 같이 

정의한 열효윷올 상호비교해 보는 외에도， “재래식”운전에서의 전체 가스터 

빈 출력에 대한 정미 출력의 비윷， 또는 전체 가스터빈 출력에 대한 압축기 

업력의 비율까지도 검토하여， “CAES식”에서 전체 가스터빈 출력이 모두 정미 

출력이 되는 것과 상호비교해 보아야 할것이다. 

1) "CAES식 “운전 에 서 ; 

"CAES식“운전에 있어서는 싸이클내에서의 연료투입이 가스터빈올 가동시 

켜 발전하는데만 필요함으로， 상기와 같은 열효윷의 정의에 따라 투입(연료의 

투입)에 대한 산출(가스터빈 출력)의 비윷， 즉 열효윷올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계산에서는 가스터빈의 단열효울올 85%로 하여 계산하였으며， 계 

산결과는 아래의 Table 6-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싸이클의 열효율이 90%를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기압축저장공동에 저장되는 공기압올 60 내지 80 

기압 정도로 생각한다면 대략 압축비 60 내지 80의 범위에 해당할것이다. 

Table 6-6. 암축비 별 영효윷 (CAES식) 

ØK QBh WTh CAES식 열효율 

(압축비) (kl/kg) (kl/kg) (W까/QBh) 

( % ) 
20 639.5509429 568.0232689 88.82 
30 696.4648019 634.4328841 9 1.09 
40 734.7266288 679.2720186 92.45 
50 763.2425981 712.8050156 93 .39 
60 785.8109681 739.4208012 94.10 
70 804.3923164 76 1.3896904 94.65 
80 820.1253724 780.0326703 95.11 
90 833.7286177 796.1844768 95.50 

100 845.6826053 810.4043151 95.83 
평균 9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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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 ”재 래식“운전에서 ;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재래식”운전에서는 연료를 연소시켜 여기서 발 

생하는 에너지로 가스터빈올 운전하고， 그 가스터빈 출력의 대부분올 공기압 

축기를 운전하는데 사용하고， 그 나머지만이 발전기 가동에 이용되어 “첨단부 

하시”에 전력의 형태로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가스터빈의 출력 ( WTc )중에서 

압축기 입력( ~상)을 제한 것이 발전기 가동에 이용되는 가스터빈의 정미 출 

력 (WTc - WK) 이 되는 것이다. 압축비별로 가스터빈 출력， 압축기 입력 및 가 

스터빈 정미 출력을 아래의 Table 6-7 에 정리하였다. 

T'able 6-7. 압축비별 가스터빈 정미 출력 (재래식) 

<ÞK ~깐c W상 (WTc-WK ) 

(압축비) (k] /kg) (k] /kg) (kJ/kg) 
20 583.5595078 337.4632%4 246.0%2114 
30 64째9.094씨7362 390.9900721 258.1046641 
40 693.3435210 430.2411716 263.1023494 
50 726.4350241 46 1.4359721 264.9990520 
60 752.7003876 487.4207153 265.2796723 
70 774.3800353 509.7452694 264.6347659 
80 792.7775628 529.3503726 263.4271902 
% 808.7167149 546.8514724 26 1.8652425 

100 822.7493361 562.6739516 260.0753845 
평균 733.7507583 472.9080325 260.8427258 

아래의 Table 6-8 은 전체 가스터빈 출력 ( WTc )에 대한 정미 출력의 비윷 

올 보여주고 있다. 정미 출력 (WTc- ~상)의 비율은 30 내지 40%에 불과함올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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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1e 6-8. 압축비별 가스터빈 젓미 춤력율 (재래식) 

rfJK WTc (WTc - WK) (WTc - WK)/WTc 

(압축비) (kJ/kg) (kJ/kg) ( % ) 
20 583.5595078 246.0962114 42.17 
30 649.0947362 258.1046641 39.76 
40 693.3435210 263.1023494 37.95 
50 726.4350241 264.9990520 36.48 
60 752.7003876 265.2796723 35.24 
70 774.3800353 264.6347659 34.17 
80 792.7775628 263.4271902 33.23 
% 808.7167149 261.8652425 32.38 

100 822.7493361 260.0753845 3 1.61 
평균 35.89 

아래의 Tab1e 6-9 는 전체 가스터빈 출력 ( WTc )에 대한 압축기 입력 ( WK ) 

의 비율올 보여주고 있다. Table 6-8 에서도 간파할수 있는바와 같이 “재래식” 

에서는 압축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전체 가스터빈 출력의 60 내지 70 %를 

소비 하고 있음올 알수 있다. 

