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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과제명: 고 폐기물처분기술개발

     소과제명: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

     『고 폐기물처분기술개발』과제의 최종목표와 2단계 목표를 각각 아래

와 같이 계획하 다.

   • 최종목표: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도출  종합안 성평가

      - 2 단계목표: 

          기 처분시스템 설정  안 성평가

   

     이와 연계하여 상기과제의 세부과제로서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 장기 과제

의 최종목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 심지층의 지질․수문학  특성 평가기술 확립

   • 국내 안정된 지질환경 지역 도출

     상기목표를 달성하기 한 2단계 목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 결정질암류 심부지질환경 비평가: 

      -  수 의 국내지질환경자료에 의한 심부처분타당성 평가

   • 지질방벽특성 평가기술 확보: 

      - 자연수내 C-14 연 측정기술  동 원소 분석기술

      - 지하수유동 추 자시험  분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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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  측면

     기술 측면에서 바라본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에서 달성하여야 할 

업무는 크게 「 비개념의 기술성평가  주요 설계 라미터」부문과 본 비

시스템의 「 비안 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입력인자」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모든 인자의 도출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축 의 규모와 질

에 좌우되며, 이들은 요구인자의 다양성과 신뢰성 정도에 따라 업무의 역과 범

  우선 순 가 정해질 것이다.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에서 도출하여야 하는 인자들의 특성은 정보

의 취득  해석․분석방법에 따라서 신뢰도가 좌우된다. 취득방법은 수 십년 이

상의 장기 인 기록 리를 요구하는 부문도 있는 반면, 단기 으로 수 차례에 걸

쳐 측정 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부문도 있다. 한, 본격 인 처분사업의 착수

와 함께 부지규모의 고유성 자료취득에 의존해야 하는 유형도 존재한다. 

     따라서,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가 2 단계에서 으로 해결하여야 

할 안과제는 

   • 지구과학분야의 제반 상에 한 FEP(Features, Events and Processes)목

록 내의 각각의 인자들의 특성에 한 황 악과 장․단기 인 자료 평

가  축 (정량화 지향)과

   • 2 단계 목표인 기 처분시스템 구축을 한 자연환경의 특성 규명과 자료

수집 방법  해석․분석기술에 한 선진기술 확보와 개발 업무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근할 수 있다.

     따라서,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의 업무범 는 국내 지질환경의 

FEP 특성과 지하수 유동경로로서의 지질구조, 수리지질  지구화학  특성에 

한  2단계의 목표와 이와 연 된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야 하고, 상 처분심도

(지표하 약 500m 내외)에서의 지질조건에 한 실질 인 정보의 생산(In-situ 

test  analysis)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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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  측면

     본 과제의 성격이 일반 인 기기 개발 는 공학  기술개발과 같은 비교  

단기 이고 상업  차원의 연구개발이 아닌 장기 인 자료의 축 과 련 기술력 

제고 차원에서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라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과제는 국가의 뚜렷한 장기 인 정책의 확립과 국제사회와의 공감

 형성이 제되어야 하는 등 타 과제와 구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특히, 어

느 특정 분야의 학문  발달이나 성취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상호 연 되어 통합된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져

야 하므로, 개인 단  혹은 학계 등 개별 인 연구에 의한 근은 불가능하고 

산․학․연의 역할 분담에 의한 연계체제가 구축되면서 장기 인 투자 략이 필

요하다.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는 기 산업사회화과정에서 자원의 개발  

공 이라는 1차 산업의 한 부문을 담당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도 투자의 우선 순

에 있어서 가장 등한시 되어온 분야 의 하나이다. 재 기존자료의 정보체계

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질환경의 특성평가 기술 자체도 선진국가에 비해서 낙

후된 상태이다. 근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으로 심부지질환경의 해석기술 발달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가 기여한 공헌은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OECD국가들의 이 분야에 한 한 투자의지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앞서 가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고 폐기물 련 연구가 기단계인 과, 30～40년 이

상의 연구 수행 경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OECD)의 고 폐기물 련 정책  

연구 황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고 폐기물 처분연구 특히, 심부지질환

경 련연구는 각 인자들의 특성과 황을 악하고 우선 순 에 따라 신 한 장

기 인 추진 략이 필요하다. 

    다. 사회  측면

     지구과학분야의 해석․평가기술 향상과 련정보의 축 은 지구환경의 보  

 장기 인 환경감시 리를 한 기본 인 지표(Index)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으로도 지구과학분야의 활성화가 폐기물 련 연구의 기술수  향상에 선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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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문체계의 해석에 용되는 환경동 원소를 이용한 

지하수유동특성평가기술은 국내 지하수자원의 개발과 리보 을 하여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선정을 한 지질환경의 평가인자에 한 정보체계화 

 평가과정을 통하여 산․학․연 등의 공동참여 기회를 넓히므로써, 사회 반에 

한 수용도 제고(Public confidence)와 국민이해 기반조성에 정 인 역할을 하

게 될 것이다. 특히, ․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과 련하여 유사분야에 

한 지원업무도 활성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보 과 련된 환경산업은 

지속 이고 꾸 한 기술발   일반사회의 심으로 국민이해기반이 조성되어 

나갈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 2단계 연구내용을 아래와 같이 계획하 다.

   • 신기 지구조운동인자 비평가

      - 불안정 지질환경지역 도출

   • 심부암반  투수성단열 특성평가

      - 심부지질환경 특성조사를 한 Drillhole 설치  Fracture mapping

      - 단열 투수성인자의 정량화  심부 단열암반의 수리인자에 한 확률론

 해석

   • 결정질암류의 심부지질환경 비평가  종합성능평가 인자 생산

      - 심부 지하수, 암석  단열 물의 지화학  특성  심부 지하수 

진화과정 규명

      - 지하수내 C-14과 동 원소(H-2, H-3, C-13, O-18, S-34 등) 분석



- v -

Ⅳ. 연구개발 결과

     아직 특정의 처분부지가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질학  처분시스템에 한 

개념연구에 의하면 처분장은 결정질암반내의 지표하 약 500 m 내외에 치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심지층 처분시스템과 련하여 일반 인 지질환경

조건에 한 기존자료  본 단계에서 도출된 장자료와 수행된 연구결과이다. 

  1. 지형학  특성

     한반도는 약 222,000km2의 넓이이며 체의 약 70%가 산악지역으로 이루어

져 굴곡이 심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북부 내륙지역과 동해안지역은 각각 

해발고도 2,000～2,300m와 1,400～1,600m의 높은 산악지 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의 척량산맥을 경계로 서쪽지역은 연장 약 250km내외의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 오래된 지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반면에 산맥 동쪽지역은 동해쪽으로 

매우 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분의 수계가 그 연장이 50km내외로 짧은 

특징을 보인다. 동해의 해안평면은 단순하게 발달되어 있지만 서쪽과 남쪽 해안가

는 수많은 크고 작은 반도와 만을 형성하면서 매우 복잡한 해안선을 이루고 있다. 

서해는 유난히 높은 조수간만의 차이 (9 m 까지)를 보여주며 이로 인한 범 한 

갯벌을 발달시켰다. 반면에 동해의 조수간만의 차이는 약 1m 내외이다.

  2. 기상  지표수의 수문 특성

     남한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70mm로서 우기인 6월과 9월 사이에 강수가 

집 된다. 일반 으로 강수는 1주일 이내에 run-off 형태로 사라진다.

     한반도는 주로 변성암과 심성암을 포함한 결정질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

하수 시스템은 천부의 다공질 지표 하부에 발달된 단열체계에 의해 지배된다. 지

하수의 함양율(recharge rate)은 약 10～15% 정도로 평가되나 심부 단열  류

지로의 침투율(infiltration rate)은 함양율의 3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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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 질

     우리나라의 지질은 다양한 암종으로 구성되며 매우 복잡한 체계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 지질학   지구화학  자료들의 특성 범 가 매우 넓다. 따라서 일

반 인 처분장개념과 련하여 시범 처분 시스템의 연구에 이용하기 한 자료를 

특성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 지질개요

     한반도는 지질학 으로 서태평양의 유동  (mobile belt)와 하고 있는 유

라시아 에 치한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질은 선캠 리아기에서 제4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암종으로 구성되어 매우 복잡한 지질학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반

도의 반이상에 걸쳐 노출되어 있는 기반암류는 선캠 리아기의 변성암과 생

 심성암으로서 이들은 백악기 이래 수 차례의 융기-침강  침식작용을 받았

다. 고생 와 생 의 퇴 암  화산암류는 조구조  운동을 수반하면서 이들 

기반암 에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의 조구조  진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질 수 있다.

     ꠚ 고  지향사 단계 (Ancient geosyncline stage)

                                   : 시생 (2.6Ga)～원생 (1.8Ga)

     ꠚ 안정 지 단계 (Stable platform stage)

                                   : 기 원생 (1.76Ga)～후기 고생 (260Ma)

     ꠚ 서부 태평양 의 이동에 의한 향 단계 : 생 (230Ma)～신생 ( 재)

     한반도의 조구조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생 의 조산운동이 가장 요하다. 

이 시기의 조구조운동은 지의 과도기  발달에서 지향사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

로서 설명할 수 있다. 생  조구조운동은 습곡작용, 단층작용  화성암의 입

이 수반되었다. 한반도의 조구조운동은 기 트라이아스기와 세를 기 으로 세 

시기로 나뉘어질 수 있다. 생 의 조구조운동 이후 한반도 체가 융기하 다. 

신생 에 이르러서는 조구조운동이 활발하지 못하 고 단지 제한된 지역에서 염

기성 내기 성의 화산활동이 있었다. 재의 한반도 해안선은 약 7,000년 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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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체구조  분류

     우리나라의 지체구조를 분류하는 일반 인 단 는 조구조운동에 의한 구별

보다는 지질학 인 지역구분  지질시 에 의한 구분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주

로 암석학  특징, 지질시 의 연속성  형성시기에 의해 지구조구가 분류된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지체구조 단 에 의한 구분이 지질학  지역의 특성 

 원시 지각의 안정화 시기를 기 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습곡

(fold belt), 육괴(massif), 분지(basin) 등으로 분류되는 주요 지구조구는 6～8개

의 주요 계통으로 나뉘어 지며 이들은 각각 다시 수 개의 작은 계통으로 분류된

다. 방사성폐기물처분과 련하여 이 육괴와 습곡 가 제안된 구조단   주요 

심분야이다.

  4. 화산활동

     지질시 를 통하여 한반도는 약 180～100만년  사이에 요한 구조운동을 

겪었다. 이 시기 이후의 구조활동은 차 어들었으며 국지 으로 제한되었다. 

재는 지진이나 화산활동같은 괴 인 자연 상은 단지 특정지역에만 제한되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의 화산활동은 시생 에서부터 세에 이르기까지  지질시 를 통

하여 화성활동과 더불어 일어났다. 그러나  지질시 를 통하여 가장 두드러진 

화산활동은 상부 쥬라기～하부 백악기 기간(약 1억 6천만년～1억년 )에 일어났다. 

이 시기 동안 생  분지에서의 퇴 작용은 계속되었고 화산활동은 주로 큰 규모의 

단층 를 따라 격렬하게 일어났다. 백악기의 화산활동은 제3기 반기까지(약 5천

만년 ) 계속되었지만 이후의 화산활동을 포함한 구조운동은 차 어들었으며 

국지 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일어났다. 따라서 팔 오세 동안에는 상 으로 

잠잠하 고 신제3기 동안에는 간헐 으로 일어났다. 재는 지진이나 화산활동과 

같이 괴 인 자연 상은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간헐 으로 일어나고 있다.

     화산활동은 한 제4기에도 백두산, 추가령 단층   제주도 등의 몇몇 지

역에서 일어났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한반도내에서 몇몇 화산활동이 서기 1,000년

과 1,600년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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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 진

     구조론의 에서 한반도는 유라시아 에 속해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지진은 내륙성 지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진원의 깊이는 일반 으로 지표하 10～

12km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역사지진은 서기 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계기지진은 1905년부

터 기록되었다. 역사기록을 근거로 하 을 경우 한반도의 남동부가 지진 임이 밝

졌으며, 반면에 북쪽의 소백산 육괴와 백두산 화산지 의 지진은 다른 지구조구

에 비에 월등하게 미약하다. 계기지진의 기록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진은 남

쪽과 서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진의 깊은 진원지

는 동해와 북동부에 분포하고 있다.

     일반 으로 한반도에서는 지진과 제 4기 조구조운동 사이에 상  계가 아

직 명확히 밝 지지는 않았으나 MM등 으로 4이상의 진도를 갖는 지진은 단층

구조와 계가 있다.

     생  조산운동 동안에 형성된 수많은 단층은 이후 많은 지진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한반도내의 수많은 주요 단층과 구조  경계부들이 비록 

그들이 신생  이 에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활동 이거나 혹은 비활동 으로 특

징지울 수 있다.

     1905년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36년 7월 4일에 발생한 계사 지진과 

1978년 10월 7일에 발생한 홍성지진이다. 이들 지진은 MM등 으로 진도 7에 해

당하며 홍성지진의 경우 규모가 약 5.2인 것으로 밝 졌다. 역사지진기록에 따르

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강해지는 기간이 약 500년이고 다시 약해지는 기간이 약 

200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경향이 서기 2년부터 재까지 계속해서 반

복되어 왔다.

  6. 처분장에 합한 주요 암종

     한반도에 분포하는 암종은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처분의 지질방벽시스템으

로 고려하 을 경우 7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질방벽은 방사성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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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 장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따라서 처분장으로서 합한 모암의 선택에 있

어서의 략은 국내의 지질학  특성에 기 해야만 한다.

    가. 모암선택의 기

     지질학  처분장의 다 방벽체계는 방사능폐기물을 격리시키고 주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합한 체계로 알려져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지질학

 환경에 한 연구가 방사능폐기물처분장에 합한 모암에 한 일반 인 정보

제공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  안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수행되어 왔다. 처

분장의 기반암의 특성들은 다음의 기술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합한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

     ꠚ 침식  인  교란에 한 역학  방어능력

     (Mechanical protection from erosion and human intrusion)

     ꠚ 화학 으로 안정한 조건 (Chemically stable conditions)

     ꠚ 낮은 지하수 유동체제 (Slow groundwater flow regime)

     ꠚ 방사성핵종의 이동 지 특성 (Retardation properties for nuclide transport.)

     그러나 처분장 개념설정의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이 모암으로서의 기반암 특

성에 한 보다 심층  연구를 한 암종 분류의 일반  기 이다.

     ꠚ 기반암은 융통성있는 부지선택을 해 규모가 커야만 한다.

     ꠚ 지각형성과정이 신기 지구조운동지역  지질학  불안정 지역을 

제외하여야 한다.

     ꠚ 지질조건  특성이 비교  균일하 고 평가  상하기에 쉬워야 한다.

    나. 가능한 모암의 주요 암종

     한반도의 암석은 시생 부터 제 4기에 이르기까지 29종 정도의 복잡한 체계

로 구성된다. 이들 암종들  지질학  특성에 의해 일차 으로 걸러질 것이며 이

는 수문지질학  특성, 지화학  특성, 암석학  균일성 등과 같은 원계 역의 

방벽 함수로써 요하다.  단계에서는 그 분류기 이 주로 탄력 인 부지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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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암종의 넓은 분포범 에 을 두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에 분포하는 주

요 암종들은 7개 유형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각각의 분포지역에 근거하여 보면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합한 일차 인 모암은 생  심성암류가 될 것

이며 이들은 한반도 남쪽지역의 약 1/3 정도를 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가능한 

후보 암종은 선캠 리아기 기반암  편마암류가 될 것이다.

    다. 쥬라기 화강암과 백악기 화강암의 비교

     한반도의 남쪽에 분포하는 주요 암종들 둥에서 각각의 분포지역을 근거로 

하 을 경우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합한 암종  하나가 생  심성

암류일 것이다.

     생  심성암류는 한반도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남쪽과 북

쪽을 경계로 분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게 배열되어 있다. 남쪽에서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신장된 형태를 보이지만 북쪽에서는 불규칙하거나 동-서방향을 보인

다. 한반도에서 보화강암(쥬라기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반은 경기육괴와 남

육괴 뿐 아니라 옥천습곡 와도 평행하게 분포한다. 반면에, 불국사화강암(백악기

화강암)은 한반도의 남서쪽 해안지역과 경상분지내에 주로 분포한다.

     쥬라기 화강암은 후기 트라이아스기에서 기 쥬라기(205±15 Ma)에 입하

다. 이들  일부분은 조구조운동과 동시  기원임을 나타내며 다른 부분은 

조구조운동의 후기 기원임을 나타낸다. 입심도는 10-20 km정도로서 물들의 

결정화는 약 3～7 kb의 압력하에서 일어났다. 이 보화강암은 일반 으로 긴호

상의 반형태를 갖는다. 옥천습곡 내에서 이 화강암체는 습곡  남동쪽 연변부

를 따라 산출되는 편상  미그마티틱 화강암과 북서쪽 연변부를 따라 산출되는 

화강암 반체  습곡  앙부에서 산출되는 불규칙한 형태의 화강암질 암주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부분은 미사장석을 함유하며 냉각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구성 물의 입도는 주로 립 내지 조립질이다. 보화강암은 주로 티탄철석 

(ilmenite) 계열  S-type에 속한다. 쥬라기 화강암 반체에는 석 맥, Mo, 

CaF2, Au, Ag, Cu 등의 화작용이 일반  상이다.

     백악기화강암(불국사화강암)은 물조성에 따라 섬록암, 석 몬조니암, 화강

섬록암, 각섬석 화강암, 흑운모화강암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부분이 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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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연 이 있기 때문에 화산암이나 퇴 암의 포획암이 풍부하다. 비록 범

하게 분포하지는 않지만 소  “마산암”으로 불리어지는 립질 내지 세립질의 석

몬조니암이 특징 인 미문상조직을 보인다. 불국사화강암은 빠른 냉각속도로 인

해 주로 세립질  립질이다. 백악기 화강암에서는 문상조직 혹은 미르메카이트 

조직이 흔하게 찰된다. 마이크로퍼사이트 혹은 정장석이 주된 K-장석이다. 이

들은 칼크-알칼린(calc-alkaline) 계열  자철석(magnetite) 계열에 속하며 I-type

에 해당한다. 백악기 화강암체 내에서는 Cu, Pb, Zn, Mo, W, Cu 등의 화작용

이 일반 이다.

  7. 단열 체계

     역 인 단열체계의 특성은 지질도, 항공사진, 수치지형도를 기본으로 한 

음 기복도 등과 같은 정보로부터 분석된 선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되었다.

    가. 역 단열 체계의 분류

     남한의 역 단열 체계는 그들의 연장성에 따라 F1, F2, F3, F4 등의 4 등

으로 분류할 수 있다

     F1 등 의 단열은 규모의 단층을 포함하여 40km이상 추 가능한 길이를 

갖는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조구조 으로 가장 요하다. F2 등 의 단열은 20～

40km의 연장성을 갖는다. F3 등 은 지역 인 단열 를 형성하며 일반 으로 

1～20km의 연장성을 갖는다. 이들은 지질학  특성이나 조구조  지역에 계없

이 한반도 남부 체에 걸쳐서 범 하게 발달해 있다. F4 등 의 단열은 노두 

규모의 불연속 구조로서 1km 이하의 연장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이 실제 가장 

흔한 단열이다.

    나. 역 단열 체계의 분석

     규모 단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북서쪽(경기-강원지역)과 남동쪽(경상분

지)에 발달해 있다. 반면에 소규모의 단열들은 한반도 남쪽에 반 으로 범

하게 분포한다. NNE(N10oW～N50oE), NW(N30oW～N50oW), WNW(N60oW～

EW) 등의 세가지 주요 세트가 단열 방항에 한 rose diagram을 통해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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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분 단열들은 NNE 세트로 그룹지을 수 있다. 단열 방향들의 공간  

분포에 의하면 한반도 남부의 남서부와 북서부는 불규칙한 방향분포를 보여 다. 

단열 가 집해 있는 지역들은 특히 집되어 있는 태백산 화 를 포함하여 

경기육괴에 분포한다.

     부분의 F1 등  단열 들은 경상분지와 경기육괴에 발달해 있는 반면, 한

반도의 남서부에는 단 한 개( 주단층)의 F1 등  단열만이 존재한다. F1 등  

단열  가장 긴 것은 150km이상의 연장을 보인다. F1 등  단열들의 우세한 방

향은 부분 NNE 방향이며 이 방향이 곧 남한에서 단열들의 주요 방향이다. 이

밖에 경상분지에서 WNW 방향의 단열들이 미약하게 발달해 있다.

     F2 등 의 단열들은 남한의 남서부를 제외하고 지역에 걸쳐 분포하지만 

특히 태백산 화 와 충남탄 에 집해서 분포한다. F2 등  단열들의 방향은 

NNE 방향이 가장 우세하며 F1 등  단열과 마찬가지로 WNW 방향도 미약하게 

발달해 있다. 이는 이들 F1과 F2 등 의 단열이 단열방향에 해서 서로 유사하

다는 것을 지시한다.

     F3 등 의 단열들은 역 단열도에서 가장 풍부한 등 이며 한 남한지역 

반에 걸쳐 범 하게 분포한다. 이들의 방향 역시 F1 등 과 마찬가지로 NNE 

방향이 우세하고 WNW 방향이 미약하게 발달하여 있지만 F3 단열 등 에서는 

다른 NW 방향 단열들이 미약하게 발달해 있다. 특히 NNE 세트는 그 범 가 

N10W에서 N50oE로서 매우 변 가 크다.

     모든 F4 등 의 단열들은 이들이 1:250,000과 1:500,000 지형도에서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짧기 때문에 1:50,000 지질도에서 추출하 다. 따라서 F4 등 의 

단열들  실제와 비교하여 매우 은 양만이 역 인 단열도에 포함되었다. F4 

등 의 단열  역시 NNE 방향이 우세하며 WNW 방향과 NW 방향이 미약하게 

발달해 있다. 따라서 모든 4가지 등 의 단열들이 방향에 해서는 유사하다고 결

론지을 수 있다.

    다. 개념설정 이  단계를 한 단열 체계 모델 제안

     처분장 규모의 심도에서 개념설정을 하기 한 단열의 길이, 공간, 폭, 지속

성, 거칠기 등과 같은 자세한 단열 자료는 없다.  단계에서는 남한에서 1k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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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길이의 3가지 우세한 방향들의 공간  분포로서만 표 될 수 있다. 즉, 체 

단열들에 해 평균 으로 8.0～8.9(평균값 8.4)km, NNE 방향의 단열들에 해 

평균 으로 8.2～9.4(평균값 8.8)km, NW와 NNW 방향의 단열들에 해 각각 6.

0～7.3(평균값 6.6)km, 7.5～9.5(평균값 8.5)km 등 이다.

    라. 처분장 규모의 화강암에서의 단열 양상 평가

     처분장 규모에서 화강암 지역에서의 단열의 방향, 공간  분포, 지속성, 거칠

기 등과 같은 단열 자료들은, 이들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개념설정 이  단계

에 용되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참고사항을 제안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장 

규모의 단열 양상은 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쥬라기 화강암 지역의 몇몇 시추공 자료에 의하면 리규모의 단열 양상은 

경사 방향/경사각이 각각 150/80, 235/75, 200/30인 set 1, 2, 3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8. 수문지질학  특성

    가. 재까지의 자료

     한반도의 결정질암체 내에서 제안된 처분장 심도에서의 수문지질학  특성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심성암  결정질 편마암에서의 수리 도도값은  10-11

～ 10-9m/s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에 단열 에서의 수리 도도값은 10-8 ～

10-6m/s의 범 이다.

    나. 깊이에 따른 수리 도도 특성

     주요 분류 특성과는 별개로 일반 으로 stress가 증가할수록 단열틈(fracture 

aperture)은 닫히고 단열빈도는 일반 으로 어들기 때문에, 수리 도도는 깊이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를 한 결정질암체의 특성 조건이라는 문헌에 나타나 있듯이 다음 세 식이 

깊이에 따른 수리 도도 평가에 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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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K) = -1.65 log(z) 4.5

K=10 (7+z/250)

Log K = -5.57+0.362 log z  0.9878 (log z)2+0.167(log z)3

여기에서 K = 수리 도도 (m/s), z = 깊이 (m).

     를 들어 500 m 깊이에서 수리 도도는 윗 식에 의해 1×10
-9 ～ 3.12×

10
-9 m/s로 계산된다. 스웨덴의 자료에 의하면(SKB TR 92-43), 500 m 심도에서

의 수리 도도는 국지 인 단열 에서 약 10-9m/s 이고 암체 내에서 약 10-10m/s 

이다.

  9. 지하수의 화학  특성

    가. 지화학특성

     우리나라의 부분을 차지하는 결정질암류  2개의 화강암지역(유성  고

성지역)을 선정하여 200～500m 심도의 심부공을 시추하 다. 이  유성지역에 

500m 심도를 갖는 YS-01 시추공에는 깊이와 단열에 따라 13개의 패커가 설치되

되어 14개의 심도별로 격리된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다. 시추공내 심도별 지하수

시료는 지화학  특성에 요한 요소인 pH, Eh, 용존산소, 온도, 알칼리도 등은 

장에서 시료채취 즉시 측정되었다. 지하수의 온도는 깊이에 따라 24℃까지 증가

한다. 깊이에 따른 pH의 변화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포틀란드 시멘트의 

향을 받는 구간에서는 12.7까지의 매우 높은 값을 보이는 반면, 200m 이하 구

간에서는 10 정도로 매우 일정한 값을 보인다. 산화-환원 는 깊이에 따라 변

화하며 -250m 하부에서 매우 심한 환원환경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라우  물

질에 의한 향구간을 제외하고는 지하수의 Na, Ca, Mg, K, Cl, HCO3, SO4 함량

이 -200m 이하 구간에서는 매우 일정하다. 심부지하수의 불소함량은 매우 높으며 

(12.7 mg/L) 깊이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지하수의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물-암석 반응이 증가함을 지시한다. 지표수

와 천부지하수는 주로 토양층과 반응하여 Ca-HCO3나 Ca-Na-HCO3 형을 보이며 

지하 250m 이하의 심부지하수는 형 인 Na-HCO3 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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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지역 GS-01(500m 심도) 시추공은 다 패커에 의해 9개 구간으로 격리

되어 있다. 이 시추공에서 채취된 지하수의 지화학 자료들은 아직 심부지하수의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이는 시추시 사용된 시추수의 향이 아직도 완 히 

새로운 지하수의 유동에 의해 제거되지 않았음을 지시한다.

    나. 단열충 물

     단열충 물은 주로 유성지역의 YS-01 시추공에서 얻어진 시추코아로부터 

얻어졌다. 방해석  불석 물(로몬타이트와 휼란다이트)이 가장 흔한 단열 물이

다. 이들은 매우 미세한 세맥이나 단열면을 코 하고 있는 상태, 혹은 큰 규모의 

단열 에서 산출할 경우에는 단열공간에서 조립질 결정으로 성장하여 여러 2차

물들이 혼합되어있는 상태로 산출된다. 일라이트는 주로 녹니석과 함께 산출되며 

방해석이나 불석 물과 더불어 흔하게 산출된다. 녹니석은 주로 검은 색으로 산출

된다. 녹염석은 미세한 세맥으로 산출되며 흔히 녹니석과 견운모(일라이트)와 함

께 산출된다. 이밖에 카올리나이트, 클리노조이사이트, 황철석, 방연석, 기타 철 산

화 물 등이 감정되었다.

    다. 동 원소 특성

     유성지역 YS-01 시추공 지하수의 δ18O와 δD값은 세계천수선에 도시되어 

이들이 재 기후조건하에서 지역 인 강수로부터 기원함을 지시한다. 국내 강수

에 한 동 원소고도효과(0.19‰, δ
18O)를 용하 을 경우, 유성지역 심부지하

수의 충 지역은 재 지역보다 높은 고도임을 알 수 있다. 심부지하수의 삼 수

소 함량은 0에 가까운 값을 보여 상 으로 긴 체류시간을 지시한다. 반면에 천

부지하수의 높은 삼 수소함량은 이들의 체류시간이 매울 짧음을 지시한다. 최근

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직 흡수법을 이용한 14C 분석법이 도입되어 연구지역 지

하수의 연령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 인 동 원소기 과의 교차분석 결

과는 분석 결과의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라. 지화학  진화과정

     일반 으로 지하수 화학은 강수가 토양층을 거쳐 지하수로 순환하는 과정에

서의 물-암석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강우가 기와 반응하면서 지표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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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게 되면 기  분압이 약 10-3.5 bar인 이산화탄소와 반응하게 되어 pH는 이

론 으로 약 5.7이 된다. 토양층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약 10-3～10-1 bar로 기보

다 매우 높다. 토양층을 거쳐 낮은 pH를 갖는 지하수는 지하 화강암반내로 유입

되면서 물의 유동통로에서 규산염  탄산염 물 등과 반응하게 된다. 이 반응을 

통해 수소이온이 소모되면서 Ca-HCO3형의 천부지하수가 생성되고 이산화탄소는 

토양층으로부터 재공 받게 된다. 지하수가 유동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풍화반응이 

진해되고 Na, K, Ca, Mg 등의 이온이 지하수로 용해되면서 규산염 물은 토

물과 같은 2차 물로 변질된다. 토양층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공 은 심부환경에

서는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물-암석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pH가 높아진다. 이러

한 높은 pH조건에서 Ca, K, Mg 등은 방해석이나 토 물 같은 2차 물을 생성

하게 되고 CO2와 지하수와의 반응은 HCO3와 CO3.를 형성하게 된다. YS-01공의 

심부지하수의 Pco2는 10
-6.0 atm으로 계산되었다. 결국, 물-암석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pH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내 용해된 Ca, K, Mg 등은 물침  는 이온교

환반응 등으로 지하수내에서 제거되어 화강암반의 심부지하수는 Na-HCO3형을 

보이게 된다. 

  10. 암석의 열   역학  특성

     처분장 시스템 설계를 한 구조  안정성 해석에는 일반 구조물과는 달리 

암반의 역학  물성자료 이외에도 열  물성자료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나오는 방사성물질의 붕괴열을 히 방출시키고, 이 물질들을 장

기간 안 하게 격리시키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심부결정질 암석의 역학 , 열  물성을 살펴보기 한 

첫 단계의 연구로서, 심부 시추공 내에서 채취된 시추코아 암석으로 기본 인 암

석의 역학 , 열  특성을 실내시험을 통하여 도출하 다. 동  서 지방의 

암석을 상으로 도, 공극률, 탄성  속도, 일축압축강도, 률, 포아송비, 인장

강도, 단강도 등의 역학  물성과 열 도율, 열팽창계수, 비열 등의 열  물성을 

측정하 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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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지역 시료로부터 얻은 역학  물성치와 국내 기존자료 비교

    ꠚ 연구지역의 물성치는 지표에서 지하 500 m까지의 시추공 코어로부터 50 m 

마다 세 개의 시료를 성형하여 각종의 물성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도출

    ꠚ 국내 기존자료는 북 황등지역의 화강암, 경남 거창지역의 화강암을 토

로 하 고, 경기도 화강암 데이터는 서울 학교 암석역학 실험실에서 보유

하고 있는 기존 시험자료를 근거로 하 음

    ꠚ 도의 경우 국내 기존자료와 비슷한 값이 도출됨

    ꠚ 공극률은 유성화강암이 0.82%로 기타 지역보다 약간 큰 값을 보임

    ꠚ P-wave velocity, S-wave velocity 모두 유성화강암이 기타 지역보다 큰 

값을 보임

    ꠚ 일축압축강도, 포아송비  인장강도의 경우 시료에 따라 값이 많은 편차를 

보 지만 기타 지역에서 도출된 값의 범  내에 있음

    ꠚ 률의 경우 유성지역 화강암이 기타 지역에 비해 약간 낮은 값이 도출되

었음

    ꠚ 단열의 단강도는 단열이 많이 포착된 유성지역 화강암 시료로 시험을 수

행하 는데 마찰각이 34°～ 37°의 범 를 보임

  • 심도에 따른 각종 역학  물성치의 변화 분석

    ꠚ 연구지역 화강암의 물성은 체 으로 심도에 따라 고성이나 유성 등의 지

역에 따른 특별한 경향은 보이지 않음

    ꠚ 도나 공극률은 심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음

    ꠚ P-wave velocity는 심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S-wave velocity

는 심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ꠚ 일축압축강도  률은 심도와 시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나 특별한 경

향을 보이지 않음. 즉 심도와 상 없이 시료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남

    ꠚ 포아송 비도 단히 분산된 형태의 결과를 보이나 심도에 따른 특별한 경

향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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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  물성치의 변화 분석

    ꠚ 열 도도는 고성화강암이 유성화강암에 비해 30% 정도 낮은 값을 보 지

만 일반 으로 화강암이 갖는 열 도도 범  내의 값임

    ꠚ 열팽창계수는 유성화강암이 고성화강암에 비해 약간 낮은 값을 보 고, 심

도에 따른 특별한 경향은 보이지 않음

    ꠚ 비열은 유성화강암이 고성화강암에 비해 약간 낮은 값을 보 고, 두 지역 

화강암 모두 지표부분보다는 심도 500 m 값이 높게 나타남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재까지, 2 단계 목표인 기 처분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주로 

처분 역에 한 지질환경특성을 정의하고 정량화하는데 주력하 다. 한, 본 

과제의 3 단계까지 목표는 고 폐기물의 상업  처분사업의 시작 이 에 

비하여야할 가장 필수 인 기본사항  하나인 우리나라 고유의 자연환경  제

반 사업 요건에 부합되는 한국형처분시스템을 구축․개발하는데 있다. 물론, 구축

된 한국형처분시스템은 실증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처분 사업의 기본 개념으로 활

용하게 될 것이지만, 국가 처분정책이 부재한  단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배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처분시스템이 가능하

며, 안 성 한 확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 분야의 과제 수행은 3 단계 목표인 한국형처분

시스템 개발을 한 한국의 고유한 지질환경특성에 한 객 인 평가와 가능한 

한 정량화를 목표로 정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3 단계에서는 2 단계의 처분

역 심의 특성 도출에서 원계 역으로 확  용하여, 처분장에서 지상 생태계

에 이른 체 유동경로에 한 구분과 특성 정의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즉, 근계

역인 처분장  처분장 주변 역으로 정의되는 주 유동경로에 이르는 심부지

질환경 특성을 구체 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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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 유동경로에서 심부처분환경에서 지상 생태계에 이르기까지의 구조

, 수리   지화학 인 환경 변화에 한 구분  특성의 정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3 단계 이후에는 개발된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실증시험 연구 단계로 진입하

여 상용 처분사업에 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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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 Geological Environment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Objectives of the project

     The long term objective of the main project -Development of HLW 

Disposal Technology- aims to develope the Korean disposal System and 

Total Safety Assessment for HLW and the short term objective of the 2nd 

stage research program focuses on Establishment of Reference Disposal 

System and Performance/safety assessment on the proposed disposal system.

     To achieve the above goal, the main objectives and tasks of the 

Geological Environmental Study have been established as the following:  

     The objectives of the Geoscientific study;

   • Technical establishment on the site characterization for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 Delineation of geologically stable regions for a repository in the         

peninsula

     Main tasks in the 2nd stage program for the Geoscientific work;

   • Preliminary assessment on crystalline rocks as a  potential host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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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ꠚ Feasibility study for a geological disposal in a crystalline rocks        

in the peninsula with geological data available in the                  

literatures and collected from the drilling project. 

   • Establishment of site characterization technology : 

      ꠚ C-14 dating and other isotopic techniques

      ꠚ Field tracer testing methods

  2. Importance of the project

    a. Technical Aspects

     The geoscientific study in the project has two major functions in 

technical aspects; assessment on the technical feasibility for geological disposal 

concept(s) and design parameters, and generation of the input parameters for 

safety analysis. The generation of geoscientific parameters depends mainly on 

the amounts of data available and their quality. Furthermore, the work scopes 

and hierarchies of the geoscientific study will depend on the parameter's 

natural variability and inherent uncertainties

     Geoscientific database encompasses a wide range of activities and 

measurement techniques. Parameters and site properties used in safety 

assessments are almost never directly measurable. Those are derived from a 

long chain of geological observation and integrated interpretation of 

geophysical, hydraulic, and hydrochemical data. Data produced during site 

investigation cannot be used in a safety assessment without further 

assessment and judgement. To extent, the evaluation and assessment of data 

can produce new data to be used for subsequent assessment.

     Therefore, the work scope in the 2nd stage of the study was mainly  

concentrated on the collection of site specific data and the development of 

tools, procedures, and measurement techniques for geological, hydrogeological 

and hydrochemical conditions through the deep drilling program in gran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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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in. In addition, long term geological 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FEP) 

were identified and defined to improve geosphere stability for a repository.  

    b. Economic Aspects 

     The HLW Disposal Project is characterized as a long term research 

project managed by the government, unlikely such projects based on technical 

and commercial interests in short term. This type of project necessitates the 

firm government commitments with the long range plans and international 

consensus. While understanding this difference, it is essential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various fields such as human and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academy, industry and research groups. Also 

information exchanges between implementing bodies, regulatory and stake 

holders are necessary for building of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early stage of the geologic fields in Korea, it has been developed  

for mining activities such as prospecting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However the financial investments for the field was very low and below 

average. As consequences, the database of geological information in these days 

is very poor and the site characterization technology is still in an old fashion. 

In recent, other OECD countries have dramatically improved their technical 

capabilities and databases for the development of geologic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as the result of great investment in the research works. 

     Since the HLW Disposal research work in Korea is in the very early 

stages compared to the advanced OECD countries having 30-40 years 

experien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long term strategy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a final repository.  

     

    c. Social Aspects

     In recent days,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preserv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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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s prerequisite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pecially the hydrogeological characterization with an application 

of isotopic technology is greatly demanded in the field of groundwter 

development and protection.

     The site characterization for a repository involves a wide range of 

disciplines and integration of geological/geophysical, hydrogeochemical/isotopic, 

and hydraulic testing data. Also it needs a flexible, but secure, data 

management system. The direct participation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industrial, academic and research groups in the site characterization activities 

will improve public understan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HLW disposal and 

will build public confidence.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work scope of the project in the second stage was as follow:

   • Preliminary assessment of neotectonic characetistics for radwaste        

       disposal

      ꠚ Evaluation of unstable geological conditions for a repository

   • Characterization of the conductive fractures in deep geological condition 

      ꠚ Fracture mapping, hydraul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rock mass  

using deep drill holes

      ꠚ Development of quantifying method on conductive fracture parameters 

and probabilistic analysis of hydraulic parameters for fractured rock in 

deep geologic condition

   • Preliminary characterization of deep geological condition in crystalline 

rocks and generation of the parameters for total performance assessment 

of a reference disposal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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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ꠚ Ge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intact rock, fracture filling materials 

and deep groundwater, and assessment of groundwater evolution 

process 

      ꠚ Analysis of isotopes in groundwater such as H-2, H-3, C-13, C-14, 

O-18, and S-34

Ⅳ. Results of the Project

   This chapter summarises generic geoenvironmental conditions relevant for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system. No site has been specified but a reference 

repository is supposed to be located at the 500m level in the granitic rock 

body for the conceptual study of the geological repository system. 

  1. Topography

     The topographic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rugged 

country about 70% as a mountainous terrain in a relatively small area of 

about 222,000km
2. Higher mountains of 2,000 to 2,300m above sea level are 

concentrated in the northern region and 1,400 to 1,600m in the East Coast 

area. 

     An old age terrain characterizes the land surface of the westward slope 

of the eastern mountain region with a gentle slope traversed with the distance 

less than 250km. On the other hand, the eastward slope dives steeply into the 

East Sea and most of the streams are of less than 50km long. The coastal 

plains in the East Sea are simply developed. However, the western and 

southern coasts of the peninsula show extremely irregular shorelines involving 

peninsulas and bays. An exceptionally high tidal fluctuation(up to 9m) on the 

West Sea plays a major role to develop broad tidal mudflats. On the other 

hand, that of the East Sea is recorded as about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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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eteorology and Surface Water Hydrology:

     The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in the South Korea is recorded as about 

1,270mm, which is concentrated in rainy season from June to September. In 

general, rain falls are disappeared through run-off within one week after 

precipitation. 

     Crystalline rocks including metamorphic and plutonic rocks are mainly 

distributed in the Korean peninsula. And, groundwater systems are controlled 

by fracture system developed under shallow porous surfacial zones. The 

recharge rate to groundwater system is estimated as about 10 to 15%. But the 

infiltration rate to deep fractured aquifer seems to be not over 30% of the 

recharge rate. 

  3. Geology

     In general, the geology of Korea is a very complex system with various 

rock types and the relevant geological and geochemical data are widely 

scattered. Regarding a generic site, it is difficult to characterize a set of data 

in order to use for the study of reference repository system.

    a. The outline of geological setting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in the area where the Eurasian continent 

is contacted with the west pacific mobile belt. The geology of Korea is a very 

complex system with various rock types from Precambrian to Quaternary. The 

basement rocks exposed in more than the half area of the peninsula consist of 

Precambrian metamorphic rocks and Mesozoic plutonic rocks, which were 

subjected to several up-lift and erosion stages after Cretaceous age. 

Sedimentary and volcanic rocks of Paleozoic and Mesozoic era were distributed 

on those basements accompanied with tectonic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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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ctonic evolution of the peninsula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  Ancient geosyncline stage : Archean(2.6Ga)～Proterozoic(1.8Ga)

   •  Stable platform stage : Middle Proterozoic(1.76Ga)～Late Paleozoic(260Ma)

   •  Stage influenced by the movement of west Pacific plate: 

Mesozoic(230Ma) ～ Holocene(Present)

     For the geotectonic history in the peninsula, the Mesozoic orogeny is 

most important. The tectonic movement in this era is explained as a 

transitional development of platform into geosyncline stage. The Mesozoic 

tectonic activities were accompanied by folding, fault block movement and 

igneous intrusion. The tectonic movement in the peninsula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one after the other from the middle Triassic period to Paleocene. 

After the Mesozoic tectonic movements, the whole of the peninsula had been 

uplifted. The Cenozoic tectonic activity was not intensive and is generally 

represented by mafic to intermediate volcanic activities in limited areas. The 

present coastal lines were considered to be formed about 7,000 years ago.

    b. Tectonic Division: 

     The general principal to classify the tectonic units in Korea is based on 

geological provinces and geologic time rather than tectonic distinction. Thus 

the division of tectonic provinces was emphasized on lithological 

characteristics, formation stage and the continuity of geological history.

