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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심부 지열에 지 개발 사업

Ⅱ. 사업의 목   필요성

● 목  

- 지속가능한 청정, 재생에 지 자원인 심부 지열에 지 확보를 한 지하 2 km 심

도에서의 심층 지열수 자원 부존 확인  개발 모델 정립

- 종합 인 지질, 자원기술(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심부 시추공 조사, 수리지질조사, 

암반공학 등 요소기술)과 첨단 심부 시추기술의 종합 인 용을 통한 지열수 탐사

와 평가 기술, 개발  지열이용시설 조성 기술 확립 

● 필요성

- 지속가능한 청정, 재생에 지 자원인 지열에 지 개발을 통한 지역난방, 산업이용 

 첨단 농단지 조성: 우리나라와 같이 화산성 지열자원이 부존하지 않는 지역에

서는 지열발 은 불가능하나,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와 같이 지열에 지를 직

으로 지역난방  시설 농에 이용함으로써 화석 에 지의 체효과는 물론 환

경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종합 인 지질, 자원기술  첨단 심부 시추기술의 확립: 역, 심부 지질조사 기술 

 심부 시추/시추공 조사 기술은 세계 으로 극소수의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

는 기술로서 종합 인 지질, 자원기술을 선진화시킴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

고, 향후 상되는 각종 폐기물 처분장 등 심부 지하공간 활용시 정확한 조사 기술

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 과다한 에 지 외 의존도 감 필요 

Ⅲ. 당해연도 사업의 내용  범

- 2 km 심도 지열수 개발공 시추 완료 / 지열수 개발

- 지열수 개발공에서의 물리검층 /양수시험 / SP 모니터링 등 조사 수행

- 수리지질학, 지화학, 암반역학, 지구물리 조사 자료를 종합한 류층 평가 ⇒ 지열

수 자원 부존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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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상,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열수 자원의 경제성 분석

- 지열수 류층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최 의 환원정 치  심도 선정 

- 지열수 활용 실증시설 구축 ⇒ 실증시험시설 구축 완료 / 가동  모니터링 시작

- ( 탁) 지형을 포함하는 3차원 MT 탐사 역산 소 트웨어 개발

Ⅳ. 당해연도 사업수행 결과

- 지열수 개발공 굴착 지연으로 1 km 심도까지 굴착 / 물리검층 수행  지질모식

도 작성

- 1.5 km 심도 조사 시추공(BH-2)에서의 양수시험 수행으로 양수량, 수온  수질변

화 분석 

- 양수시험과 동시에 SP 모니터링 수행으로 류층 변화 양상 확인

- 포항지역 온천수  국내 고온성 온천수의 지구화학  특성 규명

- 지열수 개발공의 역학  안정성 평가를 한 연구 수행

- 경상북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부지내 온실에서 지하수 열펌 를 이용한 난

방 시설 설치/운

- ( 탁) 지형을 포함하는 3차원 MT 탐사 역산 소 트웨어 개발

Ⅴ. 사업수행결과의 활용 계획

- 경상북도 포항시 북부 일원의 지역난방  시설 농에의 지열수 에 지 공 에 활

용

- 지역난방공사 등 집단 지역난방 수요자의 사업 기획에 활용

- 축 된 심부탐사 기술, 자료해석 기술,  심부 시추기술을 향후 상되는 각종 폐

기물 처분장 건설  심부 지하공간 활용 등의 국내의 장에 극 활용

- 국 으로 지열부존 가능 지역에서의 지열수 자원을 이용한 지역난방 시설 구축

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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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deep, low-enthalpy geothermal energy

Ⅱ. Purpose and Significance

● Purpose

- Identification/development of deep-seated geothermal water within the depth of 

2 km to secure the deep geothermal energy as clean, sustainable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 Development of exploration, evaluation, and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geothermal reservoir by integrated application of geoscientific technologies 

(geological survey, geophysical survey, well-logging, hydrological survey, rock 

mechanics etc.) and advanced technology for geothermal drilling. 

- Development of utilization technology for geothermal energy, such as large-scale 

space heating, green house, industrial and aquaculture and so on. 

● Significance

-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geothermal energy for space and district heating, 

agricultural applications, aquaculture and industrial uses as clean, sustainable 

and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Korea, we can hardly expect to find 

geothermal energy resources for electric power generation since there cannot be 

seen any recent volcanic or tectonic activities. Instead, direct uses of geothermal 

energy (space heating and greenhouse etc.) can substitute the fossil fuel in use 

and can reduce environmental problems.

- Development of exploration, evaluation, and investigation techniques for 

geothermal reservoir as well as advanced deep-drilling technology: Only limited 

number of developed-countries has the technologies for regional, deep 

geophysical/geological survey and deep drilling and well-logging. Competitive 

technology can be achieved by developing the integrated technologies of 

geological, geo-technical and mining. The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s such as nuclear wastes disposal and so on. 

- Needs to reduce the foreign dependency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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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tents and Scope of this year's work

- Completing 2 km-deep production well and developing geothermal water

- Well logging, pumping test at the production well and self-potential monitoring 

during pumping test

- Geothermal reservoir evaluation combining hydro-geologic, geochemical, rock 

mechanical and geophysical investigation results

- Analysis of economic benefit comparing to cost

- Location of injection well and determination of well depth

- Construction of test facility utilizing geothermal water

- Development of 3-D MT inversion software considering topographic variation 

Ⅳ. Results of this year's work

- Delay of production well drilling, to reach 1 km depth

- Pumping test at the 1.5 km-deep pilot well and analysis on the pumping late 

and water quality variation

- Reservoir behavior analysis though self-potential monitoring during pumping test

- Geochemical and isotope analyses on the hot spring waters at Pohang area and 

thoughout the nation to chracterize their chemical properties

- Study on the mechanical stability of the boreholes

- Operation of test facility using groundwater source heat pump

- Development of 3-D MT modeling software considering topographic variation 

V. Suggestions for further applications of the results

- Supplying the geothermal water for space heating and greenhouse use in 

northen area of Pohang city.

- Application to planning the future works for demanders of mass space-heating, 

such as Korea District Heating Co. etc. 

- Active application of the experienced survey methodology and interpretation 

tools to future deep geophysical survey in those fields as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i.e. nuclear wastes disposal etc. 

- Extension to other potential geothermal areas nationwide for utilization of space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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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업의 개요

2003년 1월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일원에서 심부 지열수를 량으로 개발하여 

인근 아 트 지역의 집단지역난방  시설 농에의 연계활용을 한 시험사업이 시작

되었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화산활동이 없어 이와 련된 고온의 지열에

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지열을 직  이용한 발 을 기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상북도 포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 심부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비

율 즉, 지온증가율이 30 °C/km 이상에 달해 지하 2 km 심도에서 75 °C 이상의 온도

가 가능하며, 심부 쇄 를 따른 량의 지열수만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지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는 우리나라에서 역 으로 지온경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까지 활발한 

지구조 운동이 일어나 심부 쇄 의 발달 가능성이 높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일 에

서 시험 으로 심부 지열에 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심부 지열수 자원을 개발하기 해서는 먼  지온경사  지열류량 분포 등 지열

원 존재의 증거를 확인해야 하며 한 경제성을 만족시키기 해 수요처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인문사회 인 입지 한 고려해야 한다. 그 후 지열수의 통로가 

되는 심부 쇄 의 부존 가능성을 악하기 한 인공 성 상 독, 구조지질조사 

 역 물리탐사 등이 수행되며, 상지역의 지하수  암석시료의 지구화학 인 분

석을 통해 지열원의 존재가능성을 좀더 구체 으로 밝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능한 구조가 발견되면 실제 지하구조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한 심부 물리탐사 기술

이 동원된다. 그림 1.1은 이러한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심부 지열수 자원의 탐사  개

발 체계도를 보여 다. 

2003년 1월 시작된 이 사업은 2005년 11월 재 ‘시추조사  개발 단계’  2 km 

심도의 개발공 시추단계에 있다. 당  계획 로 진행된다면 이미 개발공 시추를 완료

하고 지열수 류층 평가를 거쳐 경제성 확인을 포함한 ‘평가 단계’에 도달해있어야 하

나 2 km 심도 개발공의 굴착이 지연되어 아직까지 개발공 시추단계에 머물러있으며 

따라서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구과학  자원공학 분야의 기

술의 일부분은 선진국 수 에 이른 분야도 있으나 지하의 실질 인 개발을 한 시추 

등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있는 것이 실이며 이 사업 한 낙후된 

시추기술로 인하여 지연되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내 시

추업계에 새로운 동기 부여가 있었고, 한 시추도 의 각종 정량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하면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심부 시추기술도 상당한 발

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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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탐사 단계

지열수 저류층 개념 모델 설정

시추위치 선정

조사 시추

지열수 저류층 모델 확정

지열수 저류층 평가

시추조사 / 개발 단계

평가 단계
경제성 확인

사업 기획 단계

• 지온 증가율 분포도 분석
• 광역적 구조 이상 분석
• 인문 사회적 입지 타당성 고려

대상지역 선정

• 지온 증가율 분포도 분석
• 광역적 구조 이상 분석
• 인문 사회적 입지 타당성 고려

대상지역 선정

• 지질분포 / 암석 연대
• 지질 구조 / 단층, 파쇄대
• 기존 시추공 수위 관측

지질 / 수리지질조사

• 지질분포 / 암석 연대
• 지질 구조 / 단층, 파쇄대
• 기존 시추공 수위 관측

지질 / 수리지질조사

• 온도분포 / 지열류량 조사
• 기반암 분포/심도 조사
• 지질구조 / 파쇄대 분포 조사

지구물리 / 물리탐사

• 온도분포 / 지열류량 조사
• 기반암 분포/심도 조사
• 지질구조 / 파쇄대 분포 조사

지구물리 / 물리탐사

• 지하수 화학 / 동위원소 조성
• 지열원 규모 및 형상 추정
• 지열수의 근원 추정

지구화학조사

• 지하수 화학 / 동위원소 조성
• 지열원 규모 및 형상 추정
• 지열수의 근원 추정

지구화학조사

개발공 굴착

• 코아 검층 / 물리검층
• 수리지질조사
• 지화학 / 동위원소 분석
• 암반물성 분석
• 시추공 물리탐사
• 각종 모니터링 / 모델링

조사 / 분석

• 코아 검층 / 물리검층
• 수리지질조사
• 지화학 / 동위원소 분석
• 암반물성 분석
• 시추공 물리탐사
• 각종 모니터링 / 모델링

조사 / 분석

• 지열수 순환 시스템 설계
• 환원공 설계/굴착
• 활용 시설 구축

활용 시설 구축

• 지열수 순환 시스템 설계
• 환원공 설계/굴착
• 활용 시설 구축

활용 시설 구축활용 단계

실증시험시설 가동/평가

  

그림 1.1. 심부 지열수 자원의 탐사, 개발, 활용 체계도.

이 사업의 착수연도인 2003년에는 시추 치 선정을 한 지질조사, 역 물리탐사, 

그리고 심부 자탐사(MT 탐사  CSAMT 탐사)를 수행하여 상지역인 경상북도 포

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의 심부 지하구조를 악하고자 하 고 그리고 심부 지열수 거

동 양상 악을 한 자연 (SP) 탐사 등을 수행하 다. 이로부터 2개의 시험 시추공

의 치선정, 부지매입, 사업자선정을 거쳐 조사 시추공의 굴착을 시작했다. 

2차년도에는 이어 추가 인 MT 탐사를 수행하여 국내에서는 최 로 3차원 MT 탐

사  역산에 의한 지하구조 3차원 상화를 통한 지하구조 해석이 이루어졌다. 한 

지형을 고려한 3차원 MT 탐사 모델링 소 트웨어를 개발하여 향후 지형을 고려한 3차

원 상화 기술 개발의 기 를 제공하 다. 한, 조사 시추공 2공을 연장 굴착하여 코

아링공 1.1 km, 구경 굴착공 1.5 km까지 굴착을 완료하 으며 회수된 코아  지열

수로부터 코아검층과 암석실험, 지화학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조사 시추공을 이용

하여 다양한 심부 물리검층과 양수시험  양수시험과 동시에 SP 모니터링을 수행하

고 구경 시추공의 안정성 평가도 이루어졌다. 이들 조사결과는 개발 시추공 완공 후 

각종 수리지질 조사 결과와 연계 해석하여 지열수 류층 평가  배  설계에 이용될 

것이다. 지질조사와 선구조분석, 시추공을 이용한 물리검층, 코아검층 결과와 종합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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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하여 2 km 심도의 지열수 개발공 치를 확정하고, 시추업체를 선정하여 2004

년 7월에 착공한 바 있다. 

3차년도인 당해연도에는 지열수 개발공의 굴착을 완료하고, 양수시험을 비롯한 각

종 시추공 조사를 수행하여 지열수 류층 평가를 거쳐 지열수 자원의 경제성 평가를 

마치도록 계획되어있었다. 그러나 시추 굴진이 정 로 이루어지지 않아 BH-3호공은 

1 km 까지만 굴착되어있는 상태이며, 새로운 시추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2005년 11월 재 새로운 굴착공인 BH-4는 400 m 심도까지 시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시추업체의 기술 수 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 으며, 앞으로 이 사업의 진행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 한다.

따라서 당해연도에는 1.5 km 심도의 조사공(BH-2)에서 연 부터 이루어진 양수시

험  이 동안의 SP 모니터링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지열수 류층의 거동을 분석하

으며, 특히 BH-2호공에서 양수된 지열수  포항지역 온천수, 그리고 국의 고온성 

온천수를 상으로 샘 링을 수행하여 지화학  동 원소 분석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온천수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 다. 한 지연되는 굴착 공사를 만회하기 하여 당  

4차년도에 수행 정이었던 2차지구의 조사를 착수하여 제주도  인천 역시 강화군 

석모도에서 MT탐사를 수행하여 지하구조를 규명코자 하 다. 이러한 2차지구의 조사

는 4차년도에까지 이어져서 심부 지질구조를 상화함으로써 조사 시추 치를 추천하

여 추후 이 사업이 국 으로 확 될 경우에 지체없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추진

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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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화산암 등 마그마성 기원에 의한 지열에 지의 활용은 주로 발  등에 간 으로 

이용(indirect use)되며 미국, 일본, 필리핀 등 환태평양 조산 나 화산활동이 활발한 여

타지역에서의 공통 인 지열에 지 개발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지열원의 온도는 심도 

2 km 내외에서 약 350 °C 이상에 이르는 등 매우 고온이며 최근에는 지하열수(수증기)

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고온 암체(Hot Dry Rock; HDR)에 직  시추한 후 인공

으로 쇄 를 생성시켜 지열에 지를 증기의 형태로 발 에 이용코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발 을 한 간 이용을 해서는 탐사 기술이나 활용 기술면에서 많

은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마그마성 기원의 지열에 지를 기 할 수 없는 지질 환경에

서는 지열에 지를 심부 쇄 를 따른 지열수의 형태로 개발하여 지역난방이나 시설

농, 양어, 산업이용, 제설이나 휴양시설 건립 등, 직 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랑스 Meaux시의 경우에는 Paris 분지 하부 약 2 km 정도 심도에서 매우 방

한 수층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75 ～ 78 °C의 지열수를 다량 개발하여 난방에 활용하

고 있으나(정승환 등, 1993),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수평 수층을 기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열원이 될 수 있는 심부 화강암체까지 연장되어있는 

심부 쇄 를 탐지하여 이를 통로로 배태하는 지열수의 개발을 그 목표로 설정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쇄  등의 심부 이상 를 탐사하는 기술은 크게 지표탐사와 시추공 탐사

로 나  수 있다. 이  시추공을 이용한 탐사는 시추공 굴착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

지게 되므로 여기서는 고려 상에서 제외한다. 지표탐사로는 먼  역 인 구조이상

을 탐지하는 항공 자력탐사와 력탐사를 들 수 있으며 탄성  반사법 탐사  MT탐

사가 정  탐사로 동원된다. 탄성  반사법 탐사는 매우 높은 해상도에 힘입어 석유탐

사에서는 기본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신의 탐사기법  해석 도구들이 계속 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지열원을 상으로하는 탐사에서는 경제 인 면에서 부 하다. 따

라서 자연 으로 존재하는 자기장을 송신원으로 이용하는 MT탐사나 때로는 인공송

신원을 사용하는 CSAMT탐사가 심부 탐사에 자주 동원되고 있다.

MT탐사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50년 에 그 이론이 개발된 이래로 심부 지열원 

탐사, 지각구조 조사 등에 매우 효과 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매우 멀리 떨어진 지

역에서 동시에 신호를 측정하고 이 신호를 함께 사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자

연 송신원의 문제 인 잡음의 향을 효과 으로 제거하게 된 원거리 기 (remote 

reference) MT 탐사기술(Gamble et al., 1979)이 개발된 이후에 인공 성을 이용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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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synchronization)를 통하여 MT탐사는 기술 으로 비약 인 발 을 보이게 되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에서 MT탐사 자료의 3차원  해석 기법들이 개발되었으며 제한

이나마 장자료에 용되어 좀 더 정확한 지하구조의 상을 제공하고 있다(Mackie 

et al., 2001; Uchida et al., 2003).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의 연구사업에서 수행된 한일 공동 MT 탐사는 인공 성 동

기화를 이용하는 최신의 24 bit MT 탐사기기를 동시에 5 를 장에서 운 하 으며, 

국내(안동, 청호)  일본(Kyushu)의 두 곳에서의 원거리 기  자료를 획득하는 

등, MT 탐사 자료획득 기술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다. 특히 500 km 가까이 떨어

진 일본 Kyushu의 원거리 기 을 이용한 자료처리는 150 km 가량 떨어진 국내 

청호반의 원거리 기 에 의한 것에 비해 상당히 양질의 임피던스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MT 자료획득 기술의 국내 실 은 향후 심부 탐사에서 국내의 고비 항 

환경에서도 양질의 MT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

이 당해연도에는 상지역인 포항시 북구 일원이 바다에 인 한 계로 임피던스 자료

에 필연 으로 향을 미치는 기 도성 바다층을 역산 모델에 포함시켜 그 향을 

억제하는 방향의 3차원 상화를 시도하여 좀더 의미있는 지하구조의 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발표되고 있지 않은 연구 사례로서 세

계 으로 앞서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탁연구를 통해서 공동개발된 지형을 고

려한 3차원 MT 탐사 모델링  역산 소 트웨어는 그 정확도가 검증되어, 우리나라와 

같이 지형의 변화가 복잡한 지역에서 정확한 지하구조의 3차원 상화가 가능하게 되

었다.

최근의 심부 지열수 개발을 한 세계 인 추세는 종래의 HDR 기술의 개념을 뛰

어넘어 고온이 아니더라도 심부까지의 시추를 통해 150 ℃의 열수를 얻어내어 binary 

발 을 해나가는 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의 개념으로 발 해 나가고 있다 

(IEA, 2004). 이러한 EGS의 표 인 성공사례로는 랑스 Alsace 지방에서 수행되고 

있는 Soultz 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IEA, 2004; www.soultz.net), 여기서는 지하 5 

km까지 굴착된 주입 시추공을 통해 100 kg/sec의 고압수를 주입시켜 인공 으로 쇄

를 생성시킨 후, 이로부터 600 m 떨어진 두 개의 생산정으로부터 150 ℃, 80 kg/sec

의 열수를 회수해 binary 발 을 통해 7 MWe의 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지역의 지

온증가율이 약 40 ℃/km로 당 연구사업의 상지역인 포항지역과 동소이함을 감안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심부 시추기술과 수압 쇄 기술만 발 한다면 머지않은 장래

에 훌륭한 재생에 지 자원으로의 활용이 기 되며, 이를 해서 당 연구사업에서 축

되는 기술 , 학문 인 경험이 요한 토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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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포항 지역 심부 지열수 부존 상황 조사

3.1.1. 수문지질

3.1.1.1 지하수 와 하천유출량

지하수의 수 와 하천유출량 자료를 향후 지열수 이용에 따른 물수지 분석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이에 해 매월 측정하 다. 지하수 는 연구지역 지열수의 

특성상 심도 20～30 m 미만의 천부지하수, 심도 100～300 m 정도의 간심도 지하수, 

심도 300 m 이상의 심부 지하수(지열수)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하천 유출량은 연구

지역의 2개 소유역과 이들이 합쳐지는 지  등, 총 3개 지 에서 측정하 다 (그림 

3.1.1). 

그림 3.1.1. 정기 측 지하수공과 하천유출량 측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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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 지하수  변화

지하수 란 자유면 수층(주로 천부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면을 말하고 피압 수

층에서는 수두 (Potentiometric surface)을 말한다. 어떤 수층의 지하수 증감 악에 

있어서 이 지하수  변화는 요하다. 만일 지하수 가 내려가면 수층내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으며, 지하수 가 올라가면 수층내로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하수 의 변화는 그 지역 지하수체의 류량의 변화, 즉 수층의 특성

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지역의 지하수  측정은 굴진심도에 따라서 천부, 간심도, 심부 지하수로 구

분하여 이루어졌다. 천부와 심부 지하수의 수 는 각 수층의 특성을 변해 주고 있

으나 간심도 지하수의 수 는 수층의 성격을 제 로 반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

다. 이는 천부 지하수의 경우는 굴진 심도가 얕기 때문에,  심부 지하수는 양수시 일

정온도 이상의 수온을 유지하기 하여 이싱이 깊게 설치되어 있으나, 간심도 지

하수의 경우는 정확한 이싱 심도나 그라우  정도를 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다. 2004년 12월부터 측정이 이루어진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 를 수층 심도별로 나

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천부 지하수의 지하수 는 S3에서 0.4 m로 가장 얕으며 

S2에서 2.7 m로 가장 깊다. 지하수  변화폭도 최  1.1 m 미만으로 작다. 간심도 

지하수는 I13에서 10.1 m로 가장 낮으며 I4에서 44.85 m로 가장 깊다. 지하수  변화폭

은 I13에서 약 10 m로 가장 크다. 심부 지하수의 지하수 는 연구지역에서 내륙 쪽으

로 상당히 떨어진 D10에서 63 m를 보이며 D4의 경우는 107 m 정도이다. 특히 D4의 

지하수 는 I6에서의 양수에 의해 직  향을 받고 있는데, 모내기철인 5, 6월에는 집

인 양수로 인해서 지하수 가 136.6 m까지 떨어진 바 있다(그림 3.1.2). 수층 심

도별 지하수 와 수 변화폭을 볼 때 천부 지하수의 수 는 강우에 직 인 향을 

받고 있으나 심도가 깊어질수록 강우의 향이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지역 

미고결 퇴 암의 투수성이 약하여 강우의 직 인 충 이 쉽지 않음을 지시하고 있

다. 

그림 3.1.2. 심부지하수 D4, D10의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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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 유출량

하천 유출량 산정은 하천의 단면을 여러 개의 소 단면으로 나 어서 각 소 단면의 

유출량을 구한 후 합산하 다. 각 소 단면에서의 유속측정은 측정 심도가 개 0.3 m 

이하 기 때문에 1 법(Sixth-tenth-depth)을 이용하 다(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1962). 유속 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Toho CM-10S 는데 측정유속의 오차범

는 ±2% 이내이다. 기기제작 당시의 경험식에 의한 유속은 식 (3.1.1)이었으나 1997년 

한국표 연구원에서 보정된 경험식은 식 (3.1.2)와 같다.

V = 0.117N + 0.008                             (3.1.1)

V = 0.11N + 0.02                               (3.1.2)

                        V : 유속(m/sec)

                        N : 당 회 수

유속측정 지 은 연구지역 서부 수계(F2)와 남부 수계(F3), 그리고 F2, F3 수계가 합

쳐지는 지 인 F1, 3개 지 이었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의 유출량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지역의 하천수 유출량은 강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

다. 즉, 건기와 일정기간 강우가 없는 시기에는 거의 건천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는 연구지역의 부분이 강우의 지하침투가 용이하지 않는 미고결 퇴 암류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 모내기철인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하천수의 이용량

이 많아서 연구지역 심지인 F2, F3 주 는 거의 건천을 이룬다. 기 유출량으로 볼 

수 있는 2005년 1월 측정된 유출량은 F2에서 2,549 m
3
/day, F3에서 3,648 m

3
/day으로

서, F2와 F3의 유출량 합인 6,144 m
3
/day는 F1에서의 유출량(6,197 m

3
/day)과 거의 같

다.

3.1.1.2 BH-2(D2)호공에서의 양수시험

가. 양수량과 수 강하

(1) 지질과 굴진기록

BH-2호공에서의 양수시험, 양수량, 수 , 수질변화 등의 이해에 있어서 지질과 굴진

기록은 요하다. BH-2호공이 통한 지 의 지질은 크게 상부로부터 반고결 니암, 조

면 무암-응회암질퇴 암-화산력응회암-이암교호 , 유문암, 사암과 이암 교호 로 4

분되는데 쇄정도가 심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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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2호공의 굴진은 크게 2003년 12월까지의 1,030 m, 2004년 3월까지의 1,335 m, 

2004년 6월까지의 1,505m(670 m 지  그라우  포함)로 나  수 있다. 공내 사항은 심

도 420 m까지는 8“ 이싱, 심도 1,030 m까지는 6.5” 이싱, 심도 1,335 m까지는 5“ 

이싱, 공 인 심도 1,505 m까지는 4” 이싱이 설치되어 있어 하부로 갈수록 굴진 

구경이 작아지고 있다. 스트 나 설치 구간은 450-510 m, 700-780 m, 955-965 m, 그리

고 1,200-1,505 m 구간이다. 

(2) 양수시험 개요 

BH-2호공에서의 양수시험은 크게 보아서 6회의 양수시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표 3.1.1, 부록 1). 물론 일 2시간 내외의 짧은 양수가 수 차례에 걸쳐서 실시된 도 

있다. 6회의 양수시험은 1회의 단계양수시험, 1회의 일정량양수시험, 나머지 4회는 제

수변을 완 히 연 Open valve 상태로 실시되었다. 이는 통상 인 양수시험시 일어나는 

양수시간이 지날수록 수 하강과 함께 양수량이 어드는 경향(Constant decreasing 

pumping test)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양수량이 조 씩 증가하 기 때문이다. 이의 원

인으로는 굴진과 그라우 시 사용되었던 벤토나이트 성분이 아직 완 히 제거되지 않

았기 때문으로 단된다. 

표 3.1.1. BH-2호공에서의 양수시험결과 요약

150582.39299.31.1-13932507.8547.735087002005022220050216

150577.32299.31.1-16935507.8647.930028802005012720050125

150565.24299.30.9-18840007.7748.225028802005012520050123

150553.66299.31.1-16545907.7248.120028802005012320050121

----6231507.8747.138321202004110920041108

1505--2.3-10329308.1246.3342109202004110320041027

133515.74309.52.5-4827808.0545.343643202004040920040406

1030--2-9720808.2842.2377145020031218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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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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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65.24299.30.9-18840007.7748.225028802005012520050123

150553.66299.31.1-16545907.7248.120028802005012320050121

----6231507.8747.138321202004110920041108

1505--2.3-10329308.1246.33421092020041103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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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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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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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은 6회의 양수시험이 실시된 시기와 양수량(일 평균 양수량)을 표시한 것

이다. 2003년 12월의 1차 양수시험이 실시된 이래 2005년 2월까지 양수된 총 지열수의 

양은 11,370 m
3
/day이고 이를 일 300 m

3
/day의 양수로 환산하면 약 38일간 양수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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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BH-2호공의 최종 굴진이 완료된 후 양수시험이 실시된 2004년 10월의 3차 양

수시험부터 6차 양수시험까지의 총 지열수 배출량은 9,330 m
3
/day이고 이는  300 

m
3
/day로 31일간 양수한 것과 같은 양수율이다. 그림 에서 2004년 4월 1일 후와 

10월 10일 후의 양수는 장기 양수시험 에 실시된 간헐 인 양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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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BH-2호공에서의 일별 양수량.

(3) 양수량별 수 강하

총 6차례의 양수시험이 이루어졌으나 지하수  측정이 가능한 양수시험은 2차(2004

년 4월 6일), 5차(2005년 1월 21일), 6차(2005년 2월 16일)의 3회 다. 2차 양수시험시 

BH-2호공의 굴진심도는 1,335 m 으며, 양수량 436 m
3
/day로 3일간 양수시 지하수

는 325.2 m 다. 

최종 굴진이 완료된 후, 양수시험 조건이 비슷한 5차와 6차 양수시험 결과를 가지고 

BH-2호공에서의 양수량과 수 강하와의 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차 양수시험은 

단계 양수시험으로서 양수량은 200, 250, 300 m
3
/day로 각각 48시간동안 연속으로 이

루어졌으며, 시험  지하수 는 299.26 m이었다. 6차 양수시험은 350 m
3
/day의 양수

량으로 145시간 동안 일정량으로 양수하 다. 장기양수시험시의 기 지하수 는 311.3 

m 으나, 이 수 는 단계양수시험 후 지하수 가 완 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기 때

문에 장기양수시험시의 기 지하수 는 단계양수시험시의 299.26 m를 용하 다. 양

수량-수 강하량 계는 그림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일직선을 보여 양수량이 

증가해도 수 강하량  수층손실과 우물손실 비율은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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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 지하수  변화

BH-2호공의 지하수 는 양수뿐만 아니라 굴진심도, 640 m 지 의 그라우 에 의해

서도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3.1.5는 2003년 11월부터 재까지 BH-2

호공에서 측정된 지하수 와 양수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하수 변화도이다. 체 으로 

보아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하수 는 깊어지고 있으며, 양수 단 후 수  회복도 늦

어짐을 보인다. 1차 양수(2003.12.17)시보다 2차 양수(2004.4.6)시 수 회복이 느린 것은 

굴진심도는 깊어졌지만 수층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2차(2004.4.6)보

다 3차(2004.10.27), 4차(2004.11.8), 5차(2005.1.21), 6차(2005.2.15)의 수 회복이 느린 것

은 2차 양수시험 에 있었던 굴진시의 물 주입(인공주입 효과)이 없었으며, 640 m 지

의 그라우  향으로 단된다. 인 인 주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사라진 5, 6차 

양수시의 양수량과 수 회복은 어느 정도 안정된 양상을 보인다. 마지막 양수시험인 6

차 양수시험 이후부터 회복된 지하수 는 2005년 10월 13일 재 292.32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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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양수량-수 강하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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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양수에 따른 수 강하와 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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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양수량

(1) 정양수량 개념

정양수량이란 용어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어떤 지하수공에서 얼마

의 양을 뽑아 쓰는 것이 지하수를 고갈시키지 않고 반 구 으로 쓸 수 있느냐의 의미

로 국내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정양수량 산출은 단계양수시험 결과로 얻은 

양수량-수 강하 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격히 바 는 지 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

한 방법은 아니다. 원래 이 변곡 을 선정하여 정양수량을 정하는 것은 수층이 잘 

발달된 지역에서 어떤 양 이상의 양수 시 수층 내 지하수의 흐름이 층류(laminar 

flow)에서 난류(turbulent flow)로 바 기 때문에 이를 그 지하수공의 정양수량으로 

삼고 있으나, 부분이 균열암 수층인 국내 심부 지하수의 경우에는 용이 어렵다. 

외국에서는 단일 지하수공에의 정양수량보다는 그 지하수공이 통한 수층의 

성격을 고려한 개념인 Safe yield, optimal yield 등을 사용하고 있다. 즉, 수층의 규

모, 강수량, 유효침투량, 증발산 등을 고려하여 어떤 지역에서의 정한 양수량을 계산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정양수량 산출은 충 층과 풍화 의 층후가 얇고 부분

이 균열암 수층(fractured rock aquifer)인 국내 지하수 환경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실 으로는 한 지하수공에서 얼마만한 양수량이 한지의 실질 인 문제가 두된

다.