Table 6-9. 압축비별 압축기의 에너지 소비율 (재래식) 

rfJK WTc WK (W상/WTc ) 

(압축비) (k] /kg) (kJ/kg) ( % ) 

20 583.5595078 337.4632964 57.83 
30 649.0947362 390.9900721 60.24 
40 693 .3435210 430.2411716 62.05 
50 726.4350241 46 1.4359721 63.52 
60 752.7003876 487.4207153 64.76 
70 774.3800353 509.7452694 65.83 
80 792.7775628 529.3503726 66.77 
90 808.7167149 546.8514724 67.62 

100 822.7493361 562.6739516 68 .39 
평균 64.11 

아래외 TaWe 6-10 에서는 “재 래식” 운전에서의 열효융올 보여주고 있다. 

연료를 투입한 결과로서 첨단부하시에 전력올 생산할수 있는 정미 가스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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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올 산출하게 됨으로， 투입열량(QBc)에 대한 정미 출력 (W놔-~상)의 비 

율로 열효율올 계산한 것이다. 열효율도 30 내지 40 %에 불과함올 알수 었다. 

T'able 6-10. 밥축비볍 가스터멘 첫미 염효울 (재래식) 

ifJK QBc (WTc-WK ) 재래식 열효율 

(압축비) (kj/kg) (kj/kg) (WTc-~상)/QBc 

( % ) 
20 650.441α)95 246.0962114 37.84 
30 705.8542619 258.1046641 36.57 
40 743.0614255 263.1023494 35.41 
50 770.7641106 264.9990520 34.38 
60 792.6706345 265.2796723 33.47 
70 810.6940249 264.6347659 32.64 
80 825.9447884 263 .4271902 31.89 
% 839. 1232642 261.8652425 31.21 

100 850.6978174 260.0753845 30.57 
명균 33.78 

3) "CAES식“과 ”재래식“의 비교 ; 

아래의 Table 6-11 에서는 “CAES식”에서의 가스터빈 출력( ~놔)과 “재래 

식”에서의 정미 가스터빈 출력 (W놔-~상)을 대비하였다. 압축비 60 내지 80 

범위에서는 “CAES식”에서의 가스터빈 출력(W상)이 “재래식”에서의 정미 가 

스터빈 출력 (W놔-WK) 의 약 3배가 됨올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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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1 . 압축비별 가스터빈 춤력 대비표 

ØK WTh (~깐c - WK) CAES식/재래식 

(압축비) (kJ / kg) (kJ/kg) W놔/( WTc - 따J 

( 倍 ) 
20 568.0232689 246.0962114 2.3 1 
30 634.4328841 258.1046641 2.46 
40 679.2720186 263.1023494 2.58 
50 712.8050156 264.9990520 2.69 
60 739.4208012 265.2796723 2.79 
70 761 .3896904 264.6347659 2.88 
80 780.0326703 263 .4271902 2.96 
% 796.1844768 261.8652425 3.04 

100 810.4043151 260.0753845 3.12 
평균 2.76 

아래의 Table 6-12 에서는 “CAES식”과 “재래식”에서의 열효윷올 대비하였 

다. “C뾰S식”에서의 열효율은， “재래식”에서의 열효윷의 약 3배가 됨올 알수 

있다. 

T'able 6-12. 압축비별 염효융 대비표 

ØK CAES식 열효율 재래식 열효융 CAESI재래식 

(압축비) 
( % ) ( % ) ( 倍 ) 

20 88.82 37.84 2.35 
30 91.09 36.57 2.49 
40 92 .45 35.41 2.61 
50 93 .39 34.38 2.72 
60 94.10 33.47 2.81 
70 94.65 32.64 2.90 
80 95.11 31.89 2.98 
90 95.50 31 .21 3.06 

100 95.83 30.57 3.13 
평균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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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압축공기 지하저잣 공동 

전절에서는 “ CAES 시스템을 포함하는 가스터빈 싸이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열역학적 및 유체역학적인 특성올 연구하고， 재래식 싸이클 

과 비교하여 그 비교우위를 입증하였다. 이 절에서는 전장의 연구결과와 연결 

하여 일관된 체계하에서 “압축공기 지하저장 공동” 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한다. 