     More recently the divisions on tectonic units were proposed on the basis 

of the stabilization time of the original crust and the characteristics of 

geological province. In both systems, main tectonic provinces grouped into fold 

belt, massif and basin could be divided into 6～8 main systems accompanying 

with several subsystems. With reference to radioactive waste disposal, massif 

and fold belt are main interests among the tectonic unit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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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Volcanism  

     Through the geologic history, the peninsula experienced a significant 

tectonic movement in the period between 180 and 100 million years ago. And 

then subsequent tectonic activities have diminished and limited to the local 

areas. In the present stage, the disruptive natural phenomena such as 

seismicity and volcanism are localized in the particular areas.

     Volcanism in the peninsula has occurred throughout most of the 

geological ages from Archean to Holocene with igneous activity. But the most 

prominent volcanism had taken place in the period of the Upper Jurassic～

Lower Cretaceous(160～100Ma ago). In these periods, volcanic activities took 

place along large fault zones and were vigorous during sedimentation in the 

Mesozoic basin. And, the Cretaceous volcanism continued up to the early 

Tertiary(50Ma ago). But it was relatively inactive throughout the Paleocene 

and intermittently in the Neogene. 

     The volcanism was also continued to the Quaternary in several areas, i.e. 

Mt. Paektu, Chugaryong fault zone and Cheju Island.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several volcanic activities in Korea were dated between 1,000 and 

1,600 AD.

  5. Seismicity

     In terms of plate tectonics,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within the 

marginal area of the Eurasian plate. Thus earthquakes in Korea are ascribed 

to the intraplate seismicity. The depths of epicenters are estimated to 10~12km 

below ground in general. 

     In Korea, historical earthquake records date back to 2 AD and the 

instrumental data were collected from 1905. Based on the historical data,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peninsula turned out to be seismic zones in Korea, 



- xxviii -

whereas the seismicity of the Sobaeksan massif and Paektu volcanic zones in 

the northern part is remarkable weaker than the other tectonic provinces. 

From the instrumental data, we can find that the seismicity is stronger in the 

southern and western parts of the peninsula than in the other regions. 

However, deep sources of earthquakes are distributed in the northeastern part 

and in the East Sea. 

     In general, the close correlation between seismicity and Quaternary 

tectonic in the Korean peninsula can not be defined yet. However, earthquakes 

having MM intensity more than 4 should be related with fault structures. 

     It appears that many of the faults created during the Mesozoic orogenies 

have generated earthquakes afterwards. Therefore, a number of major faults 

and tectonic boundaries of the peninsula could be characterized active or 

inactive even though they were formed before the Cenozoic.

     The most destructive earthquakes since 1905 were SSanggyesa 

earthquake on July 4, 1936 and Hongsung earthquakes on October 7, 1978. The 

MM intensity of these earthquakes is VII and the magnitude of the Hongsung 

earthquake turned out to be about 5.2. According to historical earthquake 

records, the strengthening period in Korea is for about 500 years and the 

weakening period for about 200 years. This tendency has alternated between 

each other from 2 AD to the present.

     The ground acceleration velocities which had currently been adopted at 

the NPP sites in Korea are 0.2g in horizontal and 0.1g in vertical for SSE at 

the free field. However, there is no reference at a deep geological condition.

  6. Major rock types

     The geological formation in Korea could be classified into 7 groups 

considered as a barrier system in a deep repository for radioactive wastes. The 

strategy for the selection of suitable host rock(s) for the repository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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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geologic conditions of Korea. 

    a. Criteria for the Host Rock

     The multibarrier system of geological disposal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favorable system to isolate radioactive waste and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Research on geological environment in KAERI 

has been performed to provide generic information for the host rocks for a 

repository and their long term stability on a nationwide scale. The properties 

of the bedrock for a repository should provide a suitable environment 

comprising the following technical requirements:  

     ꠚ Mechanical protection from erosion and human intrusion

     ꠚ Chemically stable conditions

     ꠚ Slow groundwater flow regime

     ꠚ Retardation properties for nuclide transport.

     However, at this stage for development of the disposal concept, the 

following is general criteria for identifying rock types to study further detailed 

on bedrock properties as a host rock:

     ꠚ The bedrock should have a large extent to provide a flexible site 

selection.

     ꠚ The formation should be free from a neotectonic region or geologically 

unstable region.

     ꠚ The formation is relatively homogeneous and should be easy to 

evaluate and to predict.

    b. Major Rock Types for Potential Host Rock

The lithology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sts of a complex structure of 

29 rock types from Archen to Quaternary. The preliminary screening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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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rock types will be based on the geological properties, which are 

important for the barrier function of the far field such as geohydrogical 

properties, ge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lithological uniformity. In the 

present stage, the criterion is mainly concerned on a large areal extent of rock 

types allowing flexibility of siting. The major rock types distributed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can be grouped into 7 types. Based on the distribution 

area of each unit the primary host rock for HLW repository will be Mesozoic 

Plutonic rocks, which are occupied by nearly one-third of the peninsula. The 

second choice will be gneissic rocks among the Precambrian basement. 

    c. Comparison between the Jurassic Granite and the Cretaceous Granite

     Among the major rock types distributed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based on the distribution area of each unit, one of the preferred host rocks for 

HLW repository will be Mesozoic plutonic rocks. The Mesozoic plutonic rocks 

occupying nearly one third of the Korean peninsula are arranged with a 

different direction of distribution between the southern and northern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outh, they are elongated northeast to southwest, 

but in the northern part irregularly or east west. The Daebo (Jurassic) 

granitic batholiths in South Korea lie parallel to the Ogcheon fold belt as well 

as the Gyeonggi and Ryeongnam massifs. The Bulguksa (Cretaceous) granites 

occur mainly in southwestern coast and the Kyongsang basin.

     The Jurassic granites intruded in the geologic age of late Triassic to 

early Jurassic(205±15Ma).  Some of these granites may represent syntectonic 

plutons, others post-tectonic plutons. The emplacement depths are in the range 

of 10～20km and the crystallization occurs under the geopressure of 3～7kb.  

The Daebo garanites generally occur as long band-shaped batholiths.  In the 

Ogcheon fold belt, the granitic bodies consist of schistose and migmatitic 

granites distributed along the southeast margin of the zone, batholithic granite 

masses along the northwest margin, and irregular-shaped granitic stocks in 

the central part of the zone.  Most of them contain microcline and are m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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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to coarse grained owing to slow cooling history. The Daebo granites 

mostly belong to illmenite series and S-type. In Jurassic granitic batholiths, 

quartz veins and Mo, CaF2, Au, Ag and Cu mineralizations are common.

     The Cretaceous granites(Bulguksa granites) can be classified into diorite, 

quartz monzonite, granodiorite, hornblende granite and biotite granite by their 

mineral composition. Because most of them are associated with volcanics, 

xenoliths of volcanic rocks or sedimentary rocks are abundant. Although it is 

not widely distributed, medium to fine grained quartz monzonite, named 

"masanite" shows characteristic micrographic texture. The Bulguksa granites 

are mainly fine to medium gained owing to rapid cooling history. Graphic or 

myrmekitic textures can be easily seen in Cretaceous granite.  Microperthite 

or orthoclase is the main K-feldspar. They belong to calc-alkaline series, 

magnetite series and I-type. In Cretaceous granitic bodies, Cu, Pb, Zn, Mo, W 

and Cu mineralizations are common.

 7. Fracture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a regional fracture system has been defined and 

characterized based on the lineaments from the information such as geologic 

maps, air photos and computerized-shaded relief images from Digital Elevation 

Model.

    a. Classification of Regional Fractures

     Regional fractures in South Korea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orders 

designated F1, F2, F3 and F4 on the basis of their extension. 

     The class F1 includes large-scale faults that have a trace length of over 

40km. They are tectonically most important in Korean peninsula. The fractures 

of F2 order have a trace length of 20～40km. F3 order fractures forming local 

fracture zones have a commonly trace length of 1～20km. They develop ev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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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bundantly throughout southern Korea regardless of geologic settings and 

tectonic provinces. And, F4 fractures may be equivalent to outcrop-scale 

discontinuities with a trace length less than 1km. Therefore, they must be 

actually the most popular fractures.

    b. Analysis of Regional Fracture System

     Large-scale fractures are chiefly developed(in the Kyonggi-Kangwon 

areas) in the northwestern part and(Kyongsang basin) in the southeastern 

part. In contrast, small-scale fractures are even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southern peninsula. Three dominant sets of NNE(N10oW～N50oE), NW (N30o

W～N50oW) and WNW(N60oW～EW) are defined through the rose diagram of 

fracture orientation. But most of the fractures are grouped in a NNE set. 

According to the areal distribution of fracture orientations, the southwestern 

and northwestern parts of the southern peninsula are characterized with 

random orientation. The high-density areas of fractures are placed in the 

Kyonggi massif including the Taebaegsan mineralized area with extremely 

high-density.

     Most of the F1 fractures are developed in Kyonsang basin and Kyonggi 

massif, whereas only one F1 fracture(Kwangju fault) is located at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peninsula. The longest ones among F1 order 

fractures is with a trace more than 150km. The dominant set of F1 fractures 

mostly runs in NNE direction as the majority of fractures in southern Korea. 

The minor set of WNW direction shows in Kyongsang basin. 

     F2 order fractures are evenly distributed in the whole examined area 

except the southwestern part of southern Korea, but they develop more 

collectively at the Taebaegsan mineralized area and Chungnam coalfield. The 

orientations of F2 fractures also indicate that a NNE set is the most dominant 

and a WNW set is minor like those of F1 order. It can be said that both 

orders are self-similar with respect to fracture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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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order fractures, which are the most abundant on the regional fracture 

map, are also evenly distributed in southern Korea. The orientations of F3 

fractures also have the NNE dominant set and the WNW minor set like those 

of F1 order, but they have one more minor set of NW direction. Particularly, 

the NNE set represents a wide range of N10oW to N50oE.

     All F4 fractures are extracted from 1:50,000 geological maps because they 

are too short to be interpreted on 1:250,000 and 1:500,000 relief maps. 

Therefore, it must be considered that quite a small quantity of F4 fractures 

are put in the regional fracture map in comparison with a real world. The 

NNE dominant set and the WNW and NW minor set in orientation similarly 

represent F4 fractures. It is concluded that fractures of each order are 

self-similar with respect to orientation.

    c. Proposed fracture system model for the pre-conceptual design

     There are no detail fractures data for the construction of concept, such 

as fracture length, spacing, width, persistence and roughness by depth in site 

scale. In current status, it could be defined as the spacing of three preferred 

orientations over 1km length in the South Korea, which are stated upper and 

estimated as average 8.0～8.9(mean 8.4)km for total, 8.2～9.4(mean8.8)km for 

the direction of NNE, 6.0～7.3(mean 6.6)km for NW and 7.5～9.5(mean 8.5)km 

for NNW, respectively. 

    d. Estimated fracture patterns in site scale granite  

     Fractures data in site scale, such as orientation, spacing, persistence and 

roughness of fracture in granite terrain, could be suggested for references as 

follow, if it should be applied for preconceptual design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By the way, fracture pattern in site scale would not be defined defini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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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data of several drill holes in Jurassic granite area, the fracture 

pattern in joint scale would be characterized as set 1, 2 and 3 of 150/80, 

235/75 and 200/30 in dip direction/dip, respectively. 

  8. Hydrogeology

    a. Current data available

     There are very little data for hydrogeologic properties at a proposed 

repository depth(or similar) in crystalline rock mass in Korea. However, the 

suggested values of hydraulic conductivities in plutonic rocks and crystalline 

gneisses could be estimated as 10-11～10-9 m/s. Whereas, those of the fracture 

zones are in the range of 10-8～10-6m/s.

    b. Hydraulic conductivity as function of depth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part from major discrete features, hydraulic 

conductivity decreases with depth due to a closing of fracture apertures with 

increasing stress and due to a general decrease of fracture frequency. It 

represents a compilation of crystalline rock mass properties conditions for 

nuclear waste repository studies in the US, the following three equations are 

available to estimate hydraulic conductivity as function of depth.

log(K) = -1.65 log(z) 4.5

K=10 (7+z/250)

Log K = -5.57+0.362 log z  0.9878 (log z)2+0.167(log z)3

where, K = hydraulic conductivity (m/s) and Z = depth (m). 

     At 500 m deep location, for example, the hydraulic conductivity is 

calculated as 1x 10-9 ～ 3.12x10-9 m/s from the above equations. According to 

the Swedish information(SKB TR 92-43), the hydraulic conductivity at 500 

depth is about 10-9m/s for the local fracture zone and about 10-10m/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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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mass.

  9. Groundwater chemistry

    a. Geochemical characteristics

     Seven deep boreholes of 200～500m in depth were drilled in the study 

sites(Yuseong and Goseong areas). The YS-01, 500m-borehole in the Yuseong 

site, were straddled into 14 sections by the multi-packer system according to 

fracture distribution along the depth. Field measurements included temperature, 

pH, Eh, electrical conductivity, dissolved oxygen and alkalinity. The 

temperature of groundwater increases up to 24℃ near the bottom of borehole.  

The variation of pH with depth shows very distinct pattern due to grouting at 

the crushed zone near 110m below the surface. The groundwater affected by 

Portland cement has abnormally high pH(up to 12.7), whereas pH values of 

groundwater below 200m from the surface is almost constant to 10.0. The 

redox potential of groundwater varied with depth and indicated the high 

reduction state below 250m depth. Except the section affected by grouting 

materials, the concentrations of major cations(Na, Ca, Mg, K), and major 

anions(Cl, HCO3, SO4) in groundwater are almost constant below GL-200m. 

Fluorine in groundwater shows high concentration of 12.7 mg/L and tends to 

increase with depth, indicating that water-rock interaction increases in the 

deep groundwater due to the long residence time of groundwater. Surface 

water and shallow groundwater which are mainly reacted with soils show 

Ca-HCO3 type or Ca-Na-HCO3 type, whereas deep groundwater below 250m 

from the surface belongs to typical Na-HCO3 type.

     The GS-01 of 500m deep in the Goseong site is separated into 9 sections 

by multipackers. The geochemical data of groundwater from the GS-01 do not 

show any characteristics of deep groundwater, indicating that the drilling fluid 

was neither removed completely nor no flow zone of deep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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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racture filling minerals

     The mineralogy of fracture filling materials are investigated from the 

YS-01 core samples. Calcite and zeolite minerals(laumontite and heulandite) are 

the most common fracture minerals. Its occurrence ranges from infillings of 

hairline cracks, thin coatings and intergrowths with other minerals. Illite, 

commonly intergrown with chlorites which are very dark to black, is as 

common as calcite and zeolite. Epidote occurs commonly in sealed fractures 

and very thin veins and associated with chlorite and sericite(illite). Other 

fracture filling minerals identified in the cores include kaolinite, clinozoisite, 

pyrite, galena and iron oxides.

    c. Isotopic characteristics

     The δ18O and δD values of water samples from the Yuseong site 

(YS-01) are plotted along the worldwide meteoric water line, indicating that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s have been recharged by local meteoric waters 

under the present climate conditions. Considering the altitude effect(0.19‰, δ

18O) of isotope for precipitation in Korea, the recharge area of the deep 

groundwater is estimated to higher elevation than the adjacent topographic 

highs. Thus another plausible interpretion might be based on a paleoclimatic 

conition. Tritium contents close to zero are observed in the deep groundwater, 

confirming a relatively long residence time. On the other hand, the high 

tritium values characterized in the shallow groundwater are considered as 

recent waters with a very short circulating time. Recently, the direct CO2 

absorption method for 14C analysis was developed and introduced for the 

evaluation of more reliable residence time in a deep groundwater system.  The 

reliability of our 14C data was confirmed by intercomparison with the qualified 

international isotope laboratory.

    c. Geochemical evolution of groundwater in the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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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emistry of groundwater is controlled by water-granite interaction 

along the flow path of groundwater after recharge of rain water through a soil 

zone. The equilibrium pH of rain water in contact with CO2 at the earth 

atmospheric value of 10-3.5 bar is 5.7. The CO2 partial pressure of the soil 

atmosphere is normally much higher(10-3～10-1 bar) than that of earth 

atmosphere. As CO2-charged water moves along the flow paths in the granitic 

terrain, groundwater encounters common minerals such as silicate and 

carbonate minerals. The dissolution of minerals consume H+ in water, the 

water chemistry shows Ca-HCO3 type in shallow environment, where CO2 

replenishment occurs from the soil zone. As CO2 supply from the soil zone is 

to be limited in the deeper environment, pH of water is progressively 

increased. In high pH conditions, the released Ca, K and Mg in groundwater 

easily moves to solid phase such as clay minerals including calcite and CO2 

converts to HCO3 and CO3. Consequently, the chemistry of deep groundwater 

from the granitic terrain shows Na-HCO3 type. The sources of Na in deep 

grounwater can be supplied by a release of cations such as Na, K, Ca, Mg to 

groundwater during the weathering reactions and a transform of silicate 

mineral to clay minerals. 

  10.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

     In the safety analysis of the repository system,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from other underground facilities is the emphasis on 

thermo-mechanical properties due to the radiation heat generated from the 

spent fuels.

     To obtain the baseline data for the general mechanical propertie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P-wave velocity, Young's modulus, Possion 

ratio, tensile strength, shear strength, porosity and density) and related 

thermo-mechanical properties(thermal conductivities, heat expansion, unit heat 

capacity), the core samples obtained from the deep drilling project in Ko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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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Yuseong areas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Characteristics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ꠚ Core samples for the laboratory testing were selected every 50m 

interval from the 500m drill holes.

     ꠚ The results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were compared with the 

existing data accumulated from other granitic areas.

     ꠚ Rock density values are similar to other granitic values.

     ꠚ The porosity of the Yuseong granite(0.82%) is slightly higher than 

others.

     ꠚ Accordingly, P-and S-wave velocities of Yuseong granite are higher 

than others.

     ꠚ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tensional strength and Poissson's ratio 

of the Daejeon granite show a variety of the values, but still within 

the reliable range of granitic properties. 

     ꠚ Young's modulus of the Yuseong granite are slightly lower than other 

granites.

     ꠚ The shear strength of fracture was attempted on a Yuseong granite, 

indicating a friction angle of 34
o～37o. 

   • Mechanical Properties along the depth 

     ꠚ The Goseong and Yuseong granites did not show any meaningful 

variation in the mechanical properties along the depth. Even density 

and porosity did not show any depth variation.

     ꠚ P-wave velocity tends to increase slightly, but S-wave did not any 

variation along the depth. 

     ꠚ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Young's modulus vari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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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tested. But those variations are not related to depth. 

     ꠚ Poisson's ratios also display a wide range, but no discernible 

relationship with depth.

   • Thermo-mechanical Properties

     ꠚ The thermal conductivity of the Goseong granite is 30% lower than 

that of Yuseong, but still in the range of granitic rocks.        

However, Goseong granite is slightly higher than Yuseong granite for 

th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and specific heat capacity.

     ꠚ The specific heat capacity of granitic samples in deep is higher than 

the near surface samples in the both Yuseong and Goseong areas

Ⅴ. Applications of the Project Results

   

     The main goal of the project is the development of a reference repository 

system for HLW, which is technically feasible and effective for Korean natural 

conditions, socio-econimic situation, regulatory requirements and public 

perception. The HLW disposal concept is similar to those adopted by other 

countries; a multi-barrier system within an inter-fault block of crystalline 

rocks at about 500m below ground, in chemically reducing condition. In 

developing a reference repository system, the most important aspects might be 

technical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repository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outcomes of the project can be used to organize the future 

research program with regards to the validation of the technologies, concepts 

and effectiveness proposed by the current ten year studies. Furthermore, the 

result can be used as fundamental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government 

policy on the HLW disposal, since given the size and rate of growth of the 

Korean nuclear program, a national strategy needs to be developed soon;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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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fine the organization for long term HLW management and to set 

timetables for a repository development.

     In the present geoscientific research work, generic study has been 

peformed on two study sites in granite, which is the most common crystalline 

rock in the Korean peninsula. To evaluat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natural 

phenomena on the disposal system, the potential impact of the tectonic 

activities, especially fault movements near a repository, provide unfavorable 

conditions in its performance by the formation of new pathways for 

groundwater flow and dynamic effects on the disposal system. Also most 

important parameters of the geological environment for a safety assessment 

are groundwater flow rate, groundwater composition and properties to control 

mass transport. In the next stage of the geoscientific study, we plan to refine 

and carry out the hydrogeologic field tests for groundwater pathway analysis, 

supplemented by methodological research in a small scale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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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고 폐기물처분기술개발』과제의 2단계  3 단계의 목표를 각각 아래와 

같이 계획하 다.

   • 2 단계: 기 처분시스템 설정  안 성평가

   • 3 단계: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도출  종합안 성평가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는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련 부문별

로 재의 기술수 과 기존자료를 토 로 필요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고

유한 자연환경특성을 규명하고, 이들 각각의 특성에 하여 자연환경의 특성을 평

가하고, 용 지침․개념에 부합되는 세부 인자에 한 정성․정량 인 요건을 

도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한, 향후 상업  처분사업 수행에 비하기 해서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자료의 생산․해석․분석․평가 련 기술

확립』에 주력하는데 목 을 두었다.

   나아가서,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고  방사성폐기물

을 심부지하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한 단계 상향시켜

야 한다.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  측면

     기술 측면에서 바라본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에서 달성하여야 할 

업무는 크게 「 비 개념의 기술성 평가  주요 설계 라미터」부문과 본 

비시스템의 「 비 안 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입력 인자」로 구분할 



- 2 -

수 있다. 이들 모든 인자의 도출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축 의 규모와 

질에 좌우되며, 이들은 요구인자의 다양성과 신뢰성 정도에 따라 업무의 역과 

범   우선 순 가 정해질 것이다.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에서 도출하여야 하는 인자들의 특성은 정보

의 취득  해석․분석방법에 따라서 신뢰도가 좌우된다. 취득방법은 수 십년 이

상의 장기 인 기록 리를 요구하는 부문도 있는 반면, 단기 으로 수 차례에 걸

쳐 측정 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부문도 있다. 한, 본격 인 처분사업의 착수

와 함께 부지규모의 고유성 자료취득에 의존해야 하는 유형도 존재한다. 더욱이 

지구과학 분야의 특성으로 볼 때, 

   • 심지층처분을 한 심부지질환경의 정 ․동  거동 상  이들의 시간 

종속  특성변화의 투 ․ 측결과에 한 정확성  신뢰성은 완벽할 수 

없으나 국제 인 기 ․수 에 반드시 도달하여야 하고, 

   • 안 성 입증에 한 보증 기간은 수 만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지질시  

척도(geologic time scale)에 해당하므로 국내지질환경에 한 지속 이고 

범 한 자료축척이 요구

   • 안 성평가를 한 주요 기반기술(technology)과 지질학  정보 (geological 

information), 양자에 한 불확실성이 여 히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처분안

성의 입증  실증 결과가 시간 종속 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이

에 한 scientific research 차원으로 보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함.

   • 처분 련 기술은 필요시기에 수입 체에 의한 해외기술 도입  단기간의 

기 자료 축 에 의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 자연

환경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계 ․체계  근방법이 요구된다. 

   • 더욱이, 반 인 수행과정  결과에 한 국민 이해(public confidence)를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 

그 성격이 다른 사업과 뚜렷이 구별된다. 따라서,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

가 2 단계에서 으로 해결하여야 할 안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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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과학분야의 제반 상에 한 FEP(Features, Events and Processes)목록 

내의 각각의 인자들의 특성에 한 황 악과 장․단기 인 자료 평가 

 축 (정량화 지향)과,

   • 2 단계 목표인 기 처분시스템 구축을 한 자연환경의 특성 규명과 자료

수집 방법  해석․분석기술에 한 선진기술 확보와 개발 업무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근할 수 있다.

     재, 우리나라의 고 폐기물 련 연구가 기단계인 과, 30～40년 이

상의 연구 수행 경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OECD)의 고 폐기물 련 정책  

연구 황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고 폐기물 처분연구 특히, 심부지질환

경 련연구는 각 인자들의 특성과 황을 악하고 우선 순 에 따라 신 한 장

기 인 추진 략이 필요하다. 한, 심부지층 처분장으로 이상 인 모암(암반)은 

아래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IAEA, 1977; 1994).

   • 폐기물이 지하수에 노출 범 가 최소화될 수 있는 수리지질학  특성

   • 이동 핵종이 생태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지 혹은 지연기능 등을 갖는 

지구화학    물학  특성

   • 폐기물 치로 인해 발생하는 열하 을 수용하여 처분장이나 모암의 

구조  유연성을 손상하지 않는 열화학  특성과  

   • 운 기간 에 처분장계통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한 역학  강도와 

충분한 안정성

     따라서,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의 업무범 는 국내 지질환경의 

FEP 특성과 지하수 유동경로로서의 지질구조, 수리지질  지구화학  특성에 

한  2단계의 목표와 이와 연 된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야 하고, 상 처분심도

(지표하 약 500m 내외)에서의 지질조건에 한 실질 인 정보의 생산(In-situ 

test  analysis)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와 련한 부문 에서 동 원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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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Isotope hydrology)분야는 본 과제의 수행으로 변확 와 함께 재까지 상

당한 기술  자료축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구화학  근방법 에서 특히 

동 원소의 이용 확 를 해서 아직까지 새로운 기술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단

순한 화학 인 근방법의 보완 기능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이 세계 으로 입

증되고 있다. 이 부문은 한 지하 심부의 지하수시료채취 기술과 병행하여 새로

운 장을 열어 갈 것으로 기 된다.

     자료 취득의 기술  측면에 의한 근에 있어서, 재 우리의 drilling 기술

은 지하수와 온천수개발과 련하여 1000m 내외의 심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

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 련 연구에서 요구되는 원 치시험(In-situ 

test)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drilling 기술 능력과 함께 심부 

원 치 암반에서 시험  해석․분석 능력기술은 정보 생산과 병행하여 개발하여

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에서 2단계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의 업무

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근하므로써,  실정을 감안한 효과 인 연구결과 생

산과 기술력의 제고가 달성될 것이다.

   • 신기 지구조운동 인자 비 평가

   • 심부 암반  투수성 단열 특성 평가

   • 결정질암류의 심부 지질환경 비 평가  종합 성능 평가 인자 생산

  

   2. 경제  측면

     본 과제의 성격이 일반 인 기기 개발 는 공학  기술개발과 같은 비교  

단기 이고 상업  차원의 연구개발이 아닌, 장기 인 자료의 축 과 련 기술력 

제고 차원에서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라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과제는 국가의 뚜렷한 장기 인 정책의 확립과 국제사회와의 공감

 형성이 제되어야 하는 등 타 과제와 구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특히, 어

느 특정 분야의 학문  발달이나 성취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상호 연 되어 통합된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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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개인 단  혹은 학계 등 개별 인 연구에 의한 근은 불가능하고 

산․학․연의 역할 분담에 의한 연계체제가 구축되면서 장기 인 투자 략이 필

요하다.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는 기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자원의 개발 

 공 이라는 1차 산업의 한 부문을 담당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도 투자의 우선 

순 에 있어서 가장 등한시 되어온 분야 의 하나이다. 재 기존자료의 정보체

계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질 환경의 특성 평가 기술 자체도 선진 국가에 비해

서 낙후된 상태이다. 근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으로 심부 지질 환경의 해석 기술 

발달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가 기여한 공헌은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OECD국가들의 이 분야에 한 한 투자의지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가고 있다.

     세계 으로 원자력 련 기술의 평화  이용과 병행하여 재까지 의학, 농

학, 공학  자연과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개되어 왔다. 상기 심부지질환경의 

원 치 시험  해석기술과 동 원소 수문학 부문은 이 과제가 국내에서 세계

인 선진기술의 연계 창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이러

한 역할은 특정 학계 혹은 개인기업체가 단독으로 개척해 갈 수 없는 성격을 가

지고 있는 분야인 것이다.

     최근 지하공간의 이용산업의 확 로 지질환경 조사  해석기술의 다양화와 

함께 기술향상은 도시 지하공간, 지하 발 소, 지하 유류  식품 장소 등의 지

하공간 건설의 안정성 평가와 환경 향평가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며, 한 필

요로 하고 있다. 특히, 지하 유류 비축기지 공동 주변 수리지질학  설계와 운

 수리안정성평가, 온천지역  음용수 개발과 련하여 우리 연구소의 기술지원

이 있었으며, 련 분야의 이용은  확 되어가고 있다.

   3. 사회  측면

     지구과학 분야의 해석․평가기술 향상과 련정보의 축 은 지구환경의 보

  장기 인 환경감시 리를 한 기본 인 지표(Index)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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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으로도 지구과학 분야의 활성화가 폐기물 련 연구의 기술수  향상에 선도

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문체계의 해석에 용되는 환경동 원소를 

이용한 지하수유동특성평가기술은 국내 지하수자원의 개발과 리보 을 하여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선정을 한 지질환경의 평가인자에 한 정보체계화 

 평가과정을 통하여 산․학․연 등의 공동 참여 기회를 넓히므로써, 사회 반에 

한 수용도 제고(Public confidence)와 국민 이해 기반 조성에 정 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  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과 련하여 유사분야

에 한 지원 업무도 활성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 과 련된 환경 

산업은 지속 이고 꾸 한 기술발   일반 사회의 심으로 국민이해 기반이 

조성되어 나갈 것이다.

 제 3  연구 개발의 범

   1. 최종목표

   • 심지층의 지질․수문학  특성 평가기술 확립

   • 국내 안정된 지질환경 지역 도출

   2. 2단계 목표

   • 결정질암류 심부 지질환경 비평가: 

      -   수 의 국내 지질 환경자료에 의한 심부처분타당성 평가

   • 지질방벽특성 평가기술 확보: 

      -  자연수내 C-14 연  측정기술  동 원소 분석기술

      -  지하수 유동 추 자시험  분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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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단계 연구내용

   • 신기 지구조운동 인자 비평가

      -  불안정 지질 환경지역 도출

   • 심부암반  투수성단열 특성평가

      -  심부 지질환경 특성 조사를 한 Drillhole 설치  Fracture mapping

      -  단열 투수성 인자의 정량화  심부 단열 암반의 수리인자에 한 확률

론  해석

   • 결정질암류의 심부 지질환경 비평가  종합 성능평가 인자 생산

      -  심부 지하수, 암석  단열 물의 지화학  특성  심부 지하수 진화과

정 규명

      - 지하수내 C-14과 동 원소(H-2, H-3, C-13, O-18, S-34 등) 분석



- 8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황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의 추진 정도는 각 국의 산업발달 등 경제

수 에 따른 력수요 정도와 과학기술 발달  자국의 자연환경과 정치․사회․

문화 인 특성 등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반 으로 국제 인 추진 황은 32

개 OECD 회원국을 심으로 선도 국가군과 후발 국가군으로 크게 두 개 그룹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선도국가들로는 재 상업처분사업 수행단계에 진입한 미국, 

핀란드, 일본, 스웨덴을 비롯하여, 고 폐기물 처분연구의 심 축에 있는 스

스, 국, 랑스  캐나다 등이 표 이다. 후발 국가군에 속하는 나라들은 연

구 착수가 10년 이내에 속하는 나라들이 부분이다.

   처분 련 연구에 한 한 선진국의 추진 황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간

장 혹은 직 처분 등 후행원 연료의 장기 인 정책에 따라서 국가별로 다소 차

이가 있으나, 2010～2030년경 이후부터 처분장 운 을 목표로 장기 인 계획을 추

진 에 있다. 부분의 국가들이 심부지층처분 방법을 수용하고 있으며, 자국의 

실정에 합한 처분모암(host rock)이 결정되었거나 일부 공감 가 형성된 상황이

다. 한, 이들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반 으로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우 를 선 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이해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즉, 우선 으로 확고한 

정부정책의 확립 여부가 큰 비 을 차지하며 더욱이 정부정책 결정 이 에도 상

당한 수 의 기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각 국의 황은 IAEA  련 국가의 폐기물 련 기 의 홈페이지(2-1-1)와 

KAERI/RR-2201/2001(2-1-2)을 심으로 요약․정리하 다.

   1. 선도 국가

    1.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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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세계 최 로 핵무기 생산과 함께, 1954년에 “원자력 에 지의 평화

인 사용과 이의 부산물인 고 폐기물의 리 책임이 연방정부에 있음”을 선언

하는 「원자력에 지법」의 공표로 방사성폐기물 리정책이 처음으로 태동하 다. 

     1956년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는 고 폐

기물처분은 심지층처분 방법이 정하며, 심지층처분을 하여 다양한 종류의 모

암에 한 조사․연구를 권고하 다. 1960년  , 오하이오주 일 에 분포하는 

Salina Basin의 암염층에 한 조사․연구를 시작하 으나, 지방 정부의 반 로 

단하게 되었다.

     1970년   캔사스주 Lyons 암염층에 고 폐기물처분장 건설을 제시하

으나, 이 지역에 과거 지하자원 탐사․개발 목 의 수많은 굴착 공들의 분포가 밝

지면서 계획이 취소되었다. 

     1980년에 DOE는 처분방법의 안에 한 범 한 환경 향평가(EI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통하여 심지층처분의 우수성을 발표한 바 있

으며, 1982년 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법(NWPA: Nuclear Waste Policy Act)의 

공표로 고 폐기물 처분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를 마련하 다.

     NWPA를 근거로 DOE는 1983년에 잠재 으로 6 개 주에서 9개소의 후보부

지를 선정하 는데, 이  7개소가 암염층이며 2개소는 화성암층이다. 1984년에 제

시된 DOE의 최종 부지 선정기   차에 따라 1986년에 9개의 후보부지를 5개

로 압축하고, 이어 네바다의 응회암, 텍사스의 암염  워싱턴의 무암 등3개 후

보부지로 압축․선정하 다. 

     한편, 1985년에는 핵무기 련 고 폐기물 역시 상업용 원 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처분하는 것을 발표하 다. 그러나 1986년 DOE는 주 정부 

 주민의 반 에 부딪쳐 후보부지 선별작업을 단하 으며, 아울러 테네시

(Tennessee)주에 간 장시설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건설의 필요성을 

의회에 제안하 다. 1987년에는 부지특성조사의 지연과 비용 과다로 인하여 미 행

정부는 부지확보 조사작업의 연기를 포함한 폐기물 리정책의 재검토를 결정하

고, 1987년 말 미 의회는 새로운 폐기물 리정책 법(NWPAA: Nuclear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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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mendments Act)를 통과시켰다. NWPAA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 부지선별작업을 당분간 지하고 Yucca Mountain부지에 해서만 

부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화강암반에 한 연구 지한다. 

   • 테네시주에 한 MRS건설계획을 취소하고, MRS를 처분장 

부지특성조사와 연계하여 건설한다.

   • MRS  처분부지 확보를 하여 상기구(Office of the Nuclear Waste 

Negotiator)를 설립한다.

   • DOE의 부지특성조사에 한 기술 인 검토조직으로서 

기술검토기구(Nuclear Waste Technical Review Board)를 설립한다. 

   • 후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네바다주에 하여 경제  혜택을 제공하며, 

네바다주는 Yucca Mountain 지역에 고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반 할 

법 인 권리를 가진다.

     NWPAA 발표 이후, 본격 인 Yucca Mountain Project(YMP)가 착수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 유카마운틴 로그램의 주  기 은 고 폐기물 처분을 담당

하는 DOE로서, 산하에 방사성폐기물 리국(Office of Civilian Radiation Waste 

Management, OCRWM)을 두어 총 하고 있다. 실제 인 로젝트 리는 운 리

(O&M) 계약을 맺은 TRW사(TRW Environmental Safety Systems Inc.)가 하고 있

으며, 부지특성 조사를 하여 25개 기 이 TRW사와 계약을 맺어 참여하고 있다. 

2010년에 처분장 운  목표를 세우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982년 : 부지특성평가업무 착수 

   • 1997년 : 터   시험장 공사 완료, 범 한 열시험(thermal testing) 시작

   • 1998년 : 부지 합성/타당성 평가(viability assessment) 완료

   • 2000년 : 최종 환경 향 평가(final EIS)

   • 2001년 : Site Suitability 평가로 부지 타당성 여부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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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 NRC에 인허가 서류 제출  건설

   • 2010년 : 처분장 운  시작 

     1993년부터 DOE는 Yucca Mountain 부지에 ESF(Exploratory Studies 

Facility) 건설을 시작하여(1997년 완료), 범 한 부지특성 조사와 함께 붕괴열에 

의한 지하수의 이동특성  지화학 /수리질학  특성 변화를 찰하기 한 

“Heater Test" 등 여러 가지 장규모의 실험도 병행되었다.

     1998년 유카마운틴 부지에 한 합성 평가 보고서(Viability Assessment 

Report)를 NRC에 제출한 바 있으며, 1999년 , 에 지 부는 NRC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유카마운틴이 미국의 고 폐기물 처분장 부지로서 기술 으로는 합하

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 다. 재에는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여 2001년 통

령에게 보고를 하기 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까지 유카마운틴 부

지가 고 폐기물 처분부지로 확정되면 DOE는 2002년에 건설 인허가를 제출하

고, 2010년에 첫 상용 운 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체 으로 볼 때, 미국은 처분장 후보부지 선별평가․선정 기간(10년)을 포

함하여, 처분장 운  착수까지 약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상된다.

    1.2. 스웨덴

     1.2.1. 일반 황

     1972년부터 원자력 발 소의 상업 운 을 시작한 스웨덴에서는 1997년 말 

재 총 12기의 원자로(9 BWR, 3 PWR)에서 10,438MWe 의 력을 생산하여 총 

발 량의 약 53%에 달하고 있다.

     1980년 국민투표에서는 2010년 이후에는 체 에 지의 개발을 조건으로 원

자력 발 을 면 단하는 것을 의결하 다. 그러나, 체 에 지의 개발이 여의

치 않자 1992년 국회에서는 원자력 발 을 면 단하기로 한 국민투표 결과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 다. 

     한 1996년 정부와 의회에서는 1994년에 구성된 Energy Commission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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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따라 력시장의 규제를 모두 철폐하는 법안을 승인하 으며, 1997년 , 미

래의 에 지 정책과 련하여 력소비를 이고 향후 수년 내에 새로운 발

안을 찾아보기로 합의하 다. 이와 련하여 1998년  정부는 Barseback 1호기 

운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 으며, 2001년까지 한기의 원 을 추가로 폐쇄할 

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재 가동 인 원자력발 소  가장 마

지막으로 폐쇄될 원자로의 날짜는 지정하지 않으므로써, 새로운 발  안을 개발

하기까지 시간  여유를 갖게되는 발 을 마련하 다. 

     스웨덴의 방사성폐기물 리정책은  폐기물은 해  동굴처분을 하

고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해외 탁 재처리를 하여왔으나 1980년 반 심지층 직

처분으로 결정하 다. 재 스웨덴에서 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

연료를 비롯하여  원자력발 소, 병원  각종 연구시설  산업체로부터 발생된 

. 폐기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발 소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하여 해체 시에는 장 반감기 .

폐기물로 구분되는 노심부품과 압력용기의 내부 그리고 많은 양의 폐

기물의 형태로 발생한다. 발 소 운  발생하는 폐기물은 500년 정도의 

비교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특수 포장된 후 SFR (해 동굴처분시

설)에 처분된다. 해체 폐기물  부분은 ․  방사성폐기물로서 최  500

년 동안의 격리를 요한다. 탁재처리로 발생된 약간의 고 폐기물은 사용후핵

연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010년까지 12개의 원자로가 모두 운 된다면 원자력발 소 해체 폐기물을 

포함하여 총 200,000 m3 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될 것이다. 이  10,000 m3 은 고

 사용후핵연료이고 10,000 m3 은 장반감기 방사성폐기물로 추정된다. 만약 지

 모든 원자력발 소를 폐쇄한다면 처분해야할 폐기물은 150,000 m
3 정도이다. 

     재, 2006년까지 두 개 후보부지에 한 부지특성평가를 종료․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부지를 결정한 후, 2009～2015에 걸쳐 최종 부지특성평가  안 성평가

와 함께 시설건설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운 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반 으로, 1970년 부터 2010년경까지 처분 련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작업을 포함하여 상용사업을 한 처분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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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까지 약 38년의 소요기간을 상하고 있다:

   • Stage 1 : Stripa 산의 기존 수직갱도(shaft) 이용, 시추조사 병행

   • 1993～2000 : 8개 후보부지 타당성조사․평가

   • 2001      : 2개 후보부지 선정

   • Stage 4 : 개념모델 개선 보완

   • Stage 5 : 지하실증공동(Validation drift) 건설  실증시험

     1.2.2. 주요 연구 로그램 

     1.2.2.1. Stripa 로젝트

     스웨덴은 1977～1983 동안 자국의 고 폐기물 처분개념 구축하고 KBS 보

고서로 제시하 다. 동 기간동안 Stripa 산에서 Strip Project를 1977～1992에 

걸쳐 연구 로그램을 수행하 다. 이 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총 다섯 단계로 구

분 수행하 다:

   • Stage 1 : Stripa 산의 기존 수직갱도(shaft) 이용, 시추조사 병행

   • Stage 2 : SCV site 지하수유입 모델링

   • Stage 3 : D-hole project, 지하 360m 수 , 시추조사 병행 

   • Stage 4 : 개념모델 개선 보완

   • Stage 5 : 지하실증공동(Validation drift) 건설  실증시험

     1977년에 화강암반의 Stripa 폐철 산에 지하연구시설이 만들어지고 1992년

까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980년까지는 미국과의 공동연구가 진행되다가 

1980년부터 1992년 동안에는 OECD/NEA 후원 하에 국제공동연구로 발 하 다. 

기 연구에서는 화강암의 열․역학  물성, 지구물리탐사, 지화학  물성들을 측

정하고 완충재로 사용될 벤토나이트와 되메움재로 사용될 모래-벤토나이트 혼합

물을 이용한 실험들이 주로 있었다. 

     1983년에서 1987년 동안의 2 단계 연구에서는 화강암의 지하 수리연구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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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망에서 핵종이동, 지하수의 화학 특성, 단열체계 해석기법 개발,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등에 한 연구를 하 다. 

     1986년에서 1992년 동안의 3단계 연구에서는 손상되지 않은 화강암체에서 

과거에 얻은 경험들을 용, 수학  모델과 장 측정값을 비교, 재로서 벤토

나이트와 시멘트에 한 추가 연구가 있었다. 

     Stripa mine의 연구결과 상당한 수 의 기술개발  개념확립을 이루었으며, 

국에서 도출된 다수 후보지역  A̋spö를 심으로 집 인 연구에 착수하

다. 1980년 에 SFR 시설건설  연구를 필두로 CLAB 시설건설  연구를 수행

하 으며. 1990년 에는 HRL Project를 계획․수행하는 등,  국토에서 스칸디

나비안 순상지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되었다.