(2) 양수량별 수 강하와 수 회복

BH-2호공에서 각 양수량에 따른 지하수  하강은 양수시간 48시간이 경과했을 때 

지하수 가 평형에 도달했다고 보고 결정되었다. 즉, 양수량이 200, 250, 300, 350 

m
3
/day일 때의 수 강하량은 각각 53.66 m, 65.24 m, 77.32 m, 82.39 m이다. 양수시험

후 측된 수 회복 자료에 의하면 양수시간 만큼 수 회복 시간이 경과해도 양수시험 

 수 의 약 80%만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단순히 양수량

-수 강하량의 계만으로 BH-2호공의 정양수량을 결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심부의 균열암 수층에서 3-5일의 짧은 양수시간 결과만으로 그 지하수공의 정양

수량을 결정했을 때의 문제 에 해서는 외국의 여러 사례연구 결과가 있다. 즉, 3-5

일간의 양수시험시의 지하수 배출량과 공 량은 평형에 도달하여 지하수 는 안정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 으로 계속 양수했을 시에는 지하수 가 서서히 계속 하

강하는 사례들이 많다(Wrigh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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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온천공의 지하수  변화

재 BH-2호공의 주 에는 성곡온천(303 m), 성곡온천(490 m), 라다이스 유황천,  

2004년 2월에 개발된 이인온천 등이 있다. 성곡온천(303 m)은 1993년에 개발되었고 

1,000 m
3
/day로 2일간 양수시 지하수 는 24.39 m에서 53.22 m로 하강하 으나(배두

종외, 1993), 재는 이용량이 거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가 107 m로 

하되어 있다. 성곡온천(490m)의 경우 개발당시의 지하수 는 10 m 정도이고 500 

m
3
/day로 양수시 수 하강은 10여 m에 불과하 으나(문상호외, 2000) 재 온천공의 

지하수 는 양수량이 200 m
3
/day에 불과해도 지하수 는 200 m 이상으로 알려져 있

다. 이와 같은 상은 2002년에 개발되어 일평균 약 150-200 m
3
/day로 양수하고 있는 

라다이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한 2004년 2월에 개발된 이인온천의 지하수 는 

약 70 m로서 온천수 사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4) BH-2호공의 정양수량

BH-2호공에서의 단계양수시험시 최 양수량은 350 m
3
/day로 양수시 수 강하량은 

82.39 m로 측되었다. 이 수 강하량은 단지 6일간 양수시험시의 수 강하량으로서 

장기간 양수시에는 수 강하가 더 일어날 수도 있다. 한 양수종료 6일후의 수 회복

도 약 80% 정도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BH-2호공에서는 지열수를 직  이용하는 의

미인 정양수량 산출보다는 주입정을 이용했을시 생산할 수 있는 지열수의 양이란 의

미로 이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단된다. 즉, 지열수의 온도가 높고 지열 류층의 

투수성이 높아서 지열수를 직  이용하기도 하는 일본 등의 지열개발 모델보다는 독일 

Buntsandstein의 Permian aquifer에 굴착된 GB1, GB2의 경우와 같이 주입정을 이용한 

지열수의 이용에 을 두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Stober, 2003).

다. 양수시험시 지열수의 수질변화

양수시험시 배출되는 지하수는 향추 내에 있는 모든 수층의 지하수가 섞여서 

배출된다(Gaona-Vizcayno et al., 1985). 따라서 양수시험시에는 일정시간별로 수온과 

함께 장수질을 측정하 으며, 표 으로 2차 양수시험시에는 일정시간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실시하 다. 아울러 양수시 지열수의 수온, 수질과 비교하기 하

여, 양수시험 후의 공내 온도, 기 도도검층과 함께 일정 심도별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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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수시험 후의 공내 온도, 기 도도 분포

BH-2호공에서는 굴진이 진행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검층이 이루어졌으나, 표

으로 1차 양수시험이 실시된 직후인(굴진심도 1,030 m) 2003년 12월 22일과 2차 양수

시험 과 후(굴진심도 1,335 m)인 2004년 3월 15일, 4월 22일의 검층자료를 이용하

다(그림 3.1.6). 온도검층 결과에 따르면 이싱 설치 부근인 심도 400 m에서 35.0～

37.3 ℃이고, 심도 1,300 m에서 61.0～64.6 ℃를 나타낸다. 반 으로 보아서 양수시험 

후의 공내 온도가 양수시험 보다 높으며, 특히 심도 670 m에서 격한 온도변화를 보

인다. 기 도도 검층결과는 온도검층 결과보다도 양수의 효과를 더 뚜렷이 보여 다. 

2차 양수시험 의 공내 기 도도 분포는 심도 400 m에서 1,130 μS/cm이며, 심도 

1,300 m에서 약 2,020 μS/cm를 보이나, 양수시험 후 검층결과는 심도 400 m에서 

3,800 μS/cm, 심도 1,300 m에서 11,500 μS/cm 정도를 기록하여, 심도가 깊어질수록 

기 도도 값은 증가하고, 한 양수 보다는 양수 후에 기 도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수시험 , 후 공내 지열수의 온도와 기 도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양수 에는 굴진을 하여 주입된 지표수에 의해서 정상 인 공내 온도와 기

도도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며, 양수 후 검층된 온도와 기 도도는 양수 시 공  부

근의 높은 온도와 기 도도를 가진 지열수가 수 펌 로 흡입된 향이 아직 공내에 

남아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정확한 공내 온도와 기 도도를 악하기 

해서는 충분한 시간동안 공내 안정을 이룬 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심도 

1,000 m의 수온과 기 도도는 2차 양수시험 에는 52.2 ℃, 1,500 μS/cm이고, 2차 

양수시험 후 59.6 ℃, 9,050 μS/cm이나, 심도 1,000 m의 실제 수온과 기 도도 값은 

1차 양수시험 후 약 3개월이 지난 후 검층된 54.9 ℃와 5,200 μS/cm가 보다 정확한 값

으로 볼 수 있다. 양수시험 , 후의 공내 온도, 기 도도 검층결과를 볼 때, BH-2의 

주 수층은 심도 670 m 부근으로 상되며, 심도 1,100 m 부근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열수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아검층시의 지질 별 

리발달에서와 같이 심도 540 m～900 m 유문암 구간에서 리발달이 가장 우세하다

는 사실과 일치한다.

(2) 수온, 장수질 변화

BH-2호공에서 양수시 수온, 수질변화는 매번 측정하 으나(부록 1.) 여기서는 표

으로 1, 2, 3, 5차 양수시험 결과만을 이용하 다(그림 3.1.7).

먼  지열수의 수온 변화를 보면 굴진심도가 깊어질수록 양수 수온이 상승함을 보

인다. 그러나 굴진심도가 1,030 m에서, 1,335 m, 1,505 m로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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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종료시 수온이 42.2 ℃에서 45.3 ℃, 46.3 ℃, 47.9 ℃로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은, 

지하 심부로 갈수록 투수성이 낮아진다는 , 공 로 갈수록 굴진 구경이 작아지는 , 

코아검층에서와 같이 심도 540 m～900 m 구간의 유문암체에서 쇄 의 발달이 가장 

큰  등을 들 수 있다. 1차 양수시험시에는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42.2 ℃로 안정을 

이루는 반면, 2, 3, 5차 양수시험시에는 양수경과시간 200분경부터 수온이 낮아지면서 

45.3 ℃, 46.3 ℃, 47.9 ℃로 안정에 가까워지는 과, 심도 1,000 m의 온도가 54.9 ℃인 

 등으로 볼 때, 주 수층은 심도 670 m 부근의 유문암체임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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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1차 양수시험 후, 2차 양수시험 후의 공내 온도, 기 도도 분포.

양수시험시 지열수의 기 도도 변화는 온도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1차 양

수시험시의 기 도도는 온도 변화와 마찬가지로 양수종료시까지 상승하여 2,080 μ

S/cm을 보인다. 그러나 2, 3, 5차 양수시험 시 기 도도 변화는 경과시간 20분 내외

에서 5,500 μS/cm 내외의 최고값을 기록하고는, 서서히 낮아져서, 양수시험 종료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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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2,780, 2,930, 3,550 μS/cm를 기록한다. 이러한 지열수의 기 도도 값은 검층

시 얻은 심도 1,000 m의 5,200 μS/cm보다도 낮은 값으로서, 양수시 수온변화와 마찬가

지로 주 수층은 심도 670 m 내외의 유문암체임을 지시한다.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

는 3, 5차 양수시험시 기 도도 값이 높은 것은 굴진심도가 1,030 m, 1,335 m, 1,505 

m로 증가 기 때문이며, 굴진심도가 깊을수록 기 도도 값이 증가하기 때문이다(표 

3.1.1, 그림 3.1.6). 

양수시험시 pH와 Eh값도 수온과 기 도도처럼 일 된 변화양상을 보인다. 즉, 굴

진심도가 깊은 양수시험일수록 pH는 낮아져(표 3.1.1) 해수에 가까운 값을 보인다. 양

수종료시의 Eh도 굴진심도가 깊은 3, 5차 양수시험시가 1, 2차시보다 낮은 값을 보여서 

보다 심부의 지열수가 배출됨을 의미한다. 양수시간 경과에 따른 pH와 Eh 값의 변화

는 1차 양수시험을 제외하고는 양수시간이 경과할수록 약간씩 높아져서, 보다 천부의 

지열수가 굴착공으로 유입됨을 지시한다.

4차례의 양수시험시 지열수의 수온, EC, pH, Eh 변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굴

진심도가 1,030 m인 1차 양수시험시에는 양수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온과 기 도도는 

 상승하고, Eh는 감소하여 보다 공  부근의 지열수가 배출됨을 지시한다. 그러나 

2차 양수시험(굴진심도 1,335 m)과 3, 5차 양수시험(굴진심도 1,505 m)시에는 양수시간

이 지날수록 지열수의 수온과 기 도도는  낮아지고, pH와 Eh는  높아져서, 

보다 상부 수층의 지열수가 굴착공으로 유입됨을 지시하고 있다(Gaona-Vizcayno et 

al., 1985). 한 그림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 3, 5차 양수시험시 수온과 기

도도도 양수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차이가  어져, 굴진심도 차이만큼의 수온과 

기 도도 차이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즉, 굴진심도가 1,030 m, 1335 m, 1505 m로 

달라져도, 굴착공의 주 수층은 심도 670 m 내외의 유문암체임을 지시한다.

(3) 심도별 지열수의 수질

BH-2호공의 심도별 공내 수질변화를 악하기 하여 4차 양수시험 직 인 2005년 

1월에 Micro Logger Ⅱ의 샘 링 손데를 사용, 지열수를 채취하여 장에서 수질을 측

정하고, 실내 수질분석을 하 다(표 3.1.2). 이 심도별 샘 링 시 은 4차 양수시험이 이

루어진 2004년 11월 18일로부터 약 50일이 지난 뒤여서 어느 정도 공내 수질이 안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체 인 심도별 지열수의 기 도도 분포 형태는 2차 양수시험 후

에 검층된 기 도도 결과와 비슷한 값을 보인다. 즉, 심도가 깊어질수록 기 도도

가 증가하여, 공  부근인 심도 1,497 m 지 에서는 해수의 반에 가까운 20,100 μ

S/cm을 기록한다. 심도 1,100 m, 1,350 m의 기 도도  값은 6,390 μS/cm, 10,590 μ

S/cm인데 이 값은 비교  정확한 기 도도 값으로 볼 수 있는 2004년 3월 15일에 

검층된 심도 1,000 m, 1,350 m의 5,200 μS/cm, 11,500 μS/cm과 비슷하다. BH-2호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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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질  유문암 구간(540 m～900 m)으로 알려진 심도 635 m, 700 m, 760 m, 

850 m 지 에서 채취된 시료의 기 도도와 분석된 수질 성분의 함량은 서로 비슷하

여, 다른 지질 구간에 비해서 이 구간의 지하수 흐름이 활발함을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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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양수시험시의 수온, 수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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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epth 

(m)

pH
EC

(μS/cm)

K Na Ca Mg Cl SO4 HCO3 Br F SiO2

(mg/L)

500 9.58 3890 12.3 866.2 1.9 2.4 625.0 212.6 1072 1.7 3.5 7.1

635 8.34 5330 16.4 1188 19.6 7.8 994.0 540.8 939.0 2.7 3.3 30.4

700 8.38 5340 15.9 1150 19.2 7.4 1002 550.1 933.3 2.8 3.4 32.3

760 8.33 5330 15.2 1150 19.7 7.6 984.2 533.6 934.1 2.5 3.4 30.8

850 8.44 5350 15.2 1152 20.3 7.9 1005 549.3 927.5 2.3 3.4 31.0

1100 8.39 6390 18.6 1311 26.4 10.2 1346 676.0 820.9 3.5 2.4 32.7

1230 8.32 6470 19.3 1430 27.8 10.7 1371 702.3 804.4 3.1 2.4 34.5

1350 8.29 10590 32.1 2164 84.7 30.4 3165 353.3 624.4 8.4 2.2 21.6

1497 7.89 20100 58.3 4036 264.1 76.7 7101 192.0 302.6 20.9 1.0 6.6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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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BH-2호공의 심도별 지열수의 수질 

1) Seuldo lighthouse(조병욱 외, 2003)   2) Morris and Riley (1966)

심도별 지열수의 주요 성분 함량은 그림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도가 깊어질수

록 HCO3, F, SiO2가 감소하고 나머지 주요 성분들의 함량은 증가하여, 지열수의 수질 

조성은  해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이온 에서 HCO3의 함량이 높

은 이유는 연구지역의 지질이 해성기원 퇴 암이고, 퇴 암 사이에 화산암이 존재하며, 

2차 양수시험시 지열수의 CO2의 함량이 24～48 mg/L로 높은 (김통권 등, 2004) 등

을 들 수 있다. 양이온 에서는 Na의 함량이 높은데, 이는 해수 기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 지질환경과도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즉, 검출된 Na의 상당 부분은 높은 

CO2 함량에 의해 규질암석 내 알카리 원소의 용해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Ellis and 

Mahon, 1977) 단된다. 한 Na:Cl 농도비는 담수가 해수를 치하거나 해양성퇴 물

을 세척하 을 때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도 있어서(이상규 등, 2000), 천부 지하수의 유

입에 따라 지열수의 Na:Cl 몰비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 지열수의 

수질조성은 해수의 형태를 보이나, Na:Cl 몰비는 해수의 비로 알려진 0.84(Morris and 

Riley, 1966), 울산 슬도등  해수의 0.75(조병욱 등, 2003)보다 훨씬 높은 0.88～2.14의 

범 를 나타낸다. 

한편 지열수의 Mg 양은 상당히 은데, 이는 본 연구지역이 지열 이고, 심도가 깊

어서 규산염 물내 이온교환반응에 따른 Mg 이온의 고갈 때문으로(Ellis, 1971) 단된

다. 굴착공 G의 심도별 수질을 볼 때, 지열수의 수질은 심도가 깊어질수록 해수의 

향을 많이 받았으나, 물-암석 반응에 의해서도 향을 받았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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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심도별 지열수의 주요성분 함량변화.

그림 3.1.9. 심도별 지열수의 수질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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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별 지열수의 수질형태를 해수와 비교하기 하여 그림 3.1.9와 같이 주요 성분

들의 epm%를 Piper diagram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열수의 수질형

태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해수에 가까워짐을 보인다. 즉, 양이온의 삼각다이아그램

보다는 음이온의 삼각다이아그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심도가 깊어질수

록 천부 지하수의 유입이 용이하지 않고, HCO3보다는 해수의 향에 의한 Cl과 SO4의 

함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단된다. 심도별 지열수의 주요 성

분 함량과 수질조성을 볼 때 각 지질 에 따른 지열수의 수질특성을 련시키기는 어

려운데, 이는 물-암석반응에 의한 향보다는 해수에 의한 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

(4) 주요 성분의 함량 변화

양수시간 경과에 따른 지열수의 주요 성분의 함량 변화 악을 하여 표 으로 

2차 양수시험시에는 일정시간별로 총 9회에 걸쳐서 물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 다(표 

3.1.3).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양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지열수의 주 성분과 Br의 함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HCO3와 F의 함량은 증가하여, 공  부근의 지열수보다는 보다 천부

의 지열수가 배출됨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수  지열수의 주요 이온 함량 변화는 

양수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열수의 수온과 기 도도가 감소하고 Eh는 증가하여, 보다 

천부 지열수의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한 양수가 진행됨에 따

라서 Na:Cl 몰비도 경과시간 120분의 1.87에서 양수 후기인 경과시간 3,810분에는 2.94

까지 상승함을 보인다. 

표 3.1.3. 2차 양수시험시 지열수의 수질변화

Elapsed 

time(min)

EC

(μS/cm)

K Na Ca Mg Cl SO4 HCO3 F Br SiO2

(mg/L)

120 5360 23.61 1280 17.5 7.14 1057 635.0 909.2 0.10 2.79 28.7 

900 3700 18.15 830 9.66 3.96 656.2 277.5 915.3 0.72 1.41 25.5 

1300 3290 17.41 743 8.38 3.19 548.7 213.9 1019 0.68 1.36 24.8 

1650 3050 15.66 700 7.74 2.86 493.5 186.0 1043 1.39 1.27 24.4 

2400 2920 14.91 651 7.21 2.57 267.6 98.3 1050 1.44 0.64 24.2 

2560 2880 14.61 642 7.19 2.52 407.9 142.5 988.5 1.38 1.24 24.8 

3060 2840 14.43 618 6.78 2.44 393.9 135.8 1068 1.31 0.96 24.4 

3810 2800 14.34 611 6.87 2.38 320.8 107.9 1098 1.38 0.86 24.6 

4170 2780 14.07 611 6.81 2.35 371.4 124.2 1129 1.37 0.92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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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시간에 따른 지열수의 수질조성을 악하기 하여 주 성분의 epm%를 Piper 

diagram에 도시하 다(그림 3.1.10).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이온의 삼각다이아그램

에서는 양수시간이 경과해도 지열수의 주성분은 Na임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음이온의 

삼각다이아그램에서는 Cl과 SO4 우세 역에서  HCO3 우세 역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역시 천부 지열수의 유입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수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이온의 주 성분이 Cl에서 HCO3로 이동하는 것은, 그림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

에서 상부로 올라올수록 지열수의 수질조성이 Cl 역에서 HCO3 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여, 양수가 진행 될수록 보다 천부의 지열수가 우세함을 의미한다.

그림 3.1.10.  양수시간에 따른 지열수의 수질조성 변화.

3.1.2. 지화학  분석

지열이라 함은 고온의 열수를 수반하는 수증기와 이를 사용한 지열발 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온의 온천수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 -고온의 지열자원은 지하로 

침투한 강수가 지각 내에서 가열(일반 으로는 화산활동)되어 생성된 것이다. 열수의 

부분은 지표수 기원에 의한 것이지만, 지표와 굴착공에서 얻어지는 열수는 지하를 

유동하는 동안에 물리⋅화학  작용에 의해 화학  변화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

표와 굴착공에서 얻어지는 열수의 화학  성질을 조사함으로써 지하에 있어서의 열수

의 특성과 거동을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획득한 자료의 해석은 다음

에 서술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제 하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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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도에 의존하는 반응이 심부에서 발생되고 있다.

  (2) 이 반응에 연 되는 모든 성분은 충분히 존재한다

  (3) 암석과 물 사이의 화학 평형은 류충 온도에서 행해진다.

  (4) 열수가 류층으로부터 지표로 이동할 때, 재평형 작용 없이는 조성의 변화가 이

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고온성 온천수는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재의 

우리나라 국토가 비화산성 지역이라는 것으로부터 쉽게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고온성 온천수의 근원 즉, 열원을 밝 내는 것은 학문 으로 매우 요할 

뿐 아니라 향후 지열을 산업 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지구화학분야의 최종목표는 1) 재 지열자원의 활용을 해 시범 으

로 설정한 포항 시추 지역 주변의 지열수의 근원을 밝 내고, 2) 한반도에 분포하는 지

열수의 근원을 밝 내어 향후 지열 자원을 청정에 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

시하는 데 있다. 이를 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하나는 지열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포항시에 굴착된 조사공에서의 양수시험

에 의한 지열수의 화학조성변화와 아울러 주변 온천수와 지하수에서의 수질특성을 조

사하여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포항지역 지열수의 근원을 밝 내고자 하 다. 다른 하나

는 우리나라의 지열수의 기원  특성을 밝 내기 하여 기존의 고온성(40 ℃ 이상) 

온천수지역의 온천수를 채취하여 지질학 /지구조  요인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 다. 

그리고 3.1.2.1 에서는 포항지역을 심으로. 3.1.2.2 에서는 역 인 온천수의 지화

학  특성을 논한다

3.1.2.1 포항 심부 지열지역 지하수의 지구화학 특성

가. 시료채취  분석

2005년 5월에 총 18개의 지하수공(D2는 1일 양수량을 기 으로 D-2 (200 m
3
/day), 

D-2 (250 m
3
/day), D-2 (300 m

3
/day)의 세 개 시료로 나눔)과 지표수 2개(그림 3.1.11)

로부터 시료를 채취하 다. 시료 채수는 수질안정을 하여 10~20분 동안 양수공 체

의 약 3~5배를 양수한 후(Barcelona et al., 1985) 이루어졌다. 주요 양이온  음이온 

분석용 시료들은 여과(0.45 μm) 후 각 1 L씩 채취하 으며, 양이온 시료의 경우는 농질

산(65%) 1 mL를 첨가하 다. 모든 시료는 분석 까지 4 ℃로 보 하 다. 수온, pH, 

Eh, EC 값은 휴 용 측정기(SK1250MC, HM-12P TOA, CM-14P TOA)를 이용하여 

장에서 측정하 다. 알칼리도는 0.0239 N의 황산으로 장에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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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연구지역의 지질  시료채취도.

수질분석은 15개의 주요 성분(K
+
, Na

+
, Ca

2+
, Mg

2+
, SiO2, Cl

-
, NO3

-
, HCO3

-
, SO4

2-
, 

Fe, Al, F, Br, B. Li)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양이온  Na, K, Fe, Mn은 원자흡수분

도계(AAS)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기기분석한계는 0.005 ppm이다. Ca, Mg, 

T-SiO2, Li  B는 유도결합 라즈마 원자방출분 도계(ICP-AES)를 이용하 으며, 기

기분석한계는 0.002, 0.002, 0.012, 0.002, 0.002 ppm이다. 음이온의 경우 이온크로마토그

래피(Dionex 300)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기기분석한계는 Br은 0.08 ppm, 그 외 성분은 

0.05 ppm이다. 수소  산소안정동 원소 비 값은 국제 표 시료인 SMOW에 비교 정

량하 으며, 측정 오차는 수소의 경우 ±2‰이고, 산소는 ±0.07‰ 이다. 작업표 시료는 

미국 Oztech 회사제품인Oztech-744(O=+25.06‰), Oztech-349H (H=-82.96‰)를 사용하

다. 모든 분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나. 화학 분석 결과

(1) 장수질  주요이온 황

채취된 22개 시료에 한 장 측정, 화학 분석  안정동 원소분석 결과는 표 

3.1.4, 표 3.1.5, 표 3.1.6  그림 3.1.12, 그림 3.1.13, 그림 3.1.14에 도시하 다. 22개 지

하수 시료의 수온은 심부 지하수의 경우 28.5~48.2 ℃, 간심도 지하수는 14.6~26.0 ℃, 

천부 지하수는 9.3~14.9 ℃, 지표수는 11.5~14.6 ℃의 범 를 나타낸다. pH 값은 심부지

하수의 경우 7.7~8.5, 간지하수는 6.8~8.3, 천부지하수는 4.9~7.8, 지표수는 6.2~7.7의 



- 32 -

범 를 나타내어, 지하수의 경우 심부로 갈수록 pH값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

도도(EC)는 심부 지하수의 경우 1,671~4,610 μS/cm, 간 지하수는 181~1,686 μ

S/cm, 천부 지하수는 92~825 μS/cm, 지표수의 경우는 187~338 μS/cm의 범 를 보여, 

심부로 갈수록 EC값이 높아진다. Eh 값은 심부 지하수의 경우 모두 음의 값인 -188~-3 

mV, 간 지하수는 -152~61 mV, 천부 지하수는 -119~286 mV, 지표수의 경우는 3~66 

mV의 범 를 보여, 심부로 갈수록 환원 환경이 유지됨을 보인다. 용존산소(DO)의 경

우는 심부 지하수의 경우 0.7~7.0 mg/L, 간 지하수는 1.3~4.0 mg/L, 천부 지하수는 

0.3~9.3 mg/L, 지표수의 경우는 9.8~10.3 mg/L의 범 를 보여, 심부로 갈수록 용존산

소량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CO2의 분압은 심부  천부 지하수에서 높게 나타난

다.

알카리 속(K, Na, Li)은 반응성이 크므로 심부로 갈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K
+
의 농도 범 는 심부 지하수의 경우 3.0~13.0 mg/L, 간 지하수는 0.5~3.2 

mg/L, 천부 지하수는 0.6~12.8 mg/L, 지표수는 1.7~1.9 mg/L를 보여 심부로 갈수록 

K
+
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Na

+
의 농도 범 는 심부 지하수의 경우 353~976 mg/L, 

간 지하수는 20.2~350 mg/L, 천부 지하수는 7.9~84.4 mg/L, 지표수는 8.7~9.4 mg/L

를 보여 심부로 갈수록 Na
+
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Li

+
의 농도 범 는 심부 지하수

의 경우 0.32~0.79 mg/L, 간 지하수는 0.03~0.35 mg/L, 천부 지하수는 0.01~0.28 

mg/L, 지표수는 0.03~0.03 mg/L를 보여 심부로 갈수록 Li
+
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

알카리 토 속(Mg, Ca)  3가 이온(Al)은 토양에 풍부하여 천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Ca
2+

의 농도 범 는 심부 지하수의 경우 3.2~13.7 mg/L, 간 지하수는 

4.3~30.4 mg/L, 천부 지하수는 3.0~69.3 mg/L, 지표수는 13.4~34.6 mg/L를 보여 천부

로 갈수록 Ca
2+

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Mg
2+

의 농도 범 는 심부 지하수의 경우 

0.05~5.59 mg/L, 간 지하수는 0.03~9.64 mg/L, 천부 지하수는 1.82~23.10 mg/L, 지

표수는 5.31~10.0 mg/L를 보여 천부로 갈수록 Mg
2+

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Al
3+

의 

농도는 심부 지하수의 경우 0.01~0.05 mg/L, 간 지하수는 0.00~0.02 mg/L, 천부 지

하수는 0.00~3.41 mg/L, 지표수는 0.02~0.52 mg/L를 보여 천부로 갈수록 Al
3+

의 농도

가 증가하고 있다.

할로겐 원소(F, Cl, Br)는 심부로 갈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Cl
-
의 농도 

범 는 심부 지하수의 경우 102.0~763.0 mg/L, 간 지하수는 6.7~280.0 mg/L, 천부 

지하수는 6.0~34.8 mg/L, 지표수는 7.3~8.4 mg/L를 보여 심부로 갈수록 Cl
-
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F
-
의 농도 범 는 심부 지하수의 경우 3.06~4.62 mg/L, 간 지하수는 

0.17~3.15 mg/L, 천부 지하수는 0.20~0.51 mg/L, 지표수는 0.26~0.31 mg/L를 보여 심

부로 갈수록 F
-
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Br

-
의 농도 범 는 심부 지하수의 경우 

0.37~1.70 mg/L, 간 심도는 2개, 천부 지하수는 1개의 시료를 제하고는 검출한계 이

하인 0.08 mg/L를 보인다. HCO3
-
의 농도는 심부 지하수의 경우 448.3~1006.7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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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하수는 67.1~448.7 mg/L, 천부 지하수는 3.2~279.5 mg/L, 지표수는 2.7~23.8 

mg/L를 보여 심부로 갈수록 HCO3
-
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SO4

2-
의 농도는 심부 지

하수의 경우 0.7~401.0 mg/L, 간 지하수는 3.0~128.0 mg/L, 천부 지하수는 0.3~280.0 

mg/L, 지표수는 46.5~138.0 mg/L를 보여 지하수의 심도보다는 지질에 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난다. NO3
-
는 심부  간 지하수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고 일부 천부 지하

수  지표수에서만 검출되어, 심부  간 심도 지하수는 인 인 오염이 되지 않

았음을 나타낸다.

표 3.1.4. 포항지역 지하수  지표수의 물리화학  성분

시료번호 공심도(m) 
T 

(℃) pH EC 

(μS/cm)
Eh  

(mV)
DO 

(mg/L)
TDS1) 

(mg/L) 
Log Pco2

2)

(atm.) 

심부 지하수 
D-4  303 28.5 8.5 1671 -16 7 662 -2.84 
D-5 490 38.6 8.1 1806 -3 0.7 571 -2.13 
D-6 570 40 8.2 1936 -30 1.8 631 -2.24 

D-2(200 m3/d) 1503 48.1 7.7 4610 -164 1.1 2208 -1.90 
D-2(250 m3/d) 1503 48.2 7.8 4000 -188 0.9 1864 -1.92 
D-2(300 m3/d) 1503 47.9 7.9 3550 -169 1.3 1580 -2.00 
중간심도 지하수 

I-4 170 19.1 8.1 850 61 1.9 262 -2.50 
I-5 150  7.8 794 55 2 300 -2.21 
I-6 250 26 8.1 1686 -105 1.4 667 -2.50 

I-12 170 14.6 6.8 566 -152 1.8 304 -1.61 
I-15 150 17.9 8.3 181 -73 4 119 -3.40 
I-16 146 17.7 8.3 262 -51 1.3 142 -3.30 

천부 지하수 
S-2 6.3 11.6 5.0 334 259 2.8 220 -1.30 
S-4 4.5 9.3 4.9 662 286 3.7 454 -1.33 
S-7 5.3 10.3 6.0 427 107 6 284 -1.86 
S-8 5.9 13 5.5 664 193 0.6 460 -1.74 
S-9 20 14.2 6.9 497 -119 1 234 -1.38 

S-10 40 14.9 6.7 825 -33 1.8 412 -1.24 
SP-1 0 13.2 7.8 261 -104 2.2 158 -2.92 
SP-2 0 13 6.7 92 135 9.3 74 -2.50 

지표수 
ST-1  14.6 6.9 206 66 9.8 137 -3.04 
ST-2  11.5 7.7 187 3 10.3 121 -4.11 

 

1) total dissolved solids, calculated from computer code AQUACHEM; 

2) calculated from alkalinity and pH data, using computer code PHREE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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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포항지역 지하수의 심도별 물리화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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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심도변화에 따른 포항 지역 지하수  지표수의 주요이온의 Box-Whispe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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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포항지역 지하수  지표수의 화학성분

시료번호 용존 이온 (mg/L) 

시료번호 K+ Na+ Ca2+ Mg2+ Cl- SO4
2- HCO3

- SiO2(aq) NO3
- F- Al3+ B3+ Br- Li+ Fe(total)

심부 지하수 

D-4  3.0 353.0 3.5 0.1 276.0 0.7 448.3 14.8 B 3.1 0.0 0.9 1.0 0.3 0.1

D-5 4.0 424.0 3.9 0.9 102.0 3.8 883.5 19.6 1.0 4.3 0.1 1.1 0.4 0.3 0.0

D-6 4.2 460.0 3.2 1.0 126.0 7.0 1006.7 20.1 0.2 4.6 0.0 1.2 0.4 0.3 0.0

D-2 

(200 m3/d) 
13.0 976.0 13.7 5.6 763.0 401.0 871.5 27.1 B 3.5 0.0 2.2 1.7 0.8 0.0

D-2 

(250 m3/d) 
10.8 877.0 10.9 4.5 623.0 304.0 901.5 26.0 B 3.9 0.0 2.0 1.4 0.7 0.0

D-2 

(300 m3/d) 
9.4 766.0 8.9 3.6 525.0 233.0 895.5 25.8 B 4.2 0.0 1.8 1.1 0.6 0.0

중간심도 지하수 

I-4 1.9 177.0 8.4 0.3 8.0 35.4 371.8 27.8 2.1 0.6 0.0 0.6 B 0.2 0.0

I-5 1.9 171.0 6.2 0.0 9.6 95.0 362.1 11.4 3.3 0.8 0.0 0.5 B 0.3 0.2

I-6 3.2 350.0 4.3 0.4 280.0 3.0 448.7 15.3 B 3.2 0.0 0.9 0.9 0.4 0.3

I-12 2.9 50.1 30.4 9.6 29.4 128.0 145.8 26.3 B 0.2 0.0 0.1 0.1 0.1 26.4

I-15 0.5 20.2 13.0 2.1 6.7 22.9 67.1 42.3 B 0.3 0.0 0.0 B 0.0 0.0

I-16 1.1 32.8 16.4 1.5 8.6 42.8 83.8 35.2 1.4 0.3 0.0 0.0 B 0.1 0.0

천부 지하수 

S-2 6.3 19.3 23.5 9.0 21.8 101.0 3.9 25.4 12.3 0.4 0.4 0.0 B 0.0 0.0

S-4 4.8 46.7 49.7 18.6 19.2 280.0 3.2 28.8 1.6 0.4 3.4 0.1 B 0.1 0.6

S-7 5.1 14.1 44.3 10.6 26.7 117.0 10.9 24.7 30.1 0.3 0.4 0.0 B 0.0 0.0

S-8 12.8 32.4 56.8 23.1 34.8 260.0 5.1 27.6 11.8 0.4 0.5 0.1 B 0.1 0.0

S-9 2.4 66.1 22.0 8.2 28.6 0.3 253.7 31.4 B 0.4 0.0 0.1 0.2 0.1 21.2

S-10 6.2 84.4 69.3 10.2 14.8 173.0 279.5 32.3 0.1 0.5 0.0 0.2 B 0.3 0.1

SP-1 1.0 16.3 22.6 6.8 8.4 50.7 68.5 31.6 B 0.3 0.0 0.2 B 0.1 0.6

SP-2 0.6 8.0 3.0 1.8 6.0 9.7 11.4 28.6 12.6 0.2 0.0 0.0 B 0.0 0.0

지표수 

ST-1 1.9 9.4 13.4 5.3 7.3 68.1 5.4 26.7 4.2 0.3 0.5 0.0 B 0.0 0.1

ST-2 1.7 8.7 13.6 6.1 7.6 46.5 23.8 23.1 7.2 0.3 0.0 0.0 B 0.0 0.0

 

B: Below Dete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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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심도 변화에 따른 포항 지역 지하수  지표수의 미량원소의 Box-Whisper 

diagram. 