6.3.1. 지혼콰 지암 

지표면과 가까운 (지하 30m 정도) 지하온도는， 평균 년간 대기온도와 대 

략 같온 수준올 유지한다. 암반온도는 암반의 열전도율과 지열충과의 근접도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l000m 당 1O-55 0C 의 비율로 증가한다. 한국의 

강원도 지방에서는 대략 1α)()m. 당 23-25 0C 비윷의 증가를 보인다. 

지하공동내의 정상적인 지열구배는 굴착작업， 운전작업， 수보상 실시둥에 

의해 교란된다. 

지하지층에서 고려되는 압력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즉 그 하나는 암반 

의 공극(pores)내 의 유체 압력 (fluid pressure)이 며， 다른 하나는 암반자체 의 상부 

지 압(overburden ~πessure) 이 다. 

공극이 있는 지하암반내의 교란되지 않은 유체의 압력구배는 일반적으로 

물의 압력구배 9.8 kPa/m와 동일하다. 그러나 때로는 이 보다 높기도 하고， 낮 

기도 하는 면차를 보인다. 그와 같은 편차를 보이는 것은 지압에 의한 압력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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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라고 여겨지며， 어떤 값들은 상부지압(22.6 kPafm)과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낸다. 

6.3.2. 암적의 룰정 

이곳에서는， 압축공기 지하저장 공동내의 압기가 누설되는 것올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봉식”올 채택한다는 전제하에， 관련되는 암석물 

성올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6.3.2.1. 공극율(oorositv) 

공극율은 깨끗한 코아시료의 체적과 공극ψores) 자체의 체적올 측정함으 

로써 결정된다. 즉 깨끗한 코아시료의 체적중에서 공극(pores)이 차지하는 체적 

의 퍼센티지로 공극윷이 결정된다. 

현재 반복적인 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주어진 압력하에 있는 깨끗 

한 코아시료에 주입될수 있는 공기 또는 헬륨가스의 체적을 측정하여 공극율 

올 결정한다. 

또한 수은주입법과 같은 방법도 사용되며， 이 방법은 코아시료를 챔버속 

에 놓고， 투시창에 표시해 놓은 점에 이르기 까지 수은으로 챔버를 채우며 이 

것으로 시료의 체적을 알아낸다. 그리고 나서 가스압력을 챔버에 가하면 수은 

이 공극으로 스며 들며， 그 후 수은의 표면을 동일한 수준까지 다시 회복시킴 

에 의해서 침투되었던 수은의 체적을 알수 있다. 따라서 주입된 수은의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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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체체적으로 나누면 공극율이 계산된다. 

6.3.2.2. 투수율(oermeabilitv) 

국제표준(Sn에 의한 투수율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압력구배 1 Pa/m 

하에서 ， 1m2 의 면적을 통하여， 점성계수 1 Pa.s 의 유체를 1 m3/s 를 흐르게 

할 경우 1 m2 의 투수율(penneability)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리고 국제표준(Sn 

단위 에 의 하면， 투수율의 단위 는 μm2 (즉 10 - 12m2 )이 다. 

투수윷올 측정하고， 현장특성에 대한 데이타를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효과를 유의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첫째 지압과 간극수압(pore pressure)과의 차이가 코아에 영향올 준다. 

둘째 물에 의해 팽창되는 미세입자 또는 점토류의 옴직임에 기인하여， 

건조 상태와 젖은 상태 사이에서 값이 변화될수 있다. 

셋째 실협실에서 1 기압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측정은， 더 높은 가스압 

력하에서 보다， 분자확산 효과에 기인하여， 더 높은 투수율올 줄수 

가 있다. 

넷째 투수율 측정에 사용되는 Darcy의 법칙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유량 

이 거의 0에 가깝게 아주 낮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속이 증가하 

면 Darcy의 법칙에서 무시하고 있는 속도제곱항이 수치적으로 중 

요해 지므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투수율은 점성계수가 알려진 유체를， 기지의 디벤션을 가지는 코아 플러 

그를 통과하도록 하고， 그 때의 유량 및 압력강하를 측정함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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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강하는 마노메터 (manometer)에 의해 측정하며， 유량은 대단히 느린 속도로 

오리피스(orifice)를 통과시키거나， 또는 유리관내의 비누방울의 움직임율에 의 

해 측정된다. 