     1.2.2.2. A̋spö

     1983년 SKB1)의 신인 KBS는 고 폐기물 처분을 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집약하여 KBS-3 개념을 발표하 다.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반에 

걸쳐 SKB 는 KBS-3 의 안들을 개발하여 KBS-3 개념과 비교하여 1992년 최

종 으로 KBS-3 개념이 최선의 안임을 확인하 다. SKB는 Stripa 로젝트의 

후속사업으로 CLAB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이 있는 오스카샴 A̋spö 섬에서 

부지 실측조사를 한 새로운 로젝트를 1980년 말부터 구상하여 1990 년  

반에 본격 으로 진행하 다. 

     1992년부터 수직터  공사와 병행하여 지하 터  램  공사고 함께 추진되

었다. 1994년 A̋spö 지하실증시설을 경암반 내에 건설하 다. 이 지하시설은 약 

3,600m 길이의 터 로 구성되며 지하 약 450 m 깊이까지 도달한다. SKB는 A̋

spö에서 캐나다, 핀란드, 랑스, 독일, 일본, 스 스, 국 등 7 국가와 공동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A̋spö에서 수행되는 주요한 연구로는 지하수 유동 모델링, 모

암에 발생하는 손상과 공동의 되메움기법 등이다. 

     스웨덴의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주요 연구개발 

1) SKB(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mpany): 스웨덴의 원자력법에 따라 

1970년 반 4개 원자력발 회사들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방사성폐기물 리 담회사. 방사성폐

기물 리에 필요한 시설건설․운 은 물론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15 -

사업 개과정을 년도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77 ～ 1984 ( 로그램의 확립과 기연구)

     이 기간 동안 스웨덴 처분시스템의 기 가 놓 다. SKB는 스웨덴 모암과 

안 성평가에 한 요한 자료를 수집하 다. 이 기간의 연구는 기술과 안 에 

한 것으로 요한 결과물로는 KBS-3 연구로서 1984년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 1976 년 AKA 원회 보고서: 

     1976 년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와 고 폐

기물의 처분에 한 국회 원회의 보고서이다. 원회는 당시에 기술이 충분

치 않았던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에 해서 언 하고,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 건설을 제안하 다. 한, 이 보고서는 스웨덴에서 재처리에 비

이었으며 직 처분을 권장하고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이 

보고서는 향후 스웨덴 SKB 연구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  1977년 KBS-1 보고서: 

     1976년 스웨덴에는 원자력발 소들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필요성과 궁극

인 처분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할 것인지에 해 확실하게 보여  것을 

규정하는 "Stipulation Act"가 공표 되었다. 한 재처리하지 않은 사용후핵

연료의 안 한 최종처분에 한 방안도 요구하 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4

개 발 회사들은 1976년 말 KBS 로젝트에 착수하 다. 

     KBS 로젝트는 우선 재처리를 통해 발생되는 유리화HLW의 처분에 한 

연구를 시작하 다. 정부는 1978년 10월 안 성 평가를 한 물성을 얻기 

해서는 스웨덴 내 암반에 한 정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KBS에 의해 보

다 범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1979년 2월 새로운 제안이 만들어졌다. 

SKI(Swedish Nuclear Power Inspectorate)는 사용후핵연료와 HLW 의 최종

처분을 한 KBS의 제안이 Stipulation Act 를 충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렸

다. 

   • 1978년 KBS-2 보고서 : 

     KBS는 재처리 없는 직 처분에 한 연구를 수행 결과 보고서로서,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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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국 문가들의 정 인 반응을 얻었다. 미국의 NSA(국립과학 아카데

미)는 KBS-2에 따라 합한 장소에서 주의 깊게 건설되는 처분장에서 핵종 

출은 수용 가능할 정도라는 KBS-2의 결론을 지지하 다.

   • 1983년 KBS-3 보고서 : 

     직 처분 방법 개발에 한 연구가 계속되었으며, 보다 심도 있는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최종 처분장으로 합한 부지를 지목하지 않고 4곳의 

조사지역을 선정하 다. 

   • 1984년 RD&D 로그램 : 

     SKB 는 KBS-3 와 련된 연구 로그램을 제출하 으며, SKI, SSI와 

SKN(사용후핵연료 국가 원회, Spent Fuel National Board)은 부분 인 수

정 후 이를 승인하 다. 

② 1984 ～ 1992 (심층연구단계)

     스웨덴은 암반에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다양한 방법에 한 지식의 확장

이 이 기간에 있었으며, 각 방법들에 한 검토와 평가가 있었다. 1992년 FUD 

로그램에서 SKB는 ․포장공장과 1단계 심지층처분장의 건설을 한 로젝

트의 조속한 시작을 결론으로 내리고 이에 한 확인을 정부와 련 기 으로부

터 얻었다.  한 이 기간에 A̋spö 지하 처분연구 실증시설이 만들어졌다. 

   • 1986년 R&D 로그램 : 

     1986년 SKB 는 새 원자력법에 맞추어 연구 로그램을 제출하 다. SKB 연

구를 한 guideline 은 다음과 같다.

ꠚ 방사성폐기물은 스웨덴에서 처분

ꠚ 사용후핵연료는 임시 장 후 재처리 없이 처분

ꠚ 시설과 기술은 스웨덴의 방사선 방호와 안 요건을 충족 

ꠚ 방사성폐기물 리 시스템은 핵분열 물질의 리에 한 규정에 맞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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ꠚ 방사성폐기물 리문제는 원자력발 으로부터 생산되는 기를 사용하는 

세 에 의해 해결

ꠚ 200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설계에 한 결정을 유보

ꠚ 기술  문제는 국내외의 경험을 토 로 해결

ꠚ 작업의 수행은 규정 담당자의 계속 인 검토와 지도 수용

ꠚ 모든 연구업무는 공개 원칙

     Stripa에서 수행된 지질, 수리, 핵종이동 련 연구가 있었지만, Stripa 부근

의 지하수 상태는 세 이후 운 되어온 산의 향을 받아 교란된 것으로 

단하고, SKB는 교란되지 않은 암반에 새로운 지하 실증시설을 건설할 것

을 제안하 다. 한, 원자력법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 KBS-3 이 외의 다

른 안들에 한 검토를 하 다. 이 로그램에 한 부분의 검토자들은 

정 이었지만 통 으로 원자력에 반  입장인 몇몇 단체들은 비 이

었다. 

   • 1989년 R&D 로그램 : 

     R&D 로그램 89 에서 SKB는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에 용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비교평가를 연구 상으로 하 다. KBS-3에 제시된 방

법은 안 과 방사선방호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정되어, 다른 

안들의 연구를 한 기  처분방법으로 사용되었다.

     1986년에 시작된 로그램  SKB는 KBS-3와 WP-cave라는 안을 비교

하 다. WP-cave는 사용후핵연료를 암반 내에 집 배치․처분하는 방법으

로 처분 후 100년 간 처분용기를 공기 냉각시키는 개념이다. 이들 두 방법에

서 요한 차이 은, WP-cave에서는 처분장 주 에 토 방벽을 두는 반면, 

KBS-3는 처분용기 주 에 토방벽을 두는 개념이다. SKB 는 WP-cave가 

비용․안 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단하고, 이에 한 연구를 단하 다. 

깊은 시추공(VDH) 과 긴 수평시추공(VLH) 처분 방법과 KBS-3에 한 비

교 연구는 1990년에 끝났다. 

     SKN은 SKB의 일정계획이 부지선정과 처분장 안들에 한 연구에 부

 하다고 단하여, 5～10%의 사용후핵연료를 먼  처분하는 단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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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제시하 다. 한, SKN은 SKB가 VLH와 VDH 안들에 한 연구

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R&D 로그램 89에 하여 정부는 지하실증시설, 부지 선정을 한 지질조

사, 용기설계, 안 성 평가등에 한 SKN의 권고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보고, 처분과 리 안들에 해 추가 인 연구가 포함되어야 하고 단계  

처분이 가능한 처분 방법에 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 다. 한 처

분장 부지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SKN의 에도 동의하

다.

   • 1992년 RD&D 로그램 : 

     RD&D 로그램 92에서는 한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처분에 한 계획을 

포함하며 ․포장시설을 간 장시설인 CLAB의 지표에 계획하는 략

을 채택하 다. 본 로그램은 심지층처분장 부지선정 작업의 시작을 포함하

며 SKN이 제안한 단계  처분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즉, 10% 의 폐기물을 

제 1 단계로 우선 처분하고, 10여년 이상동안 처분기술의 타당성과 안 성을 

평가․확인한 후에 제 2 단계로서 나머지를 모두 처분하는 개념을 소개한다. 

로그램 92 에 해 SKI 는 KBS-3 를 기본개념으로 하는데 동의하지만 

용기설계, 처분심도, 암반 선택 등 자세한 내용에 해서는 안 성과 방사선 

방호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을 지 하 다. KASAM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Nuclear Waste) 은 SKB 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시 

기 단계에서 회수가 가능하도록 권고하 다. 

③ 1992 ～ 재 (자료수집과 결론 도출)

     기반연구와 기술개발이 심화되는 단계로서 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환경

향평가에 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 1994 RD&D 92 로그램의 보완 : 

     정부는 SKB가 RD&D 로그램 92에 다음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 다. 

ꠚ 처분장 부지 선정 방법과 선정 criteria

ꠚ 처분장과 공장 설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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ꠚ 안 성 평가를 한 로그램

ꠚ 처분장 로그램에서 향후 향을  수 있는 결정, 측정에 한 해석

   • 1995년 RD&D 로그램 : 

     1995 년 RD&D 로그램에서는 SKB가 ․포장공장과 처분장 로젝트

를 어떻게 수행할 지에 한 계획을 강조하 다. 정부는 SKB가 ․포장

공장, 수송, 처분장을 포함하는 체 인 처분시설의 시스템 해석을 수행할 

것을 결정하 으며, 시스템해석에서는 KBS-3 의 가능한 다양한 변화를 고

려하여 체 처분시스템의 안 성을 평가하 다. 

     1.2.2.3. 기 처분개념의 타당성검토(feasibility study)

     처분연구와 병행하여 상용처분사업 내용 의 첫째 단계인 후보부지 선별․

평가  선정 업무의 일환으로 8개 후보부지에 한 비조사를 1970 후반～1980

에 걸쳐 실시하 다. 이 로그램은 타당성검토 단계와 drilling program을 포함하

여 주로 장 원 치시험․연구가 심이 되었다. 

     타당성검토는 순수연구 로그램과 구별하여 상용처분사업의 기업무에 속

한다. 처분장으로 합한 부지를 선정하기 해 시추조사 없이 기존 자료의 수

집․분석에 의해 검토 상지역의 모암상태, 토지이용, 환경 향  운송 등의 측

면에서 타당성을 분석․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스웨덴에서는 5～10 개소에 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 으며, 1993년 북부 

스웨덴에 있는 Storuman과 Mala 지방에서 검토가 시작되었다. 1996년 6월에는 

Storuman 지역에서 SKB가 이 지역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것에 한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 71%가 반 하 다. Mala 지방에서의 타당성검토는 1996년에 끝났으며 

투표결과 반 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는 단되었다.

     Nykoping 과 Sthammar, Oskarshamn, Tierp 지방에서 타당성검토가 진행되

어 최종 보고서(2000년) 발간되었다. 이러한 타당성검토 련한 연구들은 두 개의 

비후보부지를 선별하는 기 가 될 것이며 한, 이를 통해 안정성해석과 환경

향평가를 한 부지특성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모든 타당성검토는 2001년에 종료

되었으며, 여기서, 두 개 지역이 후보부지 조사 상 지역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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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부지에 한 부지특성조사는 지하 1km까지 시추조사를 통해 암반을 조

사하고, 운송방법, 운송  취  의 방사선 방호에 한 조사를 포함한다. 그 외

에 재의 토지이용, 노동력의 공  가능성도 검토된다. 2002년 시작된 부지조사

는 어도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상하며 부지조사 결과, 처분장으로 부 한 

이 발견되면 타당성검토에서 제안한 다른 지역에 하여 부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장 합한 부지를 선정하게 되고 여기에서 자세한 부지

특성 악을 한 연구를 하게 된다. 

     부지특성조사에 들어가기 에 원자력법과 환경규정  기타 법률에 따라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고 지방정부와 기타 담당기 들이 이를 심사하게 되며 

최종 인 인․허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한다. 부지특성 악을 해서 터 이나 수

직갱을 지하 500m 지 까지 굴착하고 처분장으로 합할 경우 본격 인 건설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부지특성조사와 1 단계 건설은 어도 6년이 소요된다. 

SKB와 국민과 토론․토의의 기 는 EIA(환경 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로서 부지 인․허가신청 시 함께 제출된다. 

    1.3. 스 스

     스 스는 부의 화강암 분포지역이 Grimsel Test Site(GTS)에서 1980년에 

Phase 1을 시작으로 1988년에 Phase 2로 환하여 1990년  말까지 재 수행 

에 있다. 지하심부의 단열암반에서 비교  단거리에서 지하수유동  방사성핵

종이동 특성평가에 한 방법 등의 실험  연구에 비 을 두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TRUE at A̋spo(스웨덴)와 RCF at Sellafield( 국)의 후속

인 지하처분 련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1.4. 국

     국(RCF)은 1990년 이후 Sellafield에서 폐기물 처분장(일부  

포함) 부지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 1994년 이 부지에 한 Rock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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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RCF)를 한 지하시험시설 계획이 UK Nirex Ltd.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지방의회로부터 거부된 바 있다. 그러나, RCF의 필요성에 한 Inquiry Inspector

의 자문에 의한 환경부의 최종결정(1997)에 의하면, 과거 기단계에 실시한 부지

특성평가 결과와 재 제출된 내용과의 상당한 괴리성으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모든 일정이 원 으로 되돌아간 상태이다. 

    1.5. 일본

     1.5.1. 일반 황

     에 지자원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1966년 최 의 상업용 

원자력발 소(이하 원 )의 운 개시 후 2000년 8월말 재 51기의 상업용 원 이 

운  에 있으며 4기가 건설 이다. 운  인 원  51기  23기는 PWR이며 

나머지는 BWR이다. 상업용 원 의 총 발 용량은 4492만 kW이다. 원자력발 이 

총 발 량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99년 12월말 재 34.2%이다.

     1995년 12월 몬쥬 나트륨 출사고, 1997년 3월 토카이무라 재처리공장 아스

팔트 고화처리 시설의 화재사고  1999년 9월 일본원자력 개발이용 사상 최악의 

사고인 JCO 토카이무라 우라늄 가공공장 임계사고 등, 일련의 사고로 원자력안

에 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일본원자력계는 국민 

 사회와의 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 확보와 방재, 국민의 신뢰회복, 원자력시

설 입지지역과의 공생 등을 제로 공 안 성이 높고 발 과정에서 기에 환

경 향이 은 원자력발 을 기반 원으로서 계속해서 최 한 활용해 가는데 

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일본국민의 이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2000년 12월 “원자력연구개발

이용장기계획”(이하 장기계획)에 근거한 장기 인 에 지의 안정공 , 원자력이용 

첨단과학기술의 발 ,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 원자력의 다양한 가능성을 최 한으

로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그 성과를 후세 에 이어가는데 노력하

고 있다. 

     일본의 경수로 발 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체 량은 98년 9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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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약 17,460톤(유리화 고체폐기물 12,600 캐니스터 분량)에 이르고 있다. 그  

약 7,100 톤의 사용후핵연료(유리고화체 3,500 캐니스터)는 랑스 COGEMA와 

국 BNFL에서 재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940톤의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주기

개발기구(JNC)의 토까이 재처리공장에서 재처리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각 발 소 

내에 장되어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의 고․ , 방사성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하

다.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한 구분 리, 구분에 합한 처리․처분, 자원의 

유효이용 에서의 재이용에 한 검토를 일본은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로부터 우라늄, 루토늄을 분리하고 남은 고

 방사성폐기물에 해서는 안정한 형태로 유리고화체로 만든 후 30년에서 50

년 정도의 장기간동안 냉각시키고 그 이후 심지층 속에 처분하는 것(이하 지층

처분)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에 련된 기 의 력강화를 해 

1991년 10월 정부, 기사업자, JNC로 구성된 “고  방사성폐기물 책추진

의회”를 조직하 다. 나아가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의 비를 해 1993

년 5월에 동 의회의 산하에 ”고 사업 추진 비회(SHP: Steering committee 

on High-Level-Radioacitve-Waste Project)"를 설치하 다. SHP는 2000년에 지

층처분의 실시주체를 설립한다는 목표로 실시주체에 계된 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에 해서 조사  연구를 했다. 

     SHP와는 별도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들의 개방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원자력 원회는 1995년 9월 고  방사성폐기물

의 처분방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자력후행핵주기 책 문부회”  “고  방

사성폐기물 처분간담회”의 두 조직을 설치하 다. 원자력후행핵주기 책 문부회

는 지층처분에 한 연구개발 계획의 책정 등 처리처분에 계된 기술  사항 등

에 해 조사 심의하며 1997년 4월에 보고서 “고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  

연구개발 등의 향후 추진방향에 해서”를 발간하 다.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간담회는 원자력후행핵주기 책 문부회와 동시에 고  방사성폐기물처분에 

한 사회 , 경제  측면을 포함하여 폭넓은 검토를 해 설치되었으며 1997년 7월

에 비보고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기본방안”을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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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고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한 “특정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

분에 한 법률”을 2000년 3월 내각에서 결정하고 동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

결되어 6월부터 공포했다. 본 법에 의거 최종처분업무의 실시주체인 “원자력발

환경정비기구(NUMO)“가 동년 10월에 설립인가 신청을 받았다. 발 용 원자로 설

치자는 통상산업성(구 경제산업성) 장 이 결정한 갹출 액을 NUMO에 갹출하고 

갹출된 액에 합당한  고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은 NUMO가 실시하도록 

하 다. 고  방사성폐기물 1개당 갹출 은 약 3,590만 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NUMO는 설립 후 개요 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반을 목표로 정 조사

지구를 선정하고 2030년  후반을 개시 목표로 최종처분 시설 건설 부지를 선정

할 계획이다. 재 건설 인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이 본격 가동한다는 가정 하

에 최종처분되는 고  방사성폐기물량은 최종처분 개시 후 연간 약 1천 개로 

상된다. 최종처분 시설의 규모는 시설 당 고  방사성폐기물 4만 개 이상으로 

한다.  

     JNC는 고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 기술에 해서 지 까지의 연구결

과를 정리한 “일본의 고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의 기술  신뢰성에 해서: 

지층처분연구개발 제2차 정리집”(1999년 11월 26일)을 정부에 제출하여 원자력후

행핵주기 책 문부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5.2. 연구․상용처분 사업 황

     PNC는 1995년 12월의 몬쥬사고 이후 일련의 사고  그에 한 부 한 

응으로 인해 원자력에 한 일본국민의 불안감,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그 결과 

과학기술청(  문부과학성)은 PNC의 개 안을 제출하게되어 1998년 5월에 가결

된 “원자력기본법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근

거하여 핵연료주기개발기구(JNC)가 발족되었다.

     JNC의 사업 분야로는 FBR주기 연구개발, 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처

분기술 연구개발, 경수로재처리 기술개발, 환경보존 책, 정리축소사업, 기술

력․국제 력 등이 있다. 

     JNC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기술 연구개발은 고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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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고화기술, 지층처분연구개발, 지층과학연구 등으로 크게 삼분된다. 토카이사업

소의 고  방사성폐기물 유리고화기술개발시설은 유리고화기술의 실증을 목

으로 1995년부터 운 되어오고 있다. 지층처분연구개발의 경우, 토카이사업소의 

지층처분 기반연구시설  건설 인 지층처분 방사화학 연구시설을 거 으로 다

벽시스템의 유효성 확인, 인공벽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층과학연구는 

지층처분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지질환경특성을 악하는 연구와 지질

환경특성의 장래 측에 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일정별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1962 : AEC 간보고 (폐기물처리 문 부회)

ꠚ 고 폐기물 해양투기 는 지층처분 고려

   • 1973 : AEC 보고서 (방사성고체폐기물분과회)

ꠚ 고 폐기물 지층처분 채용

   • 1976 : AEC

ꠚ 고화처리 일시 장 후 지층처분, 지층처분연구 개시

   • 1980 : AEC (방사성폐기물 책 문부회)

ꠚ 처분연구개발 5 단계 추진 계획

   • 1984 : AEC 간보고 (방사성폐기물 책 문부회)

ꠚ 공학 방벽 요성

   • 1985 : AEC (방사성폐기물 책 문부회) 

ꠚ 지층처분 사업단계: 후보부지선정, 실증, 건설/운  

ꠚ 선정업무(PNC), 실시주체 추후 결정

   • 1987 : AEC (방사성폐기물 책 문부회) 

ꠚ 원자력개발이용 장기계획, 실시주체 정부가 결정 

   • 1991 : 고  방사성폐기물 책 추진 의회 조직, PNC 

   • 1992 : H-3 PNC (심지층처분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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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고  방사성폐기물 책 추진 원회 설치

ꠚ AEC(방사성폐기물 책 문부회): 기술  가능성 인정

   • 1997 : AEC (원자력후행핵주기 책 문부회)

ꠚ 지층처분계획, 연구개발지침 등 향후 방향

   • 1999 : 종합에 지조사회 원자력부회

ꠚ 처분사업 제도화 방안: 실시주체, 운 폐쇄시기, 감시

   • 2000 : 특정방사성폐기물최종처분에 한법률 공표 

ꠚ H-12 정부보고 (JNC)  

ꠚ NUMO, RWMC 설립

     특히, 일본의 경우, Tono mine(凍濃 산)  Kamaishi mine(釜石 산)에서 

1980년  반부터 폐 을 이용한 지하지질환경특성 연구를 수행해 왔다. 1996년

도에 超深地層硏究所 건설  심지층처분연구 계획을 원자력 원회로부터 승인 

받아 Tono mine에서 구체 인 연구단계로 진입하 다. 1998년 10월부로 PNC는 

JNC로 기구를 개편하고 처분연구의 확 시행 단계로 진입하 다. 화강암을 주 

상으로 연구에 착수하 으나 기타 암종(퇴 암 등)에 한 가능성 한 선택의 여

지로 남겨두고 있다. 

    1.6. 랑스

     1.6.1. 일반 황

     랑스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 원 보유국이며 총 력량의 약 77%

를 원자력발 이 담당하고 있다. 한 매년 총 력 생산량의 약 15%를 수출하는 

력수출국이기도 하며, 57기의 PWR과 1기의 FBR이 가동 에 있다(1997년 말 

재). 1기의 FBR(Super Phenix)은 경제성 문제로 재 가동이 단된 상태이다. 

한 PWR 1기가 건설 에 있고 2기의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수명이 끝나서 가

동 단된 원자로는 9기가 있으며, 해체된 원자로는 2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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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의 핵연료주기 정책은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에 지 자원 측면의 재처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처리 후에 발생한 루토늄

은 Marcoule에 있는 Melox공장에서 MOX연료로 가공된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

능 (activity level)와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하여 극 , , 

, 고  폐기물로 분류하며, 반감기에 따라서 단반감기(30년 이하)와 장반감기

(30년 이상)로 구분한다. 

     장반감기이면서 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리 담기 인 ANDRA에 

의해서 그 리방안이 연구 에 있다. 특히, 라듐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 집 인 연구가 진행 이다. 장반감기이면서 인 폐기물은 재 발생지

 내에서 장․ 리되고 있다. 한, 고 폐기물 처분부지 선정  지하 연구

시설 련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ANDRA의 기 고 폐기물 처분부지 선정 작업에 반 하는 여론이 커지

자 1990년 부지선정 로그램이 단되고 이 문제와 련한 종합 인 검토가 

Christian Bataille 의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Bataille 의원에 의한 검토작업으로 새

로운 폐기물법에 한 안이 만들어졌고 1991년 12월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라 ANDRA는 공사 형태로 바 었으며 환경성(Ministry of Environment), 

산업성(Ministry of Industry), 연구성(Ministry of research)의 공동 리․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써 ANDRA는 CEA 산하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성, 투명

성, 공개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의 새로운 법(No. 91-1381)에는 방사성 폐기물 리․처분과 련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핵종분리, 핵종변환에 의한 소멸처리 방안

   • 폐기물을 한 상태로 처리․포장하여 지표면에 장기간 장 방안

   • 지질조사를 통한 심지층 처분 방안 (상이한 지질조건의 최소한 두 개소에 

지하연구시설을 설치)

      세 가지  ANDRA가 수행할 연구분야는 지하 연구시설의 건설을 통한 

심지층 처분가능성에 한 연구이다. 법에는 서로 다른 지질 조건을 가지는 최소

한 두 개소의 지하연구시설을 설치하고 이로부터 심부지질환경특성을 연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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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한 법에는 지하연구시설 부지 선정과 련하여 충분한 지역 의와 

일반인 참여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기본 인 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

르면 지하연구시설 후보부지로 특정 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공개심사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지역을 처분장 후보부지로 지정하려면 다시 공개심사와 

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연구를 한 최소 15년 동안은 처분장 후보부지

로 제안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장 은 의회에 정규 으로 연구진척 보

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ANDRA는 2005년에 최종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2006년 

최종처분장 부지를 제안하도록 하 다.

     법은 한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을 돕기 해 재 자문역을 설치하도록 

하 다. 이 자리에 이 법의 기 제안자인 Bataille가 1992년 선임되었으며, 그에

게 년간 6억 랑까지 지역 보상 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다. Battaille

는 재정 지원과 지역개발이라는 유인책을 강구하여 랑스의  지역에서 부지 

공모신청을 받았다. 30개 이상의 지역에서 심을 표명하 고, 이  여러 가지 기

술 , 정치 , 사회  기 으로 8개 지역을 선정하 다. 이들 지역은 기의 

ANDRA 부지선정 작업에는 들어있지 않는 지역이다. Battaille는 지질학  조건만

큼 사회․정치 인 여건이 요하다고 언 하며 “국가를 생각하는(responsibility 

to the nation)” 사람이 많은 지역을 찾으려고 하 다. 이들 지역에서 투표가 실시

되었으며 4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후보부지가 선정된 후 1996년 Bataille는 재 

자문역을 떠났으며 이후 이 지 는 “The Mission for Deep Disposal”이라는 이름

으로 바 어 지 은 Jacques Monestier가 뒤를 잇고 있다.

     ANDRA는 1996년 상세조사를 한 다음 3개 지역을 선정하 다.

   • Vienne 지방의 La Chapelle-Baton 지역 (화강암)

   • Haute-Marne 지방과 Meuse 지방의 경지인 Bure 지역 (Clay)

   • Gard 지방의 Chusclan 지역 (Clay)

     이 에서 ANDRA는 화강암 지역에 노력을 집 할 것을 바라고 있었다. 하

지만 1998년 12월 정부는 ANDRA에 Bure 지역의 토 지층에 한 지하연구시

설 설치를 승인하고 Gard와 Vienne 지방은 지질학  불안정을 이유로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1999년 ANDRA는 새로운 화강암 지역을 찾기 한 작업에 착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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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Bure 지역에 한 작업계획 안이 1999년 1월에 발표되었다. 이 지역에 

한 지질  시설의 3차원 모델이 1999년에 이루어질 것이며 2000년경에 샤 트와 

지상시설의 건설이 시작될 것이다. Bure 연구시설은 지하 422～522 미터 치에 

설치되고 여기에 사람의 출입과 환기 등을 한 수직 갱과 피용 수직 갱을 연

결하고 지상에는 리 사무소와 작업장 등을 건설할 정이다. 건설을 한 건설

허가 신청 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녹색당 의원들은 건설 에 

모든 가능한 이슈에 한 심층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2월에는 고 폐기물의 지표면 장기 장을 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해 6월 이에 한 연

구비로 15%의 추가 연구 산이 배정되었으며 1999년까지 20%로 증가되도록 하

다. 이러한 추가 인 연구가 가능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CEA는 1998년까지 

천층처분에 한 개념 보고서를 제출하는 임무를 받았다. CEA는 이러한 임무부

여 이 에 이미 장기 간 장(Very Long-term Interim Storage)에 한 로젝트

를 시작하 고, 향후 폐기물 리 연구 산의 50%이상을 이에 배정할 계획이다.

     1.6.2. 연구개발

     1991년의 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법령에서 구체 인 연구과제가 지정되

었다. 이 법은 3가지 연구 분야에 해 15년간 시한을 주고 그때까지 결과를 의회

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세 가지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장반감기 방사성 핵종의 분리와 변환 연구 : 소멸용 원자로 혹은 가속기를 

이용하여 방사성 물질의 독성과 반감기를 낮추기 한 연구이다. 핵종 

변환을 해서는 폐기물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화학 , 물리  

방법으로 폐기물을 분류/분리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 한 

책임은 CEA가 맡고 있다.

   • 심지층 처분 연구 : 지하연구시설을 설치하여 심지층에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해서는 부지특성연구가 수반된다. 

규모 지질학  수문학  조사에 의한 데이터가 생산되어야 한다. 



- 29 -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한 후 2006년까지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ANDRA가 맡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장에 한 연구 : 이 연구는 방사성폐기물을 한 

상태로 만들어 지표면에 장기간 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폐기물 포장에 한 연구와 폐기물 장 방법에 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1.7. 핀란드

     1.7.1. 일반 황

     핀란드에는 1997년을 기 으로 총 4기의 원자력발 소가 가동되고 있다. 이

 2기는 1978년과 1982년에 상업운 을 시작한 TVO사(Teollisuuden Voima Oy) 

소유의 710 MWe  BWR로 Olkiluoto에 치하고 있다. 다른 2기는 1977년과 

1981년에 상업운 을 시작한 IVO사(Imatran Voima Oy, 1999년 3월 Fortum 

Power and Heat Oy로 이름이 변경) 소유의 러시아형 가압경수로인 VVER로 

Loviisa에 치하고 있다. 이들 원 의 시설용량은 2,354 MWe, 원  생산 력량

은 18.68 TWh로 총 발 량의 30.4%를 차지한다. 그리고 1962년부터 핀란드 기술

연구센터(VTT)가 치한 Otaniemi에 250kWe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 에 있

다.

     핀란드는 원자력 외에 수력발  20%, 열병합발  34.6%, 응축열발  15% 

에 의존하고 있다. 핀란드는 에 지 다소비 산업인 펄 , 제지공업이 발달하고 추

운 기후로 인해 1인당 에 지 소비가 높은 편인데, 1차 에 지 소비량  약 50%

가 력생산에 사용된다. 1993년 핀란드 의회는 5번째 원  도입을 부결시켰지만, 

1997년 재심의를 거쳐 2기 정도의 추가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력회사는 원 의 출력을 10～15% 증가시키는 계획을 실시하여 1998년 운 의 발

량을 크게 늘렸다.

     TVO사는 57%의 민간자본과 43%의 정부자본에 의한 공동소유 형태의 력

사로 스웨덴이 건설한 BWR 2기의 운 과 핵연료 공   시설운 에서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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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사성폐기물의 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분 련 사업은 1996

년 신설된 POSIVA로 이 되었다. IVO의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는 

연소된 후 러시아로 반송되어 핀란드로 재반입되지 않고 러시아에서 재처리하도

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1994년 말 핀란드 의회는 IVO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

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을 1997년부터는 자국에서 처분한다는 개정 원자력법을 통

과시켰다. 

     한, 개정 원자력법에 따르면, 모든 방사성폐기물은 자국에서 장․처리하

도록 되어있고, 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안 리  처분에 한 책임을 

부담하며, 방사성폐기물 리시설의 건설․운 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

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에 수반되는 연구개발도 원자력사업자가 

수행해야 되는데,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해 두 력회사는 1995년 10월 공동으

로 POSIVA OY사를 설립하 다. 

     Loviisa  Olkiluoto 발 소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재 발 소 내 

사용후핵연료 장조에서 수년간 장되다가 동일 부지에 치한 간 장시설로 

이송되어 장되고 있다.

     TVO 부지안에는 400톤 장용량의 습식 장조 3개로 구성된 간 장시설 

TVO-KPA이 있는데, 이 시설은 1981년 건설에 착수하여 1987년부터 운 되고 

있다. IVO는 원자로 도입시 체결한 러시아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1996년 까지 발

생된 33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러시아로 반송하 으나, 자국에서 발생된 사용후핵

연료의 최종 리는 자국내에서 처리한다는 개정된 법에 따라 더 이상의 러시아 

반송은 않고 재 소내 장조의 용량을 확장하고 있는데 필요한 장용량은 발

소 수명 40년 기 으로 약 740톤 정도이다. 

     원자력 발 소 수명 40년을 기 으로 처분 상이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약 

2,600톤으로 추정되나 발 소 수명 연장과 원자력발 이 추가될 경우 그 양은 더

욱 증가될 망이다. 재 운 인 4기의 발 소 수명을 60년 수명으로 가정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4000톤으로 추정되며, 새로운 원  2기가 도입되고 

운  수명이 모두 60년일 경우 사용후핵연료 양은 900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핀란드는 Nuclear Energy Act의 법  근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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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 간 장 인 사용후핵연료 모두가 처

분 상 폐기물로 2020년경 지하 500m 깊이의 결정질 암반에 처분 될 것이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IVO는 운  시작부터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량을 러시

아로 반환하여 왔으며 TVO는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을 한 자체 

계획을 진행하여 왔었다. 1994년 원자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IVO도 직 처분을 

한 비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1995년 두 력회사는 TVO 60%, IVO 40% 소

유의 POSIVA Oy사를 설립하기로 하 으며 이 회사는 TVO에서 수행 이던 사

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 련 연구개발  리사업을 이  받아 1996년부터 본격

으로 수행하고 있다.

     1.7.2. 연구개발

     폐기물 리  처분을 한 연구개발비로 력회사는 매년 약 Mk 50 

million (US$ 11 million)을 투자하고 있다. POSIVA사는 연구개발  처분을 

한 추 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Geological Survey of Finland 등의 연구소, 학, 컨설 회사, 지질회사 등이 용

역을 수행하고 있다. 부지선정을 한 지질조사뿐만 아니라 처분개념 개발, 성능

평가 기법 개발,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의 기 연구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한 규제활동을 한 연구개발은 정부 산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정부 연

구개발비는 력회사의 1/6 정도이다.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은 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안 성 분석에 집 되고 있다. EC의 자  지원을 받는 Palmottu 자연유사 

로젝트도 수행되고 있으며 인공방벽, 핵종이동  사회학  연구도 함께 수행되

고 있다.

     국제 력을 통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EC국가  

OECD/NEA 회원국, IAEA 등과 같이 력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SKB, 스

스의 NAGRA, 캐나다의 AECL과 Ontario Hydro 등과 력 정을 맺고 있으며 

스웨덴의 A̋spö Hard Rock Laboratory에도 참가하고 있다.

     핀란드는  국토가 결정질 암반에 속해 있으며 1982년 사용후핵연료의 심

지층 처분의 타당성 연구결과가 최 로 발표되었다. 그 이후 처분 로그램은 



- 32 -

1983년 통상산업부(Minstry of Trade and Industry)에 의해 마련된 Decision of 

Government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이 로그램에 따라 재까지 수행되어왔던 

주요사업 황과 향후 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985년에  국토에 한 지질학  자료와 기타 과학  자료를 토 로, 102

개 지역을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 후보부지조사 상지역으로 선정. 이  

환경부에서는 17개 지역을 취소.

   • 1987년 선정된 지역에 한 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지역을 우선 조

사 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해서는 deep drilling  련 지질학  

조사실시. 이와 병행하여, STUK에서는 부지선정 차에 한 검토와 함께, 

향후 개될 후보부지 도출과 련된 권고사항 제시.

   • 1992년 말, 5개 선정지역에 한 비지질조사 결과, 3개 부지(Eurajoki지방

의 Olkiluoto, Kuhmo지방의 Romuvaara, Äänekoski지방의 Kivetty)로 압축. 

이후 1996년까지 이들 3개 지역에 하여 상세 지질조사가 시행. 1996년 말 

처분시스템의 기술  개념, 부지조사  안 성과 련된 연구개발 결과 보

완 후 정부에 검토 의뢰.  

   • 1997년에는 IVO 원 이 치한 Loviisa 지역이 상세 지질조사를 한 4번

째 지역으로 추가되었음. 재 Loviisa 지역을 제외한 3개 지역은 field 조

사를 거의 끝낸 상태이며, POSIVA사는 4개 지역에 한 환경 향평가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1997년부터 착수하여 1999년 

5월 완료. 이러한 EIA 보고서는 통산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에 활용 될 것임.  

   • 2000년경 해당지역에 한 세부 지질조사 완료  최종 처분부지 선정.

   • 2010년, 심지층 처분장 건설허가 신청

   • 2020년까지 심지층 처분장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건설 완료.

     특징 인 연구 황 , 핀란드는 자국에 지하처분시험시설을 건설하여 연구 

 실증단계를 거치지 않고, 스웨덴과 동일한 스칸디나비아 순상지를 처분 상 모

암으로 1970년 부터 스웨덴의 지하시험시설에서 처분 련 연구  실증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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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처분개념을 확립하고 상용처분사업 단계로 이미 진입하 다. 처분 후보부

지를 결정하고 부지특성조사 단계로 진입하여 건설 인․허가를 득하여 2010년 경

에 건설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에 있다.

    1.8. 캐나다

     1.8.1. 일반 황

     캐나다는 1962년 Rolphton NPD가 상업운  이후, 2000년 3월 재 AECB 

(Atomic Energy Control Board)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원 은 총 22 기에 달한

다. 재, 14기의 CANDU 원자로에서 10,915MWe의 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체 력의 약 12%를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에 따라, 독 체제를 유지해

온 온타리오 하이드로사를 99년 4월, 5개의 독립 인 운 회사로 분할하 다. 이

를 계기로 값싼 수력발 을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 퀘벡사(Hydro Quebec), 미국 

최 의 기사업자인 서던 컴퍼니 (Southern Company) 등이 력시장에 참여하

겠다고 함으로써 가동 지된 원 의 운  재개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특히, 

재 가동 지된 원 을 신하여 가동이 증가된 화력발 에 의한 기 오염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문제가 두되자 원 의 재 가동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는 상기한 원자력 산업의 구조 개편과 더불어 인허가 시스템을 포함

한 반 인 원자력 시스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1997년에 핵안 통제법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이 2000년 3월에 발효됨으로서 기존의 인허가 

규제기 인 AECB가 CNSC(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로 변경되어 

보다 강력하고 독립 인 인허가 규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고 폐기물 처

분사업을 담당할 폐기물 리 담기구 발족을 앞에 두고 있다.

     캐나다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있어서,  사용후핵연료는 

Ontario Power Generation (OPG)사는 운  지된 8기와 가동 인 12기의 원

을 보유하고 있으며 New Brunswick Power사와 Hydro Quebec사가 각각 1 기의 

원 을 운  에 있다. 이들 력회사에서 년간 85,000개의 사용후핵연료 다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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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고 있는데, 1996년말 재 약 1,200,000 개의 사용후핵연료 다발(약 29,400

톤)이 각 발 소 부지에 장되어 있다. 한 새로운 원자력발 소가 건설되지 않

는다면 2033년까지 약 3,600,000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 93년의 원자력발 량을 그 로 유지하기 하여 신 원 의 도입이 결정된다

면 2073년까지 10,000,000 다발이 발생될 것으로 상된다. 그 외에 AECL의 연구

로와 방사성 동 원소 생산시설, 학의 연구로에서 배출되는 핵연료가 소량 존재

한다. 

     우라늄 산  정련 폐석: 캐나다는 세계 우라늄 생산의 1/3을 담당하는 우

라늄 생산국으로 우라늄 산과 우라늄 정련에 의한 폐 석의 리문제를 안고 

있다. 폐 석은 주로 산 주변의 지역에 장되어 있다. 캐나다의 우라늄 산 

 정련폐석 양은 2억 2천 5백만톤에 달하고 있다.

     1.8.2. 처분 련 연구․상용사업 황

     1996년 자원성(Natural Resources Canada)은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우라늄 산  정련․폐석의 처분 방침인 “Policy Framework for Radioactive 

Waste”를 발표하 다. 이 방침에는 안 , 환경, 비용을 포 으로 고려한 처분을 

한 체제 정비와 재원 확보를 한 기본방침과 이행 단계를 기술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리  처분에 한 책임은 발생자  소유자에게 있다. 

재,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기 으로 원 부지에 습식 혹은 건식으로 장하

고 있다. 1999년 말 재 약 일백만개의 사용후핵연료 번들이 발생하 으며, 연간 

약 60,000개의 사용후핵연료 다발이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는 핵연료 처분의 시 성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처분을 

한 노력을 오랫동안 진행하여 왔다. 다음은 이와 련된 연도별 주요 내용이다.

   • 1977년, Canadian Shield의 결정질화강암반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권고.

   • 이 권고에 따라, 1978년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 정부는 공동선언을 통해 

Canadian Nuclear Fuel Waste Management Program을 진행하기로 하고,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시스템 개념에 한 연구(AECL)와 사용후핵연료 

간 장과 수송에 한 연구(Ontario Hydro사)를 진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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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년, 처분부지 선정은 완 한 국민 의견수렴 과정과 처분개념에 한 

양 정부의 승인 없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을 공동선언.

   • 1989년 10월 자원성은 Federal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ew 

Process Guidelines Order에 따라 환경성(Ministry of Environment)에 

AECL의 심지층 처분개념 연구결과에 한 공개 검토를 요구함. 이에 해 

환경성 장 은 검토작업을 한 독립 인 패 인 “Nuclear Fuel Waste 

Disposal Concept Environmental Assessment Panel”2)을 구성.

   • 1994년 AECL은 패 의 요구로 심지층처분 개념의 환경 향평가서(EI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패 에 제출하 으며, 패 은 이를 

바탕으로 1996년과 1997년에 일련의 public hearing을 16개 지역에서 진행. 

   • 1998년 3월 검토결과 보고서에서, “기술  측면에서 AECL의 심지층 처분 

개념은 하지만, 국민수용성 측면에서는 AECL개념의 수용은 

미흡하다”는 결론임. 패 은 즉시 새로운 폐기물 리 담기구(Nuclear 

Fuel Waste Management Agency) 구성을 제안하고, 폐기물 리 방법에 

한 사회  수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분장 부지확보를 한 조사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함.

   • 페 의 권고를 바탕으로, 천연자원부는 2001년 4월  사용후핵연료 장기 

리에 한 법안을 입법 고하 다. 

     체 으로 볼 때, 캐나다는 1977년 캐나다 순상지(Canadian shield: 선캠

리아기3) 화강암류)를 처분연구 검토 상 모암으로 제안하여, 1977～1982년에 이르

는 기간동안 캐나다순상지 분포지역 내에서 지질조사를 통하여 4 개 지역

(Whiteshell, Atkokan, East bull lake, Chalk river)을 도출하 다. 이들 지역에 

하여 지질조사의 일환으로 다양한 특성에 한 충분한 이해를 한 분석  해석

업무가 수행하 다. 