- 38 -

표 3.1.6. 포항지역 지하수  지표수의 산소  수소안정동 원소 값

시료번호 TM 좌표 안정동원소 값(‰) 

시료번호 X™ Y™ δ18O δD 

D-02 231407  287583 -10.0  -64.4  

D-04  231814 288732 -10.3  -65.9  

D-05 230311 287132 -10.2  -65.6  

D-06 229972 287204 -10.2  -67.4  

I-04 227940 287601 -9.6  -65.0  

I-05 229058 288977 -9.6  -64.0  

I-06 231516 288531 -10.0  -68.2  

I-12 230242 287291 -6.0  -42.7  

I-15 226747 290616 -8.9  -59.1  

I-16 227216 290236 -9.0  -58.8  

S-02 231183 286722 -7.8  -53.7  

S-04 230902 288041 -7.4  -48.3  

S-07 230112 287340 -7.9  -54.2  

S-08 231146 287936 -7.5  -49.0  

S-09 231902 288513 -6.8  -48.1  

S-10 229365 288542 -8.4  -59.6  

SP-01 225759  286680 -9.1  -56.9  

SP-02 225847 290461 -8.8  -58.8  

ST-01 227945 287581 -8.6  -55.4  

ST-02 225760 286681 -7.5  -54.8  

 

(2) 산소  수소 안정동 원소

강우의 산소  수소 안정동 원소(2H/1H  18O/16O) 비는 지리  치  기후환

경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세계 인 규모로, 강우의 안정동 원소 비는 δ2Η = 8δ

18O + 10라는 천수곡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소  수소 안정동 원소 

비에서, 바다물의 동 원소 비(V-SMOW)는 0으로 이용된다. 산소  수소 안정동 원

소 값은 지하에 침투하기  는 침투하는 동안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증

발함에 따라 잔류부분의 산소  수소 안정동 원소 비는 증가하여, 잔류용액은 천수

곡선에서 벗어난다. 강우의 동 원소 함량에 향을 끼치는 다른 요소는 계 변이, 고

도, 도, 강우량 등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지역의 지하수  지표수의 δ18O  δD 값

은 심부 지하수의 경우 -10.2 ~ -10.3 ‰,  -67.4 ~ -64.4 ‰, 간심도는 -6.0 ~ -10.0 ‰,  

-42.7 ~ -68.2 ‰, 천부 지하수는 -6.8 ~ -9.1 ‰,  -48.1 ~ -59.6 ‰, 지표수는 -7.8 ~ -8.6 

‰,  -54.8 ~ -49.5 ‰ 의 범 를 각각 보이며, 심도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구분된다

(그림 3.1.15). 이러한 동 원소 분석결과는 풍기지역 심부 지하수의 분석결과(평균값: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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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10.7 ‰, δD=-79.3 ‰)보다는 약간 무거운 값을 보인다(윤성택 등 1998). 모든 시료

는 Craig(1961)의 순환수 선(MWL) 나 약간 에 도시되어, 강우로부터 기인함을 나

타낸다. 이 식과 장병욱(1994)은 수소 과잉을 나타내는 d 값에 의하여 여름철 강우

(d < ~10)와 다른 계 ( , 가을, 겨울) 강우(d > ~10)가 비교  잘 구분된다고 하 다. 

이 지역에서 심부 지하수는 d 값이 12.1~16.3을 보이나, 간  천부 지하수는 d 값이 

5.5~12.9 등 다양함을 보여 각 지하수공에 따라 충진 시기를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지하수의 산소-수소 동 원소 조성 특성은 강우의 충진 장소에 한 정보를 제공해 

다. 즉 고도가 높을수록 강우지역의 평균기온은 낮아지며 강우의 동 원소 성분도 

가벼워진다. δ18
O의 경우 고도 100 m당 -0.15~-0.5 ‰, δD는 -1~-4‰ 정도 가벼워진다. 

이를 고도효과라 한다(Clark and Fritz, 1997). 김규한과 Nakai (1988)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충진 고도가 100 m 상승함에 따라 산소동 원소 비는 0.19 ‰, 수소동 원소 비

는 1.18 ‰의 비율로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안정동 원소 연구결과를 볼 때, 이 

지역의 심부 지하수는 가장 가벼운 천부 지하수인 SP1시료(δ18O=-9.1 ‰, δD=-56.9 ‰)

보다 δ18
O는 약 1 ‰, δD는 8 ‰ 정도가 가벼워 이를 근거로 심부 지하수의 함양고도

를 추정하면 지형 으로 최소 500 m 이상이 높은 지역에서 충진되거나, 온도가 낮은 

기후의 시기에 충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15. 포항지역 지하수  지표수의 산소  수소 안정동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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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천부 지하수는 δ18
O값이 -6.8 와 -9.1 ‰ 사이에 있다. 이러한 값의 범 는 

포항지역의 재 강수의 값과 비슷하다(이 식과 정재일, 1997). 흥해지역 지표수, 천부 

 간과 심부 지하수는 모두 순환수선 근방에 도시되어 강우기원으로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3.1.2.2 지열수의 특성

가. 지열수의 기원

물의 지화학은 지질  지구물리 기술로 취득할 수 없는 심부 지하 환경  과정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화학 으로 반응성을 가지는 성분(지질 지시자)들은 환경

의 변화에 잘 반응하므로 지질 지시자로 자주 이용되는데, Na, K, Mg, Ca  SiO2 등

이 있다(Giggenbach, 1988). 지열탐사에서 지하수 온도, 비등  혼합 계를 추정하기 

하여 물의 지화학을 이용하는 것이 요하다. 이에는 지하수가 이동하는 동안 온도, 

압력  암석종류의 변화에 반응하여 지하수 성분이 변하는 것과 투수성, 유체의 성분 

 활동도 기간 등을 악하여야 한다. 온도가 변하면 용액내 양이온 비  용존 규소 

농도에 요한 향을 미친다. 압력의 변화는 물이 비등하는 동안 물과 증기간의 성분 

분리  증발농도에 한 주요한 요소가 된다. 암석종류의 다양성은 열수 용액이 도달

하는 총 염농도  특히 염소농도에 많은 향을 미친다(Fournier, 1981).

화학 으로 비반응 인 성분(Cl, B, Li, Rb, Cs  N2)은 일단 유체상에 추가되면 이

론 으로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표식자가 되어 물의 기원을 추 할 수 있게 해 

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 용존 성분의 농도를 삼각 다이어그램에 도시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

(1) Cl-SO4-HCO3 Diagram

열수의 기원을 악하기 하여 연구지역 지하수의 Cl, SO4  HCO3의 상 농도를 

그림 3.1.16에 도시하 다(Giggenbach, 1991). 이 그림은 물을 미성숙, 주변부, 화산  

증기로 가열된 물로 구분한다. 한 혼합 계나 집단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심부 지하수는 Na-HCO3  Na-Cl 유형이다. 해안과 거리가 가까운 과 이 지역의 

제3기 수층이 해성층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Cl의 부화는 해수 는 퇴 물의 고염수 

 심부열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Cl/Na 농도비가 해수는 1.8인 것에 비해 본 지

역 시료는 0.8이하로 상당히 Na성분이 부화된 과, 산소  수소 안정동 원소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해수기원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 HCO3는 류 내 탄산염 물

과 물과의 상호 반응으로 생성된다. 물에서 Na의 생성은 규산염 물의 변질을 생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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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CO2가 존재하 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CO2를 함유한 물의 혼합이 함유되었

을 것이다(Halim et al., 1998). 따라서 CO2를 소모하는 반응이 발생하여, 심부 지하수

의 경우 log PCO2압이 평균 -2.2 atm.으로서 천부 지하수의 -1.8 atm. 보다는 훨씬 작은 

것으로 단된다(표 3.1.4). 높은 Cl 농도와 HCO3 농도의 정도 차이는 지하에서 유동한 

열수가 시간과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HCO3 농도가 증가하고 온에서 CO2를 함유하

는 지하수의 상호 반응정도라고 해석된다. 그림 3.1.16에서 모든 시료는 HCO3 역에 

속하며, 열수  주변부로서 희석된 양상을 보인다. 시료들은 두 집단으로 구분하면 A 

집단은 온성의 지하수이며, B집단은 고온성 지하수 집단이다. B집단에 속하는 시료는 

열수지역의 주변부에서 Cl의 농도 증가에 따라 심부로 향하여 희석의 양상을 보인

다.

그림 3.1.16. 포항 지역 심부  간심도 지하수의 상  Cl, SO4  HCO3 농도.

(2) Cl-Li-B Diagram

Li은 2차 반응 과정에서 거의 향을 받지 않는 알카리 속이다. 그래서 요 지열 

비반응성분 즉, Cl과 B의 기원 등의 추 자로 이용될 수 있다. Li은 일단 첨가되면 용

액으로 남는다. 그러나 Cl  B 두 성분은 그 근방 지각에 포함된 농도와 같은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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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을 포함하는 용액에 첨가된다. 고온에서 Cl은 주로 HCl로 산출되며, B는 H3BO3로 산

출된다. 두 성분은 휘발성이라 고온 증기로 이동될 수도 있다(Maia, 1999). 그림 3.1.17

은 연구지역의 지하수를 Cl, Li, B의 상  농도로 도시한 것이다. 무암에서 용해되

는 역으로 나타나는 I-04와 I-05는 SO4 역에 속한다. 나머지 모든 열수는 Cl 역 근

처에 도시되어, 비교  오래된 열수계를 암시하며, 그들을 덮고 있는 퇴 물에서 보다 

오래된 기반암 열수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Giggenbach, 1991). 이 도표는 한 

D-2(200t), D-2(250t), D-2(300t)와 D-04와 I-06 열수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I-12, I-15, 

I-16와 D-05  D-06는 은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오래된 열수 에

서도 D-2(200t), D-2(250t), D-2(300t)은 양수량의 증가 순으로, 즉 양수량이 증가할수록 

물의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하부 수층의 발달이 미약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17. 포항지역 지하수의 기원  연령을 나타내는 Cl-Li-B diagram.

나. 지질온도계

지열자원조사에서 가장 흔히 용되는 방법 의 하나가 화학 지질온도계를 사용하

여 지하의 온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열계에서 주요 열수상승 와 지하 류

암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물의 냉각은 도, 비등/냉수와 희석 등으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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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이를 여러 가지 종류의 지질온도계와 비교하여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

열 류 의 온도는 일반 으로 균질하지는 않으나, 수직 수평으로 다양하여 지질온도

계는 시추공이 설치된 수층의 온도를 밝히는데 이용된다(Abdelkarim, 1999).

(1) 규소 지질온도계

지열계(geothermal system)에 지하온도 환경을 추정하기 하여 수화학(water 

chemistry)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1960년 에 처음 시도되었다. 온도를 측하기 하여 

이용된 최 의 지질온도계는 완 히 실험 이었다. Bodvarsson and Palmason(1961)은 

규소농도와 류  온도가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악하 다. 그후 석   옥수 규소 

지질온도계는 여러 차례 보정을 하여 이용되고 있다.

규소 지질온도계는 석   옥수의 용해도를 이용한 것인데, 주로 지하 온도를 추정

하는데 이용된다. 이들 물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변한다. 340 ℃ 이하에서

는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규소 물의 용해도는 속히 감소하여, 일반 인 상업용 지

열 자원탐사에 많이 이용된다. 120～180 ℃ 이상의 온도에서는 석 의 용해도가 지열 

류 에서 용존 규소농도를 규제하여, 석  지질온도계는 150～250 ℃ 온도 범 에서

는 잘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옥수 같은 다른 규소상이 

용존 규소의 농도를 통제한다(Fournier, 1977). 옥수는 열역학 으로 어떠한 온도와 압

력에서도 석 보다는 불안정하지만, 옥수가 석 에 비하여 열역학 인 반응이 더 빠르

기 때문이다. 

물이 일정온도에서 장기간 암석과 한 경우, 석 은 100 ℃ 이하의 온도에서도 

용존 규소농도를 규제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열역학 으로 유리하

지만 매우 반응이 느려서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옥수가 180 ℃의 온도에서는 용

존 규소 농도를 규제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Arnorsson, 2000). 

실리카의 온도는 열수내의 석 이나 옥수와 비이온화 된 실리카간의 평형상태를 토

로 계산한다. 경험상 옥수온도가 온수에서는 석 온도 보다 훨씬 실 이라는 것

이 밝 졌다(Arnorsson, 1975). 석 과 옥수 지질온도계가 지하 온도를 추정하는데 이

용되며, 다음의 식이 이용된다.

석 -증기손실이 없을시(no steam loss) (Fournier, 1977)

t℃= 


  
-273.15 

석 -100℃에서 최  증기 손실 (Fournier, 1977)

t℃= 


  
-2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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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증기손실이 없을시(no steam loss) (Fournier, 1977)

t℃= 


  
-273.15 

옥수-100℃에서 최  증기 손실 (Fournier, 1977)

t℃= 


  
-273.15 

(2) 양이온 지질온도계

Na-K 지질온도계는 열수변질 알루미늄 규산염과 열수간의 Na와 K의 이온교환반응

의 평형상수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비는 일반 인 교환반

응과 계가 있다. 

K+ + Na-feldspar = K-feldspar + Na+  

         (알바이트)             (정장석)

Arnorsson et al. (1983)에 의한 Na/K 실험식은

t℃= 
    

-273.15 

Giggenbach (1988)에 의한 Na/K 실험식은

t℃= 


    
-273.15 

이다. 

다. Na-K-Mg Diagram

Giggenbach(1988)은 Na-K-Mg 다이어그램으로 물을 일정 온도에서 암석과 완 평

형, 일부 평형, 미성숙(가의 비평형)으로 구분하 다. Na/K 비율과 K/Mg1/2 비율의 두 

개로 구성되며, Mg1/2 정 에서 Na 정 까지 방사형으로 각각 해당온도  평형상태를 

나타낸다. Na/K 비율과 K/Mg1/2 비의 값은 고유 온도 값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선

은 등온선에 해당한다.  Na-K와 K-Mg 등온선의 교 은 동일 온도를 나타내며, 물의 

성분이 두개의 물상과 평형을 이른 곳에 해당하여 소  완 평형(full equilibrium) 

상태를 나타낸다. 일반 으로 심부 정 시료는 이들 정에서 측정된 온도보다 약간 

더 높은 온도에서 완 평형 곡선에 도시된다. 

이 지역에서 D-04시료는 완  평형선 밖에 도시되나 I-04, I-05, I-06, D-2(2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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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50t), D-2(300t), D-04, D-05, D-06 등 9개 시료는 부분평형의 역에 도시된다. 

I-12, I-15, I-16 시료들은 비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Mg 구역의 미성숙 역에 도시되어 

지질지시자로는 이용할 수 없다. 이 도표에서 Na-K 온도계는 약 100～110 ℃, K-Mg 

온도계는 100 ℃의 이하로 지하 수 의 온도를 나타낸다(그림 3.1.18).

그림 3.1.18. 연구지역내 심부  간심도 지하수의 Na-K-Mg 삼각 diagram 

(Giggenbach, 1991).

지열 가능 지역 추정을 한 Si  Na-K, K-Mg 지화학 온도계를 이용한 수층의 

지질 온도계 측 결과는 표 3.1.7과 같다.  표 3.1.7를 보면 증기 손실(규소의 증발 농

도)없이 석 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규소농도로 계산한 수층의 온도

(Tqtz
1a)와 최  증기 손실을 입은 석 이 평형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 규소농도로 계산

한 수층의 온도(Tqtz
1b)에서 I-04가 가장 높은 온도인 각각 62 ℃, 80 ℃를 나타내고, 

D-02(200t), D-02(250t), D-02(300t)가 59-61 ℃, 78-79 ℃를 각각 나타내어 지열 자원의 

가장 높은 잠재성을 보인다. D-05, D-06는 각각 48~49 ℃, 68~69 ℃를 보여 추가 탐사

에서는  지역의 남북 방향 보다는 동서 방향에 치 하여야 할 것으로 측된다. 그

리고 증기 손실없이 옥수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 하에 규소농도로 계산한 수

층의 온도(Tqtz
1a)와 최  증기 손실을 입은 옥수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 하에 규

소농도로 계산한 수층의 온도 Tchal(증기손실 없는 경우, 100 ℃에서 최  증기손실)는 

I-04가 가장 높은 온도인 각각 48℃, 51℃를 나타내고, D-02(200t), D-02(25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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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2(300t)가 45~47℃, 48~50℃를 각각 나타낸다. 특히 Tqtz
1b

의 경우 I-04만 제외 하고는 

실측 온도와 거의 유사하여 이의 확실성을 더하여 주고 있다. I-04시료의 경우 실측 온

도와의 차이는 생활용수로 이싱이 불량하여서 연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Na-K 지화학 온도계로 계산한 수층의 온도는 TNaK(Arnorsson et al., 1983)의 경우 

D-02 시료(48~52 ℃)가 가장 높으며, I-05(44 ℃), I-04(42 ℃) 순으로 나타난다.  TNaK 

(Giggenbach, 1988)의 경우 D-02 시료(107~110 ℃)가 가장 높으며, I-05(103 ℃), 

I-04(101 ℃) 순으로 나타나 체 으로 Si 온도계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표 3.1.7. 여러 종료의 지질온도계로부터 측된 지하온도와 장 측정온도

Tmeas Tqtz
1a Tqtz

1b Tchal
1a Tchal

1b TNaK
2 TNaK

3 TKMg
3

시료번호 물용도 
(oC) 

D-04  온천 28.5 37 59 24 28 32 91 103 

D-05 온천 38.6 48 68 34 38 36 95 73 

D-06 온천 40 49 69 35 39 34 93 72 

D-2(200t) 온천 48.1 61 79 47 50 52 110 79 

D-2(250t) 온천 48.2 59 78 45 48 48 107 77 

D-2(300t) 온천 47.9 59 78 45 48 48 107 77 

I-04 생활용수 19.1 62 80 48 51 42 101 67 

I-05 생활용수  27 51 15 20 44 103 97 

I-06 농업용 26 38 60 25 30 34 93 78 

 

1)Fournier (1977);  2)Arnorsson et al. (1983);  3)Giggenbach(1988); a)no steam loss;

b)maximum steam loss at 100℃

K-Mg 지화학 온도계로 계산한 수층의 온도 TKMg (Giggenbach, 1988)의 경우는 

D-04(103 ℃), I-05(97 ℃), D-02 시료(77~79 ℃)를 보여 앞에서와 다소 다른 경향을 보

인다. Na-K  K-Mg 온도계(Giggenbach, 1988)에 의한 수층의 온도가 석   옥수 

온도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온에서는 실리카의 반응속도가 빠르기 때문이

다. 토출온도 보다 상당히 높은 온도를 나타내어, 이는 양이온 지질온도계가 평형을 이

루기 에 열수가 히 냉각되어, 양이온의 경우 온도에 한 평형반응 속도가 느려 

지질온도계는 냉각 의 온도를 나타내나 옥수의 경우 반응속도가 빨라 측정값과 유사

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열수와 냉수의 혼합 때문에, 열수 온천물은 화

학 으로 완 히 평형을 이루지 못하여서 일부 화학 지질온도계는 측정된 것보다 더 

낮은 수층의 온도를 나타낸다. 화학 지질온도계는 물-암석 평형이 되었을 때만 믿을

만한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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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리카-엔탈피 혼합모델 

이러한 물에서 얻어진 화학 지열온도 결과는 의심스러운 것으로 고려되어서, 수층

의 온도를 열수혼합모델로 계산하는 것을 검토하 다. 엔탈피-규소 도표의 혼합모델 

(Fournier, 1977)은 류  온도와 열수와 차가운 지하수의 혼합비 평가하는데 이용된

다. 엔탈피-규소(Enthalpy-Silica) 혼합모델은 열과 규소 평형에 근거를 두며 혼합된 물

의 차가운 물성분과 뜨거운 물성분의 혼합비와 류  온도를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그림 3.1.19는 연구지역에 도시된 실리카-엔탈피 혼합 모델이다. 하나의 혼합선이 생

긴다.  혼합 에 증기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I-05에서 지열수를 통하여 석 의 용해

도 곡선의  P까지 이를 것이다. 이 선의 추정 엔탈피는 410 kJ/kg로서 이는 98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지역의 류  온도는 약 100 ℃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Na-K

나, K-Mg 온도계에서 측정한 온도와 잘 일치한다. 한 I-05에서  P까지의 선의 길

이 비는 I-05와 수층(열수)의 혼합비를 나타내므로 열수의 뜨거운 물성분은 I-06에서 

8.7%, D-04에서 10.7%, D-05에서 24%, D-06에서 26% D-300t는 36.7%, D-2(200t)의 경

우 38%의 혼합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19. 연구지역 심부  간심도 지하수시료의 silica-enthalpy 혼합모델.

마. 엔탈피-염소이온 혼합 모델 

이 모델은 단순하나 염소이온 농도와 엔탈피를 사용하여 유체의 이동과 수리모델 

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이 혼합 모델은 혼합과 비등 과정을 고려한다. 본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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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료들은 비등이나 증기손실 반응에 달하는 시료는 없으며, 그림 3.1.20에서처

럼 심부 지하수의 희석으로 나타난다.   

그림 3.1.20. 연구지역 물들의 엔탈피-염소 혼합 모델.

바. Log (Q/K) 도표

물에 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포화지수는 측정된 수온과 1기압을 용하

으며, log Q  log K 값은 여러 다른 온도에서 PHREEQC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그

림 3.1.21은 심부 정에 해당하는 D-04, D-05, D-06, D-2(200t), D-2(250t), D-2(300t)의 

시료를 20~100 ℃범 에서 아라고나이트, 방해석, 옥수, 돌로마이트  석 의 포화도 

범 를 도시하 다. 석   옥수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나, 아라고나이

트, 방해석  돌로마이트는 반 로 용해도가 감소한다. 포화도 곡선은 log (Q/K) 값이 

0 선상에 교차하여 각 물의 평형온도를 측정하 다. 6개의 도표에서 물과 열수간

에 확실하게 물-암석 평형 반응에 도달한 것을 보이지는 않는다. 연구지역의 열수는 아

라고나이트, 방해석  석 은  토출온도에서는 모두 과포화를 보여, 지열 이용시 배

  열 달 장치에 스 일에 한 책이 필요하다. 백운석도 D-04를 제외하고는 모

두 토출 온도에서 과포화를 보인다. 석 과 옥수는 열수가 냉각시 용해도가 감소하여 

석 의 경우  시료에서 스 일이 형성되며, 옥수는 D-2(200t), D-2(250t), D-2(300t)의 

경우 냉각시 스 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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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연구지역 심부 지하수의 온도변화에 따른 aragonite, 방해석, 백운석  석

의 포화지수 (log Q/K).

사. 포항지역 지열수의 지화학 연구결과 요약

연구 목  편의상, 심부 지하수는 공심도 300 m 이하, 간심도 지하수는 100~300 

m 사이의 지하수공, 천부 지하수는 50 m 이하의 공심도에서 채취한 시료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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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지하수공의 심도가 반드시 지하수의 심도를 반 하지는 않는다. 심부 지하수는 

이싱이 200 m 이상 설치되어 200 m 이하의 심도를 반 하나, 간심도 지하수는 천

부지하수와의 혼합 등의 문제가 있지만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포항 지역 지하수는 천부에서 심부로 순환함에 따라 Ca-Cl 유형에서 Na-HCO3, 

Na-Cl 유형으로 진화한다. 심도의 증가에 따라, pH  TDS는 증가하며, Eh  DO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알카리 속(K, Na, Li)은 심부로 갈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나, 알카리 토 속(Mg, Ca)  Al은 천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음이온인 할로겐 원소(F, Cl, Br)  HCO3
-
의 농도는 심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SO4
2-
의 농도는 지하수 심도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지질에 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NO3
-
는 일부 지표수  천부 지하수에서만 검출되어, 이의 인  오염

을 반 한다. 모든 열수는 아라고나이트, 방해석, 백운석  석 이 토출온도에서 과포

화를 보이며, 석 과 옥수는 냉각시 용해도가 감소하여 스 일이 형성될 것으로 단

된다. 

실리카-엔탈피 혼합 모델에 따른 지열수의 추정 엔탈피는 410 kJ/kg로서 98 ℃에 해

당한다. 따라서 본역의 류  온도는 약 100 ℃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며, Na-K, K-Mg 

온도계에서 측정한 온도와 잘 일치한다. I-05 시료와 류 (열수)의 혼합비는 I-06에서 

8.7%, D-04에서 10.7%, D-05 에서 24%, D-06에서 26% D-300t는 36.7%에서 D-2(200t)의 

경우 38%의 혼합비를 나타낸다.

화학 지질온도계에 따르면, 석 온도계는 27~79 ℃, 옥수 온도계는 15~51 ℃, Na-K

온도계는 32~107 ℃, K-Mg 지질온도계는 67~107 ℃를 보여 연구지역의 열수가 완 평

형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보여 다. 물-지질온도계 측정의 결과 I-04 지역  D-2 지역이 

지열자원의 높은 잠재 가능성을 보여 다. 옥수지질온도계가 이 지역의 지열수의 토출

온도와 가장 잘 일치한다.

포항지역 지열수의 기원을 악하기 하여 간-심부 지하수를 Cl-SO4-HCO3 다이

아그램에 도시한 결과 HCO3 역에 속하며, 열수  주변부의 희석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Cl-Li-B 다이아그램에 도시한 결과 심부 지하수는 Cl 역에 도시되어, 비교  

오래된 열수계를 암시하며, 오래된 기반암 열수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D-2, 

D-04, I-06 순으로 오래되었으며, I-12, I-15, I-16와 D-05  D-06는 이보다는 은 시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D-2(200t), D-2(250t), D-2(300t)은 양수량이 증가할수록 

지하수의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하부 수층의 발달이 미약하다고 단된다. 

그리고 산소  수소 안정동 원소 분석 연구에 의하면, 심부 지하수의 δ18
O δD의 

평균값은 -10.1 ‰, -65.8 ‰, 간심도는 -8.9 ‰, -59.6 ‰, 천부는  -8.0 ‰, -53.6 ‰, 지

표수는 -7.9 ‰, -53.3 ‰의 값을 각각 보인다. 심부 지하수는 천부 지하수에 비해 δ18
O

는 약 2 ‰, δD는 10‰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뚜렷이 구분된다. 이 지역의 지하수는 

모두 순환수선 에 도시되어, 강우에서 기원하 으며, 심부 지하수는 천부 지하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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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충진되어 먼 거리를 유동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3.1.2.3 고온성 온천수의 역  지구화학 특성

우리나라의 부분의 고온성 온천수는 생 의 화강암류 분포지역에 치한다(그림 

3.1.22).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앞 에서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한반도내 고온성 온

천수(즉 지열)의 근원을 지구화학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밝 내는데 있다. 이를 해, 

1차년도인 2004년 2월, 2004년 8월, 그리고 2005년 3월의 3차례에 걸쳐 온천수를 채취

하 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채취된 40 ℃ 이상의 고온성 온천수

와 생  화강암류와의 상 계를 온천수의 주성분조성, 희토류원소 분포도  Sr 동

원소 비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표 인 생  조산운동의 

산물인 쥬라기 보화강암류 분포지역과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류 분포지역에서의 온천

수의 희토류원소 지구화학  특성에 해 토의하고자 한다. 온천수에서의 희토류원소 

분포도를 이용한 연구방법은 국내에서는 이 과제가 처음이다. 지난 40여년간, 희토류원

소는 유사한 물리 /화학  성질로 인해 자연계내에서 규칙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암석, 해수와 같은 지구구성물질  지구외 물질(운석)의 생성시 환경  재의 환경

변화를 해석하는 데 아주 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Johannesson et al., 1997; Dia 

et al., 2000; Lee et al., 2003, 2004). 특히 ICP-MS 혹은 HR-ICP-MS와 같은 질량분석기

의 개발은 지하수내 희토류원소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

는 희토류원소를 지하수내의 각종 환경변화  지하수 유동연구의 지시자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Johannesson et al., 1997; Dia et al., 2000).

가. 시료의 치  분석방법 

우리나라 고온성 온천수의 수질특성을 살펴보기 해, 2004년 2월과 8월 그리고 

2005년 3월의 3차례에 걸쳐 장시료 채취  야외분석을 실시하 다. 표 3.1.8에는 이 

조사에 사용된 온천수 채취공의 치, 수층 구성암석의 특성  온천수의 온도, 수소

이온농도(pH)  기 도도(EC)가 기재되어 있다. 이 조사공들은 재 매일 사용되고 

있는 온천수들이며, 장에서 온도, 수소이온농도, 기 도도, 탄산이온 농도 등을 측

정하 으며, 0.45 μm의 셀룰로오즈 여과지로 거른 후, 음이온, 양이온(희토류원소 포함)

용으로 분리하여 시료를 채취하 다. 양이온 측정용 시료는 고순도의 질산을 이용하여 

약 2% 질산용액으로 보 하 다. 희토류원소의 측정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ICP-MS 

(Perkin Elner사의 Elan DRC II)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시 5% 질산용액의 바닥

값은 1 pmol/g (10
-12 

mol/g) 이하 다. Sr 동 원소비의 측정은 한국기 과학지원에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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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우리나라 생  화강암류  고온성 온천지역의 분포도.

표 3.1.8. 조사된 온천수의 치, 채취일자, 물리  특성, 각각의 수층 구성암석 

 

Sample Site Basement rock 
Temp 

2004/02 

Te mp 

2004/08 

Temp 

2005/03 

EC 

2004/02 

EC 

2004/08 

EC 

2005/03 

pH 

2004/02 

pH 

2004/08 

pH 

2005/03 

IDHS Pocheon Jurassic Granite 35.6 - - 439 - - 9.2   

SCHS Sokcho Jurassic Granite 47.8 47.7 43 209 214 208 9.24 9.16 9.17 

DSHS Deoksan Jurassic Granite 47.4 45.3 46.7 251 318 268 9.12 8.98 8.89 

YSHS Yuseong Jurassic Granite  43.6 43.6  405 438  7.99 7.51 

ASHS Asan Jurassic Granite 50 50 46.1 314 320 314 8.86 9.12 9.02 

DGHS Deokgu Cretaceous Granite 42.1 33.8 42 206 210 204 9.35 8.37 9.25 

BAHS Baekam Cretaceous Granite 46.3 45.8 48.3 245 217 207 9.52 8.81 9.73 

BKHS Bugok Cretaceous Granite 75.5 75.6 75.5 520 520 503 9.06 8.43 8.88 

MGHS Mageumsan Cretaceous Granite 46.3 46.6 46.7 1335 1391 1311 8.23 7.74 8.16 

DRHS Dongrae Cretaceous Granite 57 57.7 61 1542 1472 1540 8.34 7.48 7.85 

HYHS Haeundae Cretaceous Granite 56.9 57.4 57.4 6710 6770 6690 7.49 7.17 7.75 

PHHS Pohang Cretaceous Granite 42  49.3 5010  403 7.77  9.92 

SYHS-

03 
Suanbo Cretaceous Granite     52.7     433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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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결과

(1) 주성분 조성

우리나라의 표 인 고온성 온천수의 3회에 걸친 화학조성분석결과는 표 3.1.9와 

같다. 이들 온천수들의 수질 유형을 살펴보기 한 이퍼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그

림 3.1.23에서 그림 3.1.25와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온성 온천수의 수

질은 크게 Na-Cl형과 Na-HCO3으로 구분할 수 있다. Na-Cl형은 모두 백악기의 화강암

류 지역에서 산출되는 온천수들의 특징이고 Na-HCO3형은 쥬라기의 화강암류 지역에

서 산출되는 온천수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들 온천수들의 특징은 다시 선으로 표

시된 역과 검은 실선으로 표시된 역 그리고 청색의 실선으로 표시된 역의 3개 

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역들은 각각 백악기의 화강암류 지역에 분포하는 온

천수, 쥬라기의 화강암류  서쪽의 내륙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류에서 산출되는 온천

수 그리고 쥬라기의 화강암류  동해안 쪽에 분포하는 화강암류에서 산출되는 온천수

들이다. 이와 같은 온천수의 수질특성은 시료의 채취시기와 상 이 없이 거의 일정한 

수질 특성을 보여 다. 