점 성 Darcy의 방정 식 은 다음과 같다. 

k= 쯤~( -뚫) 

여기서， 

k= 투수융 

q= 유량 

μ = 점성계수 

A= 통과면적 

L= 높이 

p= 압력 

점성 Darcy의 방정식은 미분형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투수율올 계산하 

기 위해 적합한 방정식올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올 적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식에서 q 는 일정하다고 생각할수 있다. 이는 코아 플러그를 통해 유동하 

는 동안에 밀도는 별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q , A μ ， k 가 일 

정할 경우에 공극매질올 통해 유동하는 유체에 대하여， 위의 미분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쓸수 있다. 

kA (PI-P2 ) 
q= 간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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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성 Darcy의 방정식에 의한 투수율의 측정은， 실험오차 범위내에서 압력 

강하가 유량에 비례한다고 여겨질수 있는 정도로 유량이 적은 지역에서만 사 

용되어야 한다. 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 방정식은 유량과 압력강하의 관계를 

묘사하기에는 부적당하다. 즉 유량이 증가하면 이 방정식에 의해 예측되는 압 

력강하가 더 많게 된다. 

고속유동올 위 해 서 는 고속계 수(high-velocity cdefficient)인 B 를 사용한 

"Forchheimer형 방정식“이 제시되고 있다. 즉， 이 방정식에서는 속도제곱항을 

포함하고 있다. 

U P Q 
u 

「

+ U 요
 

I R 
--m 

ω
 
-& 

여기서， 

V = Q/A 

p= 밀도 

6.3.2.3. 모재 관 효과(caoi11arv effects) 

모세관 효과는 많이 있으며， 여기에는 공극매질의 틈새에서의 표면장력 

(surface tention)도 포함된다. 다음과 같은 현상들은 “상의 접 촉면.， (phase int하

face) 에서의 표면력에 의해 조절된다. 즉， 

첫째 공극내로 액체의 홉수， 배출 및 산류， 

둘째 액체와 가스의 교체및 임계압력 (threshold pressure)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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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가스의 확산(diffusion) 

가스는 분자운동에 의하여， 압력에 반비례하여 확산한다. 

하나의 분자가 다른 분자와 충돌하면， 분자의 운동올 멈추게 하거나 방향올 

바꾼다. 암반의 틈새내에 가스가 존재할 때에는， 그의 확산은 고체벽에 부딪히 

거나， 다른 분자에 부딪혀서 확산이 느려진다. 고체내에서의 확산율의 감소는 

암반의 물성중의 하나이다. 

6.3.3. 압축공기 지하처장 공동 

여기서는 6.2절 “CAES 시스템의 열역학적 해석”올 토대로 하여， 압축공기 

지하저장 공동에 관한 열역학적 해석올 확대하기로 한다. 그리고 동 절에서 

사용된 가정들 및 입력자료들올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6.3.3.1. 추가적인 엽력자료 

추가적인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다. 

。 CAES 운전시 발전능력 250 MW ( 250,000 k W ) 

。 발전기의 효율 0.8 

。 압축 및 발전시간 ; 각 8 시간 (28,800 s ) 

6.3.3.2. 지하저창 공동의 합력 

압축공기 저장공동 입구에서의 압력은， 저장시(압축시)와 배출시(팽창시)가 

서로 상이하다. 저장시(압축시)에는 인터쿨러와 축열시설에서의 압력손실만올 



고려하는데 반하여， 배출시(팽창시)에는 그것에 추가하여 압축공기 저장공동내 

에서의 압력손실 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저장시(압축시)의 압력손 

실율은，(1 -C11)' (1 -ε/2) • (1- CHSC) 이 되며， 배출시(팽창시)의 압력손실율 

은， (1 - C 11) • (1 - C /2) . (1 - C HSC) • (1 - C CAS )이 된다. 따라서 입력자료들올 

대입하고 계산하면， 

저장시(압축시)의 압력손실윷 = 7.7918 % 

배출시(팽창시)의 압력손실율 = 12.40221 % 

따라서 압축공기 저장공동 입구에서의 저장시(압축시)와 배출시(팽창시)의 

압력은 다음과 같이 된다. 