     1980년 에 Whiteshell에서 지하처분시험연구시설(URL)을 이용한 연구 로

그램을 수립하여 1996까지 수행하 다. 1994년에 환경 향평가보고서(EIS: 

2) seaborn panel로 알려져 있음

3) 선캠 리아기(precambrian period)는 지질시 를 구분하는 단 로서 57,000만년 이 의 시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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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최종 으로 마무리하 으며, 재 URL에서 

일부 지질환경 련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증연구를 통하여 아

래와 같은 분야에 하여 국가의 처분개념  안 성 확보기술 확립에 한 기틀

을 확고히 하 다. 1970년 부터 재까지, 20년 이상의 고 폐기물 처분연구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2. 후발 국가

     후발국가들의 부분은 자국 내에서 후보암종에 한 실제 인 연구가 수행

되는 국가들(슬로박,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인도 등)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

토면 이 소하거나 높은 인구 도 등의 취약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 이

다. 그러나, 일 이 정부정책이 결정되어, 이 분야의 연구에 한 수행 의지가 충

분히 조성되어 있다. 반 인 연구추진 경향은 다 방벽개념과 심부지층처분 방

법을 우선 으로 수용하여 처분안 성평가를 한 기술개발  data base축  차

원에서 지하실증시험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후발 국가들 부분은 

원 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국가들로서 국가정책의 뒷받침 하에 

5～10년 에 이미 처분 련 연구 로그램을 수립  착수하여 자국의 특성에 

합한 독자 인 처분 련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스페인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한 성능평가와 련 분야의 

범 한 연구계획으로서 유럽연합의 다국  공동연구 체제로 스페인 El Berrocal의 

화강암체를 상으로 지하실증시험연구 과제를 계획하 다. 1988～1990년에 비

검토를 거쳐 Phase 1(1991～1993)을 수행하고, 재 Phase 3에 진입하 다.

     체코의 경우, 생 화강암류를 상으로 심부지질환경연구를 한 심부지하

실증시험연구시설계획이 구체화 단계에 진입하 다. 이 외에, 헝가리, 슬로박  

인도 등 국가들도 국가정책  지원 하에 지하처분연구시설  연구계획 수립 혹

은 추진 에 있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 인 근방법은 기에 기존문헌을 토 로 연구개발의 

근방법 등에 한 기 를 다진 후, 자국의 실을 고려한 다수의 정 암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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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 이들 암반을 상으로 3차원 인 원 치시험 등 장 주의 업무로 진

입하 다. 다양한 암종을 상으로 지표조사  지하지질조사를 병행하여 장기간 

축 된 자료를 토 로 지하실증업무로 진입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완수한 경

험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국내 황

   1. 일반 황

     국외환경의 변화에 비해서, 국내의 사정은 지난 10여 년 동안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처분정책, 규제기 의 임무와 기술들

의 근본  변화는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발 으로의 모색이 결여된 것은 아니고 

처분정책에 한 기본 결정사항의 변화에 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사

료된다. 다행히, 처분정책 련 연구의 착수로 작은 변화의 일환으로, 고 폐기

물처분에 한 국가 리계획 수립에 한 법률의 제정을 한 공감 가 형성되

어 정책연구로서 2 년 동안 수행하고 2003년도부터 법 제정을 한 부처간 의 

등, 활성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 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처분정책 련 견해의 괴리가 무 커서 체 인 공감  형성에는 아직도 상당

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 폐기물 처분 련연구는 1996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주도

으로 수행하 고, 1997년 이후 한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처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폐기물처분장 후보부지 선정 문제는 다수 

후보부지의 발표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큰 변화를 보 다.

     그러나, 고 폐기물처분에 한 연구는 1단계(1997～1999)  2단계(2000.

4～2003.3)를 통하여 기 처분시스템 도출에 주력하는 등 이 분야 한 한 기 

단계 수 에 불과하며, 3단계 수행목표인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개발을 향해 출발

하여야 하는 시 이다. 따라서, 후행핵연료주기와 련한 국가정책의 수립 요구에 

한 공감 의 형성  확립을 실히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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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처분을 한 기 자료의 체계 인 축 과 함께 심부지질환경특성 연구 분야

의 제반 기술 수 은 기단계에 있다.

   2. 지질환경 분야별 황

     단기간의 실험결과로부터 장기  상 측에 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

고 있어, 이에 한 올바른 이해를 얻고자 실험실  “처분환경조건에서 처분 상 

고 폐기물과의 장기  상호반응에 한 연구”에 착수하 다.

   • 처분연구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질학  연구로는 고응력장 변화

와 지각변형사연구가 한국자원연구원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는 지구조변화

를 주 상으로 지체구조, 조구조, 지진연구 등에 요한 기 자료를 제공

하게 된다. 이 연구는 연차 으로 제4기 변형연구와 생 , 고생 의 지구

조 변형에 한 연구가 계속 될 것이나, 처분연구에 활용될 목 으로 수행

되는 자료축척  평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 암반에서의 지질구조해석의 응용분야는 지 까지 방사성폐기물 련 원

자력시설물의 부지요건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매우 장기 인 기간의 변화에 

한 성능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었다. 한 국내지질의 분포양상의 복잡

성과 생성과정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지질구조 발달과정의 해석과 변화 측

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학계에서 단층 의 활성여부의 규명

에 많은 심을 보이고 이에 한 연구를 수행 에 있다. 

   • 우리가 재 살고있는 시간을 포함하는 제4기 시 의 지각변화는 원자력 

장기과제로 활성단층(제4기 단층)에 한 연구가 원자력안 기술원, 한국

력연구원, 한국자원연구원 등이 공동참여로 수행하고 있다. 재, 연구지

역은 한반도 동남부의 기존 원자력발 소 인근인 양산단층  주변으로 국

한되어 있으며, 양산단층 의 재평가와 제4기 단층에 한 특성이 차 밝

지고 있다. 한반도 역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소규모로 수행되고 있으

며, 기연구결과에 의하면, 제4기 단층은 규모 단층  주변에 분포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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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지진연구는 한국자원연구원, 한국 력연구원, 기상청에서 운 되고 

있는 지진 측망을 통하여 자료가 축척되고 있다. 지진과 련된 단층의 특

성연구는 시작단계에 있으며, 지진과 주요 단층과의 계규명은 보다 신빙

성 있는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 부지특성조사와 련하여, 단된 월  부지조사를 비롯하여 고속 철 

 고속도로 건설을 한 설계조사가 국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 수

행되는 조사는 조사․설계․공사를 일 으로 수행하는 turn key 방식으

로 운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발 된 조사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조

사업무가 재 확보된 국내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처분장 부지특성조사에

서 수행될 조사기 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암반지하수 유동특성에 을 둔 지하비축시설 건설을 한 신규 조사․

설계업무가 종료되고 재 공동굴착 에 있다. 한, 일부 비축시설은 운

 에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연구체제를 구

축하여(기술 력 정 체결) 조사자료를 공유하고 암반지하수 유동에 한 

특성을 악하고 있다. 공유하는 자료는 지표조사에 의한 지하지질특성 

측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고 암반지하수 유동에 한 심도 깊은 자료가 

될 것이다.    

   • 국내 지하수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 업진흥공사, 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

고 있는 역 수문지질도 작성사업이 연차 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은 비용으로 넓은 지역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

하며, 조사자료는 지하수분포 황 악의 기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

수 연구사업은 과기부가 운 하고 있는 21세기 런티어사업(수자원확보기

술개발)의 일환으로 학계․연구기 ․정부투자기 ․사기업이 참여하여 

2001년 착수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하수문체계 특성 악을 

한 새로운 근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연구비가 고 분야가 다양하여 아

직까지는 단편 인 자료들이 도출되고 있다.

   • 고 처분과 련된 심부지질환경특성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

단계에 수행된 총 2,000m의 시추공 조사결과가 생산되었다. 지하 500m의 

결정질암반의 단열체계자료와 함께 multi-packer system에 의한 심도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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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특성자료는 한 단계 제고된 부지특성조사 결과를 도출하 다.  

     지하수자원개발, 지열수개발  이용을 한 조사는 소규모로 수행되고 있으

며, 주로 산출량, 수층 분포특성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지하수체계 해석방법  

감시망 운 분야 역시 국내 최  지하공간사업(지하유류비축시설)의 경우에서도 

고 인 연속체개념에 의존하고 있다. 지표 하 수 백여 미터 이내 범 의 천부 

단열암반에서의 지하수유동특성을 고려한 유동로, 유동시간, 유동량에 한 조사 

 해석에 하여는 국제 인 수 에 근 하는 기술력을 확립해 가고 있다. 

     암석․ 물상의 진화과정에 한 연구는 주로 지질작용의 변화과정(변성작

용, 교 작용, 열수변질작용) 해석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처분장 

부지의 안정성측면에서의 암석․ 물상 안정성  진화에 한 연구는 정성 인 

상규명 수 에 머물러 있으며, 정량 인 평가는 무한 실정이다. 

     1단계에서 수행한 고  방사성폐기물처분을 한 처분지질환경연구에서는 

국내 역지질 특성분석과 후보매질 선정방안 도출을 목표로 역단열체계 분포

특성 분석, 역지하수 유동체계 분석  분류, 물-암석 상호반응 특성 규명, 심부

지하수 혼합과정 해석기법, 후보매질 합성 종합평가  국내 자연유사 연구 상

지역 비조사 등을 수행하 다.  

   • 고 처분과 련된 심부지질환경특성 자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2단

계에 수행된 총 2,000m의 시추공 조사결과가 생산되었다. 지하 500m의 결

정질암반의 단열체계자료와 함께 multi-packer system에 의한 심도별 지하

수특성자료는 한 단계 제고된 부지특성조사 결과를 도출하 다.  

   • 처분연구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질학  연구로는 고응력장 변화

와 지각변형사연구가 한국자원연구원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는 지구조변화

를 주 상으로 지체구조, 조구조, 지진연구 등에 요한 기 자료를 제공

하게 된다. 이 연구는 연차 으로 제4기 변형연구와 생 , 고생 의 지구

조 변형에 한 연구가 계속 될 것이나, 처분연구에 활용될 목 으로 수행

되는 자료축척  평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우리가 재 살고있는 시간을 포함하는 제4기 시 의 지각변화는 원자력 

장기과제로 활성단층(제4기 단층)에 한 연구가 원자력안 기술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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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연구원, 한국자원연구원 등이 공동참여로 수행하고 있다. 재, 연구지

역은 한반도 동남부의 기존 원자력발 소 인근인 양산단층  주변으로 국

한되어 있으며, 양산단층 의 재평가와 제4기 단층에 한 특성이 차 밝

지고 있다. 한반도 역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소규모로 수행되고 있으

며, 기연구결과에 의하면, 제4기 단층은 규모 단층  주변에 분포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한반도 지진연구는 한국자원연구원, 한국 력연구원, 기상청에서 운 되고 

있는 지진 측망을 통하여 자료가 축척되고 있다. 지진과 련된 단층의 특

성연구는 시작단계에 있으며, 지진과 주요 단층과의 계규명은 보다 신빙

성 있는 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 부지특성조사와 련하여, 단된 월  부지조사를 비롯하여 고속 철 

 고속도로 건설을 한 설계조사가 국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 수

행되는 조사는 조사․설계․공사를 일 으로 수행하는 turn key 방식으

로 운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발 된 조사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조

사업무가 재 확보된 국내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처분장 부지특성조사에

서 수행될 조사기 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암반지하수 유동특성에 을 둔 지하비축시설 건설을 한 신규 조사․

설계업무가 종료되고 재 공동굴착 에 있다. 한, 일부 비축시설은 운

 에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연구체제를 구

축하여(기술 력 정 체결) 조사자료를 공유하고 암반지하수 유동에 한 특

성을 악하고 있다. 공유하는 자료는 지표조사에 의한 지하지질특성 측

에 한 신뢰도를 검증하고 암반지하수 유동에 한 심도 깊은 자료가 될 

것이다.

   3. 문인력  활동

     고 폐기물 처분을 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환경지질분야, 

지진  지구조, 수리지질분야, 지구화학  암반역학 부문으로 구분된다. 이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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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련된 인력과 기술  제반기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 으로서, 처분연구의 

주 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비롯하여, 한국자원연구소가 표 이며, 국 

국․공․사립 학교와 정부 투자기 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 기 에서 생산

된 자료들은 처분환경에 용 가능한 심부지질에 한 종합 인 해석을 한 성

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고 폐기물처분연구의 비교자료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지하수조사는 한국수자원공사, 업진흥공사, 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 수문지질도 작성사업이 연차 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은 비용으

로 넓은 지역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며, 조사자료는 

지하수분포 황 악의 기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수 연구사업은 과기부가 

운 하고 있는 21세기 런티어사업 (수자원확보기술개발)의 일환으로 학계․연구

기 ․정부투자기 ․사기업이 참여하여 2001년 착수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를 통

하여 지하수문체계 특성 악을 한 새로운 근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연구비

가 고 분야가 다양하여 아직까지는 단편 인 자료들이 도출되고 있다.

 제 3  종합분석

    1. 국내‧외 기술개발수  비교분석

     90년  이후 심지층 처분에 한 과학 인 이해도 증진과 기술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심지층처분기술의 활용이 성숙단계에 이르고 있음.

   • 기술개발과 발 이 이루어진 주요 분야는

ꠚ 부지특성조사  해석 기술에 한 경험 축

ꠚ 공학 방벽 설계 기술  성능에 한 발

ꠚ 성능평가기술의 향상

ꠚ 국제 인 Guidance를 포함한 규제기  체계의 발

   • 처분사업의 건은 민홍보 과제가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련 기

구의 정비  법  framework와 실 인 규제사항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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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립되어야 함.

   • 지 까지 선진국의 방사성 페기물처분 련연구는 기술 측면에 을 맞

추어 왔으며, 련 문가들은   

ꠚ 처분부지 선정과 특성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으며,

ꠚ 처분시스템은 안 하게 설계될 수 있고,

ꠚ 장기간에 걸친 안 성 유지가 가능하다

  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확신은 아직도 비 문가 

층으로부터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를 들면, 카나다의 처분개념에 

한 청문회결과(1998)는 충분한 처분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의 지지가 

결여되었다는 평가로, 카나다의 처분사업이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처분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처분기술간의 

일 성 증진, 규제내용의 정립, 민 홍보와 정부정책 결정 시 자료제공 등 

비기술  부문에 헤서도 연구범 를 확 하고 있다. 

   • 결정질암을 처분 상 암종으로 고려하고 있는 주요국가  핀란드는 이미 

처분후보부지를 결정한 단계로 부지특성조사를 시작하 고, 스웨덴은 지

까지 연구결과와 경험을 심으로 부지선정 단계에 진입하 다. 카나다는 

한걸음 후퇴하여 다른 지질환경의 선캠 리아기 심성암을 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표에서 수행되는 조사결과에 의한 심부지질특성에 

한 측기술 개발에 역 을 두고있다.

   • OECD/NEA 회원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사업은 최근들어 뚜렷하게 

단계 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진행과정은 각국의 입장에 따

라 각기 다른 단계에서 발 하고 있으며, 다음단계로 환되는 시기결정은 

확실한 기술  근거와 안 성에 한 입증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하여 NEA/RWMC에서는 Safety 

Case에 한 소 원회를 운 하고 있다. Safety Case는 처분장의 장기 안

성 확보를 하여 각단계에서 도출될수 있는 안 성 련 논제들의 사례집

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Safety Case는 재 계산결과에 의존하는 안

성 평가 뿐만아니라 여러각도에서 처분장 안 성을 신뢰할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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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를 들면,

ꠚ 자연유사 상 는 고지하수학 등에 한 이해도 증진

ꠚ 추계론  계산과 결정론  계산방법의 비교분석

ꠚ 정성 인 자료(soft)와 정량 인 자료(hard)의 통합 해석

ꠚ 조사자료와 안 성 논제에 한 추 성과 투명성

ꠚ 안 성에 한 기술 자료와 처분장 수용성에 한 사회 요건의 조화 방안

   • OECD/NEA의 방사성폐기물 리 원회는 Safety Case를 한 통합  지질

환경특성 자료의 도출방안에 하여 을 두고 있다. 이는 지 까지 방사

성물질 이동에 을 두었던 GEOTRAP 워크샆을 확 하여 모든 지질환

경자료를 상으로 하는 AMIGO(Approaches and Methods for Integrating 

Geological Information In the Safety Case) 워크샆을 운 하고 있으며 

요 지질자료 도출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ꠚ 지질학  모델, 지질자료의 추 성, 개념검증  각 분야간의 일 성에 

한 신뢰도 증진

ꠚ 지질/지구물리/지구화학/동 원소/수리시험 자료들의 종합  해석

ꠚ 자연유사, 고기지하수특성 자료 등을 통한 Safety Case의 신뢰도 확보

ꠚ 정성 인 지질자료를 변할 수 있는 수치  방법 개발

   • 처분장 폐쇄 후의 안 성 평가기간에 하여 최근 선진국에서 심을 갖기 

시작하 다. 지 까지는 장기안 성 평가기 으로 방사성 해도 혹은 피폭

율을 상으로 하 으나, 시간  규모 (time scale)에 한 설정은 되어 있

지 않았었다. 국에서는 1,000,000년을 고려하고 있으나  세계  추세

는 10,000년으로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 인공방벽의 성능 는 지질조건의 

장기안정성에 한 평가는 평가고려 상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증

가하게 되며,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감소하게 된다. 시간  규모에 따른 불

확실성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ꠚ 폐쇄후 복합 인 상발생(지하수체계의 복원 상, 화학  반응)

ꠚ 융기․침식, 지구조운동  지화학  변화 등에 따른 near field 



- 45 -

components의 장기  진화과정 

ꠚ 인간활동, 사회 변화에 한 측성 한계(지하공간  자원 등 심부개발 

활동, 생태계 변화, 생활양상)

   • 일본의 경우 500,000년을 time cut-off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과학

인 에서 제시되는 것으로 이 기간을 정당화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

다는 의견도 있다. 재 처분장 폐쇄 후 평가기간에 한 연구방향은 특정

한 상이나 불확실한 특성에 따라 평가기간(Time Frame)을 여러 기간으

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한 평가기간의 정성에 하

여 규제기 , 사업자, 평가그룹 간의 의견수렴이 요구되고있다.  

     이와 같이 처분개념 확립을 넘어서서 실증 / 는 상업  처분사업 수행단

계에 진입하는 국가들이 상당수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에 들어와서 주된 

변화로 인식된다. 이러한 정 인 변화들은 처분기술이 상당한 신뢰를 확보해 가

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국민이해 제고에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술상태의 취약성 

     2 단계 업무추진을 한 기술상태의 취약성은 크게 자료수집  시험․조사

기술과 해석․분석 등 평가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한, 더욱 요한 사안은 기

연구 분야에서 지원 가능한 장기  지질안정성 련 연구는 장기 인 자료축

과 기술능력 제고 등이 요구되는 분야이지만, 참여 기회  수행과정에 이르는 공

감  형성에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

     장기 인 지질안 성 연구에서 필요한 지체구조의 발달에 한 연구는, 기

에 등방․균질성 속재료를 상으로 하여 이론 인 배경이 형성하게 되었다. 그

러나 암석이란 다양한 성분과 크기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 입자경계와 균열 등

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매우 특이한 이방성과 불균질성, 규모종속성 매질로 

이론 인 모델의 용만으로는 해석하기에 변수가 무 많은 실정이다. 한, 암

반의 규모로 상물이 커지면 리와 단층의 발달로 인하여 더 많은 변수가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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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한반도 지질특성의 변수가 반 된 즉, 암석  암반의 변화요소인 국내암석

에서의 물조성  조직과 지질구조의 체계  지반응력과 지체구조  상이 

반 된 신빙성 있는 자료도출이 가능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시험기술에 있어서, 지 까지 국내의 지하수분야 기술은 요시설 설

치시 부분 외국기술에 의해 평가가 수행되어 왔으며, 국내 기술진은 보조 수단

에 불과하 다. 지하수 조사범 는 주로 지표 하 100m 내외의 천부지하수에 국한

되어 왔다. 특히, 500m 내외에 이르는 심도까지 시추기술은 많은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조사공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시험․측정 경험이나 사례는 거의 

없으며, 한 련 장비․기기는 국내에서 확보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

히, 심부지질환경특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지하 500 미터 이하 1000미터에 이르

는 역의 심부지질환경특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해당 역에 한 원 치 시

험․해석 기술과 함께 소요 기기의 개발  해외로부터 확보에 상당한 기간과 경

제 인 투자가 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3. 앞으로의 망 

     본 과제의 추진과 련한 추후 망은 3단계 업무의 수행과 그 이후에 개

되어야 할 방향에 한 내용이 될 것이다. 3단계 목표인 「한국형 기 처분시스

템 도출  종합평가」를 달성하기 해서 결정질심성암류 분포지역의 심부지질

환경특성에 한 다양한 정보축 이 요구되고, 한 타암종(결정질편마암  괴상

화산암)에 한 연구도 일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한국형 기

처분시스템 도출  종합평가」결과는 지하연구시험시설에서 실증시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상된다.

     국내에서 우라늄 상 분포지역 지표에서 지하수시료에 한 방사능이상 가 

확인되지 않아서, 자연유사연구에서 효과 인 결과를 기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경제사정에 의해서 지하심부 지하수에 한 검토는 보류했기 때

문에, 이 한 추가 연구 상으로 충분한 안과제가 될 것이다. 우라늄 상의 생

성연 를 감안할 때, 우라늄원소의 화 가 지하수에 의해서 이동된 상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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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1. Comparison of the technology of HLW disposal.
국외기술 국내기술

∘활성단층, 지진특성, 지체  구조운동 

등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빛 장

기  진화과정 해석 

∘최근 활성단층에 한 집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타 장기  상에 

한 기 자료는 없음

∘규모별 단열체계의 정량 , 정성 분

류  단열 의 역학 , 수리  자료 

축

∘암체단 의 정성  분류기 의 용

이 가능한 수 에 이르 으며, 기하학

 분포특성 인자에 한 확률분포특

성 해석기술 용 가능

∘심부지질에 한 투수성  지화학 

조사를 하여 정 한 고가장비 활용

∘심부암반에서의 구간별 투수성 시험

장비는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구간별 

지하수압 측정과 시료채취방법이 이

용되고 있음 

∘지화학자료를 시하여 각종 동 원

소 자료에 근거한 심도 깊은 해석과 

지화학모델링을 통한 정량 인 해석

이 진행  

∘화학특성자료에 의존한 단편 인 지

하수의 지화학  특성을 제시하고 있

는 기 단계이지만, 최근 동 원소  

모델링방법이 도입되고 있음

∘지하수유동로 분석을 하여 동 원

소를 이용한 추 자시험법을 이용

∘주로 색소  염소 추 자를 이용한 

시험법을 이용

∘처분장의 안 성을 한 장 히스터

테스트 등에 의한 열  자료  심부 

기응력상태에서의 역학  물성 자

료 도출 단계 

∘심부 단 암석에 한 물성자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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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2. Comparison of the current status of technical levels for HLW disposal.

핵심기술
비교

국명

국내기술수  (%)

2단계

(00-02)
근거

∙한반도 지구조 진화

 -구조운동사와 신생  지각변형특성 자료

 -취성변형과 취성단열 의 재활동 특성

 -Morphotectonics와 선구조 분석기술

스웨덴

카나다

40

40

60

-국내 지각변형연구는 

시작단계로 장기간에 

걸친 자료축척이 필수 임

∙결정질암의 단열체계 발달․진화

 - 역단열 와 단열체계의 지질학 특성 해석

 -암반 Block 내의 단열체계분포  발생 특성

 -Discrete 단열망의 통계학  분석

스웨덴

핀란드

20

70

90

-BHTV자료활용으로 

통계학 분석기법은 

완성단계이나 단열  

특성연구는 무한 

실정임

∙지하수  지화학 특성

 -3-D 단열체계에서의 지하수유동특성

 -단열암반의 평균 수리 도도 산출방법

 -규모별 지하수유동의 불균질특성 해석

 -지하수의 과거 화학  진화과정 해석

  (시료채취와 분석기술 포함)

 -지하수-암석 상호반응의 장기  측

 -심부지하수의 미생물학  작용 system 특성  해석

스웨덴

핀란드

카나다

50

70

60

60

60

30

-MP system운 으로 심도별, 

구간별의 수리인자 도출과 

지하수시료채취가 가능

-Pathway analysis 분야 

개발 

-시간 종속  해석 답보

-미생물학연구는 외국도 

시작단계임

∙암반역학 특성

 -심부암반의 공학  암질 평가방법

 -단열 의 암반역학  특성

 -굴착에 따른 damage/disturbed zone 특성

카나다

스웨덴

60

30

30

-공학  암질평가는 

지표조사자료에 의존하지만 

신뢰성확보가 건이며, 

-단열 와 EDZ연구는 

국내에서는 계획 단계임

∙부지특성조사

 -지표조사 결과에 의한 심부지질특성 측 기술

 -단열  치 악을 한 지표물리탐사  지표 

원격조사 기법

 -해안지역의 수리지질특성(해수-지하수 경계, 지

표면 변화)

카나다

스웨덴

핀란드

50

50

50 

-지표결과에 의한 

심부암반조건 측은 

외국에서도 계속 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수치 모델링

 -투수성구조 모델링

 -단열분포의 통계학  모델링

 -지역 규모별 지하수유동 모델링

 -암석-지하수 연계해석 모델링

 -지하수 혼합과정․ 상 모델링

스웨덴

핀란드

카나다

50

80

60

60

50 

-국내 모델링기술은 

국제수 의 모델을 확보하고, 

축 되는 국내자료를 

활용하여 모델링기술을 

진 으로 확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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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평가하므로써, 방사능에 의한 향정도를 으로 직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실질 인 기회가 되므로 원자력에 한 국민신뢰성 제고에 

한 차원 높은 근 방법으로서 충분하기 때문이다.

     단열  지질구조체계의 발달특성과 지 까지 등한시해 왔던 장기  지질환

경 변화에 한 평가기술은 처분장의 안 성평가를 통하여 기술발 이 기 된다. 

이러한 연구 수행결과는 최근 환경친화  도시개발과 도심지의 지하공간 활용에 

많은 효과를  수 있을 것이다.

     지하공간 산업과 련한 연구결과로 확보된 천부 지하수문체계 특성 해석기

술을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안 성평가에 부응하도록 심부지하수체계 연구로 

환하여야 할 것이다. 한 이러한 기술은 국가경제의 발달과 생활수 의 향상과 

더불어 지하수자원  지하공간의 이용 증 로, 지하수 련 업무에 있어서 신뢰도 

높은 평가와 각종 환경오염 문제에 선구 인 역할을 할 것으로 망된다.

   4. 국외 기술도입 가능성 

     지질환경의 장기  변화 측을 한 연구는 그들의 향요소인 지역 인 

구성암반과 지질특성  다양한 지질학  상을 근거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각 

나라별 고유의 구성암석의 특성  지질환경의 진화과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지역의 특수한 지질학   지체구조  환경의 특성이 고려된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연구진(Local Geologist)에 의한 수행이 필연

이다. 지질환경에 한 평가에 있어서 모든 지질특성 해석은, 이를 부지 고유의 

제반 지질학 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다. 한편, 최근 외국

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지하실험시설(URL, HRL 등)을 통한 선진연구의 결과

는 선진기술 확보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도입에 의한 근방법

은 방사성폐기물처분 련 기술은 장기간에 걸친 정보의 축 으로 수행하는 것이 

기본개념이므로, 국토의 자연환경에 한 특성을 외국기술에 의존해서 수행한다면 

기술식민의 형태를 원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이

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연구기 들과 긴 한 정보교환  국제공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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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지속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근 방법이다.

     일부 고가의 조사장비는 외국에서 조달하여야 할 것이며, 고  방사성폐기

물 처분연구에 합한 형의 해석코드는 새로이 개발하는 것이 경제   시간

으로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것을 도입하여 국내 심부지질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효과 이다.  

   5. 산업체 참여시기  방법

     폐기물 련 연구에 산업체 혹은 타 연구기 의 참여는 특정분야별로 구분

하여 업무의 추진단계별로 그 범 를 설정하여야 한다. 지질환경 련 분야의 연

구는 기에는 generic study로 출발하는 것이 일반 이며 각 국의 경우도 유사

하다. 따라서 기단계에는 련 국책연구소 학의 참여를 차 확 시켜 나가고, 

지하처분연구시험시설의 건설  운 (연구)계획이 가시화되는 시 에서 산업체

(엔지니어링  건설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기 된다.

      시 에서는 연구지역의 지표조사․탐사  심부지질환경의 조사 등과 

련한 업무에 부분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가시화될 때 산․학․연의 력

체계 구축이 기 된다. 한,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발 이후 단계에서 개발된 시스

템의 실증시험연구단계에서 민․산․학․연의 다양한 력연구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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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개발 목표  세부수행 내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단계별 목표

    1.1. 최종목표

      • 심지층의 지질/수문학  특성 평가기술 확립

      • 국내 안정된 지질 환경 지역 도출

    1.2. 단계목표(2단계)

      • 결정질암류 심부 지질 환경 비평가:  수 의 국내지질환경자료에 

의한 심부처분타당성 평가

      • 지질방벽 특성 평가기술 확보: 자연수내 C-14 연 측정기술  

동 원소 분석기술, 지하수유동 추 자시험  분석기술

   2. 연차별 연구개발목표  내용 

    2.1. 1차 년도(2000)

      • 신기 지구조 운동 인자 비평가

  ꠚ 신기 지구조 운동인자 비평가  도출

          ․지진, 단층 분포도 작성

          ․개략 인 융기/침강율

          ․지열분포 황도  지열류량 배경 표치

  ꠚ 심부 지질 환경 특성 조사를 한 정 연구지역 선정

      • 심부 암반의 단열체계  암석물성 특성평가․인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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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ꠚ Drillhole 설치  Fracture 조사

          ․ 정 연구지역 도출  조사 시험공 설치 

          ․조사공 내의 fracture scanning  fracture image data 처리

          ․단열 체계의 인자별 확률론  값 제시

   ꠚ 심부 암석  단열 물의 지화학  특성규명

          ․심부 암석  단열 물의 지화학  기본특성 값의 범  제시

  ꠚ 심부 암석의 역학  물성 기  자료

          ․심부 암석의 역학  물성 기 자료: 역학  물성 시험 결과

    2.2. 2차 년도(2001)

      • 신기 지구조운동 인자의 정량화

  ꠚ 주요 신기 지구조운동 인자에 한 정량  평가

   ∙국내 분포 단층  규모 분류: /강지진, 심부단층분포도, 

단층 생성기구  분류체계

   ∙신기 지구조운동 인자 평가요건 설정

      • 심부 암반의 투수성 단열 특성 평가․인자 도출

  ꠚ 심부 투수성 암반의 단열계 기하학  분포특성 해석

          ∙ 장시험․모니터링공 설치

          ∙Site 규모 block scale 특성 제시

          ∙심부 단열암반 3차원  단열체계 특성

      • 심부 암반의 지화학  특성 평가․인자 도출

  ꠚ 심부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에 의한 단열  분포 해석 

          ∙심부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범 제시(major and trace element) 

          ∙동 원소 성분 분석/해석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과 단열  분포특성 연계 해석

  ꠚ C-14을 이용한 pre-emplace ment 지하수 유동시간 해석

          ∙C-14을 이용한 심부지하수의 연 측정  유동시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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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부 암반의 암석역학  특성 평가․인자 도출

  ꠚ 심부 암석의 열 물성 기  자료

          ∙Hydrofracturing시험 결과에 의한 지반 응력분포 해석: σ1, σ2, σ3 

          ∙심부 암석의 열응력 하의 역학  특성 도출

    2.3. 3차년도(2002년)

      • 신기지구조운동인자 비평가

  ꠚ 불안정 지질환경지역 요건 도출

  ꠚ 주요 신기 지구조운동인자에 한 정량  평가

      • 결정질암 심부지질환경 비평가  종합성능평가 인자생산

  ꠚ 심부 투수성 단열암반과 투 수성단열의 수리인자에 한 확률론  해석

  ꠚ 물암석 상호반응에 의한 심부지하수 진화과정해석

  ꠚ 심부암석의 수리  물성 평가

  ꠚ 단일공 동 원소추 자 시험  해석기술 확보

   3. 추진 략  체계

    3.1. 추진 략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는 「고 폐기물 처분기술개발」과제가 

System형 과제인 을 감안하여 우선 으로 「 비개념의 기술성평가  주요 

설계 라미터」와 비시스템의 「 비안 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입

력인자」의 생산을 한 략을 수립한다. 

     처분지질환경의 평가는 다양한 분야의 종합 인 해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

로, 각 분야별 평가기술의 선진화는 state-of-the-art 에서 신뢰성 있는 방법

을 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최 화하기 하여 국내 실정

에 부합되는 정매질과 지역을 선정하여 집 으로 장자료 생산이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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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 지질환경지역 도출을 하여, 지질학 인 요소  장기 인 평가인자

를 비평가에 의해 도출하고, 단계 으로 심도를 증가시킨다. 지질구조  안정성 

부문은 재 학계와 연구소 차원에서 기 과학 분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결

과를 방사성폐기물처분 련 부문에 목하기 한 용 방안의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한다. 한, 국을 상으로 검토한 기존자료의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결정질 

암반 분포지역을 주요 상 역으로 설정하고 업무의 범 를 효율 으로 조정하

여 경제 인 투자가 되도록 한다. 이와 련한 업무는 「한국자원연구소」와 

력하여 수행하기로 계획하 다.

  • 우선 으로 심부지질환경의 정량  자료도출을 하여 본격 으로 500m 심

도의 조사시험 시추공 설치를 목 으로 「Deep drilling program」을 추진

한다. 

  • Deep drilling의 상지역은 결정질심성암류 분포지역을 우선 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연차 으로 결정질편마암과 괴상화산암류 분포지역도 그 

상으로 포함하기로 한다. 

    3.2. 세부 추진방법

     연구지역의 성격은 1단계에서 검토된 결과를 토 로 크게 동해안 유형과 서해

안 유형으로 구분하여 백두 간을 경계로 동․서측에 각각 정한 치를 선정하

도록 추진한다. 연구지역의 요건은 구조지질, 수리지질, 지구화학, 토지이용  장

기  이용성 등을 검토하고 이외에도 여러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다. 

상지역의 선정은 이 지역이 단순한 연구지역이므로 가능한 한 토지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폐  는 폐석산지역을 우선 상지역으로 근한다. 한, 생산자료의 

신뢰성제고와 DB 축 을 해서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국가사업으로 수행하는 

규모 지하공간 사업에의 부분참여를 통해서 자료의 교환  공유토록 한다.

     Deep drill hole 내에서 원 치시험(logging, fracture mapping, hydraulic 

test 등)이 완료된 시추공은 장기 monitoring을 해서 MP(Multi-packer)를 설치

한 후 지하수시료채취  수두측정 등을 지속 으로 수행한다. 시추 코아에서 채

취된 암석  단열충 물 시료 등을 토 로 지구화학  성분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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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추코아를 이용하여 단  암석의 역학 , 열 , 수리  특성을 서울 학교

와 력연구를 통하여 실내시험으로 도출한다.

     한, 안 성평가의 주요 안문제은 처분장으로부터 방사성핵종의 이동 상

에 한 규명이므로, 이동경로의 특성평가에 한 신뢰성제고에 주안을 두어야 한

다. 이동경로에 한 제반 특성평가 결과는 확률론  해석  표값 도출에 주안

을 두고 근하기로 하 다. 

     단열암반의 수리특성의 정량화를 해서 인공  환경동 원소를 이용한 추

자시험을 계획하 다. 심부단열암반에서 시험기술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미확보

된 분야이므로 련기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 환경동 원소의 분석기

술(C-14, S-34 등)을 확보하여 수문체계해석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주력한다.

     장기  지질환경 안정성 평가기술은 처분부지의 모암과 단열체계, 그리고 지

체구조구를 고려한 규모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암의 암석․ 물상의 안정

성은 지질구조의 발달과 련한 기계 인 작용, 지하수에 의한 풍화작용 등의 

mechanism으로 구분하여 물생성  용해과정을 정량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단열체계의 안정성은 지체구조의 진화과정과 련된 재활성 여부가 분석되

어야 한다. 심도별 지구화학  특성 해석을 하여 특정지역의 심도별 지하수화학

 진화  혼합과정을 수리지질학  특성과 종합 으로 해석한다. 심부지층에서

의 지하수의 주 유동경로는 투수성 지질구조이므로 이에 한 구조  특성을 바

탕으로 지하수 유동로의 폭과 길이, 유동량과 수리인자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수리간섭시험과 추 자시험을 이용한다.

     고 폐기믈처분연구와 련하여 국제 인 기술교류와 국제 력 계를 강

화하기 하여 한일 력 계 국축의 일환으로 "KAERI-JNC 고 폐기물처분 국

제 workshop"을 정기 으로 개최하기로 계획하 다. 2000년 10월경에 한국에서, 

2001년에는 일본에서 개최키로 의․결정한 바 있다. 본 과제에서는 장기 지질

안정성의 지체구조 련 부문과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련 부문에서 각각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기로 계획하 다.

     탁연구과제는 연구의 자율성과 체계 인 수행을 원칙으로 추진코자 한다. 

보다 효율 인 수행과 본 과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해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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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검하는 측면에서 과제 기간 간에 간발표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에 최종평가회의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계획한다.

     고 폐기물 처분사업에서 지구과학 분야의 QA는 문제해결의 가장 근본

인 시작 이며 지구과학 련 업무 자체가 QA개념 하에서 진행된다. 이 분야의 

QA업무는 자료의 조사․수집에서부터 시험, 자료처리, 해석  평가에 이르는 자

료의 생산 련 업무와 인력, 기기  문서 리 등의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 처분연구 련 QA는  단계에서 우선 으로 생산된 자료의 신뢰도 확보에 

을 두고 근할 계획이다. 

     한편,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 분야에서는 공인시험기 인정제도(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하에 추진하는 분석업무의 일환으로 자

연수 내의 환경동 원소 성분을 생산하고 있다. 이 내용에는 기기의 검,교정과 신

뢰도 검(International test comparison)을 정기 으로 수행하고 있다. 화학분석 

업무(소내 화학분석부)는 1999년에 IAEA의 Isotope Hydrology Center 의 주  

하에 International test comparison을 시행하여 A 등 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2단계 이후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 분야에서는 상기 국내 KOLAS에 용되

는 분석 련 항목의 확 와 본 시스템을 연구업무 반에 진 으로 용할 계

획이다. 우선 으로 자료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을 이기 해서 

장  실내시험 과정에서 검  확인 차를 3단계 이상으로 확 하여 단계별 

책임 검을 실시하고 문서의 규격화로 결과의 신뢰도 제고에 주력한다.

     체계 인 연구 련 QA시스템 구축은 심지층처분시스템분야에서 계획 인 

Data management system의 구축업무 진행 추이에 따라 해당 기 을 수하는 

자료 리가 되도록 력 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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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치조사,시험및실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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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Strategy on the geoscientific study for the stag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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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Procedure of the geoscientific study in long-term range.



-
 6
0
 
-

Fig
. 3

.1.3
. R

ese
arc

h s
che

dul
e o

f t
he 

geo
sci

ent
ific

 st
udy

 fo
r t

he 
2nd

 st
age

.



- 61 -

   4. 부문별 연구수행 방법

    4.1. 신기지구조 운동인자 비평가

      • 장기 인 불안정지질환경 지역에 한 등 화(분류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한 신기지 구조운동 비평가 인자의 평가요건을 

설정하고, 

      • 국내 단층 의 규모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안)에 한 비 평가를 

수행하며, 

      • Low-pH 지하수 분포지역의 특성과 범 는 향후 siting criteria 로 

용하게 될 것이며, 이 요건은 우리나라의 고유 특성으로 사료됨

      • 본 항목은 FEP  장기  지질환경변화에 해당되지만, 이 부분에 한 

국내 자료와 선행연구 실  본 과제에 용가능한 자료는 거의 

무한 미개척 분야임

      • 일부 자료와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융기/침강율 도출은 국내의 특정 

지 (동․서해안)을 선정하여 반 인 황  경향 악에 을 둠

    4.2. 심부암반의 투수성단열 특성 평가 ․인자 도출

      • 심부지질환경 특성 조사를 한 정연구 지역 선정

  ꠚ 국내 처분연구 상 정 암종을 결정질심성암, 결정질편마암  

괴상화산암 등 3개로 제시된 바 있음

  ꠚ 반 인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질심성암을 우선 연구 상 

암종으로 설정하고,

  ꠚ 동/ 서형을 표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  선정

      • 결정질심성암(우선 연구 상)에 치한 시험공에 MP(multi- packer)를 

설치(500m×2개소)  모니터링 착수하 으며

  ꠚ Drillhole 설치  Fracture 조사

  ꠚ 기존자료의 제한성을 보완하기 해서 인공 성자료, 상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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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도  지표 기탐사 등에 의해서 단열암반  지 하수 유동로를 

모두 탐지할 수 있는 지 을 결정

      • 정압주입시험(constant pressure injection test) 결과와 수두강하 시험 

(fall- off test) 결과를 비교 분석

  ꠚ MP 설치 시험공에서 추가 수리시험(build-up test)을 실시하고, 

  ꠚ 음 주사검층 결과를 이용한, 정량 인 conductive fracture 특성을 

도출

      • Regional lineament를 근거로 암반 block(1km×1km)을 정하고, 3차원  

단열체계, 모델을 구축

  ꠚ Fracture 조사는 지표 측정과 공내 상이미지 추출(BHTV)을 병행 

실시하고, 자체 개발한 software(APERSA, FRAFA 등)로 특성을 

평가  도출

    4.3. 심부암반의 지화학   특성 평가․인자 도출

      • MP 설치 시험공  Open hole에서 심도별 채취한 지하수의 화학성분․

동 원소 분석  경과시간 변화추

  ꠚ 원 치조사의 후행단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표분포 암석  

단열 물과 지표수, 기존 지하수 등에 의한 배경치 평가 업무를 

선행업무로 정하고

  ꠚ Drilling 진행 정도에 따라서 심도별 암석. 물  단열 물 찰  

시료채취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한 체계 인 암석- 물의 감정  

화학분석 (XRD, XRF, ICP, EPMA, TEM, SEM)을 수행하여 

단열 물의 지화학  특성자료를 제시함.