표 3.1.9. 조사된 온천수의 수질 특성

    YSHS SCHS DSHS ASHS PCHS DGHS BKKS MGHS DRHS HYHS YSHS PHHS SAHS GHHS 

    유성 속초 덕산 아산 포천 덕구 백암 부곡 마금산 동래 해운대 포항(신광) 수안보 강화 

양이온 Ca 3.61  3.41  4.6  4.1  - 2.36 5.85 44.30 3.68 34.00 27.60 2.2  8.0  486.0 

05/2005 Mg 0.18  0.18  0.0  0.4  - 0.15 0.32 2.11 0.20 2.56 1.01 0.1  0.4  66.2 

 Na 37.20  45.30  50.7  55.2  - 35.60 95.00 182.40 194.40 817.40 49.14 65.6  74.4  4444 

 K 1.78  1.31  2.3  2.1  - 1.41 3.55 6.75 5.45 53.68 2.00 2.0  3.3  48.0 

음이온 HCO3 86.65  84.21  98.9  50.6  - 88.48 40.27 73.22 72.00 78.11 155.60 105.0  156.2  98.9 

03/2005 CO3 13.80  5.74  9.6  7.8  - 30.24 0.00 0.00 0.00 0.00 0.00 39.0  7.8  9.6 

 Cl 6.37  4.83  15.0  28.2  - 7.40 12.71 195.25 358.42 2176 31.20 20.5  14.2  14565 

  SO4 4.48  5.58  15.4  18.7  - 14.48 146.51 122.68 80.61 259.68 23.45 26.3  26.4  9595 

양이온 Ca 29.7  3.6  3.6  2.6  - 3.4 2.0 10.10 42.60 51.60 347.0 - - - 

08/2004 Mg 0.8  0.0  0.0  0.0  - 0.0 0.0 0.10 0.71 0.19 3.3 - - - 

 Na 45.7  35.3  47.4  55.5  - 35.5 36.4 90.60 188.00 186.00 874.0 - - - 

 K 1.3  1.2  1.5  1.7  - 1.0 1.2 28.40 5.01 7.01 2.7 - - - 

음이온 HCO3 143  82  99.2  105.3  - 79  84  79  82  76  46  - - - 

08/2004 CO3 0.0  1.1  7.5  9.0  - 9.0 2.9 6.00 0.00 0.00 0.0 - - - 

 Cl 32.3  6.6  16.8  32.6  - 4.4 7.5 20.14 202.07 223.28 1942.0 - - - 

 SO4 22.5  4.8  17.4  20.6  - 5.9 15.5 200.36 142.16 88.50 193.6 - - - 

양이온 Ca   3.8  3.6  5.5  29.7 3.6 1.8 6.43 44.20 58.50 351.0 145.0  -  - 

02/2004 Mg  0.0  0.0  0.3  0.8 0.0 0.0 0.10 0.76 0.17 2.7 11.0  - - 

 Na  47.0  47.9  69.6  45.7 46.9 57.3 98.90 192.00 219.00 874.0 996.0  - - 

 K  1.6  1.8  1.8  1.3 1.2 1.8 3.48 7.61 6.79 28.4 13.9  - - 

음이온 HCO3  82  96.1  99.2  143 79  96  70  63  46  41  138.8  - - 

02/2004 CO3  6.0  4.8  4.4  0.0 9.0 30.0 7.50 0.00 0.00 0.0 0.0  - - 

 Cl  6.0  14.5  32.7  32.3 4.4 7.9 9.66 211.40 251.90 1692.5 908.4  - - 

  SO4   4.7  16.0  20.8  22.5 5.9 13.8 150.00 107.40 75.60 75.6 16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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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2004년도 2월에 채취된 온천수의 수질특성.

그림 3.1.24. 2004년도 9월에 채취된 온천수의 수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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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2004년도 9월에 채취된 온천수의 수질특성.

(2) 희토류원소 조성

일반 으로 희토류원소는 기타 다른 원소에 비해 기원 물질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토류원소를 이용한 우리나라 온천수의 성인  특성을 밝

내기 해 우리나라의 표 인 화강암류인 생  쥬라기 보화강암류와 백악기 

화강암류 그리고 각각의 암상들에 따른 온천수의 희토류원소 분포도와 더불어, 번 

조사에 이용된 고온성 온천수 지역에서의 온천수에 한 희토류원소의 분포도를 그림 

3.1.26에서 그림 3.1.28과 같이 도시화하 다. 규격화에는 PAAS (Post-Archean 

Australian Shale, Taylor and McLennan, 1985)를 이용하 다. 

(3) Sr 동 원소비

그림 3.1.29는 온천수내에 함유된 Sr 함량의 역수와 온천수내 Sr 동 원소비와의 상

계도이다. 그림 3.1.29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첫째는 3차에 

걸쳐 채취된 각각의 온천수 시료들을 보면 동일 지역의 온천수들은 
87

Sr/
86

Sr의  값이 

거의 일정한 것이고, 둘째로는
 87

Sr/
86

Sr의 값이 0.710보다 큰 것들과 0.710보다 작은 값

을 갖는 것들로 나  수 있다. 이러한 
87

Sr/
86

Sr의 값의 구분은 쥬라기 화강암류  백

악기 화강암류의 분포와 잘 일치한다. 특히 일반 으로 쥬라기 화강암류의 
87

Sr/
86

Sr 

기치는 0.710보다 크고, 백악기 화강암류의 
87

Sr/
86

Sr 기치는 0.710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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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우리나라 생  화강암류(a: 쥬라기 보화강암류, b: 백악기 불국사 화강

암류)의 희토류원소 분포도와 해당 화강암류지역내 고온성 온천수에서의 희토류

원소 분포도. 

그림 3.1.27. 우리나라 생  화강암류(a: 쥬라기 보화강암류, b: 백악기 불국사 화강

암류)의 희토류원소 분포도와 해당 화강암류지역내 고온성 온천수에서의 희토류

원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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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우리나라 생  화강암류(a: 쥬라기 보화강암류, b: 백악기 불국사 화강

암류)의 희토류원소 분포도와 해당 화강암류지역내 고온성 온천수에서의 희토류

원소 분포도.

그림 3.1.29. 우리나라 고온성 온천수에서의 Sr 함량의 역수(1/Sr)와 온천수내 Sr 동

원소비와의 상 계-1.

그림 3.1.29는 그림 3.1.30과 같이 다른 해석을 한 유추해낼 수가 있다. 즉, 그림 

3.1.30(a)의 A, B, C와 같이 3개 역으로 나  수가 있는 데, 이를 그림 3.1.30(b)와 비

교해 보면 온천수의 산출지역 즉 한반도 서쪽의 내륙지역(A), 동쪽의 해안가에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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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천지역(B)  남쪽에 분포하는 온천지역(C)과 잘 일치한다. 이와 같은 구분은, 고

온성 온천수의 수질이 화강암의 생성시기에 따른 분포뿐 만이 아니라 지역 인 분포와

도 매우 한 련이 있음을 지시해주는 것이다. 

(a)

(b)

그림 3.1.30. 우리나라 고온성 온천수에서의 Sr 함량의 역수(1/Sr)와 온천수내 Sr 동

원소비와의 상 계  화강암류 분포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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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지화학 연구결과 요약

포항 심부지열지역 지하수는 35 ℃이상의 온도를 나타내어, 포항지역의 연평균기온 

(13.8 ℃)보다 월등히 높다. 그리고 심부지하수는 B, Cl, F, HCO3등의 농도에서 암반이

나 충  지하수보다 특징 으로 높은 값을 가진다. 이와 같은 심부 지하수의 구별은 

3
H과 

14
C에서도 가능하며, 이는 지열수의 유동이 신생  퇴 암 하부의 화산암 에 발

달한 단열 와 련이 있음을 지시한다. Cl의 농도가 염분성 지하수보다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심부 지하수에서 검출되는 Br은 이 조사지역내 심부 지하수(지열수)가 해수

의 향을 직/간 으로 받고 있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그러나, 산소 동 원소 비의 

값이 낮고 (-10 이하) 아울러 천수의 진화곡선과는 다른 치에 존재하는 것은 포항지

구의 온천수의 기원이 해수와는 다름을 지시해주는 것이다. 이는 일반 인 화학조성에 

따른 결론과는 상반되는 경향이라 하겠다. 따라서, 포항지구 염분수의 기원을 보다 명

확하게 밝 내기 해서는 온천수(지열수)의 연 측정을 수행함으로써 강수의 혼합에 

따른 순환속도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온성 온천수에 

한 2년간의 연구결과, 쥬라기 화강암류와 백악기 화강암류에서 산출되는 온천수의 

수질특성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찰할 수가 있었다. 특히 Sr 동 원소의 경우, 쥬라기 

보화강암류 지역에서 산출되는 온천수와 백악기 불국사 화강암류 지역에서 산출되는 

온천수에서의 
87

Sr/
86

Sr의 값이 각각 화강암류의 Sr 생치 값과 거의 일치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나라 고온성 온천수의 생성요인이 이들 화강암류와 매우 한 

연 성이 있음을 지시해주는 증거 의 하나이며, 아울러 이와 같은 수질특성의 차이

는 물-암석 반응에 따른 결과를 반 하는 것으로서, He 등과 같은 족기체의 동 원

소 자료가 첨부된다면 온천수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 보다 명료해 질 것으로 본다.

3.1.3. SP 모니터링

3.1.3.1 SP 모니터링 개요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장기 양수시험에 따른 심부 지열수의 유동으로 발생하는 SP의 변화 

양상과 지열수 류층의 거동 양상을 탐지할 목 으로,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원에서 

심부 지열수 개발을 하여 굴착된 1.5 km 심도의 심부 시추공에서 2 차례에 걸쳐 양

수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지표 SP 변화를 모니터링하 다. 모니터링 자료의 해석

에 있어서 환경 인 잡음 요인을 최 한 배제하고자 강우량, 탐사지역 내 다수의 천부 

시추공에서의 천부 지하수  변화, 그리고 양수시험공의 지하수  변화를 함께 모니터

링 하 다. 이들 각각의 자료를 측정된 SP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각각이 SP 

모니터링 결과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 SP 측정을 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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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 을 찾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Yasukawa et al. (2002a; 

2002b)이 제시한 상 인 SP(relative SP) 방법을 이용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

수시험과 연 된 심부 지열수의 유동으로 발생하는 SP 효과를 분리하고, 이러한 효과

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측 들의 공간 인 분포와 동일 지역에서 수행한 3-D MT탐사 

결과  선구조 등과 같은 다양한 지질학 인 정보와의 연 성을 비교⋅고찰하 다.

양수시험은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1차로는 2005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6

일 동안 2일 간격으로 단계 양수시험을, 2차로는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 동안 

일정량 양수시험을 실시하 다. SP 모니터링은 2005년 1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번에 걸친 양수시험 기간 동안에 수행되었다. 측정에 이용된 장비는 장기 모니터링용 

다  채  자연  모니터링 시스템(multi-channel SP data monitoring system)으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 는데, 최  128채 을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극은 SP 특성을 고려하여 극과 지간의 간섭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noise)의 향

을 최소화하기 하여 비분극 극을 사용하 다. 

SP 모니터링에 사용된 측 은 총 63개로 심도 1.5 km인 양수시험 시추공(BH-2) 주

로 넓게 고루 분포시켰으며, 각 측  간격은 약 100 ～ 150 m 이다. 체 SP 측정 

면 은 약 2 km
2
이며, 한 기 에 한 상 인 차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여기에서 기 은 지도 하단부인 'R'로 표시된 곳이다(그림 3.1.31).

그림 3.1.31. BH-2에서 양수시험과 동시에 실시된 SP 모니터링 측  분포(검은색 원). 

기 은 측정 지역의 남-동쪽에 'R'로, 천부 지하수공은 검은색 사각형으로 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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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5 km 심도의 시험 시추공을 상으로 양수시험에 따른 SP 변화를 

측함에 따라 기 에서의 SP 시간 변화의 향을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Yasukawa et al. (2002a)이 제시한 상 인 SP 계산 방법을 이용하 다. 상 인 SP

는 특정 시간에서 모든 측 의 SP 평균값에 한 측정 SP 값의 차이로 정의된다. 이

러한 방법의 장 은 SP 기 에 한 고려가 필요 없으므로 각종 잡음과 무 한 기

을 설정하기 한 노력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의 SP는 체 평균에 

한 상 인 값일 수밖에는 없으나, SP의 일변화 등 모든 측 에 공통 으로 작용하

는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그림 3.1.32는 연구 상 지역에서 SP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얻어진 자료  몇 개의 

측 에서 측한 SP를 두 가지 기  방식으로 표 한 것인데, 이 에서 그림 

3.1.32(a)는 양수 시험공으로부터 비교  멀고 기 인 잡음이 비교  작은 장소에 

치한 기 (그림 1의 R로 표시한 곳)으로부터 각 측값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3.1.32(b)는 앞서 기술한 상 인 SP 방법으로 구한 것으로서,  측정 기

간 에서 값이 안정 으로 얻어진 35 개의 SP 측 들의 평균값으로부터 각 측값과

의 차이를 시간에 따라서 그래 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사각형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SP 모니터링 동안에 실시한 두 번의 양수시험 기간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3.1.32의 타원형으로 표시한 부분을 살펴보면, 상 인 SP를 이용하여 구한 그림 

3.1.32(b)가   측정법에 의한 그림 3.1.32(a)에 비하여 기 과 조사 상 역 

간의 외부 잡음 차이를 억제하여 양수에 따른 SP 변화 양상의 별에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32. SP 모니터링 동안에 얻어진 SP 시계열의 . (a) 연구 지역내의 기 으

로부터 구한 SP, (b) 상 인 SP 방법으로 구한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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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결과  고찰

SP 모니터링 자료 에서 비교  뚜렷한 SP 변화가 측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양수로 인한 향이었는지를 알아보고자 양수정의 배면 그라우  심도(420 m) 보다 낮

은 심도의 주변 시추공에서 지표 수 를 양수시험 이 부터 측하 다. 한 SP 변화

의 빠르고 직 인 요인으로 알려진 강우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연구지역과 가까운 

포항 기상 측소에서 기록한 일일 평균 강수량을 이용하여 SP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

다. 

천부 지하수  변화(depth to water, DTW)는 심부 지하수  변화보다 지표에서 

측하는 SP 변화에 미치는 향이 당연히 크고 직 이므로(송성호와 용환호, 2003), 

이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수정과 최 한 가깝게 

존재하는 천부 지하수  측공은 그림 3.1.31의 사각형으로 표시한 곳으로 총 4공이며 

각각의 심도는 4.5 m, 59 m, 160 m, 170 m이다. 측정은 양수시험 시작 인 2005년 1

월 5일부터 시작하 고, 양수시험 종료 후에도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하여 계속하여 

측정하 다. 그림 3.1.33은 서로 다른 심도에서 얻어진 천부 지하수  변화(그림 

3.1.33(a)와 (b)), 일일 강우량(그림 3.1.33(c)), 그리고 천부 지하수 공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측  에서 몇 개의 SP 모니터링 자료(그림 3.1.33(d))를 함께 도시한 것이다.

그림 3.1.33. 천부 시추공의 지하수  변화와 그 주변에서 얻어진 SP 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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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3.1.33(a)와 (b)의 천부 지하수  변화 정도는 수 cm 정

도로 체 측정 기간 동안에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 

주변의 기압 변화에 의한 일변화  수 측정기 자체의 가능한 기계 인 변이(drift)

이다.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그림 3.1.33(b)의 1월 31일과 2월 17일 근처의 갑작스

러운 지하수  감소는 천부 지하수 공이 치한 근처에서 성업 인 온천공 양수에 

의한 향으로 생각되는데, 이때에도 SP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더욱이 일일 강우량이 

비교  많은 1월 16일, 1월 25일, 2월 15 일 이후에도 천부 지하수 는 거의 변화가 없

었다(그림 3.1.33(b)). 이러한 결과는 연구지역은 높은 기 도도와 낮은 투수율을 가지

는 제 3기층이 상부에 두껍게 존재하므로 상부 미고결 이암층과 하부 지층과는 수리

인 변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양수시험에 의한 유동  효과가 발생한다면, 

SP 모니터링 기간에 지하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천부보다는 심부 지열수 류층에서 

유동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34. 강우 효과에 의한 SP 변화.

다음으로 강우 효과에 의한 SP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일반 으로 강우 침투

(infiltration of meteoric water)는 즉각 인 SP 반응을 만들어 내며, 이것은 주로 지표

면 토양의 조건(공극율, 유동 경로, 투수율 등)에 좌우된다. 그림 3.1.34는 이러한 강우 

효과에 의한 SP 변화를 알아보고자 양수기간을 심으로 일일 강우량  심부 지하수

 변화(그림 3.1.34(a)), 몇몇 표 인 SP 측 에서 얻은 자료(그림 3.1.34(b)와 (c))들을 

함께 도시한 것이다. 양수시작 하루 부터 수행한 SP 모니터링 자료에서 살펴보면, 그

림 3.1.34(b)의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처럼 강우 향으로 여겨지는 일반 인 갑작스러운 

SP 감소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그림 3.1.34(c)의 경우처럼 SP 증가가 일어남을 볼 수 있



- 64 -

다. 이러한 이유는 상 인 SP를 해석에 이용하 기 때문인데, 강우 효과는 연구 지역 

체에서 일어나지만 각 극이 치한 일정 역마다 토양 상태  주  조건이 분명

히 다르다. 따라서 강우 효과는 극들마다 토양 조건에 따라서 시간차가 분명히 존재

하고 이로 인하여 시간에 따른 SP 변화폭이 상 으로 크거나 혹은 작기 때문에 일부

는 증가하고 일부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상 지역의 지표 

토양의 기 도도 차이  극이 치한 지형 인 고도차도 이와 같은 SP 변화폭의 

상 인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다. 

이와 같이 격한 단주기 SP 변화는 강우 혹은 여러 외 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양수시험으로 인한 지열수 류층 변동에 의한 SP 변화인지 아닌지를 단

함에 있어서 강우 효과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상이다.

이 연구지역과 같이 상부에 도성이 높은 이암층이 존재하는 경우, 심도 1.5 km 

시추공의 양수로 인한 지열수 류층 변동과 이에 수반된 SP 반응은 오랜 기간동안 서

서히 증가 혹은 감소하는 장주기 반응 특성을 보일 것이다. 

그림 3.1.35. 여러 변화 형태 (a) 천부 지하수 와 지열수 온도, (b) 강우, 그리고 (c) 측

정된 SP 값.

그림 3.1.35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양수시험에 의한 SP 변화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3.1.35(a)는 양수시험 시추공에서 양수기간 동안에 얻어진 지하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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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심부 지열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 이며, 그림 3.1.35(b)는 연구지역 근처의 

일일 평균 강수량을 도시한 결과이다. 

그림 3.1.35(c)는 양수시험에 따른 SP의 향이 형 으로 나타나는 6개 측 에 

한 결과로 모든 곡선은 일변화  외부 잡음에 의한 향을 보이지만 장주기 SP 변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선으로 표시한 사각형 부분은 1차  2차 

양수시험 기간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것과 같이 S53 곡선을 제외한 

모든 곡선들은 장주기 SP 변화 특성을 보여서 양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서서히 감소하

다가 양수 종료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이러한 SP 변화 유형은 부

분 시추공과 가까운 주변 지역, 남서쪽 지역  일부 북쪽 지역에 분포한 측 들에서 

나타났다. 양수 시추공을 심으로 북쪽 부분 지역  동쪽에 분포한 측 들에서는 

부분 S53 곡선과 같이 양수에 의한 SP 증가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들 지

역은 강우에 의한 단주기 반응은 나타나지만 장주기 양수시험과는 거의 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1.36. 체 양수시험기간 동안 양수 시작/ 단에 의해 분명한 SP의 변화를 보인 

지역.

그림 3.1.36은 두 차례의 양수시험의 향으로 SP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을 도

시한 결과로, 1차에 비하여 양수에 의한 향 역이 2차 양수시험에서는 작게 나타나

고 있고, SP 값의 진폭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2차 양수시험 시작 

에 시작된 강우가 지표 토양의 기 도도를 변화시켜 SP가 감쇠된 결과로 단되

며, 1차 양수시험으로 인하여 낮아진 지하수 가 압력 변화에 의한 SP 효과를 낮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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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포함된 것이라고 단된다.

그림 3.1.37은 그림 3.1.36에서 제시된 양수시험에 따른 SP의 반응이 크게 나타난 지

역을 기 로 송윤호 등(2004)이 제시한 MT탐사 자료의 3차원 역산결과를 함께 도시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지역 주변의 선구조도 함께 나타내었다. 이 에 수행한 MT탐사 

자료의 3차원 역산 결과(송윤호 등, 2004)는 시추공을 심으로 남서부 지역의 심도 

600 m∼1,000 m 범 에 걸쳐서 비 항 가 발달함을 보 으며, 양수정의 북북동-남

남서 방향과 북쪽 지역에서 동-서 방향으로 쇄 의 존재 가능성을 보 다. 이러한 

MT탐사 결과는 양수시험과 SP 반응 변화가 상 되는 지역과 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수정에서 먼 북쪽에 치한 심부 개발공(BH-3) 근처 지역에서 양수에 의

한 SP 반응을 보 는데, 이곳은 MT탐사 해석 결과인 쇄  방향과 일치한다. 

그림 3.1.37. 선구조, 3-D MT탐사 결과의 비 항 분포 지역  양수시험으로 분명한 

SP 변화를 보인 지역과의 상 성.

따라서 양수시험공 주변 지역에서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연장 발달한 쇄 가 수

리 인 연결성이 있으며 이 쇄 를 통한 지열수 유동이 일어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BH-3 호공 인근의 측 에서의 SP 반응은 양수시험에 향을 받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는 재 시추가 진행되고 있어 수리 으로 교란되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이 부근을 제외한 시추공에서 먼 북쪽 부분 지역과 동쪽 지역에 치한 SP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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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수시험에 의한 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MT탐사 해석 결과로 추정

된 두 쇄 가 양수정과 그 지역들 사이에 존재하여 수리 인 연결을 방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

하기 해서는 추후 BH-3 호공에서의 수리지질시험과 SP 모니터링을 병행함으로써 확

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양수시험 시추공에서의 지하수  변화 자료와 비교하여 몇 가지 표

인 SP 변화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었으며, 주변 지역에 치한 천부 시추공

에서 얻어진 지표수 와 비교한 결과에서 SP의 주된 변화 요인은 천부보다는 심부 유

동 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수시험 의 강우에 의한 SP는 격한 단주기 변화

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강우 효과는 SP를 이용한 지열수 류층 변동 해석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상이다. 양수시험과 연 되어 SP가 비교  크고 확실하게 측되는 

측 은 양수시험공과 비교  가까운 주변과 양수시험공을 심으로 남서쪽 지역인데, 

이는 양수에 의한 지열수 유동  지열수 류층 변동이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서쪽 지역은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3 차원 MT탐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심부의 

낮은 기비 항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양수시험공에서 먼 북쪽 일부 지역에서 나타

난 SP 반응은 MT탐사 해석 결과인 남남서-북북동 방향의 쇄 를 통한 지열수 유동

이 일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에 양수정의 동쪽 지역과 부분 북쪽 지역 측 에서 

SP는 양수시험에 한 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이들 지역은 양수정과 수리 인 

연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MT탐사 결과로 추정된 두 쇄 가 양수

정과 그 지역들 사이에 존재하여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3.1.4. 시추공의 역학  안정성 평가

3.1.4.1 안정성 평가 개요

구 인 청정⋅ 체에 지 자원인 지열에 지 개발을 통한 지역난방, 산업이용  

첨단 농단지 조성하기 해서는 종합 인 지질⋅자원기술 (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심부 시추공 조사, 수리지질 조사, 암반공학 등 요소기술)  첨단 심부 시추기술의 확

립이 필요하다. 역 , 심부 지질조사 기술  심부 시추/시추공 조사 기술은 세계

으로 극소수의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서 종합 인 지질⋅자원기술을 선진

화시킴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상되는 방사성 폐기물 지하 처분장 선

정  건설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청정 에 지원인 심부 지열수를 개발의 경우 필수 인 심도 시추공

의 안정성 분석  보호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열에 지 개발과 

련된 부지  개발공에 한 암반공학  조사  평가를 수행하 으며 팽창성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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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시공되는 개발공의 안정성 평가를 해 팽창 련 실험장비 구축  산해석을 

한 구성방정식을 개발하 다.

3.1.4.2 지열 개발부지에 한 암반공학  조사

BH-1 공에서 회수된 시추코어에서 샘 링한 암석 시료를 사용하여 단축압축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은 ASTM  ISRM 제안 시험법에 하여 수행되었으며 하 을 재하

하는 동안 하 , 축방향  횡방향 변형률 측정을 하 으며 이러한 측정결과로부터 구

한 시험결과  응력-변형률 곡선을 부록 2에 도시하 다. 본 암석의 경우 도는 일반

인 암석과 유사한 2.63 g/cm
3
 이며 암석의 강도를 기 으로 할 때 R4 (Strong, 

50~100MPa) 에서 R5 (Very Strong, 100~250MPa) 등 에 속한다. 이는 략 으로 보

통암에서 경암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500 m 심도까지의 암석은 R4등 에 속하며 560 

m 심도의 시료는 R6에 속한다. 탄성  속도도 압축강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탄성

계수는 평균 30 GPa , 포아송비는 0.17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0 m 하

부의 심도에서 샘 링한 시료의 경우 체 으로 경암 등 에 속할 것으로 단되나 

부분 인 쇄   연약 가 존재하므로 본 실험 결과는 실내실험이 가능한 양호한 

시추코어를 이용하여 얻은 최 값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1.4.3 Swelling 시험 장치 제작

암석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팽창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때 팽창하는 팽창량(변 ) 

는 팽창압을 측정하는 실험을 스웰링(swelling) 시험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암석의 

이러한 스웰링 특성을 악하기 하여 시료가 흡수 팽창 시 변 를 구속하여 그 암석

의 팽창압을 측정하는 시험 장치를 제작하 다(그림 3.1.38).

스웰링 시험 장치는 흡수 팽창하는 특성을 가지는 암석을 코아(core) 형태로 가공하

고 원주 방향의 변 를 구속한 후 시료의 상하 방향에서 한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수분을 공 하여 시료의 상부에 설치된 로드셀에서 팽창압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일반 으로 스웰링 시험은 변 를 측정하는 방법과 팽창압을 측정하는 두 가지 형

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변 의 측정은 코아 형태의 시료에서 수직방향의 변 를 측정

하는 방법과 육면체 형태의 시료에서 수직방향과 후좌우 방향으로 변 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종래에는 시료의 변 를 구속하기 힘들고 변 를 구속하게 되면, 수분을 

공 하는 부분에서 팽창압에 의하여 시료가 손이 되기 쉬우므로 부분 변 를 측정

하는 방법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 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팽창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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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시험장치를 이용한 swelling 시험.

spec im en

그림 3.1.39. Swelling 시험장치의 모식도.

그림 3.1.39의 모식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웰링 시험 장치는 시료가 흡수 팽창할 

때 변 를 구속하게 되면 수분을 공 하는 부분에서 시료의 괴 는 유실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소결필터를 사용하여 방지할 수 있게 하 으며, 시료를 코아 형태로 

성형하여 원주방향의 변 를 최 한 억제하여 팽창압이 수직방향으로 작용하게 하

다. 한, 시험장치 내부의 시료 홀더와 상부 덮개를 제거하고 시료 상부에 마그네틱베

이스(magnetic base)를 이용하여 변 변환계(LVDT)를 설치하면 변 를 측정하는 스웰

링 시험도 가능하게 하 다. 한, 시험장치 상부 덮개의 스크류와 로드셀을 이용하여 

일정 압력 하에서 시료의 변 를 측정할 수 있게 하 다.

시료 홀더를 원통 모양으로 시료의 직경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하 으며 시

료의 원주방향 변 를 억제하기 하여 충분한 두께로 제작하 다. 시료의 상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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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시료 면에 수분을 균일하게 주입하기 하여 설치한 소결필터는 작은 속

입자를 고온고압에서 압착한 소재로 높은 압력에서도 변형이 없으며, 입자 사이로 유

체가 잘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상부 소결필터 에는 시료가 흡수 팽창할 때 

수직방향의 팽창압을 측정하는 로드셀을 치시켰으며, 상부에는 기 압력을 주기 

한 스크류를 제작 부착하 다.

이와 같이 본 시험 장치는  변 를 구속하기에 가장 안정 인 형태인 코아 형태로 

가공하고 코아 홀더를 이용하여 시료의 원주방향 변 를 구속하여 암석의 흡수 팽창력

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재 특허출원 에 있다.

3.1.4.4 팽창성 암반 모델링을 한 구성방정식 개발

지하구조물이 흡수팽창(swelling) 특성을 가지는 퇴 암반내에 시공될 경우 암반의 

팽창거동은 지하구조물의 안정성 해석  보강 설계에 있어서 요한 인자가 된다. 몬

모릴로나이트, 클로라이트나 카올리나이트와 같은 토 물을 함유한 암석은 물과 

될 경우 팽창하는 특성이 있다. 지하구조물 굴착시 이러한 상은 강력한 융기

(heave)  라이닝과 같은 지보재에 응력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팽창거동이 상되는 

지역에서의 안 한 지하구조물 시공을 해서는 암반의 팽창 특성 악과 이러한 특성

을 고려한 산해석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부분의 팽창 모델링은 Wittke의 실험에 기 를 두고 있다(Wittke, 1999). 이를 근

거로 한 기존의 유한차분 모델링(Rodriguez et al., 2003)은 주응력 방향과 팽창 변형률

의 방향이 같다고 가정하 으며 구성방정식이 아닌 간 인 형태의 주입법(injection 

method)을 사용하 다(Noorany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Wittke (1999)의 팽창 거동에 근거하여 상용유한차분코드인 FLAC에

서 사용가능한 구성방정식을 개발하 다. 코딩 완료 후 기존에 수행된 실험  해석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 다.

가. 팽창 거동

  본 에서 설명하는 팽창 거동은 Wittke (1999)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거

동 특성은 압축응력상태에만 용가능하며 팽창응력보다 큰 압축응력이 작용할 경우 

팽창 변형률은 0이 된다. 이러한 거동 특성은 다음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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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
ifε 는 i방향 최종 팽창 변형률이며 Kq는 팽창 변형 변수, oσ 는 팽창 응력, cσ

는 축력최 한계이다. 식 (3.1.3)은 등방성 팽창 거동을 나타내며 팽창 로세스의 최종

단계에서 얻어지는 변형률을 구하는 것이다. 한 Wittke(1999)는 팽창의 동역학  특

성을 해 변형률속도와 시간과의 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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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η 는 팽창 시간 변수이며 
q
ifε 는 최종 팽창 변형률, )(tq

iε 는 시간 t까지 발생한 

팽창 변형률을 의미한다. 식 (3.1.4)는 팽창 응력이 암반의 강도를 과하지 않는 범

에서 유효하다(Wittke, 1999).

소성변형이 발생할 경우 체  증가  투수계수 증가를 래하며 이는 지하수의 투

과를 가속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상은 최종 으로 변형률 속도의 증가를 래한다. 