T'able 6-13. CAS 엽구에서의 밥력 (CAES식) 

<ÞK 저장시 배출시 

(압축비) (kPa) (kPa) 

20 1868.138132 1774.731225 
30 2802.207198 2662.096838 
40 3736.276264 3549.462450 
50 4670.345330 4436.828063 
60 5604.414396 5324.193676 
70 6538.483462 6211 .559288 
80 7472.552528 7098.924901 
% 8406.621594 7986.290514 

100 9340.690660 8873.656127 

6.3.3.3. 압축공기 절량유량 

압축공기의 질량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즉 

발전 능력 (kW) 
질량유량 (k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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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4. 앙축공기 질략유략 (CAES식) 

CÞK WTh 질량유량 

(압축비) (kJ/kg) 
(kg /s) 

20 568.0232689 550.1535183 
30 634.4328841 492.5658926 
40 679.2720186 460.05 l3363 
50 712.8050156 438 .4088116 
60 739.4208012 422.6280886 
70 761.3896904 410.4337159 
80 780.0326703 400.6242453 
90 796.1844768 392.4969764 

100 810.4043151 385.6099900 

6.3.3.4. 압축공기 체적유량 

압축공기의 체적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즉 

I ••• 3 、 질량유량|뾰 ) x 가λ상치객~) x 절대온도(K) ( mJ \ e. 0 11 0 \ J ̂  / r::....c . èj '\ fæ. K J 
체적유량|뽕)= ‘ , I ~ "6, .u. 

압축공기 저장공동 입구에서의 압력중에서， 배출시(팽창시)의 압력이 저장 

시(압축시)의 압력보다 낮다. 본 계산은 압축공기 저장공동의 체적올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함으로， 배출시(팽창시)의 압력올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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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15. 합축공기 체적유략 (CAES식) 

rþK 질량유량 압력(배출시) 체적 유량 

(압축비) (kg / s) (kPa) (m3 /s) 

20 550.1535183 1774.731225 28.76499381 
30 492.5658926 2662.096838 17.16933471 
40 460.0513363 3549.462450 12.02698283 
50 438.4088116 4436.828063 9.16895109 
60 422.6280886 5324.193676 7.36575879 
70 410.4337159 621 1.559288 6.13133966 
80 400.6242453 7098.924901 5.23669920 
% 392.4969764 7986.290514 4.56041318 

100 385.6099잊)() 8873.656127 4.03235411 

6.3.3.5. 지하저참 공동의 체적 

압축공기 지하저장 공동의 이론적인 체적온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즉 

공동체적(m3 )= 체적유량(쳤) x 시간(s) 

그리고 저장공동의 굴착체적은， 상기 이론적인 체적에 10%를 가산하여 산 

출하기로 한다. 

T'able 6-16. 합축공기 저작공통 체적 (CAES식) 

rþK 체적 유량 공동체적(이론적) 공동체적(굴착) 

(압축비) (m3 /s) (m3 ) (m3 ) 

20 28.76499381 828,431 .8219 911 ,275.0040 
30 17.16933471 494,476.8397 543,924 .5236 
40 12.02698283 346,377.1056 381ρ14.8161 

50 9.16895 109 264,065.7913 290,472.3704 
60 7.36575879 212,133.8533 233,347.2386 
70 6.13133966 176,582.5822 194,240.8404 
80 5.23669920 150,816.9367 165,898.6303 
90 4.56041318 131 ,339.8994 144,473.8893 

100 4.03235411 116,13 1.7980 127,744.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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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공기 Shaft 의 직 검 

압축공기 지하저장 공동에 연결되는 공기 Shaft 의 이론적인 직경은 다음 

과 같이 계산한다. 단 공기 Shaft 의 유속은 10 (m/s) 로 제한하기로 한다. 

c
” -뺑

-
빼
 

유
-
속
 

적
-
c
T
 

체
-×
 

× 

-
π
 

ja1-

공기 Shaft의 직경 (m) = 

그리고 공기 Shaft의 굴착직경은， 상기 이론적인 직경에 10%를 가산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T'able 6-17. 공기 Shaft 의 직겪 (CAES식) 

ØK 체적 유량 공기Shaft 직경 공기Shaft 직경 

(압축비) (m3 /s) (아론적) (m) (굴착) (m) 

20 28.76499381 1.913758804 2.105134684 
30 17.16933471 1.478535623 1.626389185 
40 12.02698283 1.237466369 1.361213005 
50 9.16895109 1.080475409 1.188522949 
60 7.36575879 0.968420124 1.065262136 
70 6.13133966 0.883553288 0.971908617 
80 5.23669920 0.816552050 0.898207255 
% 4.56041318 0.762003832 0.838204215 