      • 자연수 내 C-14 분석기술확보  연 측정

      • 시험공 조사결과 분석된 단열 의 규모별(1st～4th order) 상 유동경

로에 한 지하수 화학성분  유동체계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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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심부지하수 시료는 drilling 순환수에 의해 향받은 기 지하수가 안

정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정기 으로 모니터링하고, Multi-packer 설치 후 심도별 

특성 규명으로 근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4.4. 심부암반의 암석역학  특성 평가․인자 도출

      • 1차 연도 수행 결과에 추가로 2차 연도에 hydrofracturing 원 치시험을 

후속 실시하고, 심도별 지반응력분포  크기를 종합평가하는 방향으로 

근

      • 각 시추공에서 확보된 암석시료에 하여 공극율 시험, 실내 탄성 시

험, 일축  삼축압축시험을 통하여 심도에 따른 암석의 기 물성 자료

와 함께, 열응력 하의 역학  특성 제시 

  ꠚ 심부암석의 역학  물성 기  자료

  ꠚ 연구지역 시추공에서 확보된 표 인 암석시료를 선정하여, 도, 

공극률, 포아송비, 단축  삼축강도시험을 통하여 심도별 

암석물성자료를 제시함

  ꠚ 상기결과를 기발표된 국내 화강암의 역학  물성자료와 비교

   5.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강원도 고성과 역시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로서 모두 

생 의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고성 지역의 지질은 흑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Fig. 3.1.4(a)), 과거 

석산으로 개발되었던 곳으로서 단열의 발달이 거의 없는 괴상의 암반에 해당된다. 

모암인 흑운모화강암은 조립질  등립질로서 주구성 물은 석 , 사장석, 정장석, 

미사장석, 흑운모 등이며, 특징 으로 각섬석이 산출된다. 이 밖에 스핀, 홍석, 

어콘  철석과 같은 석 물들이 미량 존재하며, 흑운모의 녹니석화 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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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류들의 견운모화 작용이 찰된다. 흑운모화강암내 사장석은 형 인 알바이

트 정을 보여주며 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 지표상에서 풍화되어 산출

되는 부분은 부분의 장석이 부분 으로 견운모화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흑

운모는 녹니석화 되어있고 흑운모 주 에 2차 으로 생성된 다수의 불투명 물이 

존재한다(3-1-1). 흑운모화강암 이외에 시추지역의 서남부에는 흑운모편마암이 분

포하기도 하며 흑운모화강암과의 경계는 이 이다. 지표의 노두에서 채취한 흑

운모 화강암의 암에 한 XRD분석결과는 주로 석 , 흑운모, 사장석, 미사장석

이 감정된 이외에 지표환경 하에서의 풍화산물로 보여지는 카올린 물이 소량 

확인되었다.

     유성 지역내 시추 치의 지질은 립질 복운모화강암으로 국지 으로는 미

약하나마 편상조직을 보이기도 하며, 연구지역 남서부에 분포하는 편상화강암과의 

계는 불명확하다(Fig. 3.1.4(b)). 본 지역의 암반은 고성 지역에 비하여 단열이 

많이 발달한 형 인 단열암반의 특성을 갖는다. 도폭에서는 편상화강암을 

쥬라기의 편마상 화강암으로 보았고 복운모화강암과는 동일 마그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3-1-2). 이들은 립질로서 편리의 방향이 주변의 변성퇴 암류의 

편리방향과 일치한다. 시추지 의 복운모화강암에 한 편 미경 찰 결과 주

구성 물은 석 , 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이며  녹니석, 녹염석, 백운모

가 2차 물로 찰되고, 퍼어다이트가 드물게 찰되기도 한다. 사장석과 미사장

석은 정이나 입자 경계를 따라서 부분 으로 견운모화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

기도 하며 운모류는 벽개면을 따라 녹니석화 되어 있기도 하다. 특징 으로 석류

석, 어콘  황철석 같은 석 물들이 미량 존재한다. 체 으로 연구지역내 

복운모화강암은 립 내지 세립질이며 다수의 크고 작은 맥암류에 의해 입을 

당하 다. 이 외에 반암류들이 시추지 의 동남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복운모화강

암과는 상호 이  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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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seong site

 

(b) Yuseong site

Fig. 3.1.4. Geologic map of the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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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Photomicrographs of fracture filling minerals from the Yuseong type granite 

(Qtz:quartz, Pl:plagioclase, Mcl:microcline, Mus:muscovite, Chl:chlorite, 

S:sericite, Cc:calcite, Ep:epid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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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fracture filling minerals from the Yuseong 

type granite(L:laumontite, I:illinte, A:amphibole,   E:epidote, He:heulandite, 

K:kaol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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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기 지질안정성

   1. 배 경

    1.1. 한국 고 폐기물 처분개념과 연구방향

     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추구하고있는 고 폐기물 처분개념은 다른 원

자력 선진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개념과 큰 차이 이 없다. 장수명 고 폐기물을 

결정질암반을 이용하여 다 방벽 근방법으로 인간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처분심도는 지표하 약 500m의 환원조건을 갖는 쇄 간의 

양질의 암반(inter-fault blocks)을 상으로 하고 있다. 지 까지 연구는 국내에서 

산출되는 벤토나이트를 활용하여 완충재와 뒤채움재를 한 여러 가지 특성연구

가 진행되고있고, 처분장의 안 성평가를 한 수행능력과 기반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지질환경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분포면 이 큰 화강암을 상으로 2곳의 연

구지역에서 일반 인 연구가 수행 에 있다. 지하매질 특성평가의 당면한 문제

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기인한다.

   • 처분부지의 장기 인 지질학 변화 특성

   • 공간 인 지질학 특성(역학 , 화학 , 수리 ) 변화

   • 규모에 따른 불균질 한 지하매질특성

     상기문제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처분 상부지를 쉽게 측할 수 있

는 단순한 지질환경을 선정하는 것이다. 처분부지특성에 복잡성을 야기시키는 요

소는 아무리 처분환경에 도움이 되는 요건이라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된다. 따

라서 지질환경의 장기안정성연구  특성평가에 한 근방법은 다음과 같은 범

주에서 수행 되어야한다. 

   • "Top -down" 근방법 : 처분사업에서 요구되는 목 과 기술  요구 

사항을 지침으로 필요한 항목 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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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erative control" : generic 하고 역 인 단계에서 자세하고 site  

specific한 정 조사를 통하여 가정조건과 개념 모델의 수정 보완

   • “Stepwise procedure": 규모종속 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하여 

기술  요건은 진 이고 연속 인 단계  근 방법    

    

   1.2. 고 폐기물 처분과 장기안정성

     방사성 폐기물처분에 있어서 지하매질은 자연 인 방벽으로써 처분장의 폐

기물과 공학  방벽을 보호하고, 처분장으로부터 오염물질이동에 한 분산과 지

연효과를 증 하고, 오염물질의 희석(Dilution effects)을 통하여 처분장 안 성기

능을 확보 하는 것이다. 

     이를 한 처분장의 우선 인 조건은 안정된 지질환경이 장기 으로 

유지하여야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지구화학 으로 안정된 환경

   • 작은 유동량과 느린유속을 갖는 지하수유동체계

   • 처분장기능 유지를 한 암반의 역학  안정성

     방사성폐기물처분에서 고려하는 장기 기간은 인간환경에 해하지 않을 정

도로 방사능이 소멸되는 기간으로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00～1,000,000년에 속한

다. 지질환경 변화에 한 근방법은 일반 으로 어느 지역의 재 진화과정을 

이해하고, 과거의 지질환경과의 차이 을 악한 후, 미래에 변화할 수 있는 지질

환경을 측하는 것으로 자연진화시나리오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재 처분안 성과 련하여 수행되고있는 지질환경의 장기  안 성 평가에 

한 문제 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 안 성평가가 요구되는 기간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global한 지질환경의    

변화보다는 주로 산발 으로 일어나는 속한 사건과 이에 따른 결과에   

을 두고 있으며,

   • 시간에 따른 진화과정은 부지특성평가에 하게 반 되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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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변화에 한 불확실성 때문에 보수 인 평가를 래하여 

자연방벽의 효율  기능을 간과하게되며

   • 지질환경에 한 시나리오 개발은 실제 으로 발생 가능한 FEP보다는  

지질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FEP를 고려하고 있으며

   • 많은 성능평가과정에서 기본 시나리오에 최악의 사건, 유일한 사건, 그     

리고 가정된 사건들을 연속 으로 합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

     보다 실 인 장기  평가를 하여 장에서 발견되는 지질환경변화에 

한 증거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야하고 우선 으로 장기  변화와 괴

인 사건/재난을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자료를 축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에서는 한국의 지질(3-2-17)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지각운동사를 요약

하 다. 한 재 발표된 자료에 근거하여 신생  지각운동특성을 기술하 으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2. 한반도 지체구조  지각운동사

    2.1. 한반도 지체구조구 특성

     2.1.1. 지체구조구 분류

     한반도의 지체 구조구는 Koto(3-2-10)와 Kobayashi(3-2-6, 3-2-7, 3-2-8) 

이후 주기 으로 수정, 보완되고 있다. 구조구(tectonic province)는 일반 으로 구

조구의 경계 설정은 기 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조구의 구분은 다음

과 같은 특성들을 고려하게 된다(3-2-17).

   • 공통성 : 암석의 성인

 • 공통성 : 변형작용의 특성

 • 공통성 : 구조구의 형성시기

   • 연속성 : 지질구조의 형태

 • 공통성 : 암질

 • 공통성 :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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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질학회에서 제시하는 조구조구(Fig. 3.2.1)는 암상  암질, 형성과정과 

지사의 공통성과 연속성을 요요소로 구분하 다. 변형작용과 지질구조 형태는 

부차  요소로 하여 구분하 다. 한편 조선인민공화국 지질 연구소는 구조구의 형

성시기와 original crust의 안정화 시기를 주로 지체구조구를 습곡 (조구조 )

의 형성시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두 분류체계는 모두 7～8 분이 가능하고, 큰 

구조구는 2～4개의 작은구조로 나 어지며, 습곡 , 분지, 육괴 등으로 구분된다

(Table 3.2.1). 아시아 륙의 동부 연변에 치한 한반도는 부분 지구조 으로 

한 지괴(Korea-China platform)에 속하며, 국의 Kunlun-Qinling 습곡 와 양

쯔지괴의 연장부에 치한다. 한 동쪽으로는 Shikhote-Aline 습곡 와 West 

Pacific 습곡 와 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조구조 해석은 재 유라시아 

륙의 형성과 련하여 요한 의미를 가지나 지 까지 구나 인정하는 정확한 

조구조  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Fig. 3.2.1. Tectonic provinces of the Korean Peninsula( 한지질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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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The tectonic provinces of Korean Peninsula.

한지질학회(1999) 조선인민공화국 지질연구소(1993)

Ⅰ. 함북습곡

1. 두만강습곡

2. 모 융기

Ⅱ. 낭림육괴

1. 백두산 화산지

2. 혜산-이원분지

3. 회천육괴

4. 삭주구성 단층지괴

Ⅲ. 평남분지

1. 평남분지

2. 임진강습곡

3. 웅진분지

Ⅳ. 경기육괴

1. 충남분지

Ⅴ. 옥천습곡

1. 태백산 지역

2. 옥천  지역

Ⅵ. 소백산육괴

1. 소백산 지역

2. 지리산 지역

Ⅶ. 경상분지

Ⅷ. 환태평양 알칼리 화산지구

Ⅰ. 시생 - 기원생  육괴

1. 낭림육괴

2. 모 육괴

3. 경기육괴

4. 남육괴

Ⅱ. 후기원생  육괴

1. 마천령육괴

Ⅲ. Platform 퇴 분지

1. 평남분지

2. 혜산-이원분지

3. 삼척분지

Ⅳ. 후기원생 -후기고생  습곡

1. 옥천습곡

2. 임진강습곡

3. 두만강습곡

Ⅴ. 생-신생  tectonic 분지

1. 송림변동분지

2. 보변동분지

3. 신생 구조분지

Ⅵ. 생-신생  퇴 분지

1. 낙동분지

2. 길주-명천분지

3. 연일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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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지각변형사

     한반도는 장구한 지질시 에 걸쳐 생성된 다양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긴 구조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구조 발달사를 설명하기에는 

자료가 무 제한되어 있다. 신기 지구조운동에 련한 한반도 지각변형사 특성을 

이해가기 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기 암체(massif)  조구조 (tectonic belts) 형성과정

   • 생  조산운동 특성

   • 신생  지각운동 특성 

     2.2.1. 기 암체  조구조  형성

     한반도는 한 지괴(Korea-China Platform)의 일부로 고려되어 왔었다. 구조

 성격에 한 옥천 는 지괴간의 합선(suture line)으로 남육괴는 남 국지

괴에 속하고 경기지괴는 북 국육괴에 소속된다는 순수지질학에 근거한 학설이 

발표되었다. 그 후, 최근에 남북 국지괴의 충돌선인 Qinling 고압 변성 가 산동

반도를 거쳐 한반도의 임진강 를 따라 동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 동해로 연장된 구조 는 옥천 의 동남경계선(호남 단 )과 련된다는 학

설로 임진강 는 합선이고 호남 단 는 변환단층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반도 내에서 륙지괴들의 합과 련된 직 인 증거가 육괴들의 

경계부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륙은 여러개의 크고 작은 지괴들이 부가(accretion)되어 형성되

었다는 학설과 함께 한반도의 육괴는 한 지괴의 형성과정으로 설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고지자기 연구결과는 한반도는 고생  (570 Ma) 남반구에서

부터 쥬라기(144 Ma)까지 북상하여  치에 놓이게 되었고, 보화강암의 입

을 받은 결과를 제시하 다. 한 고생   북 국지괴와 인 하 으며, 고생  

말에는 남 국지괴에 근 했다는 연구결과와 상 으로 상이한 이동경로로 북상

하 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3-2-17).

     만약 임진강습곡 가 Qinling구조 와 연결된다면 경기육괴는 국의 양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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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괴에 속하게 되며, 한편 옥천습곡 가 양쯔지괴와 비되면, 남육괴는 남 국

지괴로 비하게 된다. 하지만 재까지 밝 진 바로는 각 육괴의 기반암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밝 질 것이다.

     신기 지구조운동과 련해서는 상 으로 안정된 육괴보다는 습곡 구조구

의 형성시기와 특성이 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 연구는 북한 지질학자에 

의하여 근간이 제시되고 있으며, 주요 습곡 는 남북한 모두 옥천습곡 , 임진강

습곡 , 두만강습곡 로 분류되고 있다.

     2.2.1.1. 옥천습곡

     옥천  내에 분포하는 변성퇴 암류와 변성화성암류에 한 지질시 나 층

서가 아직도 확실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옥천 층군의 지질시 에 한 재까

지 연구결과는

      - 옥천 층군의 지질시 는 선캠 리안시 이며, 고생 층군과는 

단층 으로 해석(3-2-15)

      - 옥천 층군의 일부는 선캠 리안 이언의 지층이고, 일부는 고생  의 

지층으로 해석(3-2-18)

      - 옥천 층군의 지층들은 고생  암석으로 조선 층군과는 횡 인 암상의 

변화로 해석(3-2-2)

      - 옥천  남서부는 후기원생 이며, 북동부는 고생  지층으로 

평안 층군과 조선 층군과 비(3-2-5)

     옥천 층군의 지층들은 여러번에 걸쳐 변형작용을 받아 복잡한 지질구조의 

형태를 보여주나, 변형작용의 특성과 시기에 하여 연구자들간에 차이가 있다. 

Cluzel et al.은 고생  기인 데본기와 사일루리아에 진 인 두 번의 변형작용

이 지속되었으며(3-2-3), 이후 생 의 송림변동과 보조산운동으로 기본 인 4

회의 변형작용을 발표하 다. 고희재는 평안 층군 퇴  후 4회에 걸친 변형작용

을 보고하 다(3-2-9).

     한편 북한 지질학자들은 옥천 의 남서부는 후기원생 의 지향사 퇴 층으

로 해석하며(3-2-5), 북동부는 기고생 의 platform 퇴 층으로 해석하여 남서



- 76 -

부는 국의 양쯔분지와 북동부는 한반도 평남분지와 연결되었던 것으로 발표하

고 있다. 한 옥천습곡 의 분포는 재상태보다 넓었으며, 생  조산운동으로 

습곡, 단층구조가 발달되면서 재의 복잡한 구조를 갖게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 옥천  경계부에 발달된 생  백악기 퇴 분지는 구조  분지(tectonic 

basin)로 경계단층의 주향이동 단층운동에 수반되어 형성된 당겨열림분지(pull 

apart basin)으로 해석하는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2.2.1.2. 임진강습곡

     낭림육괴와 경기육괴 사이에 있는 임진강습곡 는 심부단층 에 따라서 발

달한 좁은지구(graben)형의 습곡 , 첩된 향사 , 륙내 발달한 열곡 로 해석

되어져 왔다. 1990년에 기고생 의 데본기에 활성 이던 탁상지 내에 발달한 지

향사  습곡 로 임진강습곡 로 명명하 다(3-2-13).

     기고생 에 안정된 지괴로 융기하던 낭림육괴와 경기육괴는 삭박작용을 

받았고, 한반도 부지역은 륙내에 발달한 열곡조산 로 재활동하여 조산 에 

두꺼운 퇴 층과 마그마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임진강습곡 의 기반암은 선캠

리안기의 옹진  멸악산 조산운동의 향을 받았으며, 후에 생  송림조산운

동의 향을 받았다. 이러한 기반암의 조구조 운동시기와 특성이 국의 

Kunlung-Qinling 구조와 같은 것을 기반으로 두 구조 의 연결성을 제시하고 있

다. 상기 구조  연결성이 확인된다면 한 지괴로 고려되어지는 경기육괴는 낭림

육괴와 구조 으로 다른 지괴이며 다른 형성과정으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이 경우 

경기육괴는 양쯔지괴와는 지질학  특성으로 이하게 다르므로, 옥천습곡 가 양

쯔육괴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2.2.1.3. 두만강습곡

     두만강습곡 는 한반도 북동부에 치하는 두만강분지로 지향사, 지향사분

지, 침강지역 등으로 해석되어왔다. 구성암석은 고생 와 제 3기 퇴 암과 화산암

류로 구성되나, 한반도에 분포하는 고생  퇴 분지 것들과는 매우 다르며, 시코

테-알린지역이나 국의 연변습곡 와 더 유사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일부학자는 모 육괴는 융기하고 두만강분지는 침강하는 구조로 두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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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 함북습곡 로, 이는 한 지괴와 시베리안지괴 사이에 형성된 습곡 로 해석

하고 있다. 한편 두만강분지는 모 육괴와는 다른 구조구(tectonic unit)로 조산

운동에 의하여 육괴에 합된 것으로도 발표되고 있다. 두만강 지향사는 후기고생

에 탁상지 주변에 발달된 경우로 표되며, 기 생 의 송림변동을 받은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2.2.2. 생  조산운동 특성

     생  지각운동은 한 지괴의 동부지역에 큰 향을 미쳤으며 한반도 지

역에 습곡, 단층작용, 화성활동 등 가장 큰 향을 주었다. 한반도 내에 생  지

각운동은 반복 이고 여러번의 첩된 특성을 갖고 있다. 한반도 생  지각운동

은 다음의 특징  상으로 요약된다.

   • 연성(ductile) 는 쇄성(brittle) 단  형성

   • 확장운동에 의한 구조분지 형성

   • 분지내 퇴 작용

   • 수축운동 는 압축응력

   • 화성활동

     이러한 한 지괴 동부의 집 인 지각운동은 일반 인 한 지괴에서 쉽게 

찰되지 않는다. 이는 생  기부터 아시아 륙으로 섭입되는 태평양  때문

으로 사료하고 있으며, 한 지괴의 새로운 유형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

산운동은 퇴 분지의 형성, 변성작용, 화성활동과 변형작용 등을 종합 으로 해석 

되어져야 하고, 각 작용들의 선,후 계와 지질시 를 련하여 구조운동을 이해

하여야 한다. 생  조산운동은 3～4 조산운동으로 구분하며 연구자 들간에 다소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2.2.1. 송림조산운동

     송림조산운동은 한반도의 북부지역과 국의 요동반도 일 를 교란시킨 가

장 큰 구조운동이었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단양과 옥천 층군에 발달된 드러

스트 단층운동과 한반도 남부지역의 연성 단  발달이 송림운동의 일환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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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고 있다.

     한반도 남부에서 찰되는 송림조산운동의 특성은 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조산운동의 이운동특성은 보은지역의 압쇄화강암으로 나타나며, 옥천습곡  남

서부에 연성 단 가 발달하 다. 국내에 역 으로 크게 알려진 연성 단 는 

진안-순창-해남으로 연결되는 순창 단 , 주-무안-목포를 잇는 선과 평행하게 

주 단 와 주 단 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 단 는 트라이아스기 우수향의 

단 로 변 가 200km 이상으로 Cluzel(1991)은 보고하고 있다(3-2-4). 주 단

에서 분리되어 동서방향으로 발달된 단 가 이에 속하며, 그 후 공주 단

와 천 단 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후기특성은 조산운동 에 입한 옥천습곡 의 남서부 화강암으로 258～

225Ma 연령을 나타낸다. 옥천습곡  북동부에는 최상부층이 퇴 되고 있는 반면 

습곡  남서부에서는 화강암류의 입이 있었다. 기 운동상에 뒤따라 북동방향

의 습곡작용과 드러스트 단층운동이 있었으며, 기 형성된 지질구조들은 북동방

향으로 회 운동을 받았으며, 일부 단층은 재활성되어 드러스트의 형태를 나타내

고 있다.

     한반도 북부지역은 송림조산운동을 3기로 구분한다. 기에는 동서방향을 갖

는 습곡구조의 형성과 이와 련된 나페(nappe)-드러스트(thrust) 구조가 발달하

다. 기 구조운동은 북동과 북서방향의 단층에 의한 단층지괴운동의 시작을 알

렸다. 이러한 단층들은 rift type tectonic trough 는 호소성 tectonic basin을 형

성하게 되었다. 구조운동 후기에는 기에 형성된 단층 를 따라 화강암류가 입

하 으며, 한반도의 송림조산운동은 국의 Indosinian 조산운동과 비하고 있다.

Table 3.2.2. Mesozoic orogenies in Korean Peninsula(3-2-17).
지질시 남 한 북 한

제3기
불국사 조산운동 한무산 조산운동

백악기 재령강 조산운동

쥬라기
보조산운동 보조산운동

송림조산운동

트라이아스기
송림조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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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 보조산운동

     보조산운동의 지질구조 요소들은 북동방향의 드러스트 단층, 습곡구조와 

선구조들로 구성된다. 이 시기의 드러스트 단층들은 주향과 운동방향이 송림운동

과 유사하여 북동방향의 지질구조는 모두 보운동으로 해석하기도 하 다. 그러

나 이는 보조산운동 이 에 형성된 구조들이 이 시기에 경사가 더욱 해지고, 

북동방향으로 변 되었으며, 이  습곡구조들은 더 착되고 첩된 습곡구조를 

형성하 다.

     보조산운동은 지각의 일부가 용융된 마그마로부터 만들어진 S-type 화강

암 입이 수반되었으며, 좌수향의 주향이동단층 운동이 쥬라기 기-말기(160～

140Ma)에 있었다. 이러한 단층운동은 옥천습곡  경계지역에 당겨열림분지를 형

성시켰다. 이러한 분지는 갑천분지, 유성분지, 공주분지, 부여분지, 동분지 등이 

있다. 한 경계단층주변에 발달하고 있던 압쇄 들은 쇄성-연성의 단층으로 재

활동 되었다. 보조산운동의 시기와 구조  특성은 국의 연산조산운동과 비

되고 있다.

     2.2.2.3. 불국사조산운동

     불국사조산운동은 135Ma에서 65Ma 사이에 일어난 백악기 지층의 퇴 작용, 

화성활동, 단층운동과 매우 미약한 변형작용이 수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

국사조산운동은 백악기 경상분지의 북부에 소규모로 분포하는 묘곡층의 드러스트 

단층운동으로 인지된다. 한반도 북부지역에서는 백악기 기 지각변동이 알려졌으

며, 이를 재령강 조산운동으로 명명하고 있다. 

     불국사조산운동 에 생성된 드러스트 단층은 삼척탄좌지역 내 발달된 단층

과 이에 수반된 인편상구조의 재해석을 통하여 근래에 알려지게 되었다. 태백산 

북부의 임계지역에 발달된 압쇄 는 불국사조산운동 에 연성드러스트 단층으로 

재활성되었다. 한 드러스트 운동과 련되어 큰 규모의 재습곡된 습곡구조가 삼

척탄좌지역의 황지에서 보고되었다. 삼척탄좌지역 내에 발달된 북북동-남남서 방

향의 주향이동단층들은 기반암 내에 발달하고 있던 심부균열들이 불국사조산운동 

에 단층으로 재활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드러스트 운동은 옥천습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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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지역의 동부지역에서 우세하게 작용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습곡작용의 

향만 받았다.

     불국사조산운동에 입된 화강암은 지구화학 으로 I-type 화강암으로 보

화강암과 구분되고 있으며, 백악기 후기에서 제 3기 기의 지층들은 동서방향의 

드러스트 운동과 습곡작용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림이나 보 드러스트는 북

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한 반면에 불국사 드러스트 단층은 북쪽에서 남쪽

으로 향한 특성을 보인다.

     불국사조산운동은 마지막 단계에서 화산암류들이 분출하여 한반도 남동부의 

제 3기 퇴 분지의 기반암을 이루고 있다. 화산활동은 66～49Ma 사이에 종료된 

것으로 사료하고 있으며 불국사조산운동은 유라시아 륙 동부의 사천조산운동과 

일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 신생  지각운동특성

     한반도에서 백악기 말에서 제 3기 에 걸친 화성활동이 끝난 후 역에는 

퇴 분지가 소멸되고 침식기를 맞이하 다. 제 3기에 들어 한반도 남동부 동해안

을 따라 퇴 분지가 형성되면서 화산활동이 수반되었다. 이를 연일변동이라 부르

며 이 분지 발달은 동해의 기형성과정과 한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고세(36Ma)와 기 마이오세(17Ma) 동안에 동해배호분지가 확장되면서 한반

도 동남부에 양산단층군들이 우수향 이동단층운동으로 지괴가 확장되면서 당겨열

림작용과 같은 운동으로 제 3기 퇴 분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이오

세 말(5.3Ma)로 추정되는 시기에 동해가 닫히면서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인장응

력 역이 동-서 방향의 축을 갖는 압축응력 역으로 환되면서 분지의 성장이 

멈춤과 동시에 퇴 층의 융기와 역단층들이 발달되었으며, 이 시기는 국의 히말

라야조산운동과 비하고 있다.

     동해의 형성은 마이오세에 들어와 일본열도가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생겨났으며, 이 때 이곳에서는 격렬한 화산활동이 있었으며 울릉도 화산활동은 동

해의 형성과 계있는 것으로 사료하고 있다. 

     한반도는 백악기 말 이래 육화되어있어 부분 침식작용에 의해 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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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형발달을 이루어 제 4기 지질을 연구하는데 그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 제4기

의 화산암은 백두산을 비롯하여, 제주도, 울릉도, 추가령 열곡 , 시계리-곡산계곡, 

길주-명천 지구 에 분포한다. 이는 제 4기에 확장열곡 를 따라서 소규모의 

알칼리 화산암의 분출작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경북도 모 (2540m 

EL.) 일 에서 빙식지형과 빙하 퇴 물의 발견으로 백두산 부근 고산지 는 최종 

빙하기때 빙하작용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 재 해안선의 모양은 동해안 

속 , 남해안 양만, 서해 아산만의 퇴 물의 14C 측정결과로 약 7천년 에 고

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반도가 겪었던 신생 의 지각운동은 다음과 같은 

지구조 변화특성으로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 다.

   • 신생  화성활동

   • 동해확장  동남부의 지구조체계 변화

   • 고응력 변화

     2.3.1. 신생  화성활동(백악기 말기～마이오세 말기)

     한반도에서 생 (백악기)와 신생 (제 3기)로의 변환시기는 화산암류와 심

성암류가 시공간 으로 매우 하게 련되어 분포하는 특성이 있다. 이 시기의 

화성활동은 한반도 역에 범 하게 있었다. 시간 으로는 단속 으로 일어났으

며 기존에 발달된 큰 구조선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다.

  

     2.3.1.1. 화산활동의 특성

     백악기 -고 제 3기  한반도에서는 격렬한 화산활동이 있었고, 이들은 

부분 지구조 는 구조선의 방향과 한 계를 갖는다.

     한반도 북부와 북서부지역에서의 화산활동의 분포는 구조 와 련하여 다

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강진자성일 : 북동남서 는 동서 방향의 큰 구조

   • 혜산이원분지: 동서 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큰 구조

   • 산신의주지역: 북동동남서서 방향의 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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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서부지역(안주박천, 평양분지, 송림황주): 북북서남남동, 북남,  

북동남서 방향의 큰 구조

     한반도 동남부의 경상분지 내에서 백악기 화산활동은 퇴 층 층서와 련하

여 상 으로 많은 자료가 축 되어 있다. 경상분지 내에서의 백악기 화산활동은 

5개의 활동기로 구분되었다. 화산암의 연 측정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부분 시

료가 후기 입한 화강암류가 큰 향을 주어 실제 분출연령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경상분지 내 서부의 독립화산체 연령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

     옥천 에서의 백악기 화산암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평행하게 발달된 몇 조

의 구조선( 단 를 수반한 단층선)을 따라 백악기 퇴 암과 무암질, 그리고 다

량의 산성- 성의 화산암이 범 하게 분포되어 있음이 알려졌다. 옥천 를 포

함한 한반도의 서남해안에도 백악기 화산암이 넓게 분포한다. 분포양상으로 거제

-남해-고흥지역, 완도-진도-목포지역, 우이군도-안마군도-고군산군도로 구분되어

지나, 이들이 경상분지, 옥천  것과의 지구조 으로 어떤 연속성을 갖는지 알려

지지 않고 있다.

     경기육괴 내에서는 속 -음성-서천, 그리고 원산-서울-홍성을 잇는 좌주향

이동단층과 이들과 평행한 큰 단층을 따라서 활발한 백악기 화산활동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당겨열림의 소분지 발달과 분지내에 분포하는 화산암에 근거하고 있

다. 추가령구조 는 원산-서울-서천을 잇는 큰 구조선으로, 추가령 열곡과 함께 

평행한 단층선 상에 발달된 백악기의 소분지에서도 소량의 무암질을 수반한 산

성- 성의 응회암질이 분포되어 있다. 한 속 와 서천을 잇는 좌주향이동단층

에 의해 형성된 미시령분지, 갑천분지, 음성분지, 공주분지, 부여분지에도 백악기

의 성-산성 응회질 암석이 분포하고 있다.

     소백산육괴 내에서는 옥천습곡 와의 경계부를 따라서 구미, 장흥, 강진, 보

성지역과 남해안  도서지역에도 성-산성의 화산암이 범 하게 분포되어 있다.

     2.3.1.2. 심성암 활동특성

     한반도 북부의 압록강화강암은 동북지방과 낭림육괴지역, 평남분지에 걸쳐 

범 하게 분포하며 개 이들 입암체는 모암에 해 한 경사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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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큰 단층선 는 약선 를 따라서 입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들 입암

체는 개 시생 층, 원생 층, 는 생  쥬라기층을 입하 고 제4기  

무암에 의해 덮 있으며 암상은 섬록암과 화강섬록암, 각섬석화강암, 흑운모화강

암, 미문상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 동북지방에 분포하는 학부산 입암류는 서북방향의 구조선을 따라

서 분포하고 있다. 입암류의 K-Ar연령은 54Ma이며, 이는 제3기 (팔 오세)의 

심성활동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한반도 남부의 경상분지에서는 부분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구조선과 북서

-남동 방향의 구조선에 따라 화강암류의 입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러개의 단

층과 아주 한 계를 갖고 있다. 양산, 울산, 양  모량단층 를 따라 백악

기 화강암체가 긴 분포상을 나타내며, 자인단층에 따라서도 단속 으로 몇 개의 

암체가 분포를 나타낸다.

     한반도 남부에 분포하는 화강암류는 부분 시공간 으로 백악기 화산암과 

한 계가 있어, 상당수 암체가 화산암류로 둘러싸여 환상구조를 이루고 있

다. 경상분지 내의 심성암은 염기성반려암으로부터 알칼리화강암으로 분포하면서 

암석조합이 칼크-알칼리계열에 속하는 성분변화를 보여 다.

     옥천 에는 큰 반형  소규모의 암주상 암체들이 경기육괴 는 소백산 

육괴의 경계부를 따라서 단속 으로 발달 분포되어있다. 이 지역의 화강암류는 경

기육괴의 화강암류와 같이 부분 흑운모화강암이거나 알칼리 장석 화강암인 것

이 특징 이다.

     경기육괴지역은 백악기 화강암류가 비교  드물게 산출되며, 강원도 속 지

역과 평창일 는 북동-남서 방향의 구조선과 평행하게 반형 는 작은 암주상

으로 입하 다. 이 지역은 화강섬록암은 거의 없고 부분 칼크-알칼리 계열의 

흑운모화강암과 알칼리 장석 화강암이 특징 이다.

     소백산육괴지역에서는 소규모의 암주상으로 분포되어있고, 서남해안 일 에

서도 백악기 화산암류와 한 시간 , 공간  계를 갖고 암주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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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3. 에오세마이오세 말기 화성활동

     신생  에오세(58Ma)부터 마이오세 말(5.3Ma) 시기는 유라시아 으로 섭입

되던 태평양 의 섭입벡터가 자주 변하 고, 환동해 지역에서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동해의 열림이 있었던 시기로 

이 시기 한반도에서의 화성활동  암석학 , 지화학  특성은 매우 요한 의미

를 갖고 있다.

     한반도에는 공간 으로는 제한된 여러지역에 시간 으로는 매우 간헐 으로 

에오세에는 주로 산성의 화산암질암, 그 후에는 주로 소량의 산성화산암을 수반한 

염기성- 염기성의 화산암이 분출 는 입하 다. 이 시기에 있었던 화산활동

의 분포지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며, 이들 화산활동의 시기는 개 기 마이오

세(25～15Ma)에 가장 활발하 다.

   • 에오세 화산활동(57～35Ma): ∙함북 길주재덕일

          ∙ 덕 일안강일

   • 올리고세 화산활동(35～24Ma): ∙경북 길주명천지

           ∙황해도 산지역

   • 마이오세 화산활동(24～5Ma): ∙함북 길주명천지역

          ∙황해도 장연용연일

          ∙경기 백령도

          ∙경기 평택아산일

          ∙강원도 운 산

          ∙충북 조곡리

          ∙경북 포항분지

     2.3.2. 동해확장

     동해는 북서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치한 배호분지로서, 동해형성에 한 가

설은 일본열도가 아시아 륙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가 확장되었다는 

것으로 크게 두가지로 요약한다. 그  하나는 일본열의 차별  회 을 동반한 부

채모양의 열개(rotation of bar door opening)이고,  다른 가설은 동해주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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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 두 개의 주향이동단층 를 따라 진행된 인리형 열개이다. 최근 수정된 모

형은 일본열도의 회 을 주향이동 단변형의 틀에 결합시키고 있다. 동해확장은 

일본열도가 동아시아 륙으로부터 분리 이동된 가설로써 신생 의 한반도 동해 

륙주변부의 지질과 구조에 한 매우 요한 지각운동에 속하게 된다.

     유라시아 의 동쪽에는 태평양-오호츠크 이, 서쪽에는 필리핀 이 치하

며, 동해는 유라시아 의 동쪽 가장자리에 치하며 일본, 야마토, 울릉분지로 이

루어져있다.

     동해의 형성은 구조 이론에 기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소규모 

들의 상  운동에 기인한  내부의 변형이 일본해구로부터 아무리아 을 후

퇴시켰고, 동해의 확장을 발시켰다고 해석한다. 한 신생 에 있었던 일본열도

의 회 과 동해확장은 에오세 말(약 30Ma) 인도 과 유라시아 의 충돌로 인하여 

유라시아 륙 반에 걸쳐 일어난 지구조 향으로 아무리아(Amuria) 이 북북

서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무리아 이 이동하면서 야마토분지

를 포함한 동해의 확장이 30Ma～15Ma 기간에 일어났음을 제시하기도 한다.

     동해의 열림은 32Ma에 일본분지 북동부에서 이 얇아지면서 시작되었고, 

28Ma에는 열 개와 해 확장이 그 뒤를 이었다고 생각하며, 일본분지 확장 기에 

야마토, 울릉분지에서는 지각팽창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동해의 확

장은 화산암이 어드는 18Ma 경에 확연히 늦추어진 것으로 사료하며, 이는 보닌

열도가 혼슈 앙부로 충돌하면서 섭입교합선이 류큐해구 육지쪽으로 후퇴하 고, 

이에 의한 후열도닫힘과 지각단축운동이 수반되었다. 분지의 닫힘에 따른 지구조

의 재정돈은 후기 마이오세 이후, 일본열도안과 주변부에 치한 마이오세 분지들

의 역  융기와 괴를 가져왔다.

     2.3.3. 고응력장 변화

     신생 의 주요 지각변동인 일본열도의 회 과 동해확장이 한반도에 미치는 

구조  향은 양산단층의 구조  진화모델로 설명하는 논문(3-2-20)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 양산단층은 한반도 동남부에 북북동 방향으로 이와 평행

한 자인, 량, 모량, 동래 단층들과 함께 동남부에서 가장 뚜렷한 김해에서 평해

에 이르기까지 육지에서만 길이 200km를 갖는 단층으로 발달하고 있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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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양산단층의 진화를 6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응력장의 변화 

순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NW-SE 신장기

2. NE-SW 압축과 NW-SE 신장기

3. NW-SE 압축과 NE-SW 신장기

4. NE-SW 신장기

5. N-S 압축과 E-W 신장기

6. E-W 압축과 N-S 신장기

     양산단층의 기 생성시기는 연 측정시료에 의한 60Ma 후로 제 3기 팔

오세로 추정하고 있다. 단층의 형성은 제 3기  태평양 이 필리핀  아래로 

침강함에 따라 태평양 이 북쪽으로 진행하는 당시 일어난 불국사 변동의 일환으

로 단한다. 기에는 NW-SE 신장에 의한 우수향주향이동으로 시작하 다. 그 

후 응력장의 변화가 인지되는 시기로 기를 2단계로 구분하 다. 이는 동해의 확

장방향이 NW-SE 방향에서 NNW-SSE 방향으로 변하는 시 인 18Ma를 기 으

로 해석했다. 변화요인은 인도 의 유라시아  충돌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 2단계는 동일응력축을 갖은 NW-SE 신장계열로 보고 있다. NW-SE 방향은 

이 의 N-S 최 수평 압축응력의 구조환경에 태평양 의 운동방향이 북서쪽으로 

방향이 바 면서 호후방 확장의 인장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 4단계는 양산단층의 좌수향 운동시기로 구분되며, 이는 NW-SE의 최  

수평압축응력장에 의한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양산단층의 좌수향을 지배하 던 

단계는 동해의 폐쇄단계에 해당되며, 이시기에 동해의 확장이 정지되고 압축응력

을 받게 되는 시기이다. 3, 4단계의 시기는 12～15Ma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일본

열도가 격한 회 운동을 하는 지구조 사건과 비하고 있다. 14.9Ma경 0.6Ma동

안에 남서일본열도가 47
o시계방향으로 격히 수평회 운동이 있었으며 회 운동

은 12Ma에 정지된 것으로 해석한다.

     5단계는 일본열도의 회 이 정지되는 10Ma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이시기에 

양산단층에 작용하 던 응력방향은 N-S 방향으로 최 수평응력장이 지배하 으

며, 양산단층은 부분 으로 좌수향운동을 하 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시기에는 기



- 87 -

존의 양산단층이 재의 모습을 갖춘 단층 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활동한 

시기로 고려한다. 이단계는 단층비지에서 얻어진 ESR연 측정결과 라이오세를 

주로하고 라이스토세까지 연장되었다고 추정한다.

     마지막 단계는 양산단층이 미약하지만 우수향주향이동을 하 으며, 이는 

E-W방향의 최 수평압축응력이 지배하 던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압축

응력방향은 재 양산단층을 따라 발견되고 있는 제 4기 단층에서 우수향이동감

각을 갖는 단층이나 최근 경상분지에서 측된 8개의 큰 지진에서 얻은 N71°E의 

ENW-WSW의 최 수평압축응력 방향과 응력장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2.4. 제4기 지각운동특성

     2.4.1. 제4기 화성활동( 라이오세-제4기)

     제4기 화성활동은 신생  제 3기 화산활동과 시간   공간 으로 매우 

한 련이 있다. 제 4기 화산암은 국 동북지구의 올리고세-제 4기의 알칼리 

화산암류와 유라시아 륙 동쪽의 알칼리 화산암구에 속한다.

     이들 화산암의 분출형식은 부분 심분출형이나 길주-명천지구 와 추가

령지구 에 분출한 화산암은 열하분출형으로 구분된다. 백두산 지역은 여러개의 

심분출이 단층선을 따라 일어난 열하분출의 복합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화산

암의 분포지와 분출연   암석학  특성은 Table 3.2.3에 요약하 으며, 요한 

특성은 다음에 기재하 다.

     2.4.1.1. 백두산 화산암체

     백두산 화산암체는 무암 용암 지와 순상화산체, 그리고 의의 백두산 화

산체로 구분될 수 있다. 지상화산체는 북동-남서 방향의 여러개의 단층을 따라

서 신생  후기 올리고세(약 29Ma)부터 기 라이스토세(약 1.6Ma)까지 5∼6단

계의 화산활동기를 거쳐 총면  18,350km2과 두께 1,300m에 이르는 개마고원을 

형성하 다.

     의의 백두산 화산체는 라이스토세부터 세까지 약 6∼7단계의 화산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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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알칼리조면암과 유문암질로 구성된 높이 2,750m의 복합화산체이다. 최근

의 분출은 약 1,500년 에 부석이 폭발 으로 분출하는 폭발성 화산활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던 시기이며, 약 1,200년 에는 화구 주  직경 약 40km에 이르기

까지 다량의 부석과 화산회를 퇴 시켰다. 이 분출에 수반하여 산정부에 직경 약 

5km의 칼데라가 형성되었다. 화산회와 가스를 분출한 기록은 1413년, 1597년, 

1668년, 1720년에 있었다. 지화학  연구결과는 륙내부의 상부맨틀 는 하부지

각과 련된 열곡 에서 분출한 화산암으로 제시되고 있다.

     2.4.1.2. 회령복합체

     회령알칼리암복합체는 제3기 말의 입암체로서, 한반도의 동북지방인 두만

강습곡 의 회령, 온산, 황해도의 수안과 산일 , 평북의 안주-박천지역에 분포

한다. 회령복합체의 입시기는 라이오세- 기 제 4기로 추정하며, 입암체는 

층상, 분상, 맥상 등의 산출상태를 나타낸다.