이러한 상을 정식화하기 해서 Wittke(1999)는 팽창 시간변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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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여기서 a0, ael, avp는 상수이다. a0는 변형률의 발생여부와 계없이 팽창 속도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el
vε 은 팽창 발생 의 탄성체 변형률로서 투수계수에 

향을 주는 인자이다. 
p

vε 는 소성체 변형률이며 maxEVP는 최종팽창가속도와 계된 

상부경계값을 나타낸다. maxEVP를 과하여 발생한 소성체 변형률은 팽창 속도를 더 

이상 가속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ittke, 1999).

나. 구성방정식 구

(1) 주입법 (Injection method, Noorany et al., 1999)

Ortiz and Velasco (2003)은 Wittke (1999)와 Noorany et al. (1999)의 결과에 기 하

여 팽창 모듈을 개발하 다. 이 방법의 개략 인 순서를 그림 3.1.40에 표시하 다. 이 

알고리즘의 주요 개념은 팽창 변형률에 의한 미소응력증가분을 기존의 역학  솔버에 

주입(injection)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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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입법은 주응력과 팽창 변형률의 방향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모

든 요소가 포화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가장 불확실한 부분은 역학  평형을 계산하

는 부분이다. 주입법에서는 팽창 응력의 미소증가분이 역학  평형에 도달한 뒤에 다

음 단계의 팽창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상이 그러한지에 해서는 미

지이다.

그림 3.1.40. 주입법 순서도.

(2) 구성방정식

FLAC (Itasca, 2000)은 사용자 정의의 구성모델(이하 UDM)을 작성할 수 있는 FISH

라는 내장 언어를 제공한다. FLAC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구성방정식을 개발하

다.

FLAC에서 UDM은 주어진 이 의 응력조건과 변형률 조건을 사용하여 새로운 응력 

성분을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지켜야 할 규칙이 추가되어 있으며 일단 모델

이 완성되면 FLAC의 기존 구성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 단순화한 팽창 모델링을 한 UDM 계산 차를 그림 3.1.41에 표시하 다. 내부

으로는 그림 3.1.41의 차가 한 요소에 해 4회 반복되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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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FISH UDM 내에서의 계산 차.

먼  새로운 응력성분들을 다음과 같은 탄성이론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본 알고리즘

에서는 팽창 변형률이 수직응력성분에만 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이는 열응

력 해석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xyxy

yyxx
q
zzzzzz

zzxx
q
yyyyyy

zzyy
q
xxxxxx

G εσ

εεαεεασ
εεαεεασ
εεαεεασ

Δ=Δ

Δ+Δ+Δ−Δ=Δ
Δ+Δ+Δ−Δ=Δ
Δ+Δ+Δ−Δ=Δ

2

)()(
)()(
)()(

21

21

21

        (3.1.6)

여기서 GK 3/41 +=α , GK 3/22 −== λα 이다.

다. 구성모델 검증

(1) 팽창압력 시험

첫 번째 검증 모델은 팽창압력 시험으로서 정방형의 이암(mudstone)을 삼축셀에 넣

고 모든 방향의 변형을 구속한 뒤 물을 주입하여 팽창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을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모델에 사용한 입력변수는 표 3.1.10과 같다. 단일 요소를 사용한 모델과 10×10요

소를 사용한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모든 방향의 변형을 구속하 다. 

계산 의 심부 응력을 모니터링하 으며 산해석결과를 Wittke (1999)의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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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검토하 다.

표 3.1.10. 팽창압력 시험 시뮬 이션용 입력자료

Parameters Values Unit

Young’s modulus, E 500 MPa

Poisson’s ratio, ν 0.33 -

Swelling stress, oσ 0.45 MPa

Swelling deformation parameter, Kq 1.5 %

Swelling time parameter, qη 2.7 day

해석결과 구해진 세 방향의 수직응력 성분을 그림 3.1.42에 표시하 다. 등방성 모델

이기 때문에 세 방향의 응력성분 크기가 동일하며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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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 단일요소를 사용하여 구한 팽창응력-시간 곡선.

그림 3.1.43은 10×10 요소에 한 해석 결과이며 주응력 성분과 변 벡터 성분을 표

시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심부 응력을 모니터링하 으며 모니터링 결과 단일

요소를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응력-시간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10×10요소를 사용하여 

해석한 경우 변  벡터가 심부에서 외곽 경계부로 등방성을 보이며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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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 Unit

Young’s modulus, E 1000 MPa

Poisson’s ratio, ν 0.33 -

Swelling stress, oσ 0.75 MPa

Swelling deformation parameter, Kq 3.3 %

Swelling time parameter, qη 1.0 day

  FLAC (Version 4.00)        

LEGEND

   30-Oct-05  20:51
  step      4000
 -1.667E-02 <x<  1.167E-01
 -1.667E-02 <y<  1.167E-01

Boundary plot

0  2E -2      

Principal stresses
Max. Value =  -4.131E+05
Min. Value =  -4.131E+05

0  2E  6      

Displacement vectors
Max Vector =    7.090E-11

0  2E-10      

 0.000

 0.020

 0.040

 0.060

 0.080

 0.100

 0.000  0.020  0.040  0.060  0.080  0.100

JOB TITLE :   Swelling pressure test simulation using 10x10 elements                        

Geotechnical Engineering Division
KIGAM, KOREA                     

그림 3.1.43. 10x10 요소를 사용하여 구한 주응력  변 벡터 분포도.

(2) Huder-Amberg 시험

Huder-Amberg시험 (이하 HA)은 두 방향의 변형은 구속한 상태에서 연직방향의 변

형을 허용하고 연직방향에 크기가 다른 수직응력을 가한 상태에서 물을 주입하고 이 

후 발생하는 연직방향 팽창변형률을 시간에 따라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러한 HA시험을 모델링하기 해서 단일요소  10×10요소를 사용하 으며 수직

응력을 520 kPa, 260 kPa, 130 kPa, 65 kPa  32.2 kPa로 변화시키면서 해석을 수행

하 다. 이 해석에 사용된 입력자료는 표 3.1.11과 같다.

표 3.1.11. Huder-Amberg시험 해석용 입력자료

HA시험 모델링의 경우에도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

과로부터 개발된 구성방정식이 암석의 흡수팽창 거동을 모델링하는데 합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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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단일요소를 사용하여 구한 팽창변형률-시간 곡선.

  FLAC (Version 4.00)        

LEGEND

   31-Oct-05  17:26
  step      3670
 -1.667E-02 <x<  1.167E-01
 -1.667E-02 <y<  1.167E-01

Boundary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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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Value =  -5.200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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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TITLE : Huder-Amberg test simulation using one zone model                               

Geotechnical Engineering Division
KIGAM,DAEJEON, KOREA             

그림 3.1.45. 단일요소에 한 주응력 성분  변 벡터 (수직응력 = 520 kPa).

(3) 시간간격 결정

이상의 알고리즘을 통해 암석의 팽창거동을 모델링할 경우 시간간격은 유한차분식

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가 된다. 여기서 안정성이라 함은 한 단계에서 계산된 

오차의 확  여부를 말한다. 즉, 한 단계에서 발생한 오차가 다음 단계에서 더 이상 확

되지 않을 때 수치기법이 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제안된 방법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해 이산섭동방법(discrete perturbation stability 

analysis, Klaus & Steve, 1993)을 용하 다. 이 방법은 해가 구해졌다고 가정하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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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섭동(오차) e가 시간 t에 도입되며 t+dt 시간에서의 해를 구하게 된다. 이 방법의 

용을 해서 먼  식 (3.1.4)를 유한차분식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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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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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식 (3.1.8)은 시간 t에서의 오차가 다음 단계로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차의 

확 를 방지하기 해서는 식 (3.1.8)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조건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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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q

t
η                               (3.1.9)

일반 으로 시간간격이 팽창시간변수보다 작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결정함에 있어

서 큰 제한은 없다. 하지만 시간간격이 커지면 비 실 인 팽창압력-시간 거동을 보이

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지침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기 단계에서의 응력 추

정값이 팽창응력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에서 출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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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식에 표 3.1.10의 자료를 입하면 0.78h의 시간 간격이 계산된다. 따라서 시

간간격이 0.78h보다 작을 경우 해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이보다 클 경우 비 실 인 거

동을 보이게 된다. 그림 3.1.46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팽창압력 시험 모델

링에서 시간간격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결과 0.78h보다 작은 시간간격에서는 모두 동일

한 거동을 보 으나 이와 같거나 더 큰 시간간격에서는 팽창압력이 커졌다가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등 실험결과와 다른 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식 (3.1.10)으로 주어지는 시간간격 결정에 한 지침은 타당성이 있음을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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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서로 다른 시간간격에 한 팽창압력-시간 곡선.

라. 결과 고찰 요약

Wittke(1999)가 제안한 팽창거동 방정식을 사용하여 유한차분코드인 FLAC에서 사용

가능한 구성방정식을 개발하 다. 이를 팽창압력 시험  HA시험에 용한 결과 실험

결과와 잘 부합함을 확인하 다. 한 구 된 알고리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간간격 

결정에 한 지침을 제시하 다. 한, 개발된 구성방정식은 팽창성 암반내 굴착될 지

열 개발공의 안정성 모델링에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실험을 통해 매개변수를 구하여 

용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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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개발 시추공 굴착  조사

3.2.1. 시추코아 검층

암반 내에 부존하는 심부 지열수 자원의 부존 여부 확인을 목 으로 하는 시추공의 

코아  시추작업 시 발생하는 슬러리(slurry)를 회수하여 암상, 층서 등 지질특성 조사

를 실시하 다. BH-3 (920m 시공)에서는 슬러리  구간별로 회수된 부분 인 시추 코

아를 상으로 하 다. 조사결과 BH-3 시추공에 한 검층 주상도(그림 3.2.1)와 BH-1 

 BH-2 (2004년도 완공) 그리고 BH-3 시추공의 자료를 종합한 흥해읍 성곡리 일 의 

3차원 지질층서의 모식도(그림 3.2.2)를 제시하 다.  BH-3 시추공에서 확인된 심도별 

암종, 암상(rock facies)  불연속면(discontinuity)의 제 특성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1. BH-3의 지질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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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BH-3의 주변의 암층 분포 모식도. 

3.2.1.1 BH-3의 심도별 암층의 분포구간  두께

BH-3에서 확인된 연속 인 심도별 암층의 분포구간  두께는 다음과 같고, 암종별 

두께비(%)를 도시하 다(그림 3.2.3).

① 미고결 이암(semiconsolidated mudstone): 심도 1.5~200 m, 두께 198.5 m

② 결정질응회암(crystal tuff): 심도 293~376 m  409~428 m, 두께 102 m, 응회암

질 퇴 물 재(tuffaceous sediment intercalated)

③ 응회암질 퇴 물(tuffaceous sediment): 심도 266~273 m, 두께 7 m

④ 염기성 맥암(basic dyke): 심도 273~293 m  376~409 m, 두께 53 m 

⑤ 사암  이암(sandstone & mudstone): 심도 428~474 m, 524~632 m  891~920 

m 두께 183 m, 유문암체 상부에서는 화산력 응회암  역암 재(lapilli tuff & 

conglomerate intercalated)

⑥ 화산력 응회암(lapilli tuff): 심도 474~524 m, 두께 50 m  

⑦ 유문암(rhyolite): 심도 632~891 m, 두께 25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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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BH-3의 암종별 산출 두께비. 

3.2.1.2 암상  단열

BH-3에서 확인된 검층 이상 (well logging anomaly)는 각 암층의 경계부  암층 내부의 

암상 세분화에 유효하다. 특히 반고결 이암과 결정질 응회암의 경계부(심도 200 m), 결정질 

응회암과 응회질 퇴 물의 경계부(266 m), 화산력 응회암과 사암  이암층의 경계부(524 m) 

그리고 유문암과 이암의 경계부(891 m) 등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그림 3.2.1). 각 암층의 산출

상태  미경 찰 결과 등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반고결 이암(semiconsolidated mudstone)

 BH-3에서 이 암석은 일반 으로 회갈색(grayish brown)이며, 반 으로 완 히 

고화되지 못한 암석에 속하여 일부 구간에서는 수분 흡착 시 조직이 와해되기도 한다. 

 구간에서 암상의 큰 변화를 인지하기 곤란하며, BH-3에서의 암상은 BH-1  BH-2

와 거의 유사하다. BH-3의 암층 내에는 부분 으로 박층의 사암(심도 25 m, 53.6 m, 

70.3 m, 84.6 m  104.1~105.9 m)이 재한다. 국부 으로 결핵체(concretion)가 형성

되어 혼펠스(hornfels)와 유사한 견고한 암상(20 m, 30 m  110 m)을 보인다. 이들 결

핵체는 일반 으로 이암에서 발견되며, 쇄설물의 퇴  직후에 야기된 기 속성작용

(diagenesis)의 산물이다(노진환과 우경식, 1997). 반고결 이암층의 층리는 체로 1°~5° 

내외이다. 분포심도는 BH-1 (359.1 m) >  BH-2 (352 m) >  BH-3 (200 m)의 순으로 되

어 BH-1  BH-2에 비하여 152~159.1 m의 심도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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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정질 응회암(crystal tuff) 

이 암석은 BH-1  BH-2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으나, BH-3의 반고결 이암층의 하부

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결정질 응회암층은 풍화  변질도에 따라 암상이 상이하여 

상부구간(심도 200.3~301 m)  하부구간(301~428 m)으로 분 가 가능하다. 상부구간

에서는 풍화 암상을 보이며, 산화된 황철석(pyrite) 입자가 염상으로 분포한다. 암

색은 담녹색(very pale green) 계통이다. 하부구간에서는 신선한 암상을 보이며, 암색은 

담회색(moderate light gray) 계통이다(그림 3.2.4(a)  그림 3.2.5(h), (i), (j)). 한편 심도 

205.5 m 구간에서 경사 70°의 단층면이 발달한다.        

③ 응회암질 퇴 물(tuffaceous sediment)

BH-3에서 이 암석은 결정질 응회암층(심도 266~273 m, 두께 8 m) 사이에 1 조가 

재한다. 이 암석은 담회색(light gray)으로 응회암질 사암으로 표된다.  

④ 염기성 맥암(Basic dyke) 

BH-3에서 이 암석은 부분 암회색(dark gray)으로 표되며, 반 으로 신선한 암

상을 보인다. 한편 BH-3에서의 분포심도는 심도 273~293 m  376~409 m이다(그림 

3.2.4(b)  그림 3.2.5(f)). 심도 400~403m 구간에서 경사 80°~85°의 단층면이 발달하며,  

구간에서 쇄되어 방해석 세맥으로 충진되어 있다.

⑤ 사암  이암(sandstone & mudstone)

이 암층은 결정질 응회암의 하부에서 분포하며, 체로 사암과 이암의 호층

(alternation zone)로 구성되어 있다. 역암(conglomerate)  흑색 셰일(black shale)을 

부분 으로 재한다. BH-3에서 확인된 사암(그림 3.2.4(c))  이암의 층후는 BH-1  

BH-2의 층후보다 두껍게 나타나며, 층후의 횡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사암  이암

의 층리는 체로 2°~6° 내외이다.  구간에서 햄머(hammer)로 시추 코아를 타격 시 

비교  견고한 느낌을 다. 암색은 BH-1  BH-2의 퇴 암류와 거의 유사하다. 사암

은 녹회색(greenish gray), 그리고 이암은 ⅰ) 암회색(very dark gray)  ⅱ) 갈색

(reddish brown)으로 각각 표된다. 한편 암종별, 암색별 분포심도를 살펴보면, 

a) 녹회색 사암 는 심도 530~545 m, 610~620 m  901~920 m 구간

b) 암회색 이암 는 심도 438~445 m, 503~503.5 m, 590~610 m, 620~632 m       

 891~901m 구간

c) 갈색 이암 는 심도 434~438 m, 467~475 m 구간

d) 사암  이암의 호층 (mudstone & sandstone alternation zone)가  심도 

445~474 m, 550~590 m구간

에서 각각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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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산력 응회암(lapilli tuff)

BH-3에서 이 암석은 부분 암자주색(dark purple)이며,  구간에서 신선한  암상

을 보인다. 

⑦ 유문암(rhyolite)

유문암류는 유상구조와 구과상 조직의 발달상태  물조성에 따라 호상유문암, 규

장질 유문암  구과상 유문암으로 구분된다(원종  등, 1994). BH-3에서 이 암석은 

부분 담회색(light gray)으로 표되며, 상기 분류에 의하면 규장질 유문암에 속한다. 이 

암석은 유색 물과 구과는 없으며, 유상구조 한 확인이 곤란하다(그림 3.2.4(d)). BH-3

의  구간에서는 열극충진형의 신선한 황철석(pyrite) 입자가 분포한다. 유문암의 암편

은 미정질 석 의 집합체(microcrystalline quartz aggregate)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력화되어 각력 사이는 방해석 물질로 충진되어 있다(그림 3.2.5(d)  3.2.5(e)).  

BH-3에서 확인된 유문암체의 심도는 BH-1  BH-2의 심도와 유사하다. 

그림 3.2.4. BH-3의 주요 암종별 조직특성. 

(a) 결정질 응회암(crystal tuff), (b) 염기성 맥암(basic dyke),        

(c) 녹회색 사암(greenish gray sandstone), (d) 유문암(rhy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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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주요 암석의 박편사진(BH-1, 2 & 3).

(a) BH-3의 규질 반고결 이암(siliceous semi-consolidated mudstone) 

(b),(c) BH-1의 데사이트(dacite) 

(d),(e) BH-1의 유문암(rhyolite), 

(f),(g) 각각 BH-3와 BH-1의 염기성 맥암(basic dyke)

(h) BH-3 (204.5 m)의 결정질 응회암(crystal tuff)

(i),(j) BH-3 (301 m)의 결정질 응회암(crystal tuff). 

Qz: Quartz, Pl: Plagioclase, Cal: Calcite, Chl: Chl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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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요약

코아검층과 물리검층 결과, 암층은 크게 미고결 이암(심도 1.5~200 m), 응회암질 퇴

물(심도 266~273 m), 염기성 맥암(심도 273~293 m), 결정질 응회암(심도 293~376 m 

 409~428 m), 사암  이암(심도 428~474 m, 524~632 m  891~920 m) 그리고 유

문암(심도 632~891 m)으로 구성되며, 간에 데사이트, 유문암  응회암류 그리고 염

기성 맥암이 분출  입한 양상을 각각 보인다. 특히 BH-3에서 확인된 사암  이암

의 층후는 BH-1  BH-2의 층후보다 두껍게 나타나며, 층후의 횡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3.2.2. 물리검층

BH-3호공에 한 물리검층은 지층의 원 치 물성측정, 지질층서 해석, 지표물리탐사 

 지열 특성 해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 목 으로 수행되었다 (송윤호 등, 2004). 심부 

지열 시추공에 한 물리검층 원리, 자료의 처리 등에 한 것은 송윤호 등(2004)에 언

되어 있어 생략하기로 하며 결과만을 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BH-3호공에 한 물리검층 자료취득은 이싱이 삽입되기 인, 2004년 10월 말에 

천부 약 400 m 구간에 한 1차 자료취득, 2005년 7월 에 2차 자료취득을 하 으며 

물리검층 수행구간은 912.8 m이다. 그림 3.2.6은 BH-3호공에 한 자연감마선검층자료

와 기존의 BH-1, BH-2호공에 한 자연감마선검층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6에

서 BH-1, BH-2  BH-3은 시추공의 번호를 의미하며 NGAM은 자연감마선검층 자료, 

API는 자연감마선검층의 단 이고 Core log는 시추시 회수한 코아를 이용하여 작성한 

주상도를 의미하며 Cutting log는 트리콘 방식으로 시추 당시, 회수되는 암편조각과 

100 m마다 3 m 구간에 한 코아를 함께 이용하여 작성한 주상도이다. BH-1호공과 

BH-2호공의 시추공간 거리는 약 165 m 이며 BH-3호공과는 약 1,060 m의 거리에 치

한다. BH-1호공과 BH-2호공은 생  퇴 층의 심도와 제4기에 입한 유문암의 분포, 

제4기층의 지질층서 등 층서의 수평 인 변화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제4기 이

질  사질층의 경우, BH-1  BH-2호공에서는 약 400 m까지 분포하나 BH-3호공은 

상 으로 낮은 심도인 약 200 m 까지 분포한다. 백악기 퇴 층에 입한 유문암의 

하부 심도 약 890 m로 BH-1, BH-2  BH-3호공이 동일한 분포를 보이며 상부는 약 

632 m로 BH-1  BH-2호공보다 약 100 m 정도 깊은 심도에 분포한다. 유문암 상부의 

백악기 사암  이암은 심도 약 428～632 m까지 분포하며 BH-1과 BH-2호공 비하여 

폭이 상당히 크다. 백악기 퇴 층 상부의 응회암, 응회암질퇴 물 구간은 BH-1  

BH-2호공과 비교할 때, BH-3호공의 폭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BH-3호공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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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감마선 검층 자료는 염기성 암맥이나 염기성응회암, 사암의 구간에서 낮은 자연감마

선을 보여 염기성 지층에서 낮은 자연감마선을 보이는 일반 인 경향과도 잘 일치하고 

있다. 

3개의 시추공에 한 자연감마선검층 자료는 생  퇴 층에 입한 유문암의 폭, 

제4기 사질  이질층의 심도 등에서 수직 인 차이가 있으나 BH-1  BH-2호공과 

BH-3공이 동일한 지질층서를 보이고 있다.

Cutting Log BH-2 NGAM
(API)0 250

Metres BH-1 NGAM
(API)0 250

Core Log BH-3 NGAM
(API)0 250

Core & Cutting log

(Non-coring borehole)

Semi-consolidated 
mudstone
(Sandstone interclat-
ed)

Intervals of low 
natural gamma
=>Sandstone

Lapilli tuff

Tufaceous sediment
Tuff

Tufacesout sediment
Tuff
Tuffaceous  sandstone
Tuff
Tuffaceous sandstone
Tuff
Lapilli tuff
Mudstone
Mudstone

Rhyolite

Intermediate dyke

Rhyolite

Intermediate dyke

Rhyolite

Intermediate dyke

Rhyolite

Sandstone & Mudstone 
alternation
(Black shale interca-
lated)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Coring borehole)

Semi-consolidated 
mudstone
(Sandstone intercala-
ted)
Invervals of low 
natural gamma
=>Sandstone

Trachy  basalts

Tuffaceous sediment

Lapilli tuff

Tuffaceous sediment
Tuff
Tuffaceous sediment
Mudstone
Mudstone
Sandstone
Tuffaceous sandstone
Mudstone

Rhyolite

Intermediate dyke

Intermediate dyke
(Slightly wearthered)
Rhyolite
Intermediate dyke
Rhyolite

Sandstone & Mudstone 
alternation(?)
(Conglomerate interc-
alated)

Mudstone & Sandstone

Crystal Tuff

Tuffaceous Sediment
Basic Dyke

Crystall Tuff

Basic Tuff

Crystall Tuff

Sandstone, Mudstone
Alternation of sands-
tone & mudstone

Lapilli Tuff

Mudstone, Sandstone
Alternation of sands-
tone & mudstone

Rhyolite

Basic dyke

Rhyolite

Mudstone
Sandstone

À

`B

C

D

E

A: Mudstone & Sandstone
B: Tuffaceous sediment, Lapilli/Crystal/Basic  tuff
C: Lapilli tuff, Mudstone
D: Rhyolite, dyke
E: Mudstone & Sandstone

그림 3.2.5. BH-1, BH-2  BH-3호공에서의 자연 감마선 검층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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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은 BH-3호공에 한 물리검층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3.2.7에서 

caliper는 공경검층으로 단 는 inch이며, natural gamma는 자연감마선검층이며 단 는 

API, density는 감마-감마( 도)검층으로 측정한 도이며 단 는 g/cm
3
, neutron 

porosity는 성자검층으로 측정한 총 공극률이며 단 는 LPU (Limestone Porosity 

Unit, %), Vp는 음 검층을 측정한 P  속도이며 단 는 m/sec, induction resist.는 

자유도검층으로 측정한 기비 항으로 단 는 ohm-m, short normal  long normal

은 단노말  장노말 기검층 자료로 단 는 ohm-m, Fluid temp.는 온도검층 자료로 

단 는 ℃이다. 그림 3.2.7의 오른쪽의 주상도는 Cutting  Core log, 그리고 BH-1  

BH-2호공에서의 물리검층 반응을 종합 으로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다음은 각 심도

에 따른 물성의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Well Name: BH-3

Metres caliper
(inch)5 25

natural gamma
(API)0 150

density
(g/cc)1 3

neutron porosity
(LPU)100 0

Vp
(m/sec)0 6000

induction resist.
(ohm-m)1 500

short normal
(ohm-m)10 2000

long normal
(ohm-m)10 2000

Fluid temp.
(DegC)10 50

Cutting & Core log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Mudstone & Sandstone

Crystal Tuff

Tuffaceous Sediment
Basic Dyke

Crystal Tuff

Basic Tuff
?
Basic Tuff
Crystal Tuff

Sandstone, Mudstone
Alternation of sands-
tone & mudstone

Lapilli Tuff

Mudstone, Sandstone
Alternation of sands-
tone & mudstone

Rhyolite

Basic Dyke

Rhyolite

Mudstone
Sandstone

그림 3.2.6. BH-3호공에 한 물리검층 결과.

① 심도 0～200.37 m는 제4기의 이암과 사암 구간으로 구간 평균 자연감마선은 64 

API, 구간 평균 도는 1.65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65 LPU이다. 

② 심도 200.37～266.65 m는 결정질 응회암 구간으로 구간 평균 자연감마선은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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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구간 평균 도는 1.84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30.6 LPU, 구간 평균 

P  속도는 1,355 m/sec, 구간 평균 단노말/장노말 기비 항은 20/25 ohm-m

이다. 

③ 심도 266.65～273.29 m는 응회암질 퇴 물로 구간 평균 자연감마선은 119 API, 

구간 평균 도는 1.75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26.5 LPU, 구간 평균 P  

속도는 2,204 m/sec, 구간 평균 단노말/장노말 기비 항은 70/69 ohm-m이다. 

④ 심도 273.29～293.18 m는 염기성암맥 구간으로 구간 평균 자연감마선은 33 API, 

구간 평균 도는 1.62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55 LPU, 구간 평균 P  

속도는 1,030 m/sec, 구간 평균 단노말/장노말 기비 항은 14/18 ohm-m이다. 

⑤ 심도 293.18～375.90 m는 결정질 응회암 구간으로 구간 평균 자연감마선은 127 

API, 구간평균 도는 2.29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20.4 LPU, 구간 평균 

P  속도는 1,725 m/sec, 구간 평균 단노말/장노말 기비 항은 71/99 ohm-m 

이다. 

⑥ 심도 375.90～409.47 m는 염기성 응회암 구간으로 구간 평균 자연감마선은 33 

API, 구간 평균 도는 2,49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43 LPU, 구간 평균 

P  속도는 1,523 m/sec, 구간 평균 단노말/장노말 기비 항은 12/20 ohm-m

이다. 

⑦ 심도 409.47～428.26 m는 결정질 응회암 구간으로 구간 평균 자연감마선은 133 

API, 구간 평균 도는 2.62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12 LPU, 구간 평균 

P  속도는 3,776 m/sec, 자유도검층으로 측정한 구간 평균 기비 항은 40 

ohm-m, 구간 평균 단노말/장노말 기비 항은 57/65 ohm-m이다. 

⑧ 심도 428.26～474.33 m는  백악기의 사암과 니암이 분포하는 구간으로 구간 평

균 자연감마선은 30 API, 구간 평균 도는 2.65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26 LPU, 구간 평균 P  속도는 4,026 m/sec, 자유도검층으로 측정한 구간 평

균 기비 항은 29 ohm-m, 단노말/장노말 기검층으로 측정한 구간 평균 

기비 항은 39/47 ohm-m이다. 

⑨ 심도 474.33～524.01 m는 화산력응회암 구간으로 구간 평균 자연감마선은 100 

API, 구간 평균 도는 2.67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16 LPU, 구간 평균 

P  속도는 4,116 m/sec, 자유도  단노말/장노말 검층으로 측정한 구간 평

균 기비 항은 각각 25 ohm-m  35/42 ohm-m이다. 

⑩ 심도 524.01～632.24 m는  백악기의 사암과 니암이 분포하는 구간으로 구간 평

균 자연감마선은 77 API, 구간 평균 도는 2.56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22 LPU, 구간 평균 P  속도는 3,289 m/sec, 자유도  단노말/장노말검층으

로 측정한 구간 평균 기비 항은 26 ohm-m   38/47 ohm-m이다. 

⑪ 심도 632.24～890.95 m는 백악기 퇴 층에 입한 유문암으로 구간 평균 자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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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은 90 API, 구간 평균 말도는 2.71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10 LPU, 

구간 평균 P  속도는 4,740 m/sec, 기비 항은 염기성암맥을 심으로 상부의 

경우 자유도검층  단노말/장노말검층으로 측정한 구간 평균 기비 항은 

140 ohm-m  290/617 ohm-m이고 하부는 118 ohm-m   118/211 ohm-m이

다. 

⑫ 심도 890.95～901.04 m는 백악기의 이암 구간으로 구간 평균 자연감마선은 99 

API, 구간 평균 도는 2.70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17 LPU, 구간 평균 

P  속도는 4,277 m/sec, 자유도  단노말/장노말검층으로 측정한 구간 평균 

기비 항은 26 ohm-m  43/49 ohm-m이다. 

⑬ 심도 901.04～920.00 m는 백악기 퇴 층인 사암 구간으로 구간 평균 자연감마선

은 141 API, 구간 평균 도는  2.75 g/cm
3
, 구간 평균 총 공극률은 24 LPU, 구

간 평균 P  속도는 3,706 m/sec, 자유도  단노말/장노말검층으로 측정한 

구간 평균 기비 항은 25 ohm-m, 37/42 ohm-m이다. 

결정질 응회암의 경우,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 탄성  속도는 증가하며 공극

율은 감소하고 자연감마선은 약간 증가하고 있다. 도와 속도, 공극률은 심도에 따라

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도에 따라서 변화하지만 심도가 깊지 않고 심도의 차이

도 크기 않으며 한 수직 응력에 따른 향을 받지 않는 자연감마선의 증가는 이들 

결정질 응회암의 형성 시기나 환경이 다름을 지시한다. 

그림 3.2.8은 방사능 검층으로 측정한 도, 공극률  자연감마선 검층 자료를 이용

하여 작성한 물성 자료와 지질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8(a)는 도와 공극률, 그

림 3.2.8(b)는 자연감마선과 도, 그림 3.2.8(c)는 자연감마선과 공극률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두개의 물성이 일정한 범 에 포함되는 역을 원으로 표기하 고 지층

명도 동시에 표기하 다. 

그림 3.2.8(a)는 석유검층에서 지층구분에 많이 이용하는 도-공극률과의 계로 

BH-3에 한 도-공극률 cross plot 결과, 유문암은 높은 도, 낮은 공극률, 염기성 

응회암은 40～60 LPU와 2.4～2.7 g/cm
3
의 분포를 보이며 제4기의 이암/사암은 낮은 

도와 40 LPU 이상의 공극률을 보이고 있다. 공극률 20 LPU를 심으로 높은 도

의 범 를 보이는 역은 결정질 응회암을 포함하여 유문암 상부의 생  퇴 층, 화

산력응회암 구간이다. 

그림 3.2.8(b)는 자연감마선과 도 자료를 cross plot 한 것으로 유문암은 자연감마

선과 도에서 구분이 가능하며 그림 왼쪽 상부의 생  퇴 층인 사암과 이암은 폭 

넓은 도 분포와 낮은 자연감마선을 보이며 염기성 응회암은 낮은 자연감마선과 도

가 2.6～2.1 g/cm
3
의 범 를 보이고 있다. 염기성암맥은 낮은 도와 낮은 자연감마선

을 보여 쉽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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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방사능검층 자료를 이용한 지층 구분. 

(a) 도-자연감마선 자료의 cross plot, 

(b) 자연감마선- 도 자료의 cross plot, 

(c) 자연감마선-공극률 자료의 cross plot.