100 4.03235411 0.716530020 0.788183022 

6.3.3.7. 공기 Shaft 내의 온도 

앞에서 이미 기술한바와 같이， 압축공기 지하저장 공동 입구에서의 배출 

시(팽창시)의 온도( T2SD )를 50 .C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저장공동내의 평균온 

도도 50 .C 전후가 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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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로 부터 배출되는 공기온도 (T2 " ) 는 이보다 훨씬 높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장공동내의 평균온도가 50 0C 전후가 될수 있는 것은， 압축기와 저 

장공동 사이에 축열시설(HS)을 설치하는 모델올 설정하였으며， 이 축열시설로 

하여금， 압축시에는 공기로 부터 열올 빼았아 축열해 두고， 팽창시에는 축열하 

였던 열올 공기에 방출하여 가열해주는 기능올 수행하도록 한 때문이다. 그러 

나 축열시설이나 애프터쿨러 퉁올 채택하지 않는 모텔에서는， 압축공기 지하 

저장 공동이 직접 이 온도에 노출되어 저장공동의 안정성 문제에 영향올 줄것 

이다. 

본 모델과 같이 축열시설따S)올 설치하는 모델내에서도， 축열시셜(HS) 이 

전 부분에 해당하는 공기 Shaft는， 압축기로 부터 직접 배출되는 공기온도 

(T2 " ) 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이 온도 (T2 " ) 는 공기 Shaft 의 안정성 

유지에 영향올 줄것이므로， 이 온도를 알아 보기로 한다. 

호二l 

둥엔트로피 온도 (T2i") = 낀 (떻) k 

D" ‘ D" 、 3 1. 

개별 압축비 (씁카 =(풍~) = 넓 , (여기서 ØK는 전체 압축비) 

(T//-T’, ) 
폴리트로픽 온도 T2 ” = 41 ‘ _1 -' + T 1" 

ν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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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8. T 2" 온도 

<ÞK (표) T2i T 2// 

(압축비) 
P1" 

(K) (K) Cc ) 
20 2.71441762 383.2889061 400.0781248 126.9281248 
30 3.10723251 398.3793735 417.8316158 144.6816158 
40 3.41995189 409.4451893 430.8502227 157.7002227 
50 3.6840315 418.2397434 44 1. 1967569 168.0467569 
60 3.91486764 425 .5654587 449.8152455 176.6652455 
70 4.1212853 431.8592800 457.2197411 184.0697411 
80 4.30886938 437 .3864234 463.7222628 190.5722628 
% 4.48140475 442.3203986 469.5269395 196.3769395 

100 4.64158883 446.7811306 474.7748595 201.6248595 

6.3.3.8. 수보상용 물 Shaft 의 직 겸 

본 모텔에서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압축공기 지하저장 공동내의 압력 

올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표에 “지상저수조"( SW1?)를 설치하고， 

이를 저장공동과 물 Shaft로 연결하고， “수보상"(Water Compensation)올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 

압축공기 지하저장 공동에 연결되는 이 “물 Shaft" 의 이론적인 직경은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 “물 Shaft"내의 물의 유속은 4 (m/s) 로 제한하기로 

한다. 

물 SOOft의 직경 (m) = 4 × 체적유량(m3/s) 
π × 유속(m/s) 

그리고 “물 Shaft"의 굴착직경은， 상기 이론적인 직경에 10%를 가산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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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9. 볼 Shaft 의 직격 (CAES식) 

<PK 체적 유량 물 Shaft 직경 물 Shaft 직경 

(압축비) (m3 /5) (아론적) (m) (굴착) (m) 

20 28.76499381 2.029847741 2.232832515 
30 17.16933471 1.568223847 1.725046232 
40 12.02698283 1.312531291 1.443784419 
50 9.16895109 1.146017232 1.260618955 
60 7.36575879 1.027164655 1.129881120 
70 6.13133966 0.937149782 1.030864760 
80 5.23669920 0.866084238 0.952692661 
% 4.56041318 0.808227115 0.88잊)49827 

100 4.03235411 0.759994854 0.835994340 

6.3.3.9. 저장공동의 셜치 섬도 

압축공기 저장공동에서의 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봉식”올 채택한다고 하면， 저장공동 주위의 수압구배(Hydraulic gra벼ent)를 

감안하여， 저장공동내의 공기압력보다 주위 수압을 대퉁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상기 두가지 압력이 서로 대용해지는 심도를 설치심도 

로 보기로 한다. 