     2.4.1.3. 길주-명천지구

     길주-명천지구 는 신 제 3기 화산활동 후의 지구조 합 로 생각되며 한반

도의 동북쪽에 발달되어 있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구조 이다. 이 곳에서는 신

생  화산활동이 신 제 3기와 제 4기에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길주

-명천의 라이오세-제 4기 의 화산활동은 염기성-산성 마그마의 분출로 특정되는 

복 모드이다. 칠보산층군의 화산암은 지구 형인 복 모드이며 산성화산암의 지

화학  특징에 따르면, 륙지 내에서 분출한 화산암류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2.4.1.4. 안변-평강일

     강원도 안변-평강일 의 무암은 남한의 철원- 곡일 의 무암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화산활동의 산물이다. 안변-평강을 잇는 열곡은 북한의 원산-안변-

평강-철원- 곡까지 북북동-남남서(N10°E) 방향의 거의 직선상으로 약 150km 연

장선상에 발달되어 있다. 암석화학 인 특성은 백두산  철원- 곡일 의 무

암과 같은 알칼리 무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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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3.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volcanic rocks developed during the 
Quaternary.

Name of

Igneous Body
Occurrence Constituent

Type of 

Eruption

Tectonic

Setting

Age

(Ma)
Petrogenesis

Baegdusan

(Gaemagowon)

Strato

Volcano

Trachyte

Rhyolitic tuff

Fissure eruption

associated with

central eruption

within

plate

1,200&1,500BP

0.09-0.08, 0.1,

0.28-0.22, 0.3

0.4, 0.6-0.5

Mantle

derived

Hoiryeong

Lopolith,

Dike,

Layer

Gabbro

Crinanite,

Dolerite,

Alkali Basalt

Central

eruption

within

plate

Upper

Pliocene-

Lower

Quaternary

Mantle

derived

Gilju-

Myeongcheon

Rhyolite, Tuff

Trachy-andesite

Trachyte,

Alkali Basalt

Rift valley
within

plate

Mantle

derived

Anbyeon-

Pyeonggang

Olivine basalt

Olivine-pyroxene

basalt

Rift valley
within

plate

Mantle

derived

Tongcheon Olivine basalt
within

plate

Mantle

derived

Hoiyang-

Changdo
Olivine basalt

within

plate

Mantle

derived

Singye-

Gogsan

Olivine basalt

Trachyte
Rift valley

within

plate

Mantle

derived

Chugaryeong Olivine basalt Rift valley
within

plate

0.28-0.27

0.54

Mantle

derived

Jeju Island
Shield

Volcano

Trachyte

Benmonite

Mugearite

Hawaiite

Alkalic basalt

Fissure eruption

associated with

central eruption

within

plate

50.000-30.000BP

0.125,

0.27-0.16,

0.60-0.40,

1.20-0.87

Mantle

derived

Ulreung Island
Aspite

Volcano

Phonolite

Trachyte

Hawaiite

Alkali-basalt

Central

eruption

within

plate

0.29-0.23

1.07-1.04

1.24

1.80

2.7-2.5

Mantle

derived

Dog Island

Trachyte

Trachy-andesite

Trachy-basalt

Alkali-basalt

Central

eruption

within

plate

2.5±0.1

2.7±0.1

4.6±0.4

Mantl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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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5. 통천 무암

     강원도 통천, 해 강 부근에 분포하는 무암은 주로 감람석 무암으로 알칼

리계열에 속하며, 지  내의 맨틀에서 유래한 화산암류의 특징을 나타낸다.

     2.4.1.6. 회양-창도일

     강원도의 회양-창도일  무암은 주로 감람석 무암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두께는 100∼200에 달하고, 분포면 은 약 70여 km2에 달한다.

     2.4.1.7. 신계-곡산일

     황해도 신계-곡산지역의 무암은 열곡 무암으로서, 감람석 무암과 조면

암으로 되어있다. 분포면 은 300km2에 달하며 4∼8회의 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알칼리 계열에 속하는 지 내의 맨틀에서 유래한 화산암의 특성을 

보인다.

     2.4.1.8. 추가령 무암

     추가령 무암은 6번 이상의 용암분출이 부근 680m 고지와 오리산에서 시작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곳 무암의 암석화학  특성은 륙지 내부에서 산

출되는 알칼리암으로서 칼리계열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 무암의 마그

마 형성심도는 250∼300km 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3-2-19).

     2.4.1.9. 제주도

     제주도는 장축 74km, 단축 32km, 면  1,825km2의 화산도로 순상화산체이나 

약 -200m EL. 하부에서는 미고결 뻘층과 백악기의 응회암, 화강암이 분포되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는 4단계의 화산활동에 의해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분포하는 화산암은 체로 알칼리 계열로써 알칼리 무암, 하와이아이트, 뮤져라

이트, 벤모라이트, 조면암으로 분화하 다.

     무암의 분출시기는 체로 0.6Ma의 기 라이오세의 기로 해석하며 

륙내부의 비조산  맨틀기원의 Na계열 알칼리 화산암과 같은 조성의 암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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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마 형성심도를 150～250km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4.1.10. 울릉도/독도

     울릉도나 독도의 화산활동은 제주도, 백두산, 추가령지구 , 길주-명천지구

에 분출한 알칼리화산암과 함께 부분 제4기에 속한다. 울릉도의 체 화산체의 

높이는 약 3000m에 달하며, 기 부의 면 은 약 13,000km2에 달하며, 이는 5단계

에 걸친 화산활동으로 조성되었다. 화산암의 암석화학  특성은 맨틀기원의 알칼

리 감람석 무암질 마그마가 정출분화작용으로 무암으로부터 말기에는 K-성

분이 많은 암석이 산출하기까지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는 해 면부터 높이가 1,500m의 거 한 원추구를 이루고 있으며 하부의 

화산 쇄설암과 상부 용암류로 구분된다. 화학조성은 울릉도의 화산암과 같은 K-

계열의 알칼리암에 속한다.

     2.4.2. 해안단구/하안단구

     약 70%가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제4기 동안에 형성된 지

층들은 산록의 낮은 경사지역이나 계곡  평야지역 등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

다. 한강과 같은 주요하천의 , 상류지역에서는 하안단구 퇴 층이 재의 상부

를 기 으로 서로 다른 치에 발달되어 있다. 해안과 인 한 평야지역에는 하부

에 해성기원의 연안퇴 층이 발달하여 있으며 상부에는 하천범람 퇴 층이 분포

하고, 바다와 인 한 산사면에서는 지역 으로 해안단구퇴 층이 발달하여 있다. 

이들에 한 층서연구는 1980년  후반부터 제 4기 동안에 일어났던 기후변동에 

따른 층서구분을 기 으로 해수면 변동과 비교를 통한 제 4기 층서구분이 시도되

었으며(Table 3.2.4.) 최근에는 제 4기 지각변화와 련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 국제층서 원회에서는 한랭기후를 지시하는 화석을 기 으로 제 3기 라이오

세와 제 4기 라이스토세의 경계로 1.63Ma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반도에서는 고

지자기의 극방향 변환시 인 약 2.5Ma로 간주하고 있다. 

     2.4.2.1. 해안단구(포항-울산 해안지역)

     한반도 동남부에 발달된 해안단구의 표식지 특성으로 제 4기 지형변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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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할 수 있다. 포항에서 주 사이에는 지역 으로 계단 형태를 보이는 단구

들이 최  5단까지 발달하여 있다. 이 에서 하부로부터 3단의 단구들은 식별이 

용이한 편이나 이보다 상부에 치하는 단구들은 상 으로 시 가 오래되어 원

래의 단구지형을 식별하기 어렵다. 

     단구의 지형요소로는 단구면과 단구애가 있으며, 단구면의 형성요인으로는 

지체구조운동이나 균형운동에 의한 지반융기, 기후변동, 해수면변동, 감입곡류의 

단 등이며 단구애는 지반융기, 유량증가, 해수면 하, 유로단축에 의하여 형성된다.

Table 3.2.4. Classification of the Quarternary marine terraces in Korea.

연 층서 암층서
단구층서

지형발달
제주도

제4기 층서

북한지역

제4기 층서해안단구 하안단구

Holocene

10,000yrBP

새말층

가와지토탄층
송하단구 제1단구 사구층

Upper

Pleistocene

125,000yrBP

나아단구 제2단구
하  선상지

퇴 면

동남고토층

신양리층
장덕층

Middle

Pleistocene

800,000yrBP

월성단구 제3단구
 선상지

퇴 면
서귀포층

Early

Pleistocene

2,500,000yrBP

울진층

괴동층

도곡층

정동층

읍천단구 제4단구
상  선상지

퇴 면
산북리층

     각 단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 제 1단구(송하단구)

     해수면으로부터 약 4m 높이에 분포하며 해안을 따라 상으로 발달하여 

있다. 층리가 발달하여 있으며 재의 해안 퇴 과 같은 사층리 구조를 보이

며, 단구면 하부는 분 이 좋은 립 내지는 세립의 자갈층이 발달하고 있

다. 단구의 형성시기는 충 층 내에 포함되는 토탄의 14C 연 측정으로 

1,730±100 년 으로 Holo세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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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 2단구(나아단구)

     5개 단구  가장 뚜렷하게 계단형 지형의 단구를 보이며 10～15m EL.에 

치한다. 단구면은 해안과 평행하게 발달하여 연속성도 양호하며 상부와 하부

는 단구애로 구별되어 있다. 제 2단구의 퇴 층은 분 이 양호한 세립  

립의 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5m의 층 두께를 나타낸다. 일부지역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역층들이 교호하면서 약 10o경사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단구의 형성시기는 14C 연 측정 가능한계인 52,000년 보다 고기의 지

층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결과는 약 125,000년 에 해수면이 지

보다 더 높았던 것을 시하고 있다. 나아단구층은 최후 간빙기 당시 재보

다 해수면이 높았던 시기에 형성된 단구로 간주하고 있다.

 다) 제 3단구(월성단구)

     하 의 다른 단구면과 비교하여 지형 으로 뚜렷한 계단형태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약 40m EL.에 매우 완만한 경사면이 발달하고 있으며 양남, 감포, 

읍천 등지의 개사면에서 4～5m 두께를 갖는 원마도가 양호한 자갈의 역

층이 찰되고 있다. 제 2단구 자갈보다 심하게 풍화되어 있고 상부 붕 토

에서 유래된 토들이 자갈사이를 충 하고 있다. 제3단구층이 분포하고 있

는 곳에서는 제 2단구층이 분포하여 두 단구의 형성환경이 유사하며 모두 

해안에서 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형성시기는 제3단구 상부에 분포된 

붕 토에서 고지자기 연구결과, 자력방향이 정자화 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0.7Ma 이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제 3단구 하부를 기 라이스토

세로 해석한다.

 라) 제 4단구

     지형 으로 단구형태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읍천과 양남지역의 50～60m 

EL.에서 체로 완만한 경사면이 치하고 원마도가 양호한 자갈이 산재하

고 있어 고기의 단구로 추정하고 있다. 단구가 치하 다고 가정되는 지역

에서는 제 2, 3단구가 연속 으로 발달하고 있어, 성인에 한 직 인 증

거는 없으나, 하 의 단구와 유사한 환경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 4

단구의 형성시기는 기 라이스토세에 형성된 지층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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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제 5단구

     제 4단구와 유사한 지형특징을 보이며, 극히 지역 으로 한정된 곳에서만 단

구의 흔 이 남아있다. 그  일부지역에서는 주변지질과 다른 암석으로 구

성된 원마도가 양호한 자갈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고기 해수면이 상당부분 

내륙까지 도달하 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이 분포하는 치는 70～80m 

EL.이며 약 80m에 치하는 화재지역은 단구식별이 가능하 으며, 형성시

기는 라이스토세로 추정하 다.

     최근에 제 4기 단층과 련하여 한반도 남동부의 수렴지역의 해안단구에 

한 형성시기가 재조명 되었다(3-2-11). 이 지역의 해안단구는 고도특성으로 , 

, 고 단구로 구분하 으며 지형학요소는 wave-cut platform, 후방의 단층애, 

해안사면각으로 구성된다. 퇴 층은 단구 자갈로 구성되며 이는 재 해변에 분포

하는 해변 자갈로 사료하며, 단구면과 자갈층서는 제4기의 해수면 변화에 상응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에 형성된 제 4기 단구층서는 지형  특성과 층서학 특성에 의하여 

상술한 5개 단구로 구분하고 있다. 홀로세(0.01Ma)층은 해안충 층으로 낮고 평탄

면을 갖는 계곡에 리 분포되어 있고, 그 외의 제 4기 층서는 해안을 따라 발달

된 해안단구를 형성하고 있다. 수렴지구의 제1단구는 3～5m EL.에 원마도가 좋은 

자갈로 얇게 분포되어 있다. 제 2단구는 8～18m EL.에 뚜렷한 평탄면에 단구애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제 3단구는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30～46m EL. 에 분포하

며, 부분 자갈들은 심한 풍화를 받고 있다. 제 5단구는 풍화와 침식작용으로 거

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각 단구의 형성시기는 제 1단구는 기 홀로세(약 5천년)으로 추정하고 제2

해안단구는 마지막 간빙기(80,000～125,000aBP)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며, 마지

막 빙하퇴 물(65,000～15,000aBP)이 지표에 퇴 되어있다. 제 3,4해안단구는 아

이스토세의 기(800,000aBP)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단구보다 높은 고

도에 분포하는 제 4기층은 라이스토세의 기나 이보다 오래된 것으로 분류하

고 있다.

     지표에 표출된 제 4기층은 최종빙하기때 약 2～5m 깊이까지 periglacial과정

에 의한 교란을 받은 것으로 사료하며 이러한 퇴 물은 단구자갈층의 매질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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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며 최종빙하기에 형성된 지형특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최근에 수행된 동․서해안의 지형분석  해안단구의 발달여부를 한반

도 지형변화의 연구일환으로 실시되었다(3-2-25). 각 해안단구의 정확한 좌표값과 

고도측정을 하여 cm 의 오차한계를 갖는 정확한 GPS(Trimble PRO-XR)를 

사용하 다. 동해안에 단구가 비교  잘 발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7개의 단구가 

추 되었으며, 그 외에 2개의 단구가 더 발달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

동해안 울산지역에서는 측정된 제 3단구의 퇴 층 형성시기인 약 5만년을 근거로 

최종간빙기에 형성된 단구를 제 4단구로 가정하여 동해안의 융기율을 약 

0.456m/ka로 제시하 다.

     서해안은 단구발달이 매우 미약하고 서해안에서 찰된 제1단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단구의 고도가  낮아져서 생단구와 일치하고 있다. 최종간

빙기(125ka)의 해수면과 재 해수면 고도차이가 세계 으로 8m인 을 고려하

여 해안단구의 발달이 미약하고 platform의 평균고도가 8m인 서해안의 1단구시기

를 125ka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여 서해안은 약 0.056m/ka의 침강율을 산출하

다. 하지만 재 제시되고 있는 융기/침강율은 보다 많은 자료가 축척되어야 하

며, 다른 지질학  증거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동해안의 경우 기 으로 선정

한 단구(간빙기; 125ka에 형성)가 제 2단구인지 제 4단구인지 검증되는 작업을 필

요시 하고 있다.

     해안단구 자료는 신기지체구조운동과 련한 지형융기특성을 정량화하는데 

활용된다. 그러나 재 문제 은 단구층의 형성시기에 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국내 해안단구 형성시기는 세계 해수면 변동과 비교하여 상  연 방법을 용

하고 있으나 연구자에 따라서 해안단구 형성시기의 기 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다. 를 들어 한반도 동해안에서 최종 간빙기의 치가 15～18m EL.에서부터 9

0～130m EL. 까지 다양하게 제시된다. 각 단구면에 한 연 측정 결과도 시  

범 가 매우 넓으며, 최근 최성자는 OSL방법에 의하여 20～30m EL.에서 80ka 

BP로 산정하 다(3-2-22). 지반융기에 한 자료는 신기지구조 비평가(3-2-25)

와 울산단층  특성에 의한 신기지체구조운동(3-2-23)과 련하여 기술한 자료에 

근거하 다.

     한반도 동해안에서 최종 간빙기 이후의 융기량과 속도를 계산하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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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고 있다. 최 찬에 의하면 한반도 동남부의 융기률은 0.288～0.528mm/yr로 

제시하 다(3-2-25). Choi(2001)는 최종간빙기 해안단구의 고해안선에 한 정

분석 결과로 고해안선의 치를 18m EL.으로 제시하 다(3-2-1). 최종간빙기

(125ka BP)의 최고 해수면이 재보다 6m 높았다고 가정하면 순수한 융기량은 약

12m이고, 일정한 속도의 융기를 가정한다면 남동해안의 융기속도는 약 0.1mm/yr

로 계산된다. 이 연구결과는 포항시와 울산에서 해안단구의 연령에 하여 일본의 

화산회와 loess를 이용한 결과와 일치한다. 약 125ka에 분출된 일본의 Ata화산회

가 해발고도 20m 내외에의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것이 보고 되었으며, 이를 이

용하면 최종간빙기 이후의 한반도 동해안에서 융기속도는 0.1～0.15mm/yr로 산정

하 다.

     Miyauchi(2001)는 일본열도와 한반도에 분포하는 해안단구의 고해안선 고도

를 지각융기와 련하여 해석하 다(3-2-12). 일본열도에서는 해안선을 따라서 

라이스토세 -후기의 해안단구가 연속 으로 발달하며 고도 변화는 15～224m를 

이루는 반면 한반도에서는 약 18m로 비하 다. 세계 인 해수면 상승에 의한 

변화량인 5m를 제외하며 약 13m높이 정도가 균등하게 융기한 것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해안단구 고도의 차이는 일본열도는 얇은 지각으로 인하여 민감한 지

각반응을 보이며, 한반도는 두꺼운 지각이 분포하여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2.4.2.2. 하안단구

     한강을 따라 폭이좁은 계곡이나 지류들에 최고 5m의 하안단구 퇴 층이 분

포하고 있으며 강이나 낙동강의 지류들에도 유사한 높이의 하안단구 퇴 층이 

남아있다. 한강의 경우 제 2단구에 해당하는 사력층이 하상으로부터 약 15m 높

이에 발달하고 경기도 팔당의 산사면에는 25m 높이에 제 3단구의 사력층이 분포

하며, 40～45m 높이에 제 4단구 퇴 층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의 형성시기는 해

안단구와 비교하여 제3단구는 기 라이스토세  제4단구는 기 라이스토

세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 단층계 동측의 산록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주변으로 서로 

다른 세 단계의 선상지가 발달하고 있으며 이에 한 해석은 최원학에 의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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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3-2-23). 울산단층 일 의 하안단구는 제 4기층 형성시기에 하여 상당

한 견해차이가 있다. 고 층의 형성을 25～50만년 과 14～20만년 으로 두 시

기가 제시되고 있으며, 층의 형성도 14～20만년 과 5～6만년 으로 정확하

게 확인되지 못하고 있었다. 최원학은 토양층내에 분포하는 황사(loess)와 화산회

(tephra)을 비하여 4기층 형성시기를 제시하 다(3-2-23). 경주시 부근 단구

와 충 평야 사이 선상지의 화산회는 약 2.1～2.2만년 의 것으로 확인하 으며, 

말방리의 하안단구 상부 토양층은 최종간빙기로 비되며 12.5만년에 해당되는 것

으로 해석하 다. 

     2.4.3. 한반도의 지진활동

     2.4.3.1. 지진활동

      한반도 지진에 한 특성자료는 지질학회에서 발간된 한국의 지질(3-2-17)

과 자원연구원의 신기지구조운동 비평가(3-2-25)에 근거하여 1단계 최종보고서

를 수정보완하 다. 한반도의 지진자료는 약 2000여년에 걸친 역가 지진기록과 

1905년 이래 계기 측된 자료로 구분된다. 재까지 밝 진 역사기록상 지진은 약 

2000회에 달하며, 계기 측 이후 기록된 지진수는 약 1000회에 이른다. 진도

(Modified Mercalli scale) 5이상의 지진은 약 400회 정도이고 진도 7이상(Richter

규모 5.3이상)의 지진도 수십 회로 알려지고 있다. 육상에서 발생한 최 지진피해는 

1978년 충남 홍성과 1936년의 지리산 계사 지진으로 모두 규모가 5.0에 이른다.

      한반도는 북동 국과 같은 내부에 속하여 내부지진(intra plate 

seismic)특성을 갖고있어 경계에 치한 서남일본에 비하여 지진활동이 상

으로 활발하지 않다. 일반 으로 내부지진은 경계지진에 비하여 지진의 시공

간 분포가 불규칙 이므로 측이 쉽지 않으며 지진발생이 우발 이다. 어느지역

의 지진발생을 측하기 하여는 지진활동의 양상을 악하여야 하며 발생 가능

한 지진동의 크기가 결정론  는 확률론 으로 측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그 지역에서 과거에 발생한 지진에 한 시공간 자료가 필요하며, 내부의 지진

활동은 오랜기간에 걸쳐 변동하므로 시간 으로 평균화된 지역차를 추출하기 

하여 오랜기간의 지진자료가 필요하다.

      역사지진에 나타난 지진분포는 삼국시 와 고려시 에는 진앙지가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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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거나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거의 집 된다. 따라서 한반도 체에서 지진

활동이 인지되는 것은 조선시  이후이며 조선조 이 의 자료사용에는 각별한 주

의가 요망된다.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자료를 정리한 지진목록은 여러 연구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최근에 건설교통부의 한반도 내진설계 기 안 작성을 

목 으로 수정보완된 총 773개의 지진자료를 가진 지진목록이 작성되었다

(3-2-16). Fig. 3.2.2와 3.2.3은 각각 규모 4이상, 2이상의 진앙을 구조선도에 걸쳐 

도시하 다. 1905년부터 재까지 규모 4.0이상의 지진은 모두 16회 발생하 고, 

4.0～4.9 지진은 11회, 5.0이상 지진은 5가 된다. 계기지진활동의 공간분포는 역사

지진분포와 유사하며, 체로 서해안쪽이 활발하며, 한반도 남동부에서 서북서 방

향으로 활발한 양상을 보여 다. 시간 인 지진발생 빈도증가는 지진 측소 도

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국내지진활동을 지진 측망 변화에 따라 4시기로 나 어 분석한 결과는 

Table 3.2.5와 같다. 제 1기는 일본에 의하여 지진 측이 이루어졌던 시기, 제 2기

는 국내지진계가 운 되지 않았던 시기와 6개의 측소가 설치되었던 시기이다. 

12개의 측소로 증가하 던 시기는 제3기, 총 16개의 측소가 운 되고 있는 시

기는 제 4기로 구분하 다.

 
Table 3.2.5. Classification of the earthquakes monitored in the period of 1905～1996.

Period 1905～1945 1946～1980 1981～1992 1993～1996

Total No.

(Annual No.)

53

(1.29)

183

(5.23)

198

(16.5)

186

(26.6)

M≥3

(Annual No.)

51

(1.24)

175

(5.00)

150

(12.5)

82

(11.7)

M≥3.5

(Annual No.)

47

(1.15)

87

(2.49)

52

(4.33)

35

(5.00)

M≥4

(Annual No.)

33

(0.80)

44

(1.26)

19

(1.58)

15

(2.14)

M≥4.5

(Annual No.)

20

(0.49)

20

(0.57)

4

(0.33)

5

(0.71)

M≥5

(Annual No.)

11

(0.27)

10

(0.29)

1

(0.08)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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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 Distribution of earthquake epicenters superimposed on a lineament map 
(M>4)(최 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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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 Distribution of earthquake epicenters superimposed on a lineament map 
(M>2)(최 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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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지진에 한 진원 메카니즘에 한 연구는 아직도 제한 이며 1963

년 이후에 발생한 8개 지진을 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6개의 지진은 수평이

동단층에 약간의 드러스트 성분을 포함한다. 진원메커니즘으로부터 구한 한반도내

의 압축응력장은 일반 으로 N71°E로 이는 국 북동부의 N80°E와 유사하다. 그

러나 유라시아 하부로 섭입하는 태평양 의 향을 받는 동해의 일본지역은 

N105°E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한반도의 응력상태가 인도 륙이 유라시아

과 충돌하 던 히말라야 조산운동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것을 암시한다.

     2.4.3.2. 지진활동과 지질구조의 련성

     지진발생에 한 1910년 제시된 탄성반발성 이론은 지진이 새로운 단층의 

생성 는 기존 단층의 재활동과 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지진활동과 지

질구조와의 련성을 규명하기 하여 구조선도에 지진진앙지를 첩시켜보았다. 

규모 4이상의 지진을 구조선과 함께 도시한 그림(Fig. 3.2.2)을 보면, 지진의 분포

는 어느 특정 지질구조선과 직 인 련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진앙지가 공간

으로 분산된 형태를 보인다. 이는 재 지진활동이 한반도 내의 큰큐모구조선과 

련성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계기지진 측역사가 짧아 충분한 

자료의 축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앙지의 정 도가 낮아 지진이 분산되어 발생

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자원연구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 한반도에서 동서방향의 압축력이 역응력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

활동할 수 있는 주향단층은 한반도에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단층이 지진의 

근원인가에 한 결론을 내리기는 시 에서 불가하다.

     최근 한반도 남동부의 경상분지에 한 연구결과(3-2-24)는 제 4기에 활동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구조선이 보고되고 있다. 효동리 부근의 지진활

동의 집 은 비록 규모가 작은 지진이지만 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은 아

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소규모의 단층 는 지표까지 연장되지 않는 심부의 단층

과 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직까지 효동리 이외의 지역에서는 진앙지의 

집 상이나 선상배열등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앙지 결정

의 정 도가 낮기 때문으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수도 없다. 

     지진활동과 련되는 지진 단층을 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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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 국내에서 보고된 제 4기 단층들 에서도 직 으로 지진과 련된 단층

의 사례는 아직 악되지 않고 있다. 지진에 의하여 지표단층이 나타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는 6이상이 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홍성, 지리산 지

진의 경우도 단층과 련하여 지표의 열 상은 보고되지 않는다. 규모 지진활

동이 활발한 지 의 경계지역에 속하는 미국 서부지역이나 일본에서도 지진성 단

층을 직 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2.4.4. 단층 의 재활동 특성

     단층의 형성은 지각의 조구조 (tectonic)운동과정에서 비롯되므로 우리나라

에서의 단층은 곧 한반도의 조구조  단층운동을 이해하고, 이에 수반된 세부 인 

단층형성과정을 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항목은 신기지구조운동 비평가

(3-2-25)를 근거로 하 다.

     한반도의 단층은 조구조  기원으로 볼 때 불과 몇 개의 규모 단층 로 

나 어지며, 그 외의 단층들은 모두 수반되어 형성된 것들이다. 한반도는 그 크기

에 비하여 단층의 출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성이며, 한 이들은 과거의 지

질시 로 부터 단속 인 재활동이 계속되어진 것이 특징 이다. 한반도에서 조구

조  규모의 단층들은 주로 규모의 주향이동단층이거나 드러스트로 표된다. 

특히, 주향이동단층은 과거의 지질시 에 지하 약 10km 이상의 깊이에서 형성되

었던 연성 단 를 따라서 재활동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며, 결과로써 재 지표

상에서는 연성 단 와 단층의 증거가 동시에 찰되나, 이들은 동시에 형성된 것

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단층이나 리 발달상태는 폭, 연장,  

빈도로 표되고 있다. 그러나 단층의 경우, 단층작용의 강도가 강할 경우, 폭이 

은 쪽으로 통과하면서 인 암층에 한 교란없이 강하게 단된다. 한편 단층의 

강도가 약해젔을 경우 주단층과 여러 가지 교각을 갖는 수반 단층들이 형성되며 

외견상 단층폭이 넓은 단층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동서해안 사이에 발달된 조구조  규모의 단층으로서는 추가령단층 , 옥천

습곡 를 따라 발달된 단층  양산단층 가 있다. 이 에서 옥천습곡 를 따라서 

발달된 표 인 단층은 드러스트(thrust)이며, 제 4기 동안에 재활동한 흔 이 아

직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추가령지구 와 양산단층 는 주향방향이 서로 같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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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 방향이며 단층운동감각  신기동안의 재활동시기가 서로 비슷하다. GPS자

료에 의하여 인지되는 한반도 남부의 지각변 속도는 일본열도처럼 주목할 만큼 

크지는 않으며 륙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도의 매우 미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변화의 정도는 옥천습곡 를 거쳐 추가령단층 에 도달하면서 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방향도 차로 굽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반

도가 태평양 으로부터 받는 조구조  동력의 향이 추가령 단층 를 기 으로 

거의 상쇄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 4기 동안에 동-서 해안의 차별  융기 상을 가져오는 구조  원인을 추

가령단층 의 가 단층역활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있다. 제 4기의 지각변화와 단층

의 재활동특성 분석을 하여 조구조 규모 단층 의 특성을 요약하 다. 최근 

원자력 발 소의 지진안 성과 련하여 제 4기 지질시  사건과 련된 양산단

층과 이와 평행한 동래단층  신기지구조 사건을 밝히려는 연구와 더불어 새로

운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수행된 양산단층 (3-2-20)의 특성과 형성과정을 

요약하 다.

     2.4.4.1. 규모 단층 의 특성

 가) 임진강 습곡 의 단층

     임진강 습곡 는 국 륙을 지체구조 으로 나 는 퀸링-다비-술루경계가 

서해를 지나 임진강습곡 로 이어진다는 가설에 근거 한반도에서 지체구조

 경계가 될 수있다는 표 인 습곡 이다. 본 습곡 는 수 km의 횡와습

곡(recumbent fold)이 형성된 이후  한차례의 첩습곡이 일어났으며, 

재 찰되는 부분 변성암의 엽리방향은 후반에 일어난 습곡결과로 해석한

다. 그리고 서로 암상을 달리하면서 각도의 경사를 갖는 드러스트에서 단

층발달을 견할 수 있다.

 나) 옥천습곡 의 단층

     옥천습곡 는 지질시 와 함께 층서, 구조면에서도 규명이 안된 복잡한 습곡

로 알려졌으나, 최근 시 규명이 고생 로 되고 있다. 이는 수 km의 두께

를 갖는 첩습곡된 변성퇴 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천습곡 내에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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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 으로 오래된 지층이 상부에 치하는 경우가 많다.

 다) 추가령 단층

     규모 추가령단층과 3등  규모의 포천단층이 백악기에 재활동을 하는 동

안 상호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운동의 결과로 남북방향의 주향을 갖는 등

의 주향이동성 단층이 형성되었다. 상기 단층들로 인하여 백악기에 형성된 

철원분지 동쪽 경계는 남북방향의 R(Riedel) 단단층이며, 이단층 역시 재

활동으로 등 의 단열을 수반하 다.

 라) 강경단층

     강경단층은 작은규모의 조구조  단층(3등 )으로 주향이동성 연성 단 와 

취성 단 단층 가 서로 첩되어 있다. 동쪽부로는 역 인 드러스트 

duplex가 발달하고 있으며 남부에는 5등  크기의 좌수향 취성 단단층은 

능내분지를 형성시켰다. 서쪽에 이와 평행한 월문단층도 4등  크기의 연성 

 취성 단단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순창 단

     순창 단 는 과거의 연성 단 를 따라서 취성 단층활동이 있었으며, 이들

을 따라서 2차 으로 작은 취성 단단층들이 형성되었다. 이 경우 섬록암맥

과 페그마타이트 세맥이 후기의 재활동성 단층운동의 향을 받아 국부 으

로 큰 단층처럼 보일 수 있다.

 바) 양/모량 단층

     조구조 인 양과 모량단층은 3등  규모로서 화강암체에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Y-, T-, X-취성 단단층을 형성하고 있다. 주단

층에 가까운 구역에서는 일련의 모든형태를 갖는 소규모 취성 단단층이 나

타나며, 멀어지면서 큰 단층에 평행한 Y-취성 단단층이 다시 반복하여 나

타나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사) 동래단층

     동래단층(3등 )이 생  백악기의 퇴 암층을 단하는 경우, 동서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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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향에 완만한 남쪽경사를 갖는 퇴 암 층리의 경사방향과 평행하거나 동시

에 주단층의 주향에 평행한 소단층이 발달되고 있다. 한 이들방향에 거의 

직각인 방향이 역시 발달되고 있으며, 이는 동래단층에 해 Y-, X-(R'-)

단작용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분석된다.

     2.4.4.2. 양산단층  특성  형성과정

     한반도 동남부 경상분지에서 가장 뚜렷하고 비교  신기의 단층인 양산단층

이 이와 평행한 방향으로 양단층, 모량단층, 동래단층과 함께 경상분지 동측부

에 발달하고 있다. 양산단층은 이  가장 연장성이 좋고 부산에서 양산-언양-경

주-신 - 덕으로 이어지는 넓은 단층은 계곡을 이루고 있는 심단층이다.

     1980년  이 후 양산단층의 재활동문제에 하여 지질학 , 지구물리학 , 

 지진학 연구가 수행되었다. 양산단층의 운동시기는 지질분포의 상호 단단계를 

근거로 주로 백악기 이후부터 시작하여 고제3기  혹은 신제3기까지로 추정하

다. 그러나 양산단층  일부지역에서 단층비지의 연 측정으로 단층운동의 시작은 

약 60Ma 후로 보고 있으며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을 따라 약 20여개의 제4기 단

층들이 제시되고 있다. 양산단층 의 특성은 장천 (2001)의 논문에서 요약하 다

(3-2-20).

 가) 주단층의 특성

     양산단층의 주향은 울주군 두동면 활천리를 심으로 남부지역에서는 단층

의 주향이 N20°E로 나타나고, 북부지역에서는 N6°E로 갑자기 주향이 변환

되고 있다. 한 이 지 을 기 으로 남북의 지질분포가 서로 엇갈린 모양을 

하고 있다. 단층주향변화는 본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포항시 신 면 

반곡리 지역에서 다시 북북동 방향으로 바 어 단층 의 폭이 수 십m정도

가 되면서 덕까지 연장되고, 다시 덕군 병곡면에서 남북방향으로 울진군 

기성면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단층주향이 갑자기 변화된다는 사실은 단층의 

분기 상과 함께 단층분 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단층  폭의 변화자체가 단지 단층운동에 의한 변형산물로만 고려되지 않지

만, 단층의 성장  운동특성을 해석하는데 요한 단서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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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경계에서 단층  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것은 주단층의 발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단층들이 여러조 발달하면서 복잡성이 증가하고 단층 인 손상

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산단층의 경우 부산에서 포항시까지 비교  

뚜렷하게 폭의 변화가 25～30km 단층발달의 길이에 따라 규칙 으로 나타

남을 보인다. 일반 인 다른 지역의 단층분 의 평균길이는 약 12km인 반

면, 양산단층은 25～30km를 단층분 의 길이로 제시하고 있다.

     단층의 분 화 개념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메카니즘으로 서로 다른 

단층운동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각 분 에 따른 다른 지구조 사건의 변

화를 유추할 수 있다. 지구조사건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 다.

      1) NW-SE 신장을 나타내는 정단층운동과 NE-SW 암맥형성; 남부지역에 향

      2) NW-SE 압축 혹은 NW-SE 압축 계열; 지역에 향을 미쳤으며, 양

산단층의 우수향을 지시하는 사건 부분은 이 시기에 발달

      3) NW-SE 압축 혹은 NW-SE 압축에 NE-SW 신장시기; 주로 북부지역

에 작용하 고 역단층과 주향이동단층 운동을 수반

      4) NE-SW 신장; 주로 남부지역에 작용하 으며 정단층 운동을 일으킨 사

건으로 추정

      5) N-S 방향의 압축; 부분 인 지역에 향

      6) E-W 압축의 지구조운동; 부분 단층이 이 시기에 다시 향을 받아 

재활동 한 것으로 추정

 나) 소단층의 특성

     양산단층  주변 소단층의 기하학  자료와 주단층과 계는 단층거동특성

을 해석하는데 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양산단층을 따라 양산에서 포

항시까지 노출된 노두에서 찰된 소단층자료의 방향성은 주로 북북서 방향

과 남북  북북동 방향의 주향이 우세하며 이들의 평균방향은 N12°E로서 

양산단층의 주향과 매우 유사한 방향을 보인다. 양산단층의 주된 운동방향이 

우수향이 지배 인 것을 근거로 소단층의 우세방향성을 분석하면 북북동 방

향은 R- 단에 해당하며 북북서 방향의 p- 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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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단층의 주향변화, 단층선단부의 발달상태, 응력텐서의 분포와 지구조사건

의 계에서 양산단층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하 으며, 각 구역의 소단층에 

한 특성은 Table 3.2.6에 제시하 다. 소단층 자료들은 양산단층이 한 번의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번의 다 변형을 받았고, 서로 다른 시기에 주향

이동  경사이동 운동을 한 단층구조들의 복합 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양산단층의 운동시기

     지 까지 연구자료를 근거로 양산단층의 운동은 약 50Ma  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며, 단층의 활동성 평가를 하여 양산단층의 최후기 운동시기

와 단층의 재발주기를 해석하기 한 제4기 단층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

4기 단층에 한 마지막 운동시기를 얻기 한 ESR 연 측정 결과는 주로 

0.34Ma BP에서 0.83Ma BP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산단층의 운동은 팔 오

세인 약 60Ma  후부터 시작하여, 제3기 동안 여러번의 운동사를 겪었고 

제4기에 와서도 운동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Table 3.2.6. Characteristics of minor faults in the Yang-san fault zone(장천 , 2001).

Domain

(Total Data)

Site

No.

No. of 

Data

Mean

Strike
P-Shear R-Shear P/R Ratio

E
(96)

174 16
N29oE 225 115 1.956

170 23

D
(189)

134 74
N9oE 970 700 1.386

132 42

C
(80)

176 7
N4oW 110 140 0.786

175 19

B
(348)

192 98

N27oE 1,625 1,665 0.976

181 42

182 34

188 32

191 23

A
(286)

92 16

N26oW 1,550 960 1.615

86 7

85 17

84 12

196 61

19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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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신기 지체 구조운동과 제4기 단층

     2.4.5.1. 신기 지구조 운동

     1990년  부터 원자력발 수의 지진안 성  자연지해방재평가를 목 으

로 제 4기 단층운동과 련된 신기지구조운동(neotectonics)에 한 심이 고조

되었다. 특히 1997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제 4기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한 논란

과 함께 지진성 단층에 한 심도가 높아졌다. 

     신기지체구조운동은 재의 응력장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단층에 의하여 나

타나는 상을 규명하여, 해당지역의 지진재해를 평가하는데 목 이 크며, 이를 

근거로 구조운동이나 과거 지질학  상을 이해하는데 활용된다(3-2-14). 신기

지체구조운동과 련되어 조사되는 분야는 최근의 지형변화, 제 4기 단층의 운동

특성, 지진발생, 해안의 융기가 주를 이룬다. 한반도는 안정된 륙내에 속하여 최

근까지 신기지체구조운동에 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한반도 동남부

의 제 4기 단층이 보고된 이 후 이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제 4기 

단층의 구조  특성은 남동부 지역에서 최  주응력축 방향이 동북동-서남서 방

향인 재 응력장 하에서 해석되고 있다. 해안융기는 술한 해안단구 에서 소

개하 고, 본 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자료  양산단층(3-2-20)과 울산단층

(3-2-23) 주변의 신기단층운동에 근거하여 제 4기 단층 심으로 신기지구조운동

을 기술하 다. 

     지속 인 조사와 연구결과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을 따라 수 십개의 제4기 

단층이 보고 되었고, 남동해안의 해안단구 에도 제 4기 단층이 보고 되었다. 그

러나 제 4기 단층에 한 연구는 한반도 동남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노출된 단층

의 노두에 한 단편 인 조사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일 의 신기지질구조는 선형구조의 통계  분석과 장조사를 통하여 특성이 해

석되었다. 한반도 남동부 지역에 한 항공사진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선형구조는 

양산단층  주변에서 50개, 울산단층  주변에서 31개, 해안을 따른 지역에서 21

개 선형구조가 분석되었다. 양산단층  주변에 한 50선형구조는 N25°～30°E 방

향이 가장 우세하고 일부 NEE 방향의 선형구조도 찰된다. 울산단층 는 경주

에서 울산만에 이르는 남북 내지 NNW 방향의 계곡과 NS～N5°E와 N10°～15°W 

방향의 선형구조도 우세하게 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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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구조의 확실도에 따른 빈도와 방향의 분포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에서 

확실성을 갖는 등 (A등 )이 11개로 가장 고, 27개가 very low등 (D등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 남동부에서의 신기지체구조운동은 상

으로 오래된 등 의 선형구조 형성시 가장 활발하 으며, 최근으로 오면서 쇠

약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A등 의 빈도는 양산단층  주변에서 10개로 우세

하고 다른 등 의 구조가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양산단층 에서의 신기지체구

조상 주향이동성 단층운동이 지질학 으로 최근까지 지속 으로 활발하 으며 상

으로 울산단층계에서는 단층운동이 오래되었고 최근의 운동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하고 있다.

     선형구조의 길이에 한 분류는 curved, slightly curved, straight로 분류하

으며, 이에 한 특성으로 양산단층 와 울산단층  주변의 신기운동특성을 유

추하 다. 일반 으로 주향이동단층과 련된 선형구조는 거의 직선형을 나타내고 

계단상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역단층의 특성을 갖는 것은 이동방향쪽으로 

concav한 형태를 나타내며 연속성이 좋지 않은 형태를 갖는다.

     양산단층  주변에서는 선형구조들이 78%정도의 직선형 선형구조를 보이며, 

slightly curved 양상은 14%, curved 양상은 8% 정도이다. 한편 울산단층  주변은 

직선형 선형구조가 10%인 반면 slightly curved 양상이 22%, curved 양상이 45%에 

이른다. 따라서 선형구조의 모양을 기 으로 양산단층  지역은 주향이동단층의 

성격이 우세하고 울산단층지역은 역단층의 발달이 우세한 것으로 단하 으며, 

울산단층지역은 선형구조의 장조사를 통하여 역단층 특성이 확인되었다. 

     2.4.5.2. 제 4기 단층

     양산단층을 따라 발견된 제4기 단층의 단층비지에서 K-Ar 연 는 22～

63Ma로 도출되었으며, 제4기 단층에 한 마지막 운동시기를 한 ES R연 측정 

연구는 주로 0.34～0.83Ma으로 나타났다(Fig. 3.2.4). 상기 양산단층 를 따라 나타

나는 제 4기 단층들을 포함한 신기단층들은 부분 기반암과 제4기 미고결퇴 층

과 혹은 제 3기 퇴 층들과 하며 외형상으로는 역단층의 모습을 보이나 단층

면에 나타나는 단층조선들의 특징은 각의 경사를 갖는 우수향 이동을 뚜렷이 

나타냈다. 이러한 상은 울산단층 를 따라 분포하는 부분의 제 4기 단층들이

(Fig. 3.2.5) 남북방향의 주향에 동측으로 고경사를 갖는 역단층 특성과는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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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재 응력장의 최 압축응력 방향이 NNE-SSW 

혹은 E-W 방향인 것과 두 단층 의 주향방향이 각각 북북동과 북북서 방향으로 

발달함에 따라 생겨나는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양산단층지역에서는 우수향주

향이동과 울산단층지역에서는 역단층 상을 보인다.