그림 3.2.8(c)는 자연감마선과 공극률 자료의 cross plot으로 유문암은 낮은 공극률과 

주로 80 ～100 API의 자연감마선 역에 치하며 왼쪽 상부의 생  이암/사암은 

낮은 자연감마선, 낮은 공극률 구간에 치한다. 염기성 응회암은 낮은 자연감마선과 

생  퇴 암보다는 높은 공극률, 염기성 암맥보다는 낮은 공극률을 보이며 염기성암

맥은 낮은 자연감마선과 높은 공극률을 보이고 있다. 제4기의 이암  사암은 높은 공

극률과 50～80 API의 자연감마선 구간에 치하고 있다. 이들 3개의 cross plot 에서 

지층의 구분이 용이한 것은 도-공극률, 자연감마선-공극률이며 특히 자연감마선과 공

극률은 지층의 구분에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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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2차 지구 선정을 한 사  조사

지 까지 3개년에 걸친 연구개발의 결과로 제1차 사업지구인 포항지역에서 지질조

사, 심부 물리탐사, 시험시추  양수시험 등을 통하여 지열 수층의 부존이 확인 되

었다. 한 재 개발 인 2 km 심부 시추공이 완공되면 지열수 류층 평가  경제

성 분석이 이루어지고, 부근 지역난방  시설 농에의 지열수 에 지 공 에 활용될 

것이다. 

향후 포항에서 심부 지열에 지 개발  활용이 성공 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내의 

다른 유망지역으로 확 하여 지속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차 지구 선정을 한 사  

조사를 수행하 다. 상지역은 재 70 ℃ 이상의 지열수가 용출되고 있는 인천 역

시 강화군의 석모도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까지 화산활동이 이루어진 제주도의 

산간 지역이다. 

3.3.1. 석모도 고온 용출지역 지하구조 조사

그림 3.3.1. 석모도 주요 시추공 치  MT 탐사 측선도.

석모도는 행정구역상 인천 역시 강화군 삼산면에 속하며 3개의 섬을 매립하여 하

나로 만든 섬이다. 암석은 주로 세립~ 립의 화강암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열징후는 석

모도의 남쪽 매음리 일 에서 온천개발을 한 시추공들에서 발견되었으며 그림 3.3.1

에 주요한 시추공들의 치를 보 다. 이들 시추공  BH-1의 심도 약 750 m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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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의 고온 지열수가 자연 용출되고 그 이외의 시추공에서도 심도에 따른 지온증가

율이 높게는 45 ℃/km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그림 3.3.2), 이 일 의 심부구조  심부 

쇄  발달상황 악을 목 으로 자기지 류(magnetotelluric; MT) 탐사  물리검층

을 실시하 다.

      

그림 3.3.2. BH-1에서 용출되는 지열수(왼쪽)  BH-1과 BH-2의 온도검층 자료. BH-2

의 경우 지온증가율이 45 ℃/km 이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물리검층은 그림 3.3.1에 보인 BH-1, BH-2, BH-6, BH-7, BH-8에 하여 온도검

층, 공경검층, 기검층, 자연감마검층  텔 뷰어를 실시하 다. 그림 3.3.3에는 이들 

 BH-1과 BH-2에서의 물리검층 자료를 도시하 다. BH-1의 온도검층결과는 자연용출

상태에서 측정된 것으로 지표에서의 온도가 약 67 ℃, 심도 약 400 m에서는 약 72 ℃

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온도변화율검층 자료에서 심도 430 m와 시추공 바

닥 구간에 수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BH-2에서는 수층이 약 835 m 부근

에 존재하며 BH-1호공과는 달리 자연용출하지 않으며 지표에서 약 18 ℃, 심도 1,200 

m에서는 약 74 ℃에 달해 산술 인 지온증가율은 46.7 ℃/km에 이른다. 이들 2개 시

추공의 수층은 피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거리에 치함에도 불구하고 수층이 

수리 으로 불연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BH-2에서 실시한 텔 뷰어 검층 결과에서 심부 

쇄 는 북북동 혹은 북동 방향의 주향과 70° 이상의 한 경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BH-1의 지열수의 기 도도는 약 49,000 μS/cm로 매우 높아 단열 를 

따라서 유입되는 해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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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3.3. BH-1(a)과 BH-2(b)의 물리검층 결과.

이들 시추공 BH-1과 BH-2를 심으로 그림 3.3.1에 나타낸 바와 같이 Line-X와 

Line-Y의 두개의 측선을 이루도록 측 을 배열하고 MT 탐사를 수행하 다. Line-X에 

6개 측 , Line-Y에 11개 측 으로 총 17개 측 에서 자료를 획득하 다. 원거리 기

은 약 200 km 떨어진 충청남도 산에 치시켰으며 천부의 해상도를 높이기 하

여(송윤호 등, 2005), 낮에는 가청주 수 역 (audio-frequency)에 하여 측정하고 녁 

5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통상 인 MT탐사 역에 하여 측정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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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은 마을  도로에 매우 인 하여 측 이 치하고 한 식수를 한 지하수 

양수 모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매우 많은 자기 잡음이 상되는 지역이다. 탐

사에 사용된 장비는 당 연구원이 보유한 캐나다 Phoenix사의 24bit 탐사장비인 

MTU-5A 3 set로, 원거리 기 에 1 set 그리고 장에서는 2 set을 이용하여 탐사를 

수행하 다.  

그림 3.3.4에 Line-X와 Line-Y의 TM모드 역산결과를 보 다. 이때 무 잡음에 심하

게 오염된 측  110과 101의 자료는 역산에서 제외하 다. Line-Y의 역산결과에서 

BH-1  BH-2가 치하는 심도 약 500～1500 m 사이에 기비 항이 수십 ohm-m로 

매우 낮은 도성 이상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H-1의 시추결과  지열

수 용출 상황으로부터 유추할 때, 이 비 항 이상 는 심부까지 이어진 쇄 일 가

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쇄 를 따라서 심부 고온의 지열수가 낮은 심도까지 달되

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H-1에서 용출되는 지열수의 기 도도가 약 49,000 μ

S/cm로 매우 농도가 짙은 바닷물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열수의 통로가 되는 심부 

쇄 는 매우 낮은 기비 항을 보일 것이다. 비록 Line-X는 그 탐사심도에 비해 측선

의 길이가 무 짧으나 이러한 비 항 이상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3.5는 역산에 사용된 장자료와 그림 3.3.4의 모델에 의한 이론반응을 비

교한 것으로 반 으로 매우 좋은 일치를 보여 역산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해주고 있

다. 다만 Line-X의 10 Hz 이하의 주 수 역에서 상은 두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Line-X의 약 2 km 하부의 심부구조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림 3.3.4. LINE-Y  LINE-X에 한 TM 모드 역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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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그림 3.3.4의 TM 모드 역산에 사용된 자료와 이론 자료의 비교. 쪽 두 

은 LINE-Y, 세 번째 은 LINE-X에 해당되는 측 .

비록 이 탐사자료만으로 쇄 의 경사 방향까지 유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탐

사결과  시추공의 치 등을 종합해볼 때,  BH-2가 치한 서쪽에서 쇄 는 더 깊

이 치할 것으로 해석된다. BH-1에서 약 700 m에서 심부 쇄 를 만난 것을 감안하

면 1,200 m 까지 시추한 BH-2에서 심부 쇄 를 만나지 못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에 기 하여 BH-2에 하여 추가 굴진을 실시한 바, 약 80 m 추가 

굴진한 1,280 m에서 심부 쇄 를 만나 매우 많은 양의 고온의 지열수가 용출하는 것

을 확인하 다(그림 3.3.6).   

그림 3.3.6. BH-2의 1,280m에서 용출되는 지열수. 용출이 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았

어도 지열수의 온도는 69.4℃를 지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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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의 MT 탐사

2차 지구 선정을 한 첫 번째 시도로서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 MT 탐사를 수행

하 다. 제주도는 지 까지 어떠한 지열징후도 보고된 바는 없으나, 남한에서 가장 최

근까지 화산활동이 있었던 화산섬이고 한 지 까지 제주도에서 수행된 부분의 시

추는 지하수 개발을 해 주로 해안가에서 이루어져 한라산 산간 지역에서의 지열부

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 

지열부존 가능성을 타진하고 제주도 심부 지질구조 악을 목 으로 MT 탐사  가청

주 수 역 MT (AMT) 탐사를 수행하 다.  

그림 3.3.7은 제주도에서 수행된 두 개의 남-북 방향의 탐사 측선과 이로부터 약 480 

km 떨어진 일본 Kyushu 지역에 설치한 원거리 기 의 치를 보여 다. 두 측선은 

한라산을 기 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약 25 km 떨어져서 산간 지역을 통과하도록 배

열하 으며 측선의 총 연장은 Line-E가 19.4 km, Line-W가 약 20.7 km이다.  측 은 

략 1 km 간격으로 Line-E에 17개, Line-W에 16개의 총 33개 측 에 하여 AMT  

MT 탐사 자료를 획득하 다. 측정에 사용된 탐사기기는 캐나다 Phoenix Geophysics 

사의 MTU-5A로 Kyushu의 원거리 기 에 1 , 제주 장에 3  등 총 4 가 투입되

었다. MTU-5A 시스템은 기장 2성분, 자기장 3성분의 텐서 측정이 가능하며 GPS를 

통하여 시간동기화가 이루어진다. 한, 자기장 센서만 교체하면 AMT (10,400 Hz ~ 

0.35 Hz)  MT (317.6 Hz ~ 0.00034 Hz) 주 수 역의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3.3.7. MT 탐사 측선도. 한라산의 동쪽과 서쪽에 두개의 남북방향 측선. 원거리 

기 은 약 480 km 떨어진 일본의 Kyushu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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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탐사는 야간 즉, 오후 5:00부터 다음날 오  8:00까지 MT 역의 자료를 획득하

고 아침에 자료를 PC에 내려받은 후, 자기장 센서를 교체 설치하여 오  10:00부터 오

후 2:00까지 4시간 동안 AMT 역의 자료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모든 측

에서 x 방향은 자북을, y 방향은 나침반의 동쪽을 가리키도록 기장  자기장 센서

를 설치하 으며, 자료처리 시에는 우리나라  일본의 편각을 보정하여 최종 으로 x

는 진북 방향을, y는 동쪽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

우선 AMT 주 수 역에서 거리에 따른 원거리 기 의 효과를 살펴보기 하여 

측  JJE415의 자료를 동시에 측정된 다른 3개의 측 , 즉 약 1 km 남쪽에 치한 

JJE405,  약 26.5 km 떨어진 서쪽 측  JJW380, 그리고 일본 Kyushu의 원거리 기

을 각각 원거리 기 으로 이용하여 자료처리 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이때  10 

Hz 이하의 주 수에서는 AMT용 자기장 센서의 감도가 격히 떨어지며 한 MT 

역에서도 자료가 얻어지게 되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a) single site     (b) 1 km             (c) 26.5 km         (d) 480 km

그림 3.3.8. AMT 주 수 역에서 거리에 따른 원거리 기 의 효과.

먼  다른 측 의 자기장 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a)를 보면 60 Hz 역에서 특히 

xy 방향성분의 자료의 질이 나쁘며, 3 kHz 부근에서 yx 방향 성분의 겉보기 비 항이 

잡음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 한편 1 km 남쪽에 치한 JJE405 측 의 자기장 자료를 

이용하여 처리한 (b)를 보면 60 Hz에서는 약간 개선되고 3 kHz 부근의 yx 방향 겉보

기 비 항의 연결성이 매우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천부의 기비 항을 1,000 ohm-m 이라할 때, 3 kHz에서의 표피심도는 약 290 m

이며 심부로 내려갈수록 기 도도가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1 km 떨어져도 평면  가

정을 만족할 정도의 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26.5 km 떨어진 서쪽 측선의 JJW380 측

의 자기장 자료를 이용하여 처리한 결과인 (c)를 보면 60 Hz 부근의 상왜곡이 많이 

어들은 반면에, 고주 수 역에서의 xy 방향 겉보기 비 항 자료의 연결성이 나빠

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비교해 480 km 떨어진 일본 Kyushu 측 의 자기장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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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결과를 보면 60 Hz 부근의 잡음은 완 히 억제되고, 고주 수에서 xy 방향 자

료의 연결성은 좋아졌으나 반 로 yx 방향의 자료의 연결성이 좋지 않게 나타난다. 이

는 곧 고주 수 역에서 26.5 km 이상이면 잡음의 상 성이 없이 단지 신호의 질에만 

좌우됨을 말해주며 어떤 원거리 기 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장탐사 시 서로 떨어진 두 측선 는 측 을 히 조화시켜 AMT 역의 상호 원

거리 기 으로 이용하고, MT 역에 해서는 일본 동북지방의 Esashi  Wakuya

에 구축된 구 모니터링 자료를 원거리 기 으로 이용한다면 은 비용으로 모든 

역에 걸쳐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원거리 기  처리된 AMT  MT 자료로부터 tipper, coherency, 겉보기 비 항 

 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잡음에 심하게 오염되거나 분산이 큰 자료를 수동으

로 제거하고 최종 으로 2차원 역산에 사용될 주 수에 따른 겉보기 비 항과 상을 

얻는다. 2차원 역산을 하여 우선 두 개의 측선에 하여 주향이 측선과 직교한다는 

가정 하에 MT 임피던스를 측선방향으로 회 시켜 자기장이 주향과 평행한 성분(TM 

mode)과 수직한 성분(TE mode)을 계산하고, 이  TM 모드에 한 겉보기 비 항과 

상을 역산에 이용하 다. 측선은 Line-E가 N5°W, Line-W가 N15°E 방향을 가지며 

각각의 측 간의 거리는 해당 측선 상에 투 (projection)시킨 거리를 사용하 다. 총 

33개 측 들 에서 잡음이 극심한 측 들 3개를 제외하고 두 측선에 각각 15개 측

의 자료를 이용하 다.

2차원 역산에는 자료의 Bayesian likelihood를 최 로 하여 모델의 regularization 

parameter를 조 하는 최소자승역산(Uchida, 1993)을 이용하 으며 이때 모형반응계산 

알고리듬은 유한요소법이다. 이때, 겉보기 비 항과 상 자료의 자료오차(error bar)의 

크기에 따라 가 치를 주도록 하 으며 겉보기 비 항의 최소 자료오차(minimum 

noise)는 1%로 가정하 다. 역산에 사용된 자료는 1) Dataset1: 통상 인 MT탐사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로서 97 ~ 0.011 Hz의 주 수 에서 53개의 주 수 자료와 2) 

Dataset2: AMT+MT 자료로서 4,400 ~ 0.0034 Hz 의 주 수에서 27개 주 수로 구성된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MT 탐사에 있어서 고주 수 자료의 효용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그림 3.3.9는 Line-E에 하여 에서 설명한 두 가지 dataset을 이용하여 수행한 역

산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두 결과는 체 으로 유사하지만 100~200 m 의 천부구조에

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측  475 부근에서는 천부뿐만 아니라 심부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97 Hz 이하의 MT 주 수 역만을 사용하는 경

우(b)는 천부의 고비 항층에 한 정보가 락되어 역산결과 지표 직하부에 비 항

층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이 1 km 이상의 심부의 결과에도 향을 미쳐 측  455와 

475사이의 1.5 km 부근 심도에서 기비 항의 격한 변화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a)

의 경우는 천부의 고비 항층을 구별해낸 결과로 1.5 km 하부의 기비 항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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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와 같은 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3.3.9. MT탐사와 AMT+MT 탐사자료의 역산 결과 비교.

그림 3.3.10. 측  JJE405와 JJE475에서 측정자료( )와 그림 3.3.9(b) 모델로부터 계산된 

이론 인 자료(실선). 

그림 3.3.10은 측  405와 475에서 AMT  MT 측정자료( )와 97 Hz 이하의 MT 

자료만을 가지고 역산한 그림 3.3.9(b) 모델로부터 계산된 이론 인 (실선) 겉보기 비

항과 상을 비교한 것이다. 두 측 에서 역산에 사용된 97 Hz 이하의 주 수에 해

서는 이론값과 측정값이 매우 잘 일치하여 역산결과의 신뢰성을 말해 다. 측  405의 

경우는 100 Hz 이상의 주 수가 역산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97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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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주 수 에서 천부에 존재하는 고비 항층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100 Hz 이상의 주 수에 해서도 상당히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측  

475의 경우는 MT 주 수 역만으로는 천부의 고비 항층에 한 정보가 미약하여 역

산에서 천부에 고비 항층을 생성하지 못했고 따라서 100 Hz 이상 주 수에서는 이론

값과 측정값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천부구조의 불충분한 정보가 심부구조의 

역산결과에도 향을 미치게 되어 그림 3.3.9(b)에서 측  475 부근의 심도 1 km 하부 

구조에서 격한 기비 항의 변화와 같은 거짓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반 으로 기비 항이 높은 지질구조에서는 MT 탐

사와 더불어 AMT 탐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 으로 단된다

그림 3.3.11. Line-E와 Line-W에 한 TM 모드 역산 결과.

그림 3.3.11은 제주도에서 수행된 두개의 측선 Line-E와 Line-W에 하여 AMT와 

MT 자료를 모두 이용한 TM 모드 역산 결과이다. 역산결과에서 특징 으로 지표 하부 

수백 m 이내에서 10 ohm-m 내외의 낮은 기비 항을 보이는 층이 두 측선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두 측선 모두에서 이 층은 앙부에서는 깊게, 양단부에서는 얕게 

나타나고 있으나, 앙부와 양단의 고도가 300~400 m 정도 차이가 나므로 이를 감안

하면 이 층은 체 으로는 거의 수평 인 층서를 보이며 부분 으로 고 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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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층은 제주도의 해안을 따라 굴착된 많은 시추결과에서 나타난 

미고결상태의 퇴 층으로 해석되며, 이 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시추 치에 따라 해수

면 하부 수십 m 에서 수백 m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 졌다(이상규 등, 1994; 

고기원과 윤선, 1997). 그림 3.3.9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측  395(Line-E)와 

360(Line-W)을 심으로 비 항 구조가 4 km 이상 심부까지 발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 항 이상이 두 측선의 앙부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주도 하부에 아직 식지 않고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는 과거의 화산분출 통로 혹은 제

주도의 장축방향을 따라 발달해 있는 심부 쇄  등의 지질학 인 구조에 의한 향

일 가능성과 측선의 양단과 앙에서 주변 바다의 향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가

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으며, 만약 자의 경우라면 제주도에서 지열개발 가능성을 시

사하는 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해서는 향후 MT 탐사 모델링, 

MT 추가 탐사  3차원 역산해석을 통한 심부 지질구조 규명, 그리고 심부시추 등의 

추가 인 연구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102 -

제 4  지형을 고려한 3차원 MT 탐사 역산 소 트웨어 개발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형이 많은 곳에서는 이들 3차원 지형에 의하여 MT 탐사자

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으나 지 까지는 지형을 고려할 수 있는 3차원 MT 탐사 모델

링 기법의 부재로 인하여 3차원 지형에 의한 MT 탐사자료의 왜곡에 한 고찰이 충분

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실이다. 본 연구사업의 2004년도 탁과제에서 지형을 

고려한 3차원 MT 탐사 모델링 소 트웨어를 성공 으로 개발하여 3차원 지형에 한 

MT 탐사자료의 왜곡에 한 고찰이 가능하 다.

당해연도에는 년도에 개발된 지형을 포함하는 3차원 MT 탐사 모델링 알고리듬을 

바탕으로, 우선 주 수에 따른 3차원 지형의 지형효과를 고찰하고 평탄한 지형에 한 

3차원 역산 알고리듬을 개발하 다. 이로부터 3차원 지형효과가 포함된 몇몇 지형 모

델에 한 이론 인 자료에 하여 지형보정을 통한 3차원 역산을 수행하 다. 

3.4.1. 평탄한 지형에서의 역산

정 효과를 포함하는 역산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목 함수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귀결

된다(Sasaki, 2001b).

( ) 22 2 2( 1)k
d mU λ ε κ+⎡ ⎤= Δ − Δ − + + Δ +⎢ ⎥⎣ ⎦

W d J m Hs W Lm m s
.       (3.4.1)

의 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문제는 다시 다음과 같은 측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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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오차와 모형오차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해, 자료의 rms 

오차가 정 수 이 될 때까지 역산 과정을 반복한다. 자료의 rms 오차는 겉보기비

항과 상의 오차를 포함한 아래와 같은 형태이다.

( ) ( )
2 22

1

4

nRx nFrq

i i
irms

nRx nFrq

φρ ω φ
× ×

=

Δ + ×Δ
=

× ×

∑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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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Rx는 체 수신 의 개수, nFrq는 사용 주 수의 개수, ωφ는 상의 가 치이

다. 하나의 수신 에서 4개의 자료(두 가지 분극에 한 겉보기비 항과 상)를 얻기 

때문에, 분모에 제시한 4×nRx×nFrq는 총 자료의 수이다. 

Lagrange 곱수 λ를 식 (3.4.3)의 rms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으로 결정하기 해, 각 

역산 단계에서 trial and error법으로 결정하 다. 즉, 각 역산 반복 시에 3개의 

Lagrange 곱수에 해 rms 오차를 계산한 뒤, 이  rms 오차가 가장 작은 경우의 λ

를 그 반복에서의 최 의 λ값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이 하면 Lagrange 곱수가 바뀔 때

마다 목 함수가 변경되므로 매 반복마다 모형반응계산과 식 (3.4.2)의 행렬식의 계산을 

여러 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체 으로는 가장 합한 λ값을 찾아 사용하

므로써 은 반복으로 해에 수렴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김희  등, 2004). 정 효과의 

향을 결정하는 Lagrange 곱수인 κ는 역산 과정에서 상수로 고정하 다. 이때 정 효

과는 zero-sum static shift와 Gaussian static shift  어느 하나를 따른다고 선택할 수 

있다(Sasaki, 2001b).

그림 3.4.1. 3차원 MT 역산 알고리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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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ian은 그린함수의 상반성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이 때, 모형매개변수는 기

비 항의 수(lnρ)로 하 다. 계산의 효율을 높이기 해, 근사 Jacobian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Sasaki, 2001a). 즉, 기의 균질한 모델에 한 Jacobian을 계산하여 

역산을 시작하고 역산 과정에서 정확한 Jacobian을 한번만 구한 다음 이후에는 

Broyden법(Press et al., 1992)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한 정확한 Jacobian

의 계산 시에도 몇 개 주 수에 해서만 계산하고, 그 외의 주 수에 해서는 계산

된 값을 이용하여 보간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듬의 모식도를 그

림 3.4.1에 표시하 다. 

이상과 같은 알고리듬으로 평탄한 지형에 한 MT 탐사 자료의 역산을 수행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그림 3.4.2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 다. 배경매질의 기비 항이 

100 ohm-m인 반무한 공간에 5 ohm-m 비 항 이상체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로 비

항 이상체는 모형 내에서 좌측에 치우쳐 있으며 크기는 0.4 km × 0.8 km × 0.6 km

이다. 그림 3.4.2의 선  실선은 모형반응계산에 사용한 격자를 나타낸다. 한 실선

은 역산에 사용한 격자를 보여 다. 주 수는 1, 2.2, 4.6, 10, 22, 46, 100 Hz로 7개 주

수를 사용하 고 역산 반복 횟수는 총 5회이다. MT 탐사자료는 유한차분법에 기

한 모형반응계산 알고리듬(Sasaki, 1999)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3%의 Gaussian 잡음

을 포함시켰다. 이 유한차분 모델링 알고리듬은 격자 에서(그림 3.4.2에 ×로 표시) 겉

보기 비 항과 상을 계산한다.

그림 3.4.2. 지형기복이 없는 평탄한 3차원 모델. 

그림 3.4.3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3차원 역산 로그램을 이용한 역산 결과를 각 심

도별로 도시한 것이다. 역산 결과는 이상체의 치  심도 연장을 잘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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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3차원 역산 결과로 구해진 기비 항 구조의 심도별 단면도.

3.4.2. 주 수에 따른 지형효과의 고찰

만일 지형에 의한 효과가 주 수와 무 하게 겉보기 비 항 값만을 변화시킨다면 지

형에 의한 효과를 정 효과로 간주하여 이를 역산에 있어서 목 함수에 포함하여 함께 

역산을 하거나(Sasaki, 2001b), 정 효과를 보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Jones, 1988)을 

이용하여 보정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지형에 의한 효과의 주 수에 따른 이를 고찰하

기 해 그림 3.4.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세 개의 수신  치에서 평탄한 지표의 2층 

구조 모형과 지형이 있는 2층 구조 모형에 해 Zxy 분극에 한 MT 반응을 계산하

다. 이때 그림 3.4.4(b)의 지형 모형의 정상부의 주향방향(y축 방향) 길이가 각각 0.5 

km와 1.3 km인 두 가지 모델에 해 반응을 계산하 다.

그림 3.4.4. 지형효과를 비교하기 한 평탄한 지형(a)과 언덕 모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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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에서 윗 은 주 수에 따라 겉보기 비 항을 log-log 도표에 그린 것이고, 

아랫 은 주 수의 log 값에 상을 도시한 것이다. 각 수신 에서 편평한 모형과 지형

기복이 있는 언덕모형의 겉보기 비 항  상 그래 를 비교해보면 치에 따라 정

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지형에 의한 겉보기 비 항의 왜곡이 주 수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비록 작은 값이지만 상도 주 수에 따른 왜곡의 정

도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 지형기복과 수신 의 치 계에 따라서도 지형

의 향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지형효과를 정 효과로 취 하여 보정

하거나 역산 내에서 목 함수로 포함시켜 동시에 역산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안으로 모델링을 통한 지형만의 반응을 계산하여 보정

하는 지형보정 방법을 이용하여 MT 탐사자료에 포함된 지형에 의한 효과를 우선 보정

하고 이를 3차원 MT 역산에 용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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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편평한 모형과 언덕모형에 한 그림 3.4.4의 세 수신 에서의 겉보기 비

항  상 곡선. 

3.4.3. 지형보정에 의한 역산

3.4.3.1 지형보정 이론

지형보정에 한 연구는 2차원 기 탐사자료의 지형보정(Fox et al.. 1980)으로부터 

시작되어, Holcome and Jiracek (1984)이 3차원 기탐사 문제에 하여, 이후 Jirac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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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89)과 Chouteau and Bouchard (1988) 등이 2차원 MT 탐사 자료에 하여 연

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들에 기 하여 3차원 MT 탐사 자료에 한 지형

보정에 해 고찰해보고 몇 가지 모델에 하여 지형보정  3차원 역산 결과를 제시

하고자 한다.

지형에 의해 왜곡된 3차원 MT 탐사 자료를 보정하기 한 지형보정계수로 변형텐

서(distortion tensor)를 이용한다. 기장  자기장에 한 변형텐서(DE, DH)에 지형에 

의한 왜곡이 없는 지하 매질 만에 의한 기장(EU)  자기장(HU)을 곱하면 지형에 의

해 왜곡된 기장(ED)  자기장(HD)과 같아진다고 가정하며(Jiracek et al., 1989) 이들

의 계식은 아래와 같다.

ED(f,r) = DE(f,r)․EU(f,r),         (3.4.4)

HD(f,r) = DH(f,r)․HU(f,r).         (3.4.5)

여기서, ED, DE, EU, HD, DH, HU는 모두 주 수(f)와 측정 치(r)의 함수이다. 먼  기

장의 보정에 해 논의한 뒤 자기장에 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식 (3.4.5)에서 ED는 실제 탐사에서 얻은 자료이므로 기장 변형텐서(DE)를 알 수 

있다면 EU를 얻을 수 있다. 이에 해 자세히 알아보기 해 식 (3.4.5)를 행렬식으로 

표 하면 아래와 같다.

D E E E U
x xx xy xz x
D E E E U
y yx yy yz y
D E E E U
z zx zy zz z

E D D D E
E D D D E
E D D D E

⎛ ⎞ ⎛ ⎞⎛ ⎞
⎜ ⎟ ⎜ ⎟⎜ ⎟

=⎜ ⎟ ⎜ ⎟⎜ ⎟
⎜ ⎟ ⎜ ⎟⎜ ⎟
⎝ ⎠ ⎝ ⎠⎝ ⎠ ,        (3.4.6)

변형텐서 DE는 기장에 미치는 지형의 향만을 반 하는 변형계수라는 가정 하에, 

반무한 균질 매질에서의 기장(Eh)과 이 반무한 매질에 지형이 있을 때의 기장(Et)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Et(f,r) = DE(f,r) ․ Eh(f,r).         (3.4.7)

행렬 표 으로는 다음과 같다.

t E E E h
x xx xy xz x
t E E E h
y yx yy yz y
t E E E h
z zx zy zz z

E D D D E
E D D D E
E D D D E

⎛ ⎞ ⎛ ⎞⎛ ⎞
⎜ ⎟ ⎜ ⎟⎜ ⎟

=⎜ ⎟ ⎜ ⎟⎜ ⎟
⎜ ⎟ ⎜ ⎟⎜ ⎟
⎝ ⎠ ⎝ ⎠⎝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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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서는 수직방향의 류 흐름이 없기 때문에, z → 0으로 가면서 지표에서의 수

직방향 기장은 "0"이 되므로(Jiracek et al., 1989), 식 (3.4.8)의 Ez
h
 과 식 (3.4.6)의 Ez

U
 

는 모두 "0"이 된다. 그러므로 기장 변형텐서의 3열과 Ez
U

 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이

에 기 하여, 식 (3.4.7)과 식 (3.4.8)은 아래와 같이 단순화된다.

D E E U
x xx xy x
D E E U
y xy yy y

E D D E
E D D E

⎛ ⎞ ⎛ ⎞⎛ ⎞
=⎜ ⎟ ⎜ ⎟⎜ ⎟⎜ ⎟ ⎜ ⎟⎜ ⎟

⎝ ⎠ ⎝ ⎠⎝ ⎠ ,         (3.4.9)

        

t E E h
x xx xy x
t E E h
y yx yy y

E D D E
E D D E

⎛ ⎞ ⎛ ⎞⎛ ⎞
=⎜ ⎟ ⎜ ⎟⎜ ⎟⎜ ⎟ ⎜ ⎟⎜ ⎟

⎝ ⎠ ⎝ ⎠⎝ ⎠ .         (3.4.10)

Et와 Eh를 Zxy, Zyx 분극에 해 계산하면, 기장 보정을 해 필요한 기장 변형텐서

를 식 (3.4.11)에서 구할 수 있다. 각 분극에서의 Et와 Eh 값을 이용하여 변형텐서를 구

하는 식을 아래에 기술하 다. 단, 아래 첨자 1은 Zxy,, 2는 Zyx 분극을 의미한다.

1 2 2 1 2 1 1 2
1 2 2 1

1 2 2 1 2 1 1 2

/( )
E E t h t h t h t h
xx xy x y x y x x x x h h h h

x y x yE E t h t h t h t h
yx yy y y y y y x y x

D D E E E E E E E E
E E E E

D D E E E E E E E E
⎛ ⎞ ⎛ ⎞− −

= −⎜ ⎟ ⎜ ⎟⎜ ⎟ ⎜ ⎟− −⎝ ⎠ ⎝ ⎠ . (3.4.11)

요약하면, 식 (3.4.11)에서 기장 변형텐서를 계산한 뒤, 이를 식 (3.4.9)에 입함으로

써 지형에 의해 왜곡된 기장을 구할 수 있다.

기장과 달리 자기장의 경우, 비록 평탄한 지표일지라도 3차원 이상체가 존재할 때

는 z 방향 자기장 Hz
U
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장 변형텐서(DH)의 3열을 무시할 수 없

다. 그러나 균질 반무한 공간에서는 z 방향 자기장 Hz
h
는 "0"이기 때문에, DH의 3열에 

해서는 계산할 수 없게 되어 DH의 3열을 논의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정

의 오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형에 의한 MT 반응의 왜곡은 부분 

기장에 의해 일어나고 기장에 비해 자기장은 지형에 의한 격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장의 왜곡 한 지형을 따라 흐

르는 류에 의한 것이고 류의 흐름이 주로 분극방향이므로 자기장의 왜곡은 주로 

분극에 수직한 방향으로만 발생할 것으로 상되므로, DH 성분  비 각 성분은 논의

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즉, 식 (3.4.5)에서 MT 반응계산과 련된 수평방향 자기장은 다

음과 같이 간단히 근사한다.

,

.

D H U
x xx x

D H U
y yy y

H D H

H D H

=

=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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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형 텐서는 각 분극에서의 Ht와 Hh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 .