Table 6-13 "CAS 입구에서의 압력“에서 보는바와 같이， 저장공동의 압력 

은， 저장시의 압력이 배출시의 압력보다 높다. 따라서 저장시의 압력을 기준으 

로 설치 심도를 산출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수압구배의 값으로 9.80 많'a/m 

를 취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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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0. CAS 설치 섬도 (CAES식) 

<ÞK CAS내 공기압 CAS 설치심도 

(압축비) 
(kPa) (기압) (m) 

20 1868.138132 18.4416 190.6263 
30 2802.207198 27.6625 285.9395 
40 3736.276264 36.8833 38 1.2527 
% 4670.345330 46.1041 476.5658 
60 5604.414396 55.3249 57 1.8790 
70 6538.483462 64.5457 667.1922 
80 7472.552528 73.7666 762.5054 
% 8406.621594 82.9874 857.8185 

100 9340.6잊>660 92.2082 953.1317 

6.3.3.10. 저 잦공동 주위 의 암반온도 

6.3.1. “지온과 지압”에서 이미 기술한바와 같이， 한국의 강원도 지방에서 

의 지온중온율은 대략 l000m 당 23-25 DC 의 비율을 보인다. 여기서 압축공기 

저장공동의 주위 암반온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지표온도가 15 DC 일때， 저장공동 

의 설치심도를 기준으로 지온중온율 l000m 당 25 0C 의 비율올 적용하기로 한 

다. 

Table 6-2 1. CAS 주위 암반온도 (CAES식) 

<ÞK CAS 설치심도 주위 암반온도 

(압축비) 
(m) ("C) 

20 190.6263 19.76565850 
30 285.9395 22.14848775 
40 38 1.2527 24.53131700 
50 476.5658 26.91414624 
60 571.8790 29.29697549 
70 667.1922 31.67980474 
80 762.5054 34.06263400 
90 857.81 85 36.44546324 

100 953.1317 38.82829249 

상기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수봉식”을 채택하여 ， 저장공동의 설치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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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과 수압이 대둥하게 되는 위치로 하더라도， 저장공동내의 공기온도를 

50.C 내외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공기로 부터 주위암반 및 물(“수보 

상용’1 둥으로 향한 열전달이 있을 것입올 알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장공동내의 

열전달 현상 둥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기로 한다. 

6.4. 겸 연 

“CAES 시스템올 포함하는 가스터빈 싸이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 

적으로 열역학적 및 유체역학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재래식 싸이클과 비교하 

여 그 비교우위를 입중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본 연구자의 모텔은 압 

축공기 처장공동에서의 열전달 및 마찰손실둥올 감안하여 온도와 압력의 변화 

를 각각 수용할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서， 통일한 가스터빈 싸이클에서도 경 

우에 따라서는 “CAES식”이나“재래식”으로 전환하여 운전될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하여， 동일한 모텔올 사용하여 “CAES식” 과 “채래식”의 양자를 비교한 것이 

다. 

비교검토를 위한 계산온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상이한 업력자료를 사용하 

여 실시할수 있으며， 본 연구의 계산들은 제한된 값올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재래식”에 대한 “CAES식”의 비교우위는 다옴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φ “CAES식”에서는 가스터빈의 출력이 모두 발전기의 동력으로 사용되는 

데 반하여， “재래식”에서는 가스터빈 출력의 60 내지 70%가 압축기 구 

동에 소비되고， 나머지 30 내지 40%만이 정미 출력으로서 발전기의 동 

력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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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공기 저장공동내의 압력을 60 내지 80 기압으로 볼 경우에， 이는 

대략 압축비 60 내지 80에 근사하며， 이 범위내에서 “CAES식”의 가스 

터빈 출력은 “재래식”의 정미 출력의 대략 3 배가 된다. 

@ “CAES식”에서 압축공기를 만들기 위한 동력올 무시하고， 연료소비만 

을 기준으로 열효율을 생각할 경우， 상기와 같은 압축비 60 내지 80 

의 범위내에서， “CAES식”의 열효율은 “재래식” 열효율의 대략 3 배가 

된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 CAES 시스템을 포함하는 가스터빈 싸이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속하여 일관된 체계하에 

서 “압축공기 지하저장 공동”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지하저장 공동내의 압력은， 저장시(압축시)와 배출시(팽창시)가 각각 상 

이하며， 압력손실율올 감안하여 그 차이를 명백히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압력손실윷은， 저장시가 약 7.8% , 배출시가 약 12.4% 이다. 