     울산단층  지역에서 단층  동쪽으로 제 4기층을 단하거나 기반암과 제 

4기층에 하여 발달하고 있는 제 4기 단층은 일본의 활성단층에서 찰되는 특

성과 매우 흡사하다. 즉 단층의 노두는 큰 계곡 내에서 노출되지 않고 산록의 하

단부에만 노출되며 부분 선형구조에 따라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제 4기 

단층특성에 한 자료가 부족하며, 단층노두가 제한 이고, 상으로 분포하기 때

문에 신기지체구조운동의 진화과정을 해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울산단층  동쪽에 노출된 10여개의 제 4기 단층들은 주향방향이 체로 남

북방향으로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동에서 서로 이동한 역단층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단층형성시기의 압축응력방향이 동서 방향으로 추정하며 이는 지진분석에 

얻은 동북동-서남서 방향과 유사하다. 한 부분 제4기 단층들은 단층비지, 단

층 토와 단층각력이 포함하는 단층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표에서 형성되

기 어려운 단층특성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 측정 결과 기반암내의 단층형성시기

는 암석의 연 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나타나, 단층들이 제 

4기에 들어와서 재활성 되었음을 암시한다(3-2-21).

     울산지역의 제 4기 단층 노두는 재 하천유로와 한 련이 있다는 가

설하에 최원학(3-2-23)은 제 4기 단층형성과정에 하여 4가지 type을 제시하

다(Table 3.2.7). 이러한 분류는 하천의 발달양상에 의하여 외형 으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단층형성과정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층이 발달하고 

있는 기반암이 하천에 의해 침식되고 하상퇴 물이 퇴 된 후에 역단층 성격의 

단층운동에 의해 이 단층이 재활성되거나 새로운 제 4기 단층이 생성되어 제 4기

층을 단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 까지 찰된 울산단층  동쪽의 제 

4기 단층 에는 후기의 제 4기층 퇴 후에 단층운동이 일어난 증거가 찰되고 

있지 않다. 마지막 단층의 운동시기는 유기물에 의한 연 측정(50ka)이나 OSL 방

법에 의한 연 측정(200ka)의 범 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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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4. Distribution of Quarternary faults around the Yang-san fault 
zone(장천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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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5.  Distribution of Quarternary faults around the Ul-san fault 

zone(최원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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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Classification of the Quarternary faults around the Ulsan fault zone by 
morphology(최원학, 2003).

Outcrop type Quaternary fault Remarks

Type Ⅰ Wangsan, Ipsil

Slip rate can be calculated

by comparison between

Quaternary deposit on

hanging wall and footwall.

Type Ⅱ Galgokri, Malbang

Slip rate can be calculated

by comparison between 

Quaternary deposit on

hanging wall and footwall.

Type Ⅲ Gaegok 3, Wonwonsa
Slip rate can be roughly

calculated.

Type Ⅳ

Madong 1, Madong 2,

Shingye, Whalseong,

Gamsansa, Jinhyun,

Gaegok 1, Gaegok 2,

Iwha

Generally long erosion

period is needed.

     제 4기 단층의 변 율을 이용한 재발주기는 부분 10,000년을 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제 4기층의 연 를 최소로 하고 최 변 를 이용한 경

우를 제외한 경우이며, 일본의 경우 1000년에서 2000년 재발주기보다 매우 안정된 

조건을 나타낸다. 한 ESR방법에 의한 단층운동의 동시성 평가를 통한 단층운동

의 주기는 40～50ka로 나타났다. 

     2.4.6. 해수면 변화

     제 4기 후기(Late Quaternary)의 해수면 변화연구는 국제 인 연구기 에서 

지난 15,000년 동안 평균해수면의 변화를 이해하 고, 지역 인 변화역사를 밝힘

으로써 해수면 변화과정을 정량화하 다. 국내에서는 1969년 서해에서 조사된 퇴

층의 분석으로 세 해수면 변동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상기 자료에 의하여 한국 서해는 지난 6,500년 동안 침수된 상을 인지하

다. 최  방하기 동안의 해수면은 재 해수면보다 약 138～143m 낮았으며, 한반

도 해안선을 가진 반도의 형태가 아니라 륙의 일부 고 그 당시는 일본열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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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한국은 하나의 륙으로 존재하 다. 한국서해연안의 해수면은 지나 4,000년 

이후 평균 0.43cm/1000년 의 속도로 상승하 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해역의 제 4기 지체구조 역사는 아직까지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지 까지 연구된 자료에 의하여 세 해수면 곡선(Fig. 3.2.6)이 제시

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세 해수면은 지난 5,0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재 치

를 도달하 다. 상기자료에 의하면 한반도의 해수면 변화는 지난 Wurm 빙하기 

동안 최 해수면은 135에서 150m이고 15,000년에서 6,500년 까지는 비교  빠른 

해수면 상승을 보여주며, 6,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상승률이 감소하면서 재의 

해수면에 도달하 으며 재보다 높은 해수면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세 후기동안 한반도와 국 륙은 상 으로 건조하고 매우 추운 기후

으며, 지난 85,000년에서 18,000년 사이에 세 번의 온도변화가 보고되었다. 특히 

78,000년에서 37,000년 사이에는 재보다 1～2℃ 하강된 아간빙기의 존재를 확인

하 다.

    Fig. 3.2.6. Change of the sea water level during the alluvial epoch in Korea
( 한지질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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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기안정성 비평가

    3.1. 국내 처분개념을 한 지질환경의 비평가

     지질환경의 장기 평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있다. 안 성의 장기 평

가는 처분장주변의 자연방벽(geosphere)과 처분장 내의 다 방벽의 복합 인 안

성에 좌우된다. Geosphere는 장기 으로는 평형상태나 steady state 조건이 유

지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은 다음과 같은 장기 인 격리능력으로 평가하게 된다.

  • 자연 인 교란작용에 한 역학 안정성

  • 지질환경의 진화과정에서 완충능력 (isolation and retention capacities) 유지

     한 장기  안정성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자연  진화과정(processes)과 

사건(events)은 time scale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처분시스템의 장기안

성과 련된 geosphere의 time frame은 공학  방벽의 격리기능이 소멸되는 

10,000 - 1,000,000년 후의 기간을 고려하게 되며, 이는 제4기지질시 의 지질환경

변화과정 (신기 지구조운동)에 속하게 된다.

     Geosphere의 안정성과 완충능력평가를 한 주요 Processes 와 Events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 외 인 지구동력학  과정: 기후변화, 빙하, 침식 등

  • 내 인 지구동력학  과정: 단층의 활성도, 역 인 융기 상, 지진발생에 

따른 역학 , 구조 , 수리  향

  • 공학 방벽보호를 한 지구화학 /역학  특성

  • 투수성 구조의 발달을 야기시키는 역학  변화특성

  • 핵종이동 과정의 장기 측을 한 수리지구화학 특성

  • 자연 인 교란  진화과정에 한 remedial 방안추구

     장기지질 안정성과 련하여 과학 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에 따

른 지질조건의 진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처분장 조건과 련한 요 해성 

지질조건은 모두 신기지구조운동과 련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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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산활동   • Faulting

  • 지진   • 융기/침강

     우선 으로 이러한 불안정지역에 한 정의와 등 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를 한 신기지구조운동과 련된 비인자특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한 

한반도의 지질환경은 지구조운동이 활발한 일본열도의 지질환경과 Table 3.3.1로 

비교하 다. 

     3.1.1. 규모단층 의 분류  분포

     한반도 내의 단층들은 국토 면 에 비하여 상 으로 높은 빈도를 갖고 있

으며, 이들은 연장 길이  폭, 특성에 따라 3등 으로 재분류하 다.

  • 지구조 단층군(Fault Belts) : 추가령 단층군, 성강 단층군, 양산 단층군으로 

표된다. 연장길이는 200～300km가 상되며, 폭은 50m이상으로 추정하 다.

  • 규모 단층 (Fault Zones) : 온천 습곡 의 북서  남동경계부에 발달된 

단층 와 임진강 습곡 에 발달된 단층 로 연장길이는 200～300km, 폭은

50m까지로 구분하 다.

  • 역  단층(Faults) : 기존 문헌에 나타나는 총 442개 단층  연장길이가 

100km가 이상이며 연성 단 의 특성을 갖고 있는 16개 단층 를 역    

단층으로 구분하 다. 단층폭은 50m이하인 것으로 규정하 으며 2회 이상 

재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지구조 와 규모등 은 모두 지구조 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백

악기후에도 수회의 재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양산단층군에서 찰

되는 단층 이동 상은 제 4기(〈1.6Ma)에도 발생되었으며 단층의 재활동시기는 5

회정도 (15～25ka, 50～70ka, 130ka, 280～320ka, 450ka)로 추정되고 있다.

     3.1.2. 지진 진앙지와 단층간의 련성 

     한반도 지진의 발생 심도는 15～20km로 분포되며, 이는 한반도의 평균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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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32km(20.3～36.6km)임으로 고려할 때 Intraplate 지진형으로 분류하고 있

다. 진앙지 분포 특성  한반도 북부는 추가령 단층군 서쪽에 분포하며, 지구조  

단층 와의 연 성을 나타낸다. 한반도 남부에 발달된 연일만-아산만

(WNW-ESE)의 분포특성은 지구조  단층 와의 계가 아직 밝 지지 않고 있

다. 양산 단층 는 지진의 진앙지와 직 인 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지진의 Focal Mechanism 분석결과 주응력 방향은 WNE-ESE(110°)로 나타난다. 

이는 인도 과 유라시아 의 충돌로 인하여 태평양  인 부에 형성된 주응력축

으로 해석되어 지고 있다.

     3.1.3. 화산활동 특성

     한반도에 나타나는 제3기의 화산활동은 에오세(40～50MaBP)와 마이오세(2

3～18MaBP)에 결렬한 활동기를 가지며, 이는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국, 한국, 일본의 주변에 집 으로 분포한다.

     두 지질사건은 약 20Ma의 화산활동 공백기를 갖으며, 분출량이나 규모 측면

에서도 후자가 자보다 훨씬 큰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토 로 자의 화산활동

은 주로 분지의 수직침하에 기인하는 분지형성 시기이고, 후자는 분지의 수평확장

에 련된 시기로 해석하고 있다. 한 상기 지질 변동은 인도 륙과 유라시아 

륙의 충돌이 올리고세에서 마이오세에 걸쳐 유라시아 륙 연변에 응력장의 변

화를 래하 으며, 남북계의 경계 단 가 동해의 형성을 주도하 다는 이론도 

제시되고 있다. 제4기의 화산활동은 제3기 화산활동과 시․공간 으로 매우 

한 련이 있으나, 화산암류의 입  분출에 련된 구조 운동은 밝 지지 않고 

있다. 시기 으로 보아 필리핀해 이 15Ma 에 충돌하여 5Ma에 지각 로 

Obduction을 일으킨 시기와 일치하며, 인도 륙의 충돌로 히말라야와 인근지역

의 융기속도가 5Ma를 기 으로 상승(수백m/백만년)한 시기와 일치한다.

     제 4기에 다량의 화산활동이 분출하고 잇는 것이 한반도 화산활동의 재활을 

고하고 있는 것인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 시기의 화산활동은 한반도 내륙까

지 깊숙히 일어나며, 상부 맨틀에서 유래한 마그마를 포함하는 것이 보고 되어왔

다. 그러나 제 4기 화산암은 국의 경계부인 백두산 일 의 개마고원, 압록강분

지, 백령도, 황해도 장연일원, 고성, 울릉도, 독도, 제주도등 심 분출형과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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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령 단층, 동한 단층등의 구조선을 따라 분포하는 열하 분출형의 특징으로 제

한 인 분포를 나타내고있다.

     3.1.4. 융기  침강특성

     융기와 침강은 지형  지질학  구조의 고도변화등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

하여 계측되고 있으나. 국내자료의 축척은 아직까지 보단계에 머물러있다.

  • 융  기

      ꠚ 지질구조로부터 추측

      ꠚ 침식형 지 의 표고 변화

      ꠚ 해안/하안 단구의 표고 변화

  • 침  강

      ꠚ Geodetic과 Tidal Data

      ꠚ 퇴 분지의 퇴 물 연령과 Burial Depth

     한반도는 백악기말(67MaBP)이래 육화되어 부분 침식지형을 이루고 있으

며, 해안 퇴 물의 연  측정 결과 재의 해안선 모양은 약 7천년 에 고정된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단구 지형은 포항과 울산사이의 해안단

구, 울산단층  주변의 하안단구, 한강과 강의 하안단구가 조사되었다. 동해안의 

단구는 비교  잘 발달되어 있으나, 단구의 형성시기와 각 단구의 특성에 한 의

견은 각 조사자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 까지 알려진 동해안단구는 5

개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조사자에 의하면 7개의 단구가 추 되며, 이외의 2개 

단구가 더 발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4단구에서 계측된 동해안의 융기률

은 0.456m/ka로 나타나며, 5단구의 경우 0.5m/ka로 추정하 다. 한편 동해안 해안

단구  최종 간빙기시기에 속하는 단구를 기 으로 산출된 융기률은 0.1m/ka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 단구는 일본열도의 간빙기단구와 특성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서해안에서는 낮은 경사의 평야지역이 발달하고 불규칙한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단구의 발달이 미약하여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계측된 8m고도의 

단구일 경우 서해안은 0.056m/Ka의 침강율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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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측된 자료는 비교  지각 변화가 활발한 뉴기니아(1m/ka), 캘리포니

아(0.2～4m/ka), 일본(1m/ka)보다 매우 안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열도와의 

융기률차이는 한반도가 보다 구조 으로 안정된 유라시아 에 속하여있고, 상

으로 한반도의 지각두께가 두껍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Table 3.2.8. Assessment factors of long term geologic stability.
평가 인자 한 국 일 본

 지진활동

  - 지진특성 ․진앙지의 깊이가 15-20km인 intraplate형 

지진

․역사지진 (2000여년)과 계기지진 

(1905년이후)은 2000여회로, 가장 큰 

지진은 규모 5로 기록

․단층 의 폭은 지표부근에서 1-2km로 

발달

․역단층의 경우 10km까지 발달

․단층의 길이는 0.1-10km

  - 지진발생

    상지역

․진앙지는 재의 활성단층과 계가 

있으나, 진앙지 공간분포는 

특정지질구조와 련을 찾기 어려우며 

공간 으로 분산 분포

․이는 계기지진 측역사가 짧아 

정 도가 낮은 결과로 사료됨

․3가지 유형: interplate 지진

             심부 intraplate 지진

             천부 inland 지진

․천부 Inland 지진은 지난 수십 만년 동안 

  제 4기 단층에서 반복 으로 발생

․지진특성이나 단층변 는 매우 유사한 

경향으로 안정 인 지각응력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평가

 화산활동
  - 제 4기 화산특성 ․제 4기 화성활동은 제 3기 화산활동과 

공간 으로 매우 한 련이 있으며, 

유라시아 Plate동쪽에서 이 출 하는 

알카리 화산암

․ 표 인 분포는 백두산일  개마고원,   

압록강분지, 추가령지구 , 제주도, 

울릉도, 독도

․ 부분 심 분출형이나 추가령지구 는 

  열하분출형으로 구분

․백두산의 화산활동은 제 4기부터 

재까지 (0.6Ma-1500년) 7단계로 

세분되며, 화산회 가스분출은 1413, 1597, 

1668, 1720년에 기록

․제주도는 1.2Ma-30,000년 사이에 걸쳐 

4단계  화산활동

․화산활동은 구조경계에서 발생되며 

350개 화산이 Subduction zone에 분포

․East Japan volcanic belt: volcanic front 

60km이내,   100-110km깊이 (북미, 

유라시안, 필리핀 )

․Weat Japan volcanic belt: 100-150km 

깊이 (유라시안, 필리핀 )

․화산활동은 4개 시기로 구분되며, 

화산 치는 남서에서 북동으로 이동

    (0.5Ma - 재)

    (1 - 0.5Ma')

    (1.5 - 1Ma')

    (2 - 1.5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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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8. Assessment factors of long term geologic stablilty(continued).

평가 인자 한 국 일 본

 지구조특성

  - 지체구조특성 ․유라시안 의 동단연변에 치하며, 

  륙  연변부의 활성 인 지질특성

  - 지질의 다양성  지형 인 방향성

  - Rift형의 습곡  

    (두만강, 임진강, 옥천습곡 )

․ 구조 경계의 충돌지 에 치한 호상열도:

  태평양해안 , 북미 , 유라시아 , 

필리핀 의 경계지

․고생  후기로부터 신생 까지 계단상의 

  Accreation으로 형성

  - 신기지각운동 ․ 생  조산운동과 수반되는 화성활동

  시기가 지역 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

․제 3기 (57-36Ma) 동해의 배호분지 

확장으로 인한 인장응력과 화산활동이 

수반된 퇴 분지 형성

․Pliocene (5Ma)부터 동해의 배호분지  

닫힘으로 WNW-NSN의 압축응력 

역으로 환된 상태가 유지

․제 4기 일부 지역의 확장열극 를 따른

  소규모의 알카리 화산암 분출

․신생  이후의 조산 로 심한 지각변동

․ 기 일본열도는 30-50Ma  인장력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재는 5Ma 부터 

수평압축응력을 받고 있음

․지각운동이나 요한 지구조 변화는 

국지  상을 제외하고 지난 수십만년 

부터 인지되지 않고 있음.

  - 신기 지구조

    운동요인

․동해의 배호분지 (backarc basin)의 확장 

멈춤

․히말라야 조산운동의 여 로 응력체계 변화

․Okinawa Trough의 배호분지 확장

․Izu Peninsula의 소규모 지괴의 충돌

․일본해 동쪽 주변부의 새로운 subduction 

zone 형성

 단층운동

   -제 4기 단층분포 ․ 재까지 조사되고 있는 제 4기 단층은 

한반도 남동부의 양산단층군 동쪽부에서 

인지되며, 다른 지역에서의 제 4기 

단층존재여부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00여 개의 제 4기 단층  높은 빈도는 

북서부  Inner Zone과 남서부 Median 

Tectonic Line 등 지구조선 주변에 

분포하며, 어도 지난 0.5Ma동안 

반복 으로 재활성.

   -제 4기 단층특성 ․한반도 동남부의 제 4기 단층은 동쪽 

block의 상승으로 해석되며, EW의 

주응력 방향과  Subvertical한 최소 

응력방향으로 형성된  역단층으로 분석

․ 부분 활성단층은 0.5Ma 에 형성된 

  압축응력지 에 분포

․주요 제 4기 단층의 평균변 는 

0.01-10m/1000년으로 계측되며, 방향이나 

변 율은 과거와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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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8. Assessment factors of long term geologic stablilty(continued).

평가 인자 한 국 일 본

 융기/침강 변화

  -제 4기 지형

   변화

․해안단구가 잘 발달된 

동해안지역/서해안지역의 조사자료: 

약12만 5천년부터 동해안은 

0.45m/1000년 융기 서해안은 

0.056m/1000년 침강

․일본 역에 걸쳐 제 4기 동안 융기

․정확한 융기률의 계측은 불가능하나

   - Mountainuous 지역 외는 일반 으로 

        < 100m/100,000년

   - 해안지역

        < 50m/100,000년

   - Chuba 산맥지역은 제 4기동안 (1.5Ma)  

최  1500m 융기

․지난 수 십만년 동안 해안지역의 

융기률은 일정한 것으로 평가

 자  료 ․ 한지질학회  구조지질분야에서 

발간된 문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한 2000년도 연구용역 결과

․JNC H-12 보고서

  : 제한된 장계측자료와 분야별 

문가들의 문헌조사  평가자료

    3.2. 안정성평가의 지질학 기간 설정

 

     처분장의 안 성에 련하여 요한 문제  에 하나는 안 성 확보와 성

능평가를 필요로 하는 장기  기간에 한 한 time frame의 설정이다. 이는 

처분장 폐쇠 후 능동 인 시설 리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피동  안 성 확보 기

간을 의미하며 해성 방서성 물질이 잔류되어 있는한 인간생활권에서 격리되어

야 한다. 폐쇄 후 처분장 리기간은 자연 인 FEP에 따라 몇 개의 연속 인 기

간으로 나 어 고려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한 각 기간(time frame) 동안의 

안 성 평가요소는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환경변화 상이나 볼확실

성의 특성 는 안 성 지표로 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 많은 규제기 들은 

처분장의 해도나 dose가 규제기 의 특정수치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  평가는 항상 불확실성이 수반되며, 불확실성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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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열린 OECD의 international group for the safety case 기구에서 열

린 workshop에서 제시되고 있는 time frame은 Fig. 3.2.7와 같다. 처분장의 안

성 평가의 목 은 과학 인 기 으로 미래에 한 측이 아니라 처분장에서의 

격리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처분부지의 한 특성조사를 자료에 근거하

여 상되는 지질학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Fig. 3.2.7. Four phases of the normal evolution of a disposal system.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장기 기간은 인간환경에 해하지 않을 정도로 방

사능이 소멸되는 기간으로 10,000 - 500,000년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500,000년

을 측하려면 과거 500,000년의 지질학  진화과정이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지

질학 으로 신생  제4기 후반에 속하는 기간이다. 처분부지의 치는 장기간의 

favourable한 조건과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앞으로 500,000년 이상 속한 

자연변화에 향을 받지 말어야 한다.

    3.3. 향후연구내용

     재 수행되고있는 장기안 성평가의 몇가지 문제 은 다음으로 요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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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으로 발생 가능한 FEP보다는 지질환경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FEP를 연속 으로 합한 시나리오 작성

  • 안 성평가에 요구되는 기간동안에 발생 될 수 있는 지질환경의 변화보다는 

산발 이고 유일한 사건 결과에 을 둔 시나리오 작성

  • 시간에 따른 지질환경 변화는 부지특성평가에 하게 반 되지 않으며

  • 장기 변화에 한 불확실성은 보수 인 평가를 래하여 천연방벽의 

효율 기능 간과

     지질환경 변화에 한 근방법은 일반 으로 어느지역의 재 진화과정을 

해석하고, 과거의 지질환경과의 차이 을 악한후 미래에 변화 할수 있는 지질환

경을 측하는 것이다. 이를 하여는 역 이고 정 한 지형학   지질학  

변화기록에 의한 지구조 인 자연진화과정이 해석되어야 한다.

     고  폐기물 처분과 “향후 연구내용 첨가”와 련된 장기  지질환경의 

분야는 Table 3.2.9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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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9. The focus areas for the long term geologic stability related to a HLW 
disposal system.

 Highly disruptive / Unlikely events

- what if and / or worst case scenarios

  - identification of active faults

  - site specific seismotectonics

  - paleoseismicity

 Natural  evolution for the stability of  the geosphere

- definition of time dependent evolution

  - uncertainties concerning long term evolution

  - scenario development of all potential geological FEPs

  - a variety of exogeneous process

 Natural  analogues for long term geologic process

- U and F in groundwater

  - Natural anlogue of T-H-C and T-H-M

 Evolution of  groundwater chemistry / paleohydrogeological studies

- distinct water types with depth

- distinct water types in different areas

  - modelling to test the 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 record of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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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유동경로 단열체계

   1. 서 론

     암반에 분포하는 단열(fracture)은 재까지 상암반에 기록된 변형이력의 

하나로서, 특히 이들의 기하학  분포특성에 한 연구는 암반의 역학  안정성과 

단열망 개념의 지하수유동 해석을 요구하는 사업에서 심도있게 수행되어 오고 있

다. 단열 분포특성의 요성은 첫째, 암반 내에서의 지하수유동특성, 둘째, 자연  

상 는 인  행 에 의한 암반의 역학  안정성 등에 직 인 향을 미치

기 때문인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특히 암반등 , 암괴크기 는 수리  연결성 

등을 평가하기 해서는 단열의 기하학  특성에 한 정량 인 자료가 요구된다. 

컨 , 사면 안정성 분석에서는 임계 단열의 방향성, 치, 크기, 간극수압, 단

강도 등에 하여 정량 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하수유동 해석에 있어서는 

투수성구조의 방향, 치, 크기, 틈의 크기, 연결성, 투수량계수 등의 인자에 한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암반 단열에 한 기재방법은 차 정량 으로 발 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 

해석방법도 라미터별로 표값을 제시하는 것(disaggregate characterization)에

서부터 부분 인 상 계를 규명하거나 는 하나의 단열계(fracture system)로 

모델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그간 연구결과의 축 이 꾸 히 이루

어져 왔고, 블랙박스로 여겨지던 지하지질에 한 조사기기의 속한 발 에서 비

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질 장에서 단열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단열은 공간 으로 특정한 방향성과 함께 유한한 

크기를 가지며, 장 여건에 따라 충분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 장

에서 측정된 단열 자료는 지표 노두면, 터 벽면 는 시추코아에 교차되는 단열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들은 암반의 공간 내에 임의 방향성을 갖는 단열의 

일부가 보여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더불어 자료의 해석과정에서도 조사된 자료

의 모집단에서 라미터별로 표값을 어떠한 형태로 제시할 것인가에 한 숙고

도 필요하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서의 방사선  안 성 확보의 최종 목표는 인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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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로 핵종 출을 쇄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며, 

이같은 목표는 기술 인 측면에서 자연방벽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

고, 이 때 지하매질로서의 암반은 자연방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러나 거의 불투수성인 암반의 매질(rock matrix)과는 달리 암반에 분포하는 단열 

는 단열 (fracture zones)는 지하수 유동로로서의 잠재성을 지니게 되고, 따라

서 핵종은 처분장으로부터 지하수를 따라 이동되어 인간생활권으로 도달하게 되

므로 방사선  안 성평가  지하수에 의한 출이 가장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 해석을 한 단열( )의 수리지질학  라미터는 지하지질이 

갖는 불균질성, 수리지질학  자료의 취득을 한 근방법의 한계성 등의 요인으

로 인해 그 해석에 있어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며 결국 이 라미터를 이용

하게 되는 수치해석 결과에 한 신빙성과 신뢰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아

직 까지도 단열( )를 자연 상태와 같이 모사하고 정량화 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 연구내용  범

     최근 10여년에 걸친 방사성폐기물처분 련 부지특성조사와 안 성평가방법

의 검증을 한 국제공동연구인 Stripa Project 이후 카나다, 스웨덴, 벨지움, 독

일, 미국, 스 스, 랑스 등지에서는 지하시험실을 통한 부지고유성 연구

(site-specific study)로 환, 실증시험을 수행 는 계획하고 있다. 부지 고유성 

지하수 련 연구는 암반에서의 지하수유동 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다양한 지질

조건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므로서 그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있

으며 주요 평가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단열 와 암반매질의 수리 도도 

  • 단열 의 수리지질학  분류와 확률론  분포 

  • 단열 의 존재에 따른 지하수 유동특성 변화

  • 처분장 주변 hydraulic equipotential head의 분포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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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장 심도에 따른 지하수유동특성 변화

  • 처분장에서 지표까지의 지하수유동 거리  시간

  • 해수/담수 경계 특성과 향

     상기 평가요소에 한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수행되는  기술개발 사

항으로는 단열( )의 투수특성, 기하학  형상  분포특성 악을 한 조사기술

과 투수성 단열( ) 라미터의 모델 입력을 한 분류와 정량화, 그리고 이를 모

사 할 수 있는 개념모델의 개발  검증 등이다. 

     괴상의 결정질암반에서 지하수의 흐름 특성을 부지 규모(site scale) 는 암

반블록규모(rock block scale)의 에서 볼 때, 그 흐름은 단열망(discrete 

fracture network)의 분포특성에 지배된다. 이때 수리학 으로 연결되지 않는 암

반매질은 불투수성 역으로 간주되므로 투수성 단열  단열 를 포함하는 암반 

체를 등가 다공성 매질(equivalent porous medium)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따

른다. 이러한 자연 상을 수치 으로 모사, 해석하기 하여 근자에 이르러는 단

열망 유동 개념(3-3-3, 3-3-4) 는 이와 등가 다공성 매질 개념을 혼합된 형태

로 모사할 수 있는 모델(3-3-5)이 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모델이 용되려면 

상부지에 분포하는 단열계에 있어서 치와 규모를 정의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단열 에 하여는 결정  정보가, ․소규모의 단열들에 하여는 확률

인 표값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단계 연구기간(′00～′03)에 걸쳐 우선 연구 상 매질인 화강암으로 

구성된 연구지역을 상으로 가상 처분장 근계 역의 제반 지질환경특성을 연구

하는 로그램의 일부로서, 화강암이 분포하는 2개 연구지역(강원도 고성,  

유성; Fig. 3.1.4)에 설치된 조사시추공에 하여 음  텔 뷰어(BHTV)를 이용

하여 암반블록규모(rock block scale)에서의 단열체계의 분포특성을 해석하는데 

목 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등연속체매질로서의 화강암 단열암반의 수리지질 

단 층의 정의와 각 층에서의 유효수리 도도 산출(3-3-15)을 한 기 자료, 단

열망개념의 지하수유동 모델링을 한 기 자료, 한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동굴과 처분공(deposition hole) 배열의 설계를 한 입력자료로도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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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방법

    3.1 근방법

     본 연구의 목 을 하여 조사된 자료는 다음의 차에 따라 해석되었다.

      • 선구조 분석에 의한 연구지역의 암반블록규모 정의

      • 단열 방향성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공의 치가 동일 불연속면체 내의 

특성을 반 하는지를 확인

      • 수직  빈도분포에 의한 심부 암반의 역 결정

      • 단열유형별(closed type/open type) 라미터의 확률  분포특성 해석

    3.2. 단열체계의 분류

     3.2.1. 정량  분류

     단열은 근본 으로 발달 규모와 수리  특성으로 분류 가능하며, 사업의 목

상 이들의 특성이 시설의 안 성에 미치는 향 정도에 따라 분류기 을 달리하여 

용할 수도 있다. 단열빈도 측면에서는 수리  역할이 클수록 그 빈도가 어지고, 

수리  역할이 작은 소규모의 단열은 빈도가 높은 것이 일반 인 분포특성이다. 

     부지조사단계에서 단열을 분류하기 한 시도는 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

에서 이루어졌다(Table 3.3.1). Pusch(1994)는 기하학  규모와 투수성을 기 으로 

하여 7등 으로 분류하 다(3-3-12). 배 석(1996)은 지질구조  특성을 6등 으

로, 투수성을 5등 으로 분류하는 6F-5H Dual Classification System을 제안하

다(3-3-16). 실제 이들의 분류기 의 용에 있어서 기의 조사과정에서는 규모

에 따른 분류 방법만이 용 가능하고, 수리특성을 고려한 분류는 조사가 상당 부

분 진행된 후에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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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fracture systems.
Pusch Rock Structure(Pusch, 1994) 배 석(1996)

This Study
(modified from Black et al., 

1994)

Order 특    성 특     성 특     성

1

◦ 역단열
◦간격 : 2～3km, 
  연장 : 40～60km
  폭   : 200～300m
◦투수계수 : 10-7～10-5m/s

◦F1: 역구조선, 지구조경계등, 
규모 단층 , 연장 수십 km, 
폭 수백 m이상, 공동에 
해요소

◦H1 : K>10-6m/s, T=10-5 ～ 
10-2m2/s

◦시설이 입지하는 
암반블록(rock block)의 
경계 역할을 하는 주요 
역 구조선 (major 

regional structures)

2

◦국지 단열
◦간격 : 300～500m
  연장 : 4～6km
  폭   : 10～100m
◦1st order와 비슷한 특성이나 
폭과 단열빈도가 음

◦투수계수 : 10-8～10-6m/s

◦F2: 연장 수 km, 폭 수십 m의 
단층   국지구조선, 공동에 
해요소

◦H2: K=10-7m/s, T=10-7 ～ 
10-4m2/s

◦단  지하시설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주요 
단열  (major fracture 
zones)

3

◦소규모 국지 단열
◦간격 : 30～300m
  연장 : 100～1000m
  폭   : 1～20m
◦단열  교차정도가 낮음
◦투수계수 : 10-9～10-7m/s

◦F3: 연장 수백 m, 폭 수 m의 
단층, 공동에 신  고려

◦H3: K=10-8m/s, T=10-9 ～ 
10-6m2/s

◦지하시설을 통과하는 주요 
단열 (major fractures)  
국지 단열  (local fracture 
zones) 

4

◦암반내 수리학 으로 우세한 
분리단열계

◦간격 : 2～10m(평균 5m)
◦Equidimensional fracture surface
◦투수계수 : 10-11～10-9m/s
◦Interval : 1/25～100m2

◦F4: 연장 십수 m, 폭 1m 
이하의 단  혹은 규모 
단열( )

◦H4: K=10-9 ～ 10-11m/s

◦통상 암반에 분포되어 
있는 리 등의 
단열계(background fracture 
system)

5

◦1～3 order 단열  사이의 암반 
블럭  으로 식별되는 단열계

◦수리학 으로 기여정도 미미, 
암반역학 인 약선으로 작용

◦간격 : 0.2～1m
◦Healed 는 filled fractures

◦F5: 연장 수 m 규모의 단  
암석으로 분리되는 부분의 
리

◦H5: K<10-12m/s

6

◦ 미경하에서 특성 찰이 가능한 
단열 체계

◦ 물의 orientation 는 zone 
enrichment

◦암석구조의 특성

◦F6: 육안 혹은 미경하에서 
찰되는 결정경계, Griffith crack

7

◦ 물입자내의 단열 (crystal contact, 
inter-intra crystalline)

◦암반역학 인 Griffith cr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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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1. 투수성단열  

     Olsson et al.(1989)은 Stripa 로젝트를 통하여 단열 가 갖는 투수성을 반

한 식 (3.3.1)과 같이 투수성단열 의 기 을 제안하 다(3-3-8). 암반의 평균 

수리 도도가 1.0x10-7m/s 일 때 투수성단열 는 FZI >  2.0  의 범 에 있다.

FZI=λ(/m)+LogK(/m) (3.3.1)

FZI  : Fracture Zone Index

λ    : standardized fracture frequency 

K    : standardized hydraulic conductivity 

     3.2.1.2. 단층 의 투수성 구조 유형

     단층 는 구성요소의 특성에 따라 즉, 투수성 구조(permeability structure)에 

따라 지하수유동의 차단 방벽(barrier) 혹은 유로(conduit)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다. 단층 에서 유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Table 3.3.2; Fig. 3.3.1)되며, 단층핵

과 교란  폭의 상  크기를 지수화한 값을 정량  지표로 한다(3-3-2). 

Table 3.3.2. Conduit types of the fault zone(Caine et al., 1996)

Permeability 

Structure
Style Fault Core Damage Zone Application

Localized 

Conduit

localized slip along a 

single surface 

absent to pooly 

developed

absent to poorly 

developed  

discrete fracture 

model as conduit

Distributed 

Conduit

distributed slip 

accommodated along 

surface

absent to poorly 

distributed as narrow, 

discrete, and 

discontinuous band 

well developed 

discrete slip surface 

and associated 

fracture network

equivalent porous 

medium

Localized 

Barrier

localized slip 

accommodated within 

cataclastic zone

well-developed fault 

core cataclastic

absent to pooly 

distributed

aquitard within a 

higher permeability 

aquifer

Combined 

Conduit-Barrier

deformation 

accommodated within a 

localized cataclastic 

zone and distributed 

zone of subsidiary 

structures

well-developed fault 

core cataclastic

well developed 

discrete slip surface 

and associated 

fracture network

aquitard between 

two aquifers with 

Kmax within and  

Kmin normal to the 

plane of faul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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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Relationship between conduit types of the fault zone(Caine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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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ag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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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highlow

%  Damag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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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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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층 지수(Fault Zone Index: Fa)는 단층 의 총 두께(단층핵과 교란  두

께)에 한 교란  만의 두께의 비율로 정하며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게 된다. 교

란 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Fa  는 1에 근 하게 되고 유로의 역할이 증 된다. 

Fa=
damage zone width
total fault zone width (3.3.2)

     단층핵 만으로 구성된 단층 로서 localized barrier인 경우에는 Fa가 0의 

값을, 교란  만으로 구성된 단층 로서 distributed conduit는 Fa가 1의 값을 갖

게 되고 combined conduit-barrier는 간값 0.5로 정의된다. 

     단층 를 따라서 단층 지수( Fa)를 얻을 수 있다면 식 (3.3.3)과 같이 단층

지수가 갖는 공간변화지수(spatial variability index: Fs)를 고려할 수 있다. 공간

변화 지수는 단층 의 투수성 구조를 직  지시하는 인자는 아니나, 이로서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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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조의 변화 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공간변화 지수가 작을수록 상 으로 

균질한 투수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s=(Fa) max-(Fa) min (3.3.3)

     3.2.3. 정성  분류

     지하에 계획되는 시설물을 심으로 하여 주변 암반에 분포하는 단열의 발

달 규모와 형태에 따라서 정성 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3-3-1).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단열에 한 정량 인 자료가 충분히 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

로서는 이러한 정량  기 을 필요에 따라서 부분 수정하여 용할 수 있겠다

(Table 3.3.1; Fig. 3.3.2). 

     이 분류기 은 단열의 정 한 특성 악을 요구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이와 유사한 규모를 갖는 지하원유비축시설에서도 충분히 용 가능하며, 

Pusch(1994)나 배 석(1996)의 분류기 과는 큰 차이가 없는 정성 인 기 이기 

때문에 범용으로, 한 기 지표조사 단계에서 효과 으로 용할 수 있지만 단

계별 조사가 진행되면서 부지 고유의 지질학 , 지질구조 , 수리지질학  특성을 

근거로 정량 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3.2.4. 용 사례

     3.2.4.1. 스웨덴 Finnsjön 부지

     Palmqvist(1990)는 단열 는 단열 도(fracture intensity)가 주변 암석보다 

상 으로 큰 구간으로 정의하고, 단열과 단열 는 개념모델 역에서 수리지질

학  변수로 정량화가 가능한 규모로서 분류된다고 보았다(3-3-9). 

     단열 의 정량  범 는 폭 1m 이상, 단열빈도 5개/m 이상 구간으로 기

을 정하 다. 단열 의 유형으로는 크게 3 가지로 분류하 다(Fig. 3.3.3). 단열

의 규모에 따른 특성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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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Classification of the fracture system in a fractured rock mass around storage 

cavern(modified from Black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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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Formation type of the fracture zones.

Slaty :

 interval  ‹ 10cm

Blocky:

 edge size  20-60cm

crushed:

 edge size  ‹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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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단열 (major fracture zone) : 국지규모에서의 항공사진(1:20,000 축 ) 

독에 의한 선상구조로 나타나며 탐사에 의해 확인되는 단열 로서, 이 

규모의 단열 를 수리지질학  경계로 하는 암반블록이 국지규모 개념모델

의 역으로 설정된다. 

   • 부단열 (minor fracture zone) : 국지규모에서의 항공사진 독에 의한 선

상구조로 나타되며 탐사에 의해 인지되는 단열 로서 지구통계학  분석

상이 된다. 길이 200 m 이상, 폭 1～5 m, 그리고 간격 40～400 m 범 이

다.

   • 단열 : 정량 으로 단열 로 정의되는 규모 이하의 단열, 야외 노두에서 조

사되는 크기의 단열이 이에 해당된다. 

     3.2.4.2. 국 Shellafield 부지

     단열의 투수성을 주요 인자로 고려하여 크게 4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 다

(3-3-14; Fig. 3.3.4).

   • Type 0 : 암반 매질(matrix)에 발달하는 단열

   • Type I : 0.1～50 m 길이의 단열로 비교  균질한 분포양상을 보인다. 이 

유형의 단열이 단 층 암석의 투수성을 지배한다. 유동로 역할을 하는 단

열의 간격은 약 20 m로 분석되었다.

   • Type II : 50 m ～ 5 Km 길이 규모의 단열군(halo)과 길이가 긴 단열을 a, 

b 유형으로 구분하 다. 이 유형의 형상은 상구조로 간주되며 탐사 는 

공내검층으로는 측정되지 않는다. Type I 과 같이 통계학 으로 다루어지

나 탐사 는 지표조사로 악이 어려워 Type I 과의 구분, 그리고 입력변

수 결정 과정에 가장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ꠚ Type IIa : 단층핵의 발달이 미약한 반면 교란 가 발달하는 단열군

(halo) 유형

       ꠚ Type IIb : 규모가 큰 단일 단열이 서로 연결되어 분포하거나 평행한 

단열들이 소규모 단열으로 연결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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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III : 주 단층 와 련된 수 Km 연장길이 규모의 구조로서 단층핵

과 halo의 내부 구조를 갖는 단층  는 Type II가 집되어 분포하는 유

형으로서 이 구조는 수리지질학  단 층으로 다루어진다.  

Type II

Type III (Major Fault Zone )

Background
(fractured rock)

Type I
(hydrogeologically
significant
fractures)

Type 0
(Matrix)

halo
core

Fig. 3.3.4. Schematic diagram of the fracture systems applied to Shellafield, UK.

    3.3. 조사방법

     3.3.1. 역 선구조 분석

     불연속면 조사는 통상 지질 장에서 리 규모부터 단층 까지의 규모를 망

라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된 자료는 규모에 따라 그 지질학 인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 모두를 확률론  는 결정론 으로 묶어서 표 할 수는 없다. 

즉, 상부지를 포함하는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불연속면은 그 발달 규모에 따라서 

나 어 기재되어야 하고, 그 결과 역시 독립 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지역의 암반블록규모를 정의하기 하여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선구조를 분석하 다. 연구지역을 포함하는 역지역에 한 선구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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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하여 음 기복도와 Landsat TM 성 상을 이용하 다. 음 기복도를 이

용한 선구조 분석은 태양 고도각을 45o로 고정시키고, 방 각을 0o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45o씩 증가시키면서 음 비에 의한 지형의 선형특성으로서 그 치, 

방향, 길이를 추출하 다. 성 상을 이용한 선구조 분석은 밴드 필터링 기법과 

공간강조 분석기법을 통하여 제작된 다양한 도면으로부터 이루어졌다. 

     3.3.2. 시추조사

     단열체계의 분포특성을 포함하는 심부지질환경의 해석과 지하수체계의 장기

 모니터링을 목 으로 고성 지역에 2개, 유성 지역에 6개의 직경 3″크기의 수

직 조사공을 설치하 다(Table 3.3.3; Fig. 3.3.5; Fig. 3.3.6).

Table 3.3.3. Description of the boreholes in the study sites.