H t h
xx x x

H t h
yy y y

D H H

D H H

=

=              (3.4.13)

이상의 논의에서는 3차원 지형에 의해 왜곡된 기장 는 자기장값 자체에 해 

보정함으로써 지형효과에 해 보정하는 것에 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2차원인 경우, 

각 분극에 해 자기장과 기장이 각각 한 성분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정의 과정이 

매우 단순해진다. 즉, 지형과 이상체 모두 2차원인 경우엔 각 자기장 성분에 한 변

형 텐서가 아닌 2차원 임피던스에 한 변형텐서 D와 2차원 임피던스의 계는 아래

와 같이 표 된다(Chouteau and Bouchard, 1988). 

D U=Z DZ .               (3.4.14)

여기서, ZD는 지형에 의해 왜곡이 일어난 임피던스이며, ZU는 보정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지형효과가 제거된 지하 이상체에 의한 임피던스이다. 여기서, 균질 반무한 매질

에 한 임피던스 Zh와, 이 매질에 지형이 있는 모형에 한 임피던스 Zt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변형텐서 D는 아래식과 같이 계산한다.

/h t=D Z Z .            (3.4.15)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 한 3차원 지형보정과 함께, 식 (3.4.14)과 식 (3.4.15)에 단순

히 본 연구에서의 3차원 모형에 한 임피던스 값들을 입하는 방식으로도 지형보정

을 시도해보았다. 2차원과 동일하게, 임피던스 변형텐서를 통해서 3차원 지형보정을 하

는 것에는 많은 오차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3차원 지형보정

에서 자기장 보정 시의 오차뿐 아니라, 변형텐서의 정의  변형텐서를 구하는 과정 

자체에 많은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의미있는 시도라 생각된다. 실

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 보정 결과는 비슷하 다. 지형에 한 고려없이 행한 역산 

결과보다, 비록 많은 오차를 내포하는 가정 하에 기 하 지만, 지형보정을 통해 보정

한 자료를 이용한 역산 결과가 지하 매질에 한 해석에 큰 도움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다음 에 제시한 지형보정 결과는 임피던스 변형텐서에 기 한 보정을 

통해 얻은 값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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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지형보정  보정한 자료의 역산

이상과 같은 지형보정의 용성을 확인하기 해 지형을 가진 모형에 하나의 이상

체가 있는 모형을 고려했다. 이 이상체는 한 가지 형태의 이상체가 고비 항과 비

항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가정했으며 그림 3.4.6과 같이 2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이상체에 하여 지형보정  역산을 수행하 다. 이들 모형에 해 MT 반응을 계산

하고 지형에 하여 보정하지 않은 자료로 역산한 결과와 보정한 자료로 역산한 결과

를 비교하 다. 역산은 Sasaki(2001a)의 3차원 MT 역산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a)  

(b)  

그림 3.4.6. 지형보정  역산을 한 두 가지 모형.

그림 3.4.6에 보인 바와 같이 지형을 가진 배경 매질의 기비 항은 100 ohm-m이

며, 지형은 3차원 인 사다리꼴 언덕이다. 이 언덕은 x, y 방향으로 모두 2 km (x, y = 

-1 km ~ 1 km)에 걸쳐 있으며 심에 x, y 방향으로 모두 0.45 km (x, y = -0.225 km 

~ 0.225 km)의 편평한 0.45 km 높이의 정상이 있다. 이들 모형을 도시한 그림 3.4.6에

서 선  실선은 모델링 격자를 나타내며, 실선은 역산 격자를 나타낸다. 



- 111 -

모형 1 (그림 3.4.6(a))은 이상체가 산 정상의 심으로부터 산의 한쪽 바닥 모서리까

지 이르는 비교  넓은 범  사각형 형태(x, y = 0.045 km ~ 1 km)로 정상에서 지하 

2 km 심도까지 존재한다. 모형 2(그림 3.4.6(b))는 경사면 간 (x, y = 328.75 m ~ 

716.25 m) x, y 방향으로 모두 388 m 크기의 이상체가 지표에서 심도 2 km까지 존재

한다. 이상체의 기비 항은 배경매질의 1/10인 10 ohm-m의 비 항 이상체인 경우

와, 배경매질의 10배인 1,000 ohm-m의 고비 항 이상체인 경우에 하여 역산을 수행

하고 고찰하 다.

MT 반응을 계산하는 지표의 수신 은 그림 3.4.6의 xy 단면도 상에 '×'로 표시하

으며 총 12개의 측선이 있고 각 측선당 12개의 수신 이 존재하여 총 144개 수신 이 

있다. 주 수는 1, 2.2, 4.6, 10, 22, 46, 100 Hz로 모두 7개 주 수를 이용하 고 역산의 

반복 횟수는 5회로 하 다.

지형보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해 모델 1에서 이상체의 기비 항이 1,000 ohm-m

인 경우와 10 ohm-m인 경우 주 수 1 Hz에 하여, 2, 4, 6, 8, 10 , 12 번 측선에서의 

MT 반응 결과와 지형 보정한 결과, 그리고 평탄한 지형일 경우의 반응을 그림 3.4.7에 

비교 도시하 다. 

두 경우 모두에서 지형에 의해 왜곡된 MT 반응('×' 로 표시)은 평탄한 지표면에서

의 반응('▲' 로표시)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상체의 기비 항이 

1,000 ohm-m 인 경우는 지형보정을 한 자료('O'로 표시)가 부분 평탄한 지표면에서

의 반응에 근 한 반응을 보 으나 이상체의 기비 항 10 ohm-m로 배경매질보다 

낮은 경우는 보정량이 충분치 못한 경향을 보 다. 여기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상체가 

지표까지 연장되지 않은 모델에서는 고비 항 이상체나 비 항 이상체에서 모두 지

형보정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비 항 이상체가 지형 표면에 

넣게 분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형보정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 을 

알 수 있다.

자료들의 역산 결과 역시 MT 반응  보정 자료의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지형보정을 하지 않은 자료로 역산한 경우, 부분의 결과는 언덕 지형의 향으로 천

부에 비 항 가 넓게 나타나는 잘못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보정한 자료

의 역산 결과는 10 ohm-m 이상체가 있는 모형 1의 결과(그림 3.4.8)를 제외하면 체

로 이상체의 치를 잘 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4.9, 3.4.10, 3.4.11). 지형보

정한 자료  보정한 자료를 이용한 역산은 지표에 비 항 가 넓게 분포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형에 의해 왜곡된 자료를 역산

한 결과로부터 이 자료를 지형에 하여 고려하지 않고 해석한다는 것은 매우 험한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복잡한 3차원 지형이 MT 탐사자료를 얼마나 왜곡시키며 이러한 왜곡이 3

차원 역산에서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 지형보정 방법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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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형에 의한 왜곡을 상당부분 보상하여 3차원 역산에서 지하구조를 반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역산모델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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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모델 1에서 이상체의 기비 항이 1,000 ohm-m인 경우(a)와 10 ohm-m인 

경우(b)의 MT 반응(x)과 지형 보정한 결과(o), 그리고 평탄한 지형일 경우(▲) 겉

보기 비 항  상 곡선의 비교. 주 수는 1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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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모델 1에서 이상체의 기비 항이 1,000 ohm-m인 경우, 지형보정하지 않

은 자료(좌)와 보정한 자료(우)를 이용한 역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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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모델 1에서 이상체의 기비 항이 10 ohm-m인 경우, 지형보정하지 않은 

자료(좌)와 보정한 자료(우)를 이용한 역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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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모델 2에서 이상체의 기비 항이 1,000 ohm-m인 경우, 지형보정하지 않

은 자료(좌)와 보정한 자료(우)를 이용한 역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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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z = 0 ~ 0.2 km (b) z = 0.2 ~ 0.6 km (c) z = 0.6 ~ 1.2 km

(d) z = 1.2 ~ 2 km (e) z = 2 ~ 3 km

그림 3.4.11. 모델 2에서 이상체의 기비 항이 10 ohm-m인 경우, 지형보정하지 않은 

자료(좌)와 보정한 자료(우)를 이용한 역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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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2003년 1월 착수후 3차년도인 년 11월까지 연구개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먼  1

차년도인 2003년도까지는 지표지질조사, 인공 성 자료 독, 2차원 MT 탐사 결과 등

을 종합하여 심부 쇄 의 부존 상황을 해석하고 두개의 조사 시추공의 굴착을 착수

하 다. 그 후 2차년도인 2004년도에는 조사 시추공의 심도 1.5 km 굴착에서 공 온도 

70 C, 최  양수 가능량 1,000 m
3
/day 으로 지열수 부존 류층이 발견하 고, 한 

국내최 로 MT 탐사자료를 이용한 심부 지하구조의 3차원 상화를 통하여 좀더 정확

하게 지열 류층  쇄 의 부존 상황을 악할 수 있었으며, 한 양수시험과 병

행한 SP 모니터링을 통하여 쇄 와 련된 지열수 류층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기 로 2004년 7월에 2 km 심도의 지열수 개발공을 착공하게 

되었으며 당  계획으로는 3차년도인 당해연도 4월말에 개발공이 완공될 정이었다. 

그러나 개발공 시추를 담당한 업체의 기술 인 문제로 인하여 올해 8월까지 1 km 

심도까지만 굴착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새로운 굴착업체를 선정하여 11월말 재 400 

m 심도까지 굴착이 진행 이다. 따라서 당  계획하 던 지열수 류층 평가  이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이는 4차년도인 2006년도에 이루어질 정

이다. 

따라서 당해연도에는 재 굴착되어 있는 1.5 km 심도 조사 시추공(BH-2)에서 2회

에 걸친 양수시험과 SP 모니터링, BH-2에서의 심도별로 채취된 지열수와 양수시간 별 

지열수의 지구화학   동 원소 분석, 그리고 포항지역 지열수의 근원을 밝히기 

한 각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포항 지역뿐만 아니라 국의 고온성 온천수를 채취하여 

지화학  동 원소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하 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고온성 온천수

는 쥬라기 화강암류  백악기 화강암류와 하게 련이 되어 있으며, 각각의 수질 

특성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 다. 한 포항지역의 온천수의 기원은 해수와 다르며 우

리나라 동해안의 고온성 온천수의 동 원소 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

인 사업의 확  시에 지연 시간을 없애기 하여 2차 사업지구 후보지인 제주도와 

인천 역시 강화군 석모도에서 심부 지질구조 규명을 한 MT 탐사를 수행하 다. 이

러한 탐사 결과는 4차년도에 3차원 심부 지하구조 상화로 이어져서 2차 사업지구의 

시추 후보지를 추천하게 될 것이다.

국의 고온성 온천수에 한 지구화학   동 원소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

온성 온천수가 모두 백악기  쥬라기 화강암의 부존과 계있음을 밝힌 성과 이외에

도, 기술 인 면에서  다른 성과는 외국에서도 쉽게 시도되지 않은 500 km (포항-일

본 Kyushu) 원거리 기 을 이용하여 3차원 MT탐사를 수행하고, 주변 바다의 향을 

고려한 3차원 역산을 수행하여 심부 지하구조의 3차원 상화에 성공한 것과 양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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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루어지는 자동 자연 (SP) 측은 최  128개 측 에서 2분 간격으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양수량, 수  등과 동시에 해석함으로써 지열수의 흐름을 

악할 수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탁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지형을 고려

한 3차원 MT 탐사 모델링  역산 알고리듬은 국내의 복잡한 지형을 정확히 반 할 

수 있도록 벡터 유한요소법을 동원하여 성공 으로 개발되었으며 앞으로 지형변화가 

복잡한 제주도를 시하여 우리나라 여러 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심부 지하구조 3차원 상화 기술은 앞으로 국 으로 심부 지열수 자원 개발이나 

방사성 폐기물 구 처분장 건설 등 심부 지질구조 상화에 활용될 것이고, 심부 지

하공간 개발 수요에 국산 기술로 처하게 될 것이며 지하 2 km 심도까지의 쇄  

굴착기술, 심부 시추공에서의 물리검층 수행 경험 등은 역시 향후 상되는 각종 심부 

지질조사에 요한 기술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 50 ℃ 이상의 고온 지열수

를 심부로부터 연속 으로 양수하는 동시에 주변에 설치된 극 network을 이용하여 

자동 으로 자연 (SP)를 모니터링하여 류층의 분포 양상을 악하는 기술은 향후 

국내 수리지질 조사분야에서 간편하고 정확한 류층 악 기술로 활용되어 수리지질 

조사 기술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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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업수행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청정 국산 재생에 지 자원인 지열에 지 자원의 극

인 이용에 따른 에 지 수입 비용의 감으로 나타나는데, 먼  경북 포항지역의 집단 

지역난방에 활용되어 집단 지역난방  시설 농/양어, 겨울철 도로 제설에 이르는 단

계  활용기술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랑스 Meaux시의 경우를 를 들면, 지열수의 

온도가 75 C, 생산량이 300 m3/hr 일 경우(생산  환원공 3개조 완공시) 1년간 생산

되는 총열량은 약 72,000 Gcal가 되므로, 31평형 아 트 4,500 세 의 난방  탕이 

가능하여 1개 지구당 연간 4,000 백만원(경유단가 600 원/l 기 )의 약효과가 기 된

다. 

한 제주도를 시하여 강화군 석모도의 고온수 용출 지역, 강원도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서의 심부 지열수 자원 개발사업 착수를 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로젝트에도 연계활용될 것이다. 더욱이 국가 략  기반 

기술인 심부 지하조사  시추기술의 확보로 시 히 해결해야 할 방사성 폐기물 처분

장 부지 선정  건설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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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국제 지열 회(International Geothermal Association; IGA)에서는  세계 각 나라

의 지열 개발  활용 황, 지하 열 자원 부존량 평가, 활용기술의 최신 연구 개발 동

향 등에 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1995년부터 매 5년 마다 세계지

열회의(World Geothermal Congress)를 개최하고 있다. 1995년에는 이탈리아의 Firenze

에서, 2000년에는 일본의 Beppu  Morioka에서 열렸으며, 올해의 WGC 2005는 터키 

지 해 연안의 유명한 휴양지 Antalya에서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이번 

WGC2005에서 발표된 논문들  직 이용의 최신 기술 동향에 한 것은 단연 지열 

열펌  활용을 한 지구과학  근을 꼽을 수 있다. 한 한때 경제성에 의문이 있

어 주춤했던 고온암체(Hot Dry Rock; HDR) 기술이 좀 더 포 인 의미의 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라는 기술명으로 차세  지하 열 자원 기술로 확실히 자리매

김한 것도 요한 추세라 하겠으며 이러한 기술동향이 앞으로 우리의 연구개발이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은 두말할 나 가 없다. 

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은 종래에 온도는 300 ℃ 이상으로 매우 높으나 

류층이 발달하지 않은 화강암체에 인공 으로 수압 쇄를 수행하여 물을 주입하고 이를 증

기로 회수해 발 을 수행코자 했던 고온암체(Hot Dry Rock; HDR) 기술을, 200 ℃ 내외( 는 

그 이하)의 온  미약한 투수성을 갖는 지층까지를 포함하도록 발 시킨 개념으로서  

세계 으로  European Commission (EC), 미국, 일본, 스 스, 독일  호주 등이 이에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 지열지 에 해당하

며, 호주의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화산활동과 련한 고온 지하 열 자원이 부존하지 

않으나 재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Cooper Basin의 심부는 지온경사가 60 ℃/km 까지 

올라가는 고온 지 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GS의 최신 사례는 역시 EC, 독일, 랑스  스 스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Soultz 

로젝트로(www.soultz.net),  랑스의 독일 경지 인 Alsace 지방에서 지하 5 km 까지 

시추공을 굴착한 후, 강한 압력으로 물을 주입해 화강암에 수압 쇄를 통한 쇄 를 생성시

킨 후 생산공을 통해 증기(증기+물)를 회수하여 발 을 하는 로젝트이다. 그림 6.1은 이 지

역의 치  EGS 개념도를 보여 다. Soultz는 Upper Rhine Graben에 치하며 신생  퇴

층 하부 약 1.5 km 심도에 기반암인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심부 지하구조는 

이미 상당부분 밝 져 있었으며 (Dezayes et al., 2005), 지온증가율이 40 ℃/km 내외로 비교

 높은 지역이어서 1987년에 로젝트가 시작되었다. 1단계로 1997년까지 심도 3,900 m 까

지 조사 시추공(GPK1)이 굴착되어 온도 165 ℃를 확인하 으며 양수시험  순환시험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 다. 그 후 2단계로 1997년부터 주입 시추공(GPK3)과 두 개발 시추공

(GPK2, GPK3)을 5,000 m 심도로 굴착하 으며 2005년 재 기본 인 순환시험을 마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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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림 6.2 참조). 재 Soultz에서는 7 MW의 binary 발 이 가능하며 2010년까지 25 

MW의 발 을 목표로 계속 진행 인데 (Laplaige et al., 2005), 상업 인 성공을 거둔 최 의 

EGS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6.1. Soultz 치도(왼쪽)와 EGS 개념도(오른쪽; Laplaige et al., 2005).

   

그림 6.2. Soultz 로젝트에서 굴착된 4개 시추공의 궤   지질 단면(왼쪽)과 시추공의 

치를 보여주는 사진(오른쪽).

Soultz의 경우 5,000 m 심도에서 약 200 ℃의 온도를 확인하여 평균 지온증가율이 

40 ℃/km 정도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포항 등지에서는 이 정도 수 의 지온증

가율을 보이고 있어 EGS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EGS가 시작되

기 에 이미 심부 지질구조에 한 상당히 많은 조사 자료가 축 되어 있었으며 한 

지열류량 분포 등에 한 오랜 기간의 연구 결과가 축 되어 있었다. 더욱이 EGS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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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 km까지의 방향성 시추(directional drilling 는 deviated drilling), 100 l/s 정도

의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여 화강암 내에 쇄 를 유발시키는 수압 쇄 기술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상 심도 범  내에 쇄  상태를 명확히 규명하는 

기술인데, 심부 탐사  시추공 조사기술을 동원하여 사 에 3차원 인 쇄 의 발달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히 규명하여야 하며, 한 수압 쇄로 인해 쇄 가 생성되면

서 유발되는 인공 미소지진의 정  모니터링을 통한 쇄  발달 상황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6.3). 

그림 6.3. 2004년 9월에 Soultz GPK-4 시추공에서 수압 쇄 실시 후 측한 미소지진 

측자료로 부터 진원지를 추 함으로써 해석한 화강암내 쇄  진행 상황 

(www.soultz.net).

재 우리나라 기술로 시도할 수 있는 구경(최종구경 8 inch 내외) 최  시추심

도는 약 2 km 내외이며, 만약 방향성 시추를 생각한다면 앞서 살펴본 외국의 최신사례

와는 심각한 격차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 시추공을 이용한 인공 미소지진 

측 경험이나 심부 수압 쇄 등의 경험이  없어 단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 EGS를 

장에서 실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재 2 km 심도까지의 굴착을 통해 약 75 

℃ 내외의 지열수를 개발하여 지역난방과 시설 농에 활용코자 하는 시도가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에 의해 경상북도 포항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까지의 결과로서는 

온도  지질구조면에서 밝은 망을 보여주고 있다 (송윤호 등, 2004).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재생에 지 자원의 활용이 실한 우리나라의 실에서 장기 인 계획으로 

EGS를 실 시키기 해 심부 시추 기술을 비롯해서 심부탐사, 수리지질, 시추공조사, 

수압 쇄  각종 모니터링 기술 등 지구과학과 자원공학 분야의 지속 인 기술 개발

에 힘써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 때 앞서 살펴본 선진 사례에 한 철 한 분석은 

기술 개발의 출발 이 되어야 할 것이다.



- 121 -

제 7 장 참 고 문 헌

고기원, 윤선, 1997, 제주도 서귀포층의 지하분포 상태: 1997년도 한지하수환경학회 

“지하수의 환경친화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에 한 추계 국제학술심포지움.

김규한, Nakai, N., 1988, 남한의 지하수  강수의 안정동 원소조성, 지질학회지, 24, 

P. 37-46.

김옥 , 윤선, 길 , 1968, 한국지질도(1:50,000) 청하도폭, 국립지질조사소, 16p

김통권, 이진수, 이승구, 송윤호, 2004, 포항지역 지열수에 한 지화학  고찰, 지하수

토양환경학회 추계학술발표회, p. 101-103 

김형찬, 임정웅, 강필종, 1992, 일 신  지구 온천 종합 조사 보고서, 한국자원연구소 

온천조사보고서, 92-5(No. 87), p.159.

김희 , 남명진, 한 리, 최지향, 이태종, 송윤호, 서정희, 2004, MT 자료의 3차원 역산 

개 , 물리탐사, 7, 207-212. 

노진환, 우경식(1997) 연일층군 탄산염 결핵체의 산출상태, 물상  생성, 지         

질학회지, 33, 210-219. 

문상호, 이철우, 성기성, 김용제, 2000, 포항(성곡)지구 온천공 조사보고서, 한국자원연구

소 온천공조사보고서, 2000-2(No. 273), p. 62.

배두종, 이승구, 김옥환, 홍기균,  1993, 일 성곡지구 온천공 조사보고서, 한국자원연

구소 온천공조사보고서, p. 66.

송성호, 용환호, 2003, “ 수층 이방성 분석을 한 자연  모니터링의 용”, 자원환

경지질, 제36권, 1호, pp. 49-58.

송윤호, 이태종, Toshihiro Uchida, 2005, 가청주 수 역 MT 탐사자료에서 원거리 기

의 효과,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84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p. 183-188.

송윤호외 27인, 2003, 심부지열에 지 개발사업, 일반-03(연차)-0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5p.    

송윤호, 이창범, 박덕원, 김형찬, 이철우, 이성곤, 이종철, 이병태, 박인화, 이태종, 조병

욱, 염병우, 이승구, 이 주, 기원서, 박노욱, 박 수, 임무택, 혜자, 손정술, 임형

래, 황세호, 오재호, 김세 , 이윤수, 김민규, 박  찬, 정용복, 천 성, 김통권, 이진

수, 임성근, 2004, 심부 지열 에 지 개발 사업, 일반사업보고서 일반-04(연차)-0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종 , 이문원, 노진환, 이해경(1994) 통리지역에서의 백악기 화산활동. 지질학         

회지, 30, 342-562.

윤성택, 채기탁, 고용권, 김상렬, 최병역, 이병호, 김성용, 1998, 풍기지역 지하수의 수리



- 122 -

지구화학  환경안정동 원소 특성연구. 지하수환경학회, 5. 177-191.

이 식, 장병욱, 1994. 우리나라 과 서울지역 강수의 안정동 원소 성분. 지질학회

지 30, 475-481.

이 식, 정재일, 1997. 포항강수의 안정동 원소 조성 변화. 자원환경지질30, 321-325.

이상규 외 27인, 1994, 제주도 지열자원탐사  최 활용방안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보고서, 931K101-113AP1, 상공자원부, 235p.

이상규 황학수, 황세호, 이승구, 이 하, 염병우, 문상호, 최 찬, 고동찬, 성낙훈, 박인

화, 이철우, 2000, 해수침투 평가, 측,  방지기술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R-00-(T)-08, p. 474.

조병욱, 이병 , 윤욱, 임 철, 2003, 지하수의 Br:Cl 함량비를 이용한 울산지역 해수침

입 연구, 자원환경지질, 36권, 5호, p. 339-347

Abdelkarim S.A.A.S, 1999. The Geochemistry of themal fluid in the geothermal field 

near Alia airport in Jordan and Selfoss geothermal fieldn, S-Icelands, 

geothermal training programme, United Nations University, Report 13, No.13. 

333-356.

Arnorsson, S., 1975: Application of the silica geothermometer in low-temperature 

hydrothermal areas in Iceland. Am. J. of Sci., 275, 763-783.

Arnorsson, S., Gunnlaugsson, E., and Svavarsson H., 1983: The chemistry of 

geothermal waters in Iceland III. Chemical geothermometry in geothermal 

investigations. Geochim. Cosmochim. Acta, 47, 567 - 577. 

Arnorsson, S., 2000: Mixing processes in upflow zones and mixing models. In: 

Arnorsson, S. (ed.), Isotopic and chemical techniques in geothermal exploration, 

development and use. Sampling methods data handling, interpretation. IAEA, 

Vienna, 200-202.

Barcelona, M.J., Gibb, J.P., Helfrich, J.A. and Garske,E.E., 1985, Practical guide for 

groundwater sampling. SWS Contract Report 374, p. 94. 

Bodvarsson, G., and Palmason, G., 1961: Exploration of subsurface temperatures in 

Iceland. Jokull, 11, 39-48.

Chouteau M., and Bouchard, 1988, Two-dimensional terrain correction in 

magnetotelluric surveys, Geophysics, 53, 854-862.

Coleman ML, Shepherd, TJ, Durham, JJ, Rouse, JE, Moore, GR. 1982. Reduction of 

water with zinc for hydrogen isotope analysis. Anal. Chem. 54: 993-995.

Cotecchia V., Tazioli, G.S. and Magri, G., 1974, Isotope measurements in research on 

seawater intrusion in the carbonate aquifer of the Salentine Peninsular, southern 

Itali. In: Isotope technique in groundwater hydrology, I. IAEA, Vienna, 441-463.



- 123 -

Dia, A., Gruau, G., Olivie-Lauquet G., Riou, C., Molenat J. and Curmi, P., 2000, The 

distribution of rare earth elements in groundwaters: Assessing the role of 

source-rock composition, redox changes and colloidal particles. Geochim. 

Cosmochim. Acta, 64, 4131-4151. 

Dezayes, C., Genter, A., and Hoojikaas, G. R., 2005, Deep-seated geology and 

fracture system of the EGS Soultz reservoir (France) based on recent 5 km 

depth boreholes, Proc. World Geothermal Congress 2005, Antalya, Turkey, 24-29 

April 2005, 1612.

Ellis AJ, 1971, Magnesium ion concentrations in the presence of Mg-chlorite, calcite, 

carbon dioxide, and quartz, Am J Sci 271 p. 481-489

Ellis AJ and Mahon WA, 1977, Chemistry and geothermal systems, Academic Press, 

New York.

Fournier, R.O., 1977: Chemical geothermometers and mixing models for geothermal 

systems. Geothermics, 5, 41-50. 

Fournier, R.O., 1981: Application of water geochemistry to geothermal exploration 

and reservoir engineering. In: Rybach, L. And Muffler, L.J.P. (eds.), Geothermal 

systems: Principles and case histories. John Wiley & Sons Ltd., Chichester, 

109-143.

Fox, R. C., Hohmann, G. W., Killpack, T. J., and Rijo, L., 1980, Topographic effects 

in resistivity and induced-polarization surveys, Geophysics, 45, 75-93.

Fred, M., 1967, in Lanthanide/Acitinide Chemistry, vol. 71, Advances in Chemistry.

Gaona-Vizcayno S., Gordillo T., and Farvolden R. N., 1985, Quality of water in an 

aquifer and its manifestation in pumping wells, J. of hydrology, v.78, p. 

165-181.

Giggenbach, W.F., 1988, Geothermal solute equilibria. Derivation of Na-K-Mg-Ca 

geoindicators. Geochim. Cosmochim. Acta, 52, 2749-2765. 

Giggenbach, W.F., 1991: Chemical techniques in geothermal exploration. In: 

D'Amore, F. (coordinator), Applications of geochemistry in geothermal reservoir 

development. UNITAR/UNDP publication, Rome, 119-142.

Gonfiantini, R., Dincer, T., and Derekoy, A.m., 1974, Environmental isotope 

hydrology in the Hodna-Algeria region. In:  isotope techniques in groundwater 

hydrology, 1. IAEA, Vienna,293-316.

Hoffmann K. A. and Chiang S. T.,1993,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or Engineers, vol. I, 

Engineering Education Sys-tem TM, p.451.



- 124 -

Holcombe, H. T., and Jiracek, G. R., 1984, Three-dimensional terrain corrections in 

resistivity surveys, Geophysics, 49, 439-452.

Huder J. and Amberg G., 1970, Quellung in Mergel, Opalinuston und Anhydrit, Schweizer, 

Bauzeit, 83, pp.975-980.

Hwang, I.G., 1993, Fan-delta systems in the Pohang basin(Miocene), SE Korea, PhD 

Thesis, Seoul Nat'l Univ. 97p.

ISRM, 1989, Suggested methods for laboratory tesing of argillaceous swelling rocks, Int. J. 

Rock Mech. Min. Sci. & Geomech. Abstr., Vol.26, pp.415-426

Itasca, 2000, FLAC User's Guide, Itasca Consulting Group, Inc.

Itasca, 2000, FISH in FLAC, Itasca Consulting Group, Inc.

Itasca, 2000, FLAC : Theory and Background, Itasca Consult-ing Group, Inc.

Jiracek, G. R., Redding, R. P., and Kosima, R. K., 1989, Application of the 

Rayleigh-FFT technique to magnetotelluric modiling and correction, Phys. Earth. 

Planet. Int., 53, 365-375.

Johansson, B., Rosengren, A., 1975, Interpolation scheme for the cohesive energies 

for the lanthanides and actinides, Phys. Rev. B 11, 1367-1373. 

Johannesson, K. H., Stetzenbach, K. J., Hodge, V. F., 1997, Rare Earth Elements as 

geochemical tracers of regional groundwater mixing. Geochim. Cosmochim. 

Acta, 61, 3605-3618. 

Jones, A. G., 1988, Static shift of magnetotelluric data and its removal in a 

sedimentary basin environment, Geophysics, 53, 967-978.

Kim, K., Koo, M.H., Moon, S.H., Yum, B.W., Lee, K.S., 2004. Hydrochemistry of 

groundwaters in a spa area of Korea: an implication for water quality 

degradation by intensive pumping. Hydrol. Process. 18 (accepted in 

publication).

Kramer, J.R.,1968, Mineral-water equilibria in silicate weathering  XXIII. Int. Geol. 

Cong. Vol.6, pp.149-160.

Laplaige, P., Lemale, J., and Decottegnie, 2005, Geothermal resources in France -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Proc. World Geothermal Congress 2005, Antalya, 

Turkey, 24-29 April 2005, 0157.

Lee, H.S., 1977, Chemical composition of petrographic assemblage of igneous and 

related rocks in south Korea, J. Korea. Inst. Mining Geol., 10, 75-92.

Lee, S. G., Lee, D. H., Kim, Y., Chae, B. G., Kim,W. Y. and Woo, N. C., 2003, Rare 

earth elements as an indicator of groundwater environment changes in a 



- 125 -

fractured rock system: Evidence from fractured-filling calcite. Appl. Geochem. 

18, 135-143. 

Lee, S. G., Kim, Y., Chae, B. G., Koh, D. C., Kim, K. H., 2004, The geochemical 

implication of a variable Eu anomaly in a fractured gneiss core: application for 

understanding Am behavior in the geological environment. Appl. Geochem. 19, 

1711-1725.

Maria, I.M.B, 1999, Geochemical interpretation of themal fluid discharge from wells 

and springs in Berlin geothermal Fields, El Salvador, geothermal training 

programme, United Nations University, Report, No.7,165-191.

Morris, A. W. and Riley, J. P., 1966, The bromide/chlorinity and  

sulphate/chlorinity ratios in seawater, Deep-sea Research and Oceanographic    

 Abstracts 13, No. 4, p. 699-705

Nesbitt, H. W. and Young, G. M., 1984. Prediction of some weathering trends of 

plutonic and volcanic rocks based on thermodynamic and kinetic consideration, 

geochem, cosmochim, Acta, 48, p. 1523-1534.

Noorany I., Frydman S. & Detournay C., 1999, Prediction of soil slope deformation due to 

wetting, FLAC and Numerical Modeling in Gemechanics, pp.101-107.

Ortiz J., Varona P. & Velasco P., 2003, Modeling of anhydrite swelling with FLAC, FLAC 

and Numerical Modeling in Geomechanics, pp.55-62.

Payne, B.R., 1976, Environmental isotope as a hydrogeological tool. Arbistag. 

"Isotope in der Natur" Gera, Z리-Mitt., 5, 177-179.

Press, W. H., Teukolsky, S. A., Vetterling, W. T., and Flannery, B. P., 1992, 

Numerical Recipes in Fortran, The Art of Scientific Computing, Cambridge 

Univ. Press.

Revelle, R., 1941, Criteria for recognition of seawater in groundwater: Trans. Amer. 

Geophysical Union, Vol. 22, p. 593-597.

Sasaki, Y., 1999, Three-dimensional frequency-domain electromagnetic modeling using 

the finite-difference method, Butsuri-Tansa, 52, 421-431.

Sasaki, Y., 2001a, Full 3-D inversion of electromagnetic data on PC: Journal of 

Applied Geophysics, 46, 45-54.