@ “ CAES 시스템을 포함하는 가스터빈 싸이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 

합적인 연구결과에서 산출된， "CAES 식“운전에서의 가스터빈 출력 

(WTh ) 을 기초로 하여， 압축공기의 질량유량과 체적유량올 검토한 결 

과， 압축비가 적올수록 질량유량과 체적유량이 증가함올 수치적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250 MW 발전출력올 위하여， 압축비 100 을 적용하 

는 경우， 질량유량은 약 385 kg/s , 체적유량은 약 4 m3/s 에 이르렀다. 

@ 이와 같이 확인된 체적유량을 토대로， 저장공동의 이론적 체적과 실 

제 굴착체적올 구하였는바， 압축비가 낮올수록 거대한 규모의 공동이 

소요됨을 수치적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250 MW 발전출력올 위하여， 

압축비가 20인 경우에는 약 900，α)() m3 굴착체적의 저장공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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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압축비가 100인 경우에는 약 128，α)() m3 굴착체적의 저장공동 

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올수 있었다. 

@ 압축기와 저장공동 사이에 축열시설올 거쳐 연결되는 공기 Shaft의 이 

론적 직경과 굴착 직경을 구하여 검토한 결과， 압축비가 클수록 적은 

직경을 사용하여도 됨올 확인할수 있었다. 압축비 20인 경우 굴착 공 

기 Shaft 의 직경은 약 2.1 m , 그리고 압축비가 100인 경우에는 약 

0.8 m가 되었다. 

@ 본 모텔에서는 압축기로 부터의 고온고압의 공기가， 직접 압축공기 

저장 공동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 사이에 축열시설올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모델내에서도 압축기와 축열시설 사이에 폰재하는 공기 

Shaft 부분에는， 압축기로 부터 배출되는 고옹의 공기에 노출되지 않 

을수 없다. 이 고온공기의 온도는 공기 Shaft 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축열시설올 채용하지 않는 모텔에서 라면， 이 온도 

로 압축공기가 저장공동에 직접 유입되어， 저장공동의 안정성에도 직 

접적인 영향올 줄수 있는 온도가 될것임으로， 이 온도값올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압축비 100 에서는 약 200 oc 에 이름올 알수 있게 되었 

다. 별도의 계산 결과에 의하면， 압축기에 설치된 인터쿨러의 기능을 

무시한다면 이 온도가 약 940 0C에 이르게 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 모델온 “지상저수조”를 설치하고， 지하 저장공동과 “물 S뼈ft"로 서로 

연결하여， 물이 이 Shaft를 통해 출입할수 있도록 하여， 저장공동내의 

공기압력올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수 있도록 ”수보상“(Water compen-

sation)올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때 사용되는 “물 Shaft"의 직경올 

압축비별로 산출하였는바， 압축비 20인 경우 굴착 물 Shaft 의 직경은 

약 2.2 m , 그리고 압축비가 100인 경우에는 약 0.8 m 로서， 공기 shaft 

의 경우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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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봉식”으로 저장공동의 누기를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저장공동의 소 

요 설치 심도와 그 설치 심 도에 서 의 주위 암반온도(Virgin rock tempera

ture)를 구하였다. 압축비 100 (압력 약 92기압) 인 경우에 설치심도는 

약 950m 가 되어야 하고， 그 때의 주위 암반온도는 약 39 0C 가 되는 

바， 저장공동내의 공기온도를 50 0C로 유지한다고 해도， 고온공기로 부 

터 주위 암반으로의 열전달은 불가피한바， 저장공동 내외의 온도를 대 

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의 경우 설치심도가 약 440m 더 깊어 

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 “수봉식”에서 저장공동올 대수층에 설치한다면， 주위로 부터의 지하수 

의 유입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수보상”올 실시한다면 공동내를 출 

입하는 지표수(지상저수조)의 존재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는바， 저장공동 

내의 열전달현상은， 주위의 암반과의 열전달뿔만 아니라， 이와 같온 지 

하수， 지표수의 폰재까지도 고려하여야 함으로 대단히 복잡해 질것이 

다. 이와 같은 복잡한 열전달현상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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