Sasaki, Y., 2001b, Three-dimensional inversion of static-shifted magnetotelluric data: 

Proc. 5th SEGJ Int. Symp., 185-190.

Shibata, K., Uchita, S. and Nakagawa, T., 1979, K-Ar age result 1. Bull. Geol. Surv. 



- 126 -

Japan, 30, 675-696.

Sohn Y. K., Rhee, C.W., and Sohn, H., 2001, Revised stratigraphy and 

reinterpretation of the Miocene Pohang basinfills, SE Korea: sequence 

development in response to tectonic and eustassy in a back-arc basin margin, 

Sedimentary Geology, 143, 265-285.

Stober I., 2003, Hydrogeologic properties of deep fractured aquifers in Germany: 

new data from long term pumpings in the Bruchsal geothermal wells and the 

KTB wells at Oberpfalz, IAH conference on groundwater in fractured rocks, 

p.99-100

Tardy, Y., 1971, Characterization of the principal weathering types by the 

geochemistry of waters from some European and African crystalline massif. 

Chem. Geol., Vol.7, pp.253-271.

Taylor, S.R. and McLennan, S.M., 1985, The continental crust: Its composition and 

evolution. Geoscience Texts, Blackwell, Oxford, 312 p. 

Uchida T., 1993, Smooth 2-D inversion for magnetotelluric data based on statistical 

criterion ABIC, J. Geomag. Geoelectr., 45, 841-898.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1962, Stream-gaging procedur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p. 352

Wittke W., 1999, Stability analysis for tunnels, Geotechnical Engineering in Research and 

Practice. WBI-Print 4

Wright G. R., 2003, Experience of fractured aquifers in Ireland, IAH conference on 

groundwater in fractured rocks, p.119-120.

Yasukawa, K., Kusdinar, E., and Muraoka, H., 2002a, "Reservoir response to a well 

test    identified through a self-potential monitoring at the Mataloko 

geothermal fields, central Flores, Indonesia," Bull., Geological Survey of Japan, 

Vol. 53, pp. 355-363.

Yasukawa, K., Ishido, T., Suzuki, I., Kusdinar, E., Takahashi, M. and Muraoka, H.,   

2002b, Geothermal reservoir monitoring by continuous self-potential 

measurements, Proc. New Zealand Geothermal Workshop 24, pp. 181-186.



- 127 -

부록 1. 양수시험 결과표

1) 1차 양수시험(2003. 12. 17)

t(min) T(℃) Q(m3/d) pH Eh(mv) EC(㎲/cm) DO(mg/L)

1 28.8

2 29.2

3 29.3

4 29.4

5 29.6

6 31.2

7 32.3

8 32.3

9 32.1

10 32

12 31.8

14 31.1

16 31.1

18 31.6

20 32.6

25 35.2

30 36.7

35 37

40 37.8

45 38.4

50 38.1

55 39.4

60 38.6

70 39.3 350 8.26 -24 1721 0.8

80 39.6 355 8.28 -68 1790 1.4

100 39.9 360 8.23 -70 1887 1.6

120 40 361 8.23 -67 1884 2.1

150 40.1 363 8.29 -56 1871 2.3

180 40.3 365 8.2 -61 1934 2.1

240 41.2 367 8.2 -68 1895 1.8

300 41.2 365 8.22 -64 1888 1.7

360 41.4 370 8.17 -82 1910 1.5

420 41 374 8.22 -74 1909 1.5

500 41.2 361 8.2 -77 2020 1.7

600 41.5 362 8.2 -72 2030 1.8

700 41.4 360 8.19 -65 2070 1.9

800 41.9 365 8.32 -86 2150 1.9

1000 41.8 366 8.17 -80 2050 2.2

1200 42.2 370 8.3 -87 2080 3

1400 42.2 375

1440 42.2 377 8.28 -97 208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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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양수시험(2004. 4. 6)

t(min) DTW(cm) S(cm) T(℃) pH EC(μS/cm) Eh(mV) DO(mg/L) Q(m
3
/d)

2 22.4 7.77 3560 -302

3 325.9 16.44 410

4 326.7 17.24 27 7.94 3620 -259 407

5 327.21 17.75 30 7.99 3600 -291 407

6 327.5 18.04 33.1 7.99 3650 -299 407

7 327.63 18.17 34.9 8.9 3840 -119 404

8 327.73 18.27 35.4 8.59 3900 -101 404

9 327.78 18.32 36.2 8.29 3800 -286 404

10 327.63 18.17 36.6 8.21 3950 -272 404

12 327.27 17.81 36.1 8.11 4450 -264 404

14 327.13 17.67 37.2 8.01 5320 -278 405

16 327.1 17.64 38.3 8.04 5300 -284 410

18 327.06 17.6 38.5 7.99 5120 -284 412

20 327.98 18.52 38.3 7.8 5240 -145 410

25 326.8 17.34 38 7.82 5460 -171 420

30 326.87 17.41 40.1 7.79 5440 -166 420

40 327.53 18.07 44 7.82 5300 -146 425

50 327.57 18.11 46 7.81 5400 -182 422

60 327.55 18.09 48.4 7.82 5300 -160 425

80 327.58 18.12 48.5 7.79 5300 -154 425

100 327.49 18.03 49.2 7.66 5390 -170 430

120 327.43 17.97 49.1 7.63 5360 -180 425

150 326.98 17.52 49.1 7.64 5220 -160 425

180 327.5 18.04 49.1 7.6 5170 -166 422

240 327.5 18.04 49 7.63 4920 -150 425

300 326.96 17.5 48.9 7.69 4830 -160 420

360 326.92 17.46 48.7 7.7 4610 -130 417

420 327.42 17.96 48.5 7.73 4510 -130 415

480 327.02 17.56 48.3 7.74 4450 -133 415

540 327.02 17.56 48.1 7.75 4210 -134 420

600 326.92 17.46 48 7.75 3990 -130 415

660 326.9 17.44 47.8 7.86 3840 -107 417

720 326.8 17.34 47.7 7.92 3700 -49 417

800 326.72 17.26 47.4 7.8 3620 -56 420

900 326.29 16.83 47.2 7.81 3700 -66 430

1000 326.25 16.79 47.1 7.91 4060 (-29) 430

1100 326.1 16.64 46.9 8 3380 (-11) 430

1200 326.22 16.76 46.8 7.88 3390 -46 2.16 430

1300 326.25 16.79 46.7 8.03 3290 -49 430

1400 325.88 16.42 46.6 8.03 3250 -31 430

1500 326.32 16.86 46.5 8.04 3230 -40 432

1800 326.63 17.17 46.1 8.09 3120 -9 434

1950 326.63 17.17 46 8.11 3030 -50 436

2100 326.63 17.17 45.9 7.97 3400 -44 436

2250 326.62 17.16 45.9 7.98 3260 -48 436

2370 326.42 16.96 45.8 8.14 2920 -46 2.8 436

2490 326.01 16.55 45.8 8.14 2870 -26 3.9 436

2610 326.12 16.66 45.7 8.15 2940 -25 3.2 439

2760 325.81 16.35 45.7 8.15 2880 -20 3.3 440

2910 325.91 16.45 45.6 8.11 2840 -20 3.7 440

3210 325.65 16.19 45.4 8.09 2850 -42 3.7 442

3360 325.55 16.09 45.4 8.08 2860 -45 3.3 440

3510 325.55 16.09 45.3 8.06 2800 -31 2.7 440

3660 325.43 15.97 45.3 8.13 2780 -41 3.2 438

3810 325.41 15.95 45.3 8.14 2800 -10 3.6 442

3960 325.1 15.64 45.3 8.18 2730 3 3.9 440

4110 325.24 15.78 45.3 8.09 2800 -48 2.4 438

4260 325.23 15.77 45.3 8.12 2760 -50 2.6 436

4320 325.2 15.74 45.3 8.05 2780 -48 2.5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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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양수시험(2004. 10. 27)

t(min) Temp. pH EC Eh DO Q t(min) Temp. pH EC Eh DO Q

1 20.7 8.09 4380 3.36 560 1280 48.1 7.84 3690 -89 2 332

2 23.4 547 1420 47.9 7.89 3670 -88 1.95 330

3 26.3 8.07 4410 -181 3.24 528 1600 47.8 7.96 3570 -88 2.24 332

4 28 510 1800 47.5 7.93 3520 -74 1.69 330

5 30.1 8.2 4440 -160 3.21 427 2000 47.6 7.97 3420 -79 1.83 330

6 32.9 409 2200 47.5 7.96 3470 -80 1.62 332

7 35.1 8.38 4450 -130 2.38 398 2400 47.5 7.96 3470 -79 1.79 325

8 36.3 388 2600 47.4 7.97 3330 -30 1.62 320

9 37 8.21 4440 -150 1.91 379 2800 47.3 7.99 3320 -76 1.97 317

10 37.5 372 3000 47.3 8.01 3330 -82 1.77 317

12 37.9 8.38 4370 -177 1.9 361 3180 43.2 8.07 3300 -57 2.6 531

14 38.7 356 3210 46.9 7.93 3300 -67 2.01 352

16 39.8 8.1 4940 -154 1.81 351 3240 47 7.93 3260 -68 1.95 348

18 40.5 7.8 5510 -171 1.81 356 3270 47.1 7.98 3220 -75 2 348

20 41.2 7.79 5470 -183 1.93 352 3300 47.1 7.95 3280 -77 1.99 348

25 42.7 7.81 5470 -185 1.67 341 3600 46.9 7.88 3200 -97 1.67 342

30 43.7 7.84 5320 -184 1.75 341 4200 46.8 7.94 3140 -86 1.64 340

35 44.5 8.08 4930 -142 1.92 338 4500 46.7 8.02 3100 -75 2.03 344

40 45.1 7.98 5150 -176 1.8 341 4800 46.7 7.96 3080 -49 1.79 346

50 45.7 7.93 5220 -157 1.99 340 5100 46.6 7.98 3090 -104 1.51 348

60 46.7 7.93 5380 -115 2.39 341 5700 46.5 7.9 3070 -124 1.81 342

80 47.6 7.87 5360 -135 2.39 341 6000 46.4 8.06 3010 -87 1.9 340

100 47.9 7.81 5480 -120 2.44 341 6300 46.5 7.92 3040 -58 1.8 340

120 47.9 7.9 5360 -82 3.31 344 6600 46.5 7.97 3010 -56 1.81 340

150 48 7.84 5150 -122 2.25 340 7200 46.4 8.1 2960 -121 1.88 340

180 48 7.87 5130 -113 2.84 338 7500 46.4 8.03 2980 -93 1.8 338

225 48 7.86 4900 -112 2.35 335 7800 46.4 7.99 2960 -63 1.71 340

240 47.8 7.79 4920 -119 2.56 338 8100 46.4 8.02 2950 -71 1.75 340

300 48.2 7.76 4710 -164 2.25 335 8400 46.3 8.04 2940 -72 1.92 344

360 48.3 7.91 4670 -129 2 335 8640 46.3 8.12 2960 -111 1.7 344

420 48.4 7.88 4500 -112 2.44 335 9000 46.3 8.16 2980 -93 2.64 346

480 48.5 7.88 4400 -110 2.03 332 9300 46.3 8.1 2980 -114 2.11 346

550 48.5 7.79 4330 -98 2.01 332 9600 46.3 8.19 2970 -101 2.87 348

600 48.5 7.74 4220 -105 2.09 332 9900 46.3 8.16 2940 -103 2.07 342

660 48.5 7.75 4150 -66 2.1 335 10200 46.2 8.22 2940 -107 2.86 342

720 48.6 7.76 4090 -99 2 338 10500 46.3 8.14 2990 -123 2.17 342

800 48.5 7.86 4050 -99 2.01 335 10920 46.3 8.12 2930 -103 2.23 342

1140 48.2 7.85 3760 -83 1.82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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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n) Temp.(℃) pH EC (μS/cm) Eh(mV) Q(m3/d)

1 21.2 8.18 4160 -72 475

2 23.6 465

3 26.2 8.64 4120 -51 453

4 28 442

5 30.1 8.9 4100 -32 431

6 33.6 425

7 35.6 9.05 4070 -32 420

8 36.6 417

9 37.6 412

10 38.3 8.83 4090 -13 409

12 39.5 403

14 41 8.46 4730 4 403

16 42 401

18 42.5 7.71 5440 -160 399

20 43.4 399

25 44.1 7.79 5460 -175 397

30 45.5 8.06 5040 -110 397

35 45.9 8.25 5100 -52 397

40 46.7 8.17 5250 -47 397

50 47.5 7.92 5370 -85 397

60 47.9 7.80 5380 -105 397

80 49.1 7.68 5350 -108 399

100 49.4 7.65 5370 -107 397

120 49.5 7.67 5200 -121 397

150 49.6 7.64 5130 -132 395

180 49.6 7.73 5100 -96 395

210 49.6 7.72 4980 -101 395

240 49.6 7.76 4810 -84 393

300 49.4 7.76 4640 -127 393

360 49.3 7.77 4520 -100 391

420 49.1 7.83 4340 -68 390

480 49.0 7.80 4270 -77 390

550 48.9 7.82 4210 -106 390

600 48.8 7.85 4050 -98 391

660 48.6 7.72 4010 -119 391

800 48.4 7.82 3800 -39 390

1000 48.2 7.86 3680 -17 390

1370 47.7 7.87 3450 -65 390

1420 47.7 7.81 3480 -79 390

1620 47.5 7.85 3350 -85 386

1820 47.3 7.94 3260 -65 386

2020 47.2 7.93 3220 -62 386

2120 47.1 7.87 3150 -62 384

4) 4차 양수시험(200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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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n) Temp.(℃) pH EC (μS/cm) Eh (mV) DO (mg/L) DTW (m) 

0 299.26 

1

2 20.7 307.92 

3 24.4

4 26.5 9.01 5130 5 350.80 

5 27.5

6 28.9 8.42 5350 14 349.08 

7 30.4

8 31.4 8.03 5510 6 1 351.26 

9 32.1

10 32.6 7.90 5400 -34 353.36 

12 32.7 7.83 5370 -60 355.10 

14 33.3 7.77 5430 -94 356.70 

16 33.8 7.78 5380 -125 358.16 

18 34.1 7.76 5420 -129 359.38 

20 34.4 7.74 5520 -131 360.90 

25 35.1 7.67 5450 -156 361.52 

30 36.2 7.67 5380 -168 362.16 

35 37.1 7.63 5460 -156 362.77 

40 37.8 7.66 5430 -178 362.58 

50 39.3 7.72 5410 -167 362.84 

60 40.6 8.37 4980 -137 362.92 

80 42.7 8.19 5180 -112 361.94 

100 43.8 7.91 5460 -149 0.8 361.98 

120 44.8 7.70 5580 -187 1.3 361.10 

150 45.5 7.65 5550 -168 1.4 362.12 

180 46.1 7.74 5340 -186 1.1 361.60 

210 46.7 7.75 5470 -165 1.3 361.86 

240 46.9 7.62 5380 -156 1.4 361.24 

300 47.2 7.81 5580 -90 359.68 

360 48.0 7.70 5400 -114 1.4 361.12 

420 48.1 7.68 5500 -114 1.6 360.52 

480 47.7 7.64 5340 -144 2.3 360.62 

540 48.2 7.72 5410 -112 1.4 359.70 

600 48.0 7.62 5270 -116 1.6 359.04 

700 47.9 7.71 5140 -126 1.4 356.16 

800 48.2 7.76 5130 -135 1.1 360.52 

900 47.8 7.70 5090 -141 1.1 359.50 

1000 48.0 7.70 5060 -132 1.4

1200 48.1 7.73 5000 -132 1.4 359.68 

1400 48.3 7.76 4960 -191 1.1 359.26 

1600 48.3 7.73 5030 -147 1.2 357.76 

1800 48.1 7.69 4970 -153 1.0 351.44 

2000 48.5 7.70 4800 -172 1.0 353.46 

2200 48.5 7.69 4780 -157 1.0 353.10 

2400 48.1 7.74 4720 -145 1.1 353.34 

2600 48.0 7.75 4730 -181 1.0 353.64 

2880 48.1 7.74 4590 -165 1.1 352.92 

5) 5차 양수시험

(2005. 1. 21, Q=200m
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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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n) Temp.(℃) pH EC (μS/cm) Eh (mV) DO (mg/L) DTW (m) 

1 48.1

2 47.9 7.80 4650 -161 355.20 

3 48.1

4 48.2 7.84 4610 -164 1.5 356.92 

5 48.2

6 48.2 7.81 4620 -157 1.0 358.34 

7 48.3

8 48.3 7.81 4580 -160 1.1 359.36 

9 48.3

10 48.4 7.84 4590 -155 1.3 360.28 

12 48.4 7.83 4590 -152 1.2 361.24 

14 48.4 7.83 4590 -142 1.1 361.44 

16 48.5 7.83 4580 -148 1.3 361.78 

18 48.5 7.81 4600 -155 0.7 362.22 

20 48.5 7.80 4590 -162 0.9 362.68 

25 48.6 7.84 4610 -139 1.1 362.92 

30 48.6 7.80 4570 -148 0.9 364.02 

35 48.6 7.79 4580 -147 1.0 364.02 

40 48.6 7.82 4510 -149 1.4 364.24 

50 48.6 7.80 4550 -149 1.0 363.32 

60 48.6 7.87 4550 -157 1.1 363.30 

80 48.6 7.86 4540 -142 2.2 363.90 

100 48.7 7.82 4540 -171 0.8 363.98 

120 48.7 7.74 4590 -176 0.8 363.64 

150 48.8 7.68 4510 -179 1.0 364.42 

180 48.8 7.70 4480 -182 1.0 365.18 

210 48.8 7.72 4520 -167 1.1 365.04 

240 48.8 7.70 4520 -179 1.1 364.44 

300 48.7 7.70 4470 -182 1.2 364.18 

360 48.7 7.83 4600 -177 0.9 363.68 

420 48.6 7.72 4450 -171 1.2 363.54 

480 48.6 7.74 4430 -162 1.1 362.54 

540 362.84 

600 363.24 

700 48.4 7.75 4350 -182 1.1 364.28 

800 48.5 7.67 4360 -165 1.0 364.40 

900 48.5 7.77 4330 -135 1.5 364.10 

1000 48.3 7.74 4310 -172 1.3 363.82 

1200 48.3 7.77 4280 -155 1.2 363.66 

1400 48.2 7.75 4210 -168 1.0 364.18 

1600 48.3 7.74 4160 -187 1.0 363.36 

1800 48.5 7.73 4180 -163 1.2 364.14 

2000 48.3 7.75 4110 -158 364.74 

2200 364.52 

2400 48.3 7.77 4050 -166 0.8 365.16 

2600 48.2 7.78 4040 -162 1.1 364.66 

2880 48.2 7.77 4000 -188 0.9 364.50 

(2005. 1. 23, Q=250m
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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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n) Temp.(℃) pH EC (μS/cm) Eh (mV) DO (mg/L) DTW (m) 

1 48.2 366.78

2 48.2 7.65 4000 -172 1.1

3 48.2 368.48

4 48.3 7.82 3980 -169 1.2

5 48.3 3639.98

6 48.3 7.84 3990 -165 1.3

7 48.3 371.28

8 48.3 7.86 3980 -179 1.1

9 48.3 372.34

10 48.4 7.87 4030 -169 1.2 372.9

12 48.4 7.88 3980 -177 1.3 373.52

14 48.4 7.86 4000 -173 1.1 374.1

16 48.4 7.86 4010 -167 1.1 374.56

18 48.4 7.85 4000 -174 1.1 374.98

20 48.5 7.86 4020 -174 1.1 375.62

25 48.5 7.85 3950 -169 1.0 376

30 48.5 7.86 3950 -165 1.1 376.24

35 48.5 7.84 3910 -163 1.0 376.36

40 48.5 7.86 3880 -158 1.1 376.2

50 48.5 7.83 4020 -178 1.0 376.18

60 48.5 7.82 4020 -181 0.8 375.72

80 48.5 7.76 3960 -184 0.8 376.32

100 48.5 7.70 3950 -182 1.0 376

120 48.5 7.76 3950 -181 1.0 376.04

150 48.5 7.86 3930 -177 0.9 375.5

180 48.4 7.75 3940 -175 1.0 375.66

210 48.5 7.75 3920 -175 0.8 375.36

240 48.4 7.74 3910 -177 0.9 375.82

300 48.4 7.78 3900 -152 1.2 375.26

360 48.4 7.75 3890 -167 1.0 375.44

420 48.3 7.76 3870 -168 1.1 374.82

480 48.3 7.81 3980 -167 0.9 374.74

540 48.2 7.83 3840 -170 1.1 374.44

600 48.1 7.78 3830 -161 1.1 374.18

700 48.1 7.81 3820 -155 1.0 374.68

800 48.1 7.78 3810 -164 0.9 373.98

900 48.1 7.79 3810 -160 1.0 374.04

1000 374.22

1200 48.1 7.72 3730 -159 1.1 373.28

1400 48.1 7.83 3730 -151 1.3 373.2

1600 48.1 7.79 3730 -158 1.0 373.58

1800 48.0 7.84 3690 -141 1.0 378.66

2000 48.1 7.84 3660 -154 1.0 377.64

2200 48.0 7.90 3730 -134 1.1 377.38

2400 48.0 7.82 3600 -159 1.1 377.76

2600 48.0 7.89 3550 -168 1.1 376.58

2880 47.9 7.86 3550 -169 1.1 376.80 

(2005. 1. 25, Q=300m
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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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차 양수시험(2005. 2. 15)

t(min)
Temp.

(℃)
pH

EC

(μS/cm)

Eh

(mV)

DO

(mg/L)

DTW

(m)

Q

(m3/d)

Elap.

Time

Temp.

(℃)
pH

EC

(μS/cm)

Eh

(mV)

DO

(mg/L)

DTW

(m)

Q

(m3/d)

1   325 660 49.7 7.63 4930 -175 0.8 377.29 320

2 325 720 49.6 7.58 4880 -180 0.9 377.19 320

3    320 800 49.4 7.64 4840 -179 1.1 377.05 320

4 32.5 8.9 3430 64 0.9 320 900 49.4 7.59 4800 -174 1.1 377.07 320

5    365.79 320 1000 49.4 7.6 4700 -174 0.9 376.77 320

6 34.3 8.98 3460 56 1.0 318 1200 49.3 7.68 4660 -172 0.9 376.61 320

7 35.3     318 1400 49.2 7.63 4580 -180 1.1 376.57 320

8 36.1 9.04 3400 47 1.0 315 1600 49.2 7.66 4500 -168 0.9 376.33 348

9 36.4 315 1800 49.2 7.69 4430 -161 1.1 382.55 348

10 36.7 9.37 3410 29 1.2 370.19 315 2000 48.9 7.68 4430 -159 1.0 382.69 348

12 36.1 9.39 24 1.1 315 2200 49.0 7.65 4240 -156 1.1 382.55 348

14 37.5 9.46 3390 15 1.0 315 2400 48.9 7.72 4160 -149 1.1 382.67 348

16 38.1 8.07 5310 -146 0.9 372.02 315 2600 48.9 7.72 4050 -149 1.0 382.77 348

18 39.0 7.74 5310 -186 1.0 315 2800 48.8 7.72 4030 -148 1.0 382.69 345

20 39.1 7.69 5300 -194 1.0 372.79 315 3000 48.7 7.74 3960 -146 1.0 382.63 345

25 41.0 7.66 5350 -198 0.9 372.95 315 3300 48.4 7.73 3880 -139 1.4 382.73 345

30 42.1 7.65 5340 -200 0.9 373.03 300 3600 48.3 7.71 3780 -138 1.4 382.17 345

35 43.0 9.05 4510 -239 1.1 373.13 300 3900 48.3 7.78 3770 -142 1.0 382.49 345

40 43.7 9.19 4590 -184 1.0 373.09 300 4200 48.5 7.81 3710 -152 1.2 382.31 348

50 45.3 8.52 5080 -115 1.0 372.69 300 4500 48.3 7.84 3660 -133 1.2 381.81 348

60 46.4 8.02 5250 -127 0.9 376.41 320 4800 48.3 7.89 3610 -146 1.2 382.43 348

80 48.1 7.62 5310 -176 0.9 377.67 320 5100 48.1 7.84 3580 -141 1.3 383.13 348

100 48.8 7.66 5360 -191 1.0 377.37 320 5400 48.1 7.77 3510 -127 1.4 383.53 348

120 49.3 7.61 5310 -191 0.9 377.35 320 5700 48.1 7.71 3620 -139 1.1 383.71 348

150 49.5 7.54 5260 -187 0.9 377.31 320 6000 48.0 7.82 3440 -125 1.3 382.81 350

180 49.8 7.56 5250 -182 0.9 377.53 320 6300 48.0 7.83 3410 -116 1.2 383.01 350

210 49.9 7.6 5250 -189 0.9 377.27 320 6600 47.9 7.83 3400 -111 1.3 383.53 350

240 49.9 7.53 5180 -193 0.8 377.29 320 6900 47.9 7.82 3380 -106 1.3 383.31 350

300 49.9 7.58 5150 -198 0.9 377.07 320 7200 47.8 7.85 3350 -138 1.3 383.25 350

360 49.9 7.6 5090 -188 0.9 377.25 320 7500 47.7 7.86 3320 -152 1.3 382.55 350

420 49.9 7.55 5060 -184 1.0 377.37 320 7800 47.7 7.83 3290 -143 1.2 382.37 350

480 49.9 7.63 5040 -190 1.0 377.35 320 8100 47.7 7.85 3280 -132 1.2 382.67 350

540 49.8 7.6 5020 -183 0.9 377.13 320 8400 47.7 7.9 3270 -115 1.2 382.81 350

600 49.8 7.64 4970 -185 0.9 377.23 320 8700 47.7 7.85 3250 -139 1.1 381.65 350



- 135 -

부록 2. BH-1 시추코어를 이용한 단축압축시험 결과

Rock Properties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
(m/sec)

Compression
Strength
(kg/cm2)

Young's
Modulus

(×105kg/cm2)
Poisson's

Ratio Depth(m)
S-wave P-wave

1 2.39 3.21 1,300 2,280   590 0.99 0.10 438.1～438.3

2 2.30 3.30 2,000 3,630   730 0.94 0.10 443.0～443.4

3 2.49 1.15 2,460 4,640 1,390 2.15 0.12 449.2～449.6

4-1

4-2

Avg.

2.64

2.62

2.63

0.59

0.62

0.61

2,700

2,670

2,690

5,120

4,920

5,020

1,460

1,700

1,580

3.31

2.98

3.15

0.18

0.15

0.17

563.0～563.4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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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671.0～676.0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5 - 1

5 - 2

5 - 3

Ave.

2.57

2.58

2.59

2.58

0.83

0.84

0.79

0.82

2,850

2,910

2,680

2,810

5,010

4,950

4,950

4,970

257

213

212

227

23

27

25

25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5 - 1

5 - 2

5 - 3

Ave.

37.8

33.1

35.7

35.5

0.17

0.16

-

0.17

39 49.9

4

7

10

255

283

301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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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178.9～723.1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6 - 1

6 - 2

6 - 3

Ave.

2.57

2.56

2.60

2.58

0.75

0.89

0.74

0.79

2,890

2,810

2,830

2,840

5,120

5,120

5,120

5,120

317

241

240

266

22

24

25

24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6 - 1

6 - 2

6 - 3

Ave.

35.6

33.0

33.0

33.9

0.16

0.18

0.16

0.17

35 55.0

4

7

10

266

295

327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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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858.3～860.4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7 - 1

7 - 2

7 - 3

Ave.

2.34

2.30

-

2.32

7.18

6.34

-

6.76

1,280

1,420

-

1,350

2,410

3,260

-

2,840

  9

 21

  -

 15

1

1

2

1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7 - 1

7 - 2

7 - 3

Ave.

 1.3

 3.5

-

 2.4

0.35

0.32

-

0.34

2 43.8

4

7

10

 53

 57

 67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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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884.0～887.0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8 - 1

8 - 2

8 - 3

Ave.

2.62

2.50

2.59

2.57

1.14

2.24

1.16

1.51

2,650

2,160

2,500

2,440

4,540

3,540

4,370

4,150

166

158

150

158

 8

 8

11

 9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8 - 1

8 - 2

8 - 3

Ave.

30.1

27.8

26.5

28.1

0.15

0.16

0.14

0.15

26 41.7

4

7

10

173

195

213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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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888.4～890.7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9 - 1

9 - 2

9 - 3

Ave.

2.47

2.45

2.45

2.46

3.98

4.01

4.80

4.26

1,080

  770

  400

  750

1,760

1,190

  670

1,210

 20

 23

 11

 18

 3

 2

 3

 3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9 - 1

9 - 2

9 - 3

Ave.

 2.1

 2.1

 0.7

 1.6

0.20

0.21

0.25

0.22

 3 47.3

4

7

10

 45

 63

 84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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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910.0～911.8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10 - 1

10 - 2

10 - 3

Ave.

2.60

2.60

2.57

2.59

1.62

1.49

1.66

1.59

2,080

2,470

2,640

2,400

3,120

3,590

3,980

3,560

135

134

130

133

13

11

15

13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10 - 1

10 - 2

10 - 3

Ave.

14.8

19.0

20.0

17.9

0.10

0.07

0.09

0.09

24 44.3

4

7

10

164

175

187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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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954.0～956.5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11 - 1

11 - 2

11 - 3

Ave.

2.56

2.61

2.57

2.58

1.80

1.30

1.39

1.50

2,810

3,080

2,820

2,900

4,320

4,950

4,840

4,700

114

140

162

139

17

14

11

14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11 - 1

11 - 2

11 - 3

Ave.

20.9

24.7

28.4

24.7

0.15

0.21

0.15

0.17

27 43.8

4

7

10

157

172

201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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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989.9～992.0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12 - 1

12 - 2

12 - 3

Ave.

2.62

2.62

2.61

2.62

1.08

1.13

1.19

1.13

2,620

2,550

2,530

2,570

4,410

4,050

4,410

4,290

188

189

193

190

17

18

19

18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12 - 1

12 - 2

12 - 3

Ave.

25.6

22.8

24.0

24.1

0.12

0.13

0.09

0.11

34 43.6

4

7

10

204

255

287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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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1016.5～1018.8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13 - 1

13 - 2

13 - 3

Ave.

2.72

2.68

2.66

2.69

1.18

1.50

1.42

1.37

2,060

1,360

2,030

1,820

2,980

2,270

3,060

2,770

125

 98

153

125

12

14

14

13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13 - 1

13 - 2

13 - 3

Ave.

23.8

19.4

20.0

21.1

0.09

0.07

0.12

0.09

20 55.1

4

7

10

160

194

228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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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1039.1～1040.4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14 - 1

14 - 2

14 - 3

Ave.

2.62

2.65

2.62

2.63

0.58

0.43

0.62

0.54

2,850

2,810

2,780

2,810

5,230

5,620

5,230

5,360

270

302

237

270

22

21

21

21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14 - 1

14 - 2

14 - 3

Ave.

36.6

40.0

37.7

38.1

0.15

0.15

0.11

0.14

48 43.2

4

7

10

298

305

323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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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1044.7～1045.9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15 - 1

15 - 2

15 - 3

Ave.

2.69

2.69

2.68

2.69

0.70

0.66

0.67

0.68

2,650

2,740

2,750

2,710

4,690

4,730

4,690

4,700

197

246

185

209

23

20

22

22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15 - 1

15 - 2

15 - 3

Ave.

30.8

31.9

30.9

31.2

0.18

0.16

0.16

0.17

34 54.1

4

7

10

241

279

305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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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1062.9～1065.3m

Sample No. Density
(g/cm3)

Absorption
Ratio (%)

Wave Velocity(m/sec) Compression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S-wave P-wave

16 - 1

16 - 2

16 - 3

Ave.

2.68

2.67

2.67

2.67

1.31

0.74

1.02

1.02

1,940

2,560

1,770

2,090

2,860

4,590

2,760

3,400

110

113

 90

104

10

12

14

12

Sample No.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Internal
Friction

Angle (o)

 Triaxial Compression test
(MPa)

Confining 
pressure Strength

16 - 1

16 - 2

16 - 3

Ave.

18.6

23.3

20.7

20.9

0.07

-

0.05

0.06

19 48.2

4

7

10

119

161

194

Strain-Stress Curves & Mohr's Circles

Technical Manager   Park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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