Study site Yuseong Goseong

Borehole no. YS-01 YS-02 YS-02-1 YS-02-2 YS-03 YS-04 GS-01 GS-02

Elevation (m) 82 81 81 81 81 91 105 105

Depth (m) 500.0 200.9 200.0 200.0 300.2 350.6 500.0 351.8

Borehole 
diameter (m)

0.078

Casing (m) 15.2 15.2 13.5 13.5 15.2 12.0 1.5 4.1

Wheathered 
zone (m)

16.0 18.4 13.5 13.5 14.2 13.0 1.8 3.4

(a) Goseong site                               (b) Yuseong site

Fig. 3.3.5. Description of the drill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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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Layout of the boreholes in the Yuseong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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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공내 단열 검층

     시추공 각각에 하여 단열분포특성 조사를 하여 음  텔 뷰어

(BHTV) 검층을 실시하 다. 검층 자료는 암반블록규모 내의 조사지 에서 얻어

진 단열의 방향성이 동일한 불연속면체(discontinuity domain)의 구조  특성을 

갖는지를 먼  악한 다음, 지표부와 심부 역을 구분하기 한 수직  빈도변

화 특성을 비교하 다. 즉, 지표 역은 지질학  변질, 변형, 풍화작용으로 인하

여 단열체계 역시 심부환경과 다를 것이므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상 심도(약 500m)를 고려하여 지표부의 교란 역을 제외한 심부 역의 단열 

라미터에 하여 그 확률분포특성을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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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성 단열은 암반을 불연속면으로 분리시키는 수직거리로서 그 공간이 비

어있거나 지하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와 물질로 충 되어 있었으나 자연  는 

인  행 로 인하여 국부 으로 그 물질이 씻겨 빠져나간 형태의 단열 공간

을 말하는 것으로서 틈(Aperture)으로 정의한다(3-3-6). 물질이 충 되어 있는 

단열 공간에 하여는 폭(Width)으로 정의하여 틈과는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텔 뷰어 진폭이미지에 인화되는 단열은 암반에 분포하는 모든 단열을 포함

하고, 진폭이미지에 인화되는 개개의 단열틈은 AperSa 로그램에서 수선방향으

로의 크기로 보정되어 실제 단열틈의 크기와 같게 계산된다(3-3-7). 주시이미지에 

인화되는 단열은 자연상태의 개구성이거나 시추작업에 의해 부분 으로 충 물이 

씻겨나간 상태의 것을 지시하는 것이고, 그 외의 단열은 충 물질이 완벽하게 채

워진 상태의 단열이다. 본 조사에서는 Type 9, Type 1, Type 2의 단열에 하여

는 단열틈으로 분류하여 해석하고, Type 3의 단열에 하여는 단열폭으로 나 어 

해석하 다. 

     본 조사에서 용한 단열의 분류기 은 다음 Table 3.3.4와 Fig. 3.3.7과 같다.

Table 3.3.4.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fracture types on the amplitude image.

Type Description
Log 

Symbol
Remarks

9
Open 상태의 단열로서 그 폭이 약 10cm 

이상인 단층규모의 단열(Fractured Zone)
●

Conductive 

Fractures

(Aperture)
1

RSI(Rock Strenth Index)가 모암에 비하여 

히 작고, 주시이미지 상에서 완 히 

open된 상태로 나타나는 단열(Open 

Fracture)

○

2

RSI가 모암에 비하여 작고, 주시이미지 상

에서 부분 으로 open된 상태로 인지되는 

단열(Semi-open Fracture)

◐

Non-Conductive 

Fractures

(Width)3

RSI가 모암과 큰 차이가 없으며, 주시이미

지 상에서 인지되지 않는 단열(Closed 

Fracture)

●

5 암상 경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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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Classification of the fracture types from the Televiewe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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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자료의 보정

     임의 방향에 거의 평행하게 발달하는 하나의 단열조에서 단열빈도는 단열조의 

수선 방향을 따라서 단 미터 당 교차되는 단열의 수이다. 그러나 시추조사에서 얻어

지는 단열자료는 하나의 단열조에 하여 수선 방향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추공의 굴진방향에 따라 조사되는 자료의 수는 실제보다 어지게 된다. 이러한 조

사방향에 의한 표집편의(sampling bias)를 제거하기 하여 한 보정을 하 다.

     하나의 단열조와 시추공이 이루는 각을 δ i라 하면 i번째 단열조에 한 

가 측정수는 1/cosδ i  이 되므로, 이를 단일 단열에 용하면 가 치( w)= 1 /cosδ  

로 간주될 것이다. 이때 X,Y방향이 각각 동쪽(trend 90
o)과 북쪽(trend 0o)에 수평

이고 Z가 이들에 수직방향(plunge 90
o)인 3차원 직교좌표계에서 단열조 수선의 

trend/plunge를 αn/βn, 시추공의 trend/plunge를 α s/β s  라 하면, 단열조 수선과 시추

공과의 cosδ  는 식 (3.3.4)로서 계산될 수 있다(3-3-11).

  

cosδ = ( sinαn cosβn sinα s cosβ s)+(cosαn cosβn cosα s cosβ s)
+( sinβn sinβ s)

= | cos(αn -α s)cosβn cosβ s+sinβn sinβ s |
(3.3.4)

     가 치 계산을 하여 상기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단열조 수선과 시추공이 

이루는 각이 거의 수직인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하나의 단열이 시추공과 교차할 

경우 가 치는 매우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론 으로 가 치는 1부터 50이

상까지( δ=89
o일 때)의 범 를 갖게 되어 과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방향에 따른 오차의 보정은 Terzaghi(1965)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3-3-13),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해서 수정 

Terzaghi 보정(3-3-4)을 용하 다.  

N = min([R/cosβ], U) (3.3.5)

     이때, R은 0과 1 사이의 무작  편차이고, β는 단열조 수선과 시추공 간의 

각, 그리고 U는 최  보정계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보정을 방지하기 

하여 7로 정의하 다.

     시추공에서의 조사된 외견 단열간격( Sa)으로부터 실제 간격( S t)은 식 (3.3.4)

의 방향여 으로부터 식 (3.3.6)과 같이 계산된다.

St=Sa cosδ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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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결과

    4.1. 역 선구조 분포특성

     고성과 유성 연구지역 주변에 분포하는 역 선상구조를 조사하기 해 

성 상과 음 기복도를 이용하 다. 성 상은 Lansat-TM 상이고, 음 기

복도는 해상도 5m의 축척 1:5,000 DEM을 사용하 다. 

     해석 역 내에서 인지되는 선상구조는 Fig. 3.3.8의 음 기복도에 도시하

다. 고성 연구지역 주변의 선상구조의 주 방향은 ENE 방향이고, EW와 NS 방향

계열의 선상구조가 소수 분포한다. 이들의 평균 연장길이는 약 5.3km이고 이웃하

는 선상구조 간의 분포간격은 약 2.5km이다. 체 선상구조의 평균 방향은 N82
o
E 

이다(Table 3.3.5).

     유성 연구지역 주변의 선상구조의 주 방향은 NNE 방향이고, ENE 방향계열의 

선상구조가 소수 분포한다. 이들의 평균 연장길이는 약 2.11km이고 이웃하는 선상구

조 간의 분포간격은 약 1.1km이다. 체 선상구조의 평균 방향은 N56oE 이다. 상

기와 같이 역 선상구조의 분포특성은 연장길이와 분포간격에서 큰 차이를 보

인다. 이들 Order 1 - Order 3 등  규모의 선상구조는 부분 지형 인 계곡을 

따라 선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즉, Oder 1 등  규모의 선상구조로 경계조건을 

이루는 독립 암체의 규모는 고성 지역의 경우 2km2 이상, 유성 지역은 약 1km2 

임을 알 수 있다. 

Table 3.3.5. Statistics of the lineaments analysis from the DEM data.

Study site Goseong Yuseong

Interpretation area (km) 13 x 11 6.5 x 6

Population 15 14

Mean length (km) 5.3 2.1

Mean spacing (km) 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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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seong site (b) Yuseong site

Fig. 3.3.8. Lineament analysis around the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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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국지 단열  특성

     4.2.1. 기비 항 검층

     역 선구조 해석에서 인지된 Order 3 등  규모의 단열 를 확인하여 이

를 통하는 시추조사를 수행하기 하여 사 에 수평  수직 기비 항 탐사

를 실시하 다. 

     수평탐사는 dipole-dipole 방법으로 360m의 측선을 설치하 으며, 수직탐사

는 Wenner/Schulumberger 방법으로 384m의 측선을 설치하 다(Fig. 3.3.9). 고성 

연구지역의 경우 탐사의 목 은 상 시추지 에서 N10oE 방향으로 발달할 것으

로 측되는 Order 3 등  규모의 구조선 유무에 목 을 두었다. 유성 연구지역

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N60oE 방향으로 발달할 것으로 측되는 구조선의 유무

에 을 두었다. 고성 연구지역에서의 수평탐사 결과 (Fig. 3.3.10(a)), 5, 6번과 

8, 9번 그리고, 13, 14, 15번에서 비 항 분포를 나타내며, 특히 14, 15번은 심도 

100m 깊이까지 비 항 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조선이 교차될 것으

로 상되는 수평탐사 15번 지 을 심으로 행한 수직탐사 결과 (Fig. 3.3.11(a)), 

기반암의 심도는 7.52m, 7.52 ～ 17.62m까지는 비 항 로, 그리고 17.62 ～ 192m

까지는 고비 항 의 지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유성 연구지역에서의 수평탐사 결과 (Fig. 3.3.10(b)), 5, 6번과 10, 11, 12번에

서 비 항 분포를 나타내며, 특히 10, 11, 12번은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비

항 가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수평탐사의 10번 치에서 N60oE 방향으로 

발달할 것으로 측되는 구조선의 유무를 해석하기 한 수직탐사 결과 (Fig. 

3.3.11(b)), 기반암의 심도는 4.69m이며,  31.39 ～ 192m 구간에 비 항 가 분포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4.2.2. 시추조사 결과

     유성 연구지역의 시추조사에서 국지 단열 가 확인되었다(Fig. 3.3.12). 시추

공 YS-01, YS-02, YS-03번에서 교차되었으며 발달 방향은 N40
oE, 70oSE이다. 

이 국지 단열 는 구조 으로 소규모 단층이며, 시추코아에서 단층 토가 확인되었

다(Fig. 3.3.13(b)). 시추과정 에 물리 인 붕괴의 향으로 BHTV 검층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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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성 연구지역                            (b) 유성 연구지역

   Fig. 3.3.9. Survey line for the electro-resistivity prospecting focused on the local 
fracture zones predicted.

(a) 고성 지역

(b) 유성 지역

Fig. 3.3.10. Result of the horizontal electro-resistivity prosp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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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성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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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성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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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Results of the vertical electro-resistivity s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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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Fig. 3.3.13(a))에서의 단층핵의 폭은 약 55cm 에 이르지만, 실제 인 단층핵의 

폭은 10cm 미만인 것으로 사료된다. 단층핵을 심으로 상하부 구간의 교란 의 

폭은 약 14.7m에 이른다(Fig. 3.3.13(a)). 이 국지 단열 가 갖는 수리 인 의미는 

식 (3.3.2)에 의한 단층 지수( Fa)로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교란 가 잘 발달되

어 있으므로 Fa는 1에 근 하게 되고, 따라서 이를 통한 지하수의 수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Fig. 3.3.14)

     한편, 고성 연구지역의 선구조 분석에서 추정된 국지 단열 는 시추조사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Fig. 3.3.12. Local fractrue zones identified in the Yuseong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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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3.13. Televiewer image and drill core of the local fracture zones.

Fig. 3.3.14. Fault index of the local fracture zone in the Yuseong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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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근계 역 단열체계의 확률  분포특성

     4.3.1. 수평  분포특성

     고성과 유성 지역에 설치된 시추공들의 수평  범 가 각기 동일 불연속면

체의 구조  특성을 반 하는지를 악하기 하여 각 시추공에서 얻어진 방향성 

자료를 스테 오네트에 투 하여 그 유사성을 검토하 다(Fig. 3.3.15). 

Fig. 3.3.15. Stereographic pole plot of the fractures from the boreholes.

All Fractures

GS-01 GS-02

(a) Goseong site

All Fractures

YS-01 YS-02

YS-03 YS-04

(b) Yuseo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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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지역의 체 자료를 살펴 보면, 1개 조의 NNE 방향의 고경사군과 2개 

조의 경사군으로 분류된다. GS-01공은 심도 500m 까지의 자료로서 단열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와 달리, GS-02공은 350m 까지의 자료가 투 된 것으로서 

고경사군의 단열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라기 

보다는 조사 심도에 따른 자료의 수에 의한 차이일 뿐, 양 조사공이 동일한 패턴

을 갖는 것으로 단된다. 

     유성 지역의 경우 체 단열의 방향군은 NNE와 NW 주향의 고경사군과 무

작  방향을 보이는 경사군으로 분류된다. 특히, NNE 주향의 고경사군은 동일

한 주향을 가지면서 경사각이 동쪽과 서쪽으로 양분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NW 주향의 고경사군에 속하는 단열들의 경사는 부분 SW 방향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다. 4개 시추공에서의 단열 방향군은 체 자료와 동 소이하다. 다만, 

YS-04 공은 그 분산도가 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상의 시추공들은 각기 지역에서 동일 불연속면체 내에 

치하는 것으로 단되며, 단열분포특성에 지배되는 지하수체계 역시 물리 으로 

동일한 특성으로 표되는 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3.2. 수직  분포특성

     단열체계의 수직  변화양상은 단열빈도로서 가늠할 수 있다. 고성 지역의 

심도에 따른 단열빈도의 변화양상은 Fig. 3.3.16(a)와, 그리고 개구상 단열의 분포 

양상은 Fig. 3.3.17과 같다. GS-01 공에서는 개구상 단열이 인지되지 않았다. 체 

자료를 보면, 지표부에서 우세하게 분포하고, 하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이 지역은 과거 석산 개발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단열의 발달이 거의 없는 

괴상의 암반이기 때문에 통계  계산에 의미를 둘 수 없다. 체 으로 심도 

-300m 부근에서 격히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조사방향에 의한 오

차를 보정한다해도 자료의 수가 워낙 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수직 인 역을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지역은 지표부에서 지하 -500m 까지를 동일

한 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유성 지역에서 심도에 증가에 따른 단열빈도의 감소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

다(Fig. 3.3.16(b)). 체 자료를 볼 때, YS-02, YS-03, YS-04 공의 자료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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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m 까지인 을 고려하면 감소 경향은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 

시추공이 YS-01 공과 동일한 심도라면 상호 유사한 경향을 가질 것으로 단된

다. 4개 시추공에서 인지된 개구상 단열들도 그 수는 많지 않지만 특히, YS-01 

공에서 뚜렷한 감소경향을 보인다. YS-01공에서는 -104m 부근에서 교차되는 단

열 (N40oE/70oNE)와 그 주변의 쇄구간에서의 단열특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 

단열 의 주향방향에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 있는 YS-02와 YS-03 공에서도 단열

의 발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성 지역의 경우, 4개 시추공에서 검층

된 단열빈도의 수직  분포양상과 개구상 단열의 분포양상을 토 로 할 때, 상하

부의 역은 지표로부터 약 -160m 지 을 기 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Goseong site

 

(b) Yuseong site

Fig. 3.3.16. Variation of the fracture frequency per every 10 m along the depth in the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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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Variation of the open and semi-open type fracture frequency along the 

depth in the study sites.

     4.3.3. 단열 라미터의 확률  분포특성

     4.3.3.1. 단열조

 가. 체자료

     방향성 분석은 FracMan의 ISIS 모듈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고성 연구지

역은 1개 조의 고경사군과 2개 조의 경사군으로 분류되며, 모두 Fisher 분

포를 따른다(Fig. 3.3.18(a); Table 3.3.6). 조사방향에 따른 Terzaghi 보정결

과, 단열 개수는 약 29% 증가하 다. 투수성단열의 비 은 5% 미만으로 

부분이 닫힌 단열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암과 이  계 계를 보이는 세

립질 aplite는 Set 1에 속하며, aplite 내에 발달하는 단열 역시 동일한 군에 

속한다. 

     유성 연구지역의 경우, 체 2,212개 단열의 방향은 NNE 주향(Set 1)과 NW 

주향(Set 2)의 고경사군과 무작 의 경사군(Set 3)으로 분류되며, 역시 

Fisher 분포를 따른다(Fig. 3.3.18(b); Table 3.3.6). Terzaghi 보정결과, 단열 

개수는 약 53% 증가(3,384개)하 는데, 이것은 고경사군의 단열조가 우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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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개구상 는 반개구상 유형의 단열은 투수성 단열로

서의 잠재성이 있는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 은 체  약 10.5%로서, 단열

조별로의 비 은 Set 1(13%), Set 2(9%), Set 3(8%)의 순이다. 분산지수 k는 

집정도(clustering degree)를 지시하는 것으로 Set 2가 가장 높은 집정도

를 보이고, 경사군의 분산정도가 가장 크다.

Fig. 3.3.18. Stereographic pole plot of each fracture set identified from 

FracMan ISIS module.

Set 1 Set 2 Set 3

(a) Goseong site

Set 1 Set 2 Set 3

(b) Yuseo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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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6. Summarized statistics of the fracture sets in the study site.
Study 
site Set 1 2 3 Total

Goseong

Raw 
data

Fracture type 
(%)

Fracture zone
Opened

Semi-opened
Closed

Aplite zone

-
-

1  (8.3)
9 (75.0)
2 (16.7)

-
-
-

5 (100)
-

-
-
-

4 (100)
-

-
-

1  (4.8)
18 (85.7)
2  (9.5)

Proportion (%) 12 (57.1) 5 (23.8) 4 (19.0) 21 (100)

Mean attitude Dip direction
Dip angle

23.9
17.5

281.9
69.4

153.3
45.0

Fisher k 9.77 15.44 19.03

Modified 
Terzaghi 
corrected 

data

Corrected number of data (%) 13 (48.1) 10 (37.1) 4 (14.8) 27 (100)

Mean attitude Dip direction
Dip angle

27.1
20.9

285.9
74.9

153.3
45.0

Fisher k 8.70 19.66 19.03

Yuseong

Set 1 2 3 Total

Raw 
data

Fracture type 
(%)

Fracture zone
Opened

Semi-opened
Closed
Vein

3  (0.4)
17  (2.0)
89 (10.7)
704 (84.5)
20  (2.4)

-
9  (1.0)
75  (8.3)
813 (89.3)
13  (1.4)

-
15  (3.2)
23  (4.9)
428 (91.3)
3  (0.6)

3  (0.1)
41  (1.9)
187  (8.5)
1,945 (87.9)
36  (1.6)

Proportion (%) 833(37.7) 910(41.1) 469(21.2) 2212 (100)

Mean attitude Dip direction
Dip angle

276.1
85.8

210.3
57.7

47.8
20.2

Fisher k 7.04 9.42 5.55

Modified 
Terzaghi 
corrected 

data

Corrected number of data (%) 1,519 (44.9) 1,367 (40.4) 498 (14.7) 3,384 (100)

Mean attitude Dip direction
Dip angle

274.9
87.3

208.4
63.5

49.8
23.1

Fisher k 7.67 9.17 5.95

 나. 유성지역 하부 역

     유성 연구지역의 -160m 하부 역에 분포하는 단열들의 분석결과는 Table 

3.3.7과 같다. 체 단열자료(Fig. 3.3.18(b); Table 3.3.6)와 비교하면, Set 1의 

빈도가 상 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즉, Set 1은 상부 역에서 우

세하게 분포하고, 하부 역에서는 오히려 Set 2군이 우세하게 분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특징 으로 수평단열군(Set 3)이 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et 3는 지하 심부에서 화강암체 형성 이후 융기작용에 의한 

응력제거 작용으로 형성된 단열군인 것으로 사료된다. 개구상 단열의 비 도 

10.5%에서 8.8%로 감소되며, 단열조 에서는 Set 1이 약 11%를 하여 하

부 역에서도 체 자료와 유사한 경향을 유지한다. 체 잠재 투수성 단열 

 반개구상 유형의 비 은 약 8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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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7. Summarized statistics of the fracture sets from the lower zone in
the Yuseong site.

Set 1 2 3 Total

Raw data

Fracture type 
(%)

Fracture zone
Opened

Semi-opened
Closed

Vein

-
5  (1.4)
34  (9.5)
310 (86.6)
9  (2.5)

-
6  (1.2)
40  (7.9)
454 (89.7)
6  (1.2)

-
2  (1.3)
3  (1.9)
154 (96.8)

-

-
13  (1.3)
77  (7.5)
918 (89.7)
15  (1.5)

Proportion (%) 358 (35.0) 506 (49.5) 159 (15.5) 1,023 (100)

Mean attitude Dip direction
Dip angle

281.6
78.8

207.3
59.8

58.8
27.7

Fisher k 7.42 8.99 5.85

Modified 
Terzaghi 

corrected data

Corrected number of data (%) 614 (38.9) 797 (50.5) 168 (10.6) 1,579 (100)

Mean attitude Dip direction
Dip angle

282.6
81.6

205.4
65.2

56.3
29.4

Fisher k 7.70 8.96 5.65

     4.3.3.2. 심도에 따른 단열조의 발달 빈도

     고성 지역에서는 심도의 증가에 따라 단열빈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고경사

각 단열보다는 수평단열들(Set 1과 Set 3)의 발달이 특징 이며, 이들 상 

리는 -300m 이하의 심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Fig. 3.3.19(a),(b)). 가장 굴착심

도가 깊은 GS-01의 -300m 하부에서는 Set 2의 단열만 분포한다. 심도에 따른 분

포 양상도 규칙성이 없으며, 잠재 투수성 단열은 지표부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Fig. 3.3.17). 

     유성 지역의 경우, 수평단열조인 Set 3은 심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 경향이 

두드러지며, 고경사단열조인 Set 1과 Set 2는 우열없이 비슷한 발달빈도를 보인다

(Fig. 3.3.19(c),(d),(e),(f)). 개구상 단열 역시 고성 지역과 유사하게 심도의 증가에 

따라 진 인 감소 추세를 갖는 특성을 보인다(Fig. 3.3.17). 유성 지역에는 -104 

m 부근의 단열  외에도 -200 ～ -300m 구간과, -500m 부근에도 국부 으로 단

열이 집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유성지역에서 굴착심도가 가장 

깊은 YS-01 공의 단열조별 빈도변화를 살펴 보면, 경사군(Set 3)에 속하는 단

열들의 감소경향이 가장 뚜렷하고, 고경사군의 Set 1과 Set 2가 체 인 빈도변

화를 주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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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Vertical variation of the fracture intersection frequency of each 

fracture set in the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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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3. 심도에 따른 단열조의 발달 빈도

     식 (3.3.6)에 의해 보정된 간격치는 Fig. 3.3.20과 같이 확률그래 에 도시

한 결과, 수정규분포에 수렴되었다. 유성 지역의 경우 체 자료와 하부 역

의 자료를 구분하여 분석하 다. Fig. 3.3.20에서 Set 1과 Set 2는 하부 역에

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Set 3는 간격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3.8에서 수정규분포일 때 체 단열 간격의 평균값은 단열조별로 

0.07 ～ 0.6m의 범 를 갖는다. 하부 역은 0.08 ～ 1.17m의 범 로 상부 역보

다 약간 넓게 계산된다. 산술평균에 의한 간격치는 체자료가 0.29 ～ 2.55m, 

하부 역이 0.39 ～ 4.12m로 자의 평균값보다 약 3배 이상 크게 계산된다. 

     그러나, 식 (3.3.5)에 의한 보정결과로서 단열빈도를 계산해 보면, 체자료

는 0.37 ～ 1.13/m, 하부 역은 0.32 ～ 1.50/m로 앞서의 보정결과와 많은 차이

가 난다. 단열빈도값을 산술 인 간격값으로 변환하면 자는 0.89 ～ 2.71m, 후

자는 0.66 ～ 3.15m로 계산되어 식 (3.3.5)에 의한 산술평균값보다 최  3배까지 

차이를 보인다. 즉, 식 (3.3.6)에 의한 보정 간격치는 인  단열간의 이격거리 

각각에 하여 보정을 한 결과이므로 과다 보정을 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로서, 유성 지역의 단열 간격은 수정규 확률 도함수를 따르고, 

이때 하부 역에서 단열간격의 산술평균값는 Set 1이 0.86m, Set 2는 0.66m, 

그리고 Set 3는 3.15m이다. 그리고, 하부 역에 분포하는 개구상 단열들의 단

열조별 간격은 9.6m(Set 1), 11.0m(Set 2), 142m(Set 3)로서 상당히 낮은 도

를 보인다.

     한편, 고성 지역의 자료는 모집단의 수가 작아 통계분석이 가능지 않은데, 

산술평균 간격치는 65.4m(Set 1), 85m(Set 2), 212.5m(Set 3)이다.

     4.3.3.4. 단열틈의 크기

     단열틈(aperture)은 지하수의 포화 유무와 계없이 개구상, 부분 충 된 단

열면의 수직 거리를 말하므로, 단열면의 수직 이격거리를 계산하기 하여 

AperSa 로그램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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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Lognormal probability plot for the corrected spacing 

values in the Yuseong study site.

Table 3.3.8. True spacing values corrected in the Yuseong study site.

Data Spacing (m) Set 1 Set 2 Set 3

All data

μ±σof  Lognormal PDF (e
μ
) -2.72±1.65 (0.07) -1.37±1.54 (0.25) -0.52±1.75 (0.60)

Arithmetic Mean±SD 0.29±0.79 0.70±1.15 2.55±5.64

(*)λ 1.13 1.01 0.37

Min 0.001 0.001 0.004

Median 0.07 0.26 0.52

Max 8.76 10.29 50.7

Lower 
zone

μ±σof Lognormal PDF (e
μ
) -2.49±1.74 (0.08) -1.32±1.49 (0.27) 0.15±1.71 (1.17)

Arithmetic Mean±SD 0.39±0.97 0.70±1.08 4.12±7.47

(*)λ 1.16 1.50 0.32

Min 0.001 0.002 0.03

Median 0.07 0.27 1.29

Max 8.76 9.07 50.7

(*)λ means the fracture frequency calculated by FracMan ISIS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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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지역은 -300m 하부로 갈수록 격히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유성 연

구지역의 경우는 감소 경향이 뚜렷하지 않지만, -350m 하부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열틈의 크기의 확률 도함수는 형 으로 수정규분포로 수렴

된다(Fig. 3.3.21). 고성 지역의 단열틈의 크기는 수정규분포 평균값이 약 0.33m, 

산술평균은 약 1㎜ 이다. 

     유성 지역의 체 단열, 하부 역, 그리고 잠재 투수성 단열에 한 수정

규분포의 평균값은 각각 0.84㎜, 0.75㎜, 6.94㎜ 이고, 산술평균값은 각각 2.34㎜, 

1.49㎜, 13.1㎜ 이다. 하부 역에 분포하는 단열틈의 크기는 Table 3.3.9에 정리하

다. 유성 지역에서 심도에 따른 단열틈의 크기 변화는 Fig. 3.3.22와 같다. 체

인 경향은 심도의 증가에 따라 단열틈의 크기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 

다. 

Fig. 3.3.21. Lognormal probability plot for aperture size from the lower 

zone in the Yuseong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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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9. Summarized statistics of the aperture size from the lower zone in the
Yuseong study site.

Aperture (m) All fractures Set 1 Set 2 Set 3

μ±σof Lognormal PDF (eμ) -7.20±1.19 (0.75) -7.33±1.23 (0.66) -7.20±1.16 (0.75) -6.85±1.12 (1.06)

Arithmetic Mean±SD 1.49±2.48 1.43±2.72 1.37±1.88 1.97±3.36

Min 0.01 0.01 0.02 0.03

Median 0.76 0.64 0.79 1.29

Max 28.50 28.50 22.40 25.9

Fig. 3.3.22. Vertical variation of the conductive fracture's aperture size 

in the Yuseong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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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5. 터  배치방향에 따른 확률  단열빈도분포

     본 조사 상 시추공에서 분석된 단열계의 기하학  분포특성을 이용하여 터

이 건설되는 방 각에 따라서 단열의 빈도를 측하 다. 즉, 임의의 선(line)이 

수평인 상태에서 방 각을 달리 했을 경우, 단열교차빈도의 계산을 통하여 터  

설계/시공시 그 layout에 따라 확률 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평균 인 단열빈도를 

사 에 측할 수 있다. 

     λδ t  는 시추공, 측선 는 터  방향에서의 총 단열빈도로서 단열조가 n 개

일 때, 단열조의 수선과 δ의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의 총단열빈도는 다음의 식으

로 계산된다(3-3-10). 

λδ t = ∑
n

j=1
 λ j cosδ j (3.3.7)

     터 의 방 각의 변화에 따른 단  미터당 단열빈도의 분석결과는 Fig. 

3.3.23과 같다. 고성 연구지역은 터  trend 90o～150o 방향을 따라서 최 값(0.04

이하/m)을 가지며, 20
o부근에서 최소값을 보인다. 유성 연구지역은 터  trend 60o 

방향을 따라서 최 값을 가지며, 10o와 120o부근에서 최소값을 보인다. 유성 연구

지역의 경우, 하부 역의 최  단열빈도값은 2/m 미만이고, 하부 역의 투수성

단열만을 고려할 때는 0.5/m 미만이다.

   5. 토의  결론

  

     2개 연구지역에서 조사된 단열체계의 분포특성은 단열암반의 투수성과 직

인 계를 갖게 될 것이며, 이와 민감한 인자로서 시험구간 내의 단열의 수와 

단열틈의  크기를 고려할 수 있다. 고성 지역은 단열의 발달이 미약한 계로 

투수성 시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성 지역에서는 10m 간격으로 정압

주입/수 강하 시험이 이루어졌다(3-3-15). 

     체 수리 도도 자료에 한 시험구간별 단열의 수와의  단열틈의 크

기의 직선 회귀분석 결과, 각각 10.7%와 8%의 미약한 상 계를 보여 단열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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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23. Probabilistic fracture frequency intersected by tunnel layout in the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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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 지역에서 이 게 투수성과 단열인자간

의 상 계가 은 것은 첫째, 유성 지역에 발달한 단열들은 부분 2차 물로 

충 되어 있으며, 둘째, 음  텔 뷰어 이미지를 이용하여 AperSa 로그램으

로 계산된 단열틈의 크기는 시추 작업에 의한 공벽 효과에 크게 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단열체계의 분포특성 연구결과는 등연

속체매질로서의 화강암의 수리지질 단 층의 정의에 직  이용된다. 이와 련, 

김경수 외(2002)는 유성 지역의 4개 시추공에서 해석된 수리 도도의 수직  분포

를 종합하여 지표부를 포함하는 상부 수리지질 단 층과 하부 수리지질 단 층의 

경계는 략 -160m 부근으로 설정될 수 있음을 밝 (3-3-15), 단열체계의 수직  

분포특성에 의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본 암반블록규모의 단

열체계는 동일 불연속면체 내에서의 지하수 흐름을 일차 으로 지배하는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성 지역에서 이루어진 10m 일정 구간별 정압주입시험을 

통한 수리 도도 산출결과와 해당 시험구간에 분포하는 단열의 빈도와  틈의 

크기에 한 분석결과, 이들 각각은 양의 상 계를 갖는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Fig. 3.3.24). 유성 지역의 경우, 단열 빈도와 수리 도도 간의 상 계가  

단열 틈의 크기와의 계보다 상 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양자간의 

상 계수가 비교  낮은 이유는 유성 지역처럼 단열 물이 풍부하게 충 된 암반

의 투수성은 단열 빈도나 틈의 크기에 비하여 특정 개구상 단열의 투수성에 우선 

지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시추공에서 검층된 단열자료만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단열의 

크기에 한 정보는 악되지 않았다. 단열의 길이 혹은 크기는 단열의 기하학  

인자 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향후 연구지역 주변 노두에 

분포하는 단열을 상으로 추가 인 조사가 필요하다. 

     고성 지역은 괴상의 화강암반으로 단열체계에 한 확률  해석이 어려웠으

며, 형 인 단열암반의 특성을 보이는 유성 지역의 화강암에 하여는 충분한 

연구가 가능하 다. 하나의 불연속면체의 구조  특성을 반 하는 암반블록규모의 

단열체계 분포특성에 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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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g K vs. no. of fractures

  

(b) Log K vs. aperture size

Fig. 3.3.24. Relations of the hydraulic conductivity to the fracture intersection 

frequency(a) and the cumulative aperture size(b) in the tes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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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지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선구조는 성 상과 음 기복

도를 이용하여 도출되었으며, 분석 역 내에서 선구조로 경계를 이루는 

암반블록규모는 고성지역의 경우 약 2km2 이상, 유성지역의 경우는 약 1 

km2 이다.

   • 고성 지역의 2개 시추공에서 검층된 단열은 1개 조의 고경사군과 2개 조의 

경사군으로 분류되고, 유성 지역의 4개 시추공에서 검층된 단열은 NNE 

주향과 NW 주향의 고경사군과 무작  방향을 보이는 경사군으로 구성

되어, 연구지역 내의 조사 치는 암반블록규모 내의 동일 불연속면체 특성

을 반 할 수 있다. 

   • 수직  단열빈도의 변화로부터 고성 지역의 경우, 지표부에서 지하 -500m 

까지를 동일한 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유성 지역의 상하부 역은 

지표로부터 약 -160m를 기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부 역에서는 수평

단열군이 격히 감소하고, 개구상 단열의 빈도는 Set 1이 상  우세를 

보인다.

   • 유성 지역의 단열 방향군은 모두 Fisher 분포를 따르며, 집도는 Set 2가 

가장 크고, Set 3가 가장 작다. 상하부 역에서 개구상 단열의 비 은 각

각 10.5%, 8.8%이다. 

   • 단열 간격과 틈의 크기는 모두 수정규분포를 따른다. 유성 지역 하부 

역의 보정된 단열간격의 산술평균은 Set 1이 0.86m, Set 2는 0.66m, Set 3

는 3.15m이다. 동 역의 단열 틈에 한 수정규분포 평균은 Set 별로 

각각 0.66㎜, 0.75㎜, 1.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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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단열암반 수리특성

   1. 등연속체 매질로서의 연구지역의 유효수리 도도 산출

    1.1. 서 론

     결정질암류에서의 지하수유동은 일반 으로 투수성 단열체계의 분포특성에 

지배된다. 단열암반의 수리특성을 모사하는 방법으로는 개념 으로 두 가지가 있

는데, 첫째는 분리단열망모델(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l)로서 암반을 투수

성 단열과 불투수성 매질로 표 하는 개념으로 수치모델로 개개의 단열을 모두 

표 할 수 없으므로 수리 으로 요한 단열만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3-4-35). 둘째는 등연속체모델(equivalent continuum model)로서 암반을 등방성 

는 이방성의 균질한 연속체 매질로 가정한다. 특히, 이 개념에서는 실제 암반의 

지하수가 유동하는 것으로 모사되는 연속체 매질에 한 수리 도도의 표값을 

정의하는 것이 요하다. 

     시추공 내 수리시험에서 얻어지는 수리 도도에 한 표값은 다음의 식과 

같은 평균값으로 표 되는데, 매질의 특성과 표값의 활용목 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산술평균(KA)=
1
m ∑

m

i=1
Ki (3.4.1)

조화평균(KH)

=
m

∑
m

i=1

1
Ki

(3.4.2)

기하평균(KG)=(∏
m

i=1
Ki)

1
m

(3.4.3)

     Freeze(1975)는 균질 매질에서의 수리 도도가 빈도분포로 정의될 때 1차원 

지하수유동의 거동에 해 연구하 다(3-4-17). 여기서 수리 으로 균질 매질이라 함

은 수리 도도가 공간 으로 상수로 표 됨을 의미한다. 지 까지 수리시험으로부터 

도출된 수리 도도에 한 확률 도함수로서 수정규(lognormal)분포가 고려되어 

왔다. Freeze(1975)는 규모의 요성을 강조하 는데, 그의 연구결과는 역 규모

에서 용 가능하며, 소규모 역에서는 심 상의 인자에 하여 단일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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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수 없다고 하 다. 한, 층상의 매질을 가로지르는 1차원에서 수리 도도

가 수정규분포를 갖고 정상류 흐름일 때, 유효수리 도도(KE)는 조화평균(KH)

임을 확인하 다(3-4-17). 

     Carlsson et al.(1990)은 지하수가 매질의 층과 평행하게 흐를 경우의 KE는 

산술평균(KA)이라고 주장하 다(3-4-12). 3차원의 정상류 흐름에서의 KE는 기하

평균(KG)이 가장 하다고 보고되었다(3-4-17). Dagan(1979)은 통계 으로 균

질한 층의 KE는 다음 식으로 표 됨을 확인하 다(3-4-13). 즉, 식 (3.4.4)에 따르

면 2차원의 문제에서는 KE = KG로 단순화된다.

KE=KG{1+( 1
2
-

1
m )c2σ2y}  (3.4.4)

m  = 유동차원 ( m=1, 2 는 3)

σ y  = 수리 도도 K에 하여 log10K의 표 편차, c  = ln10

     Gustafson(1986)은 수리 도도 빈도분포가 수정규분포를 갖는 2차원 문제

에 한 수치연구에서 2차원 흐름에 한 최 의 평가는 기하평균임을 밝혔다

(3-4-20). 한, 패커시험을 이용하여 단열 암반의 표체 (REV)의 규모를 추정

하는 방법을 제시하 는데, 단열암반에서 연속체모델를 용할 때는 모델 역이 

크고 시험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 다. 

     Broch and Kjørholt(1993)는 Torpa 압축공기 장시설에서 400개의 수리시험 

자료의 결과를 수벽공의 주입수량의 계측하여 역산된 매질의 수리 도도와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 는데, 그 결과 수벽공 주입수량을 기 로 계산된 수리 도도 값은 

수리시험에 의해 계산된 기하평균값과 앙값 사이에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3-4-11).

     본 연구는 연구지역에 설치된 시추공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수리시험을 

통하여 수리지질 단 층(hydrogeologic unit)을 정의하고, 단 층 별로 유효수리

도도를 산출하기 한 것이다. 본 연구는 2단계에 걸쳐 우선 연구 상 매질인 화

강암으로 구성된 연구지역을 상으로 제반 지질환경특성을 연구하는 로그램의 

일부이다. 연구 로그램에서 획득되는 지질, 수리지질, 지구화학, 암반역학 자료

들은 기 처분시스템 개발  방사선  안 성 해석 업무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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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용된 장 조사  시험의 흐름도는 Fig. 3.4.1과 같이 정리된다.

Packer Setting

Head Measurement

Water Injection with Constant 
Pressure

Flow Rate 
Measurement

Shut In

Fall-off Measurement

10 m Double 
Packer System

3 kg/cm2

~20 min

~20 min

Borehole Drilling

Slug Test in Whole 
Borehole

BHTV Logging

Design and Installation of the Multi-
packer System

Pulse Test in the Packed-off 
Zones

Fig. 3.4.1. Procedures for a series of the hydraul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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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순간충격시험과 정압주입/수 강하시험

     고성지역의 GS-01과 유성지역의 YS-01 시험공에 다 패커(multi-packer 

system, Westbay Co.) 설치  공 순간충격시험(slug test)과 일정구간별 정압

주입/강하시험을 실시하 다. 

     공 순간충격시험은 배출 후 수 회복 방식(bail down test와 유사)으로 이

루어졌다. 고압 양수펌 를 이용한 공내 지하수 제거 에 자동수 기록기(DI222, 

Eijkelkamp)를 설치하 다. 측정 시간은 1  단 로 설정되었다. 공내 지하수 는 

자연 지하수  비 약 93m 까지 강하되도록 공내 지하수를 배출시켰으며, 기 

수 까지 완  회복되는 시 까지 시험이 이루어졌다. 공 순간충격시험은 

YS-01공에 한하여 시행되었다.

     정압주입/수 강하시험(constant injection/fall-off test)은 이 패커를 이용하

여 일정하게 10m 구간별로 별로 시행되었다. 시험은 주입단계와 주입후 수 강하 

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20분 내외로 계측되었다. 주입수는 연구지역의 지표수를 이

용하 으며, 주입압력의 안정화를 하여 약 30m의 정압이 걸리도록 상부 표고에 

물탱크를 임시로 설치하 다. 주입호스 선상에 설치되는 압력계는 0.1 ㎏/㎠까지 

독 가능한 유압 압력계를 사용하 다. 주입량의 정 한 계측에 가장 요한 유

량계는 Gilmont Instruments사의 rotameter를 계측 범 별로 첩하도록 자체 제

작되었다. 피압구간에서의 역류 상을 방지하기 하여 유량계 각각의 연결라인

에 체크밸 가 설치되었다. 제작된 유량계는 Fig. 3.4.2와 같으며, 부착된 5개 조의 

유량계 계측범 는 최  22ℓ/min, 최소 1.0㎖/min이다. 

Fig. 3.4.2. Photograph of the rotameters implemented in 

the hydraul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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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다 패커시스템의 설치와 펄스시험

     심부지하수체계의 장기  모니터링을 목 으로 시추공  심도가 가장 깊은 

고성지역의 GS-01공과 유성지역의 YS-01공에 다 패커시스템을 설치하 다. 다

패커시스템의 계측구간 설계는 공내 단열 검층을 하여 수행된 텔 뷰어 검층 

결과와 정압주입/수 강하시험 결과를 기 로 하 다.

     고성 연구지역은 지표부 부근과 세립질 aplitic zone에 단열이 분포하는 특성

을 보인다. 투수성 구간 역시 이들 단열 분포구간과 직 으로 련되므로 독립

인 단열분포구간과 aplitic zone에 을 두어 패커 설치구간을 결정하 다 

(Table 3.4.1; Fig. 3.4.3). 총 7개의 패커를 설치하여 8개의 격리구간을 확보하 으

며, measurement port는 총 9개를 설치하 다.

     YS-01 공은 GL.-104m 부근에서 폭 1m 내외의 단열 가 교차되었으며, 시

추작업 후 단열  교차구간의 붕괴로 인하여 부득이 GL.-103m ～ -127m 구간에 

시멘트 그라우트를 실시하 다. 이 그라우트 구간을 포함하여 투수성 구간을 주

로 총 13개의 패커를 설치하여 14개의 격리구간을 확보하 다(Table 3.4.2; Fig. 

3.4.4). 각각의 격리구간에는 불교란 지하수시료 채취를 한 계측구(measurement 

port)와 지하수시료의 다량 채취  수리시험을 한 양수구(pumping port)가 1 

조씩 부착되었다(Fig. 3.4.5).

     다 패커시스템을 이용한 격리구간에서의 펄스시험(pulse test)은 이싱 내

부의 수 를 Waterra 펌 를 이용해 최소 22m, 최  60m 강하시키고, 자동수

기록기를 1  단 로 설정하여 설치한 다음, 양수구를 개방하여 수  회복을 계측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방법은 공 순간충격시험과 동일한 원리로서 특별

히 격리구간에서는 펄스시험이라 한다.

     1.2.3. 시험결과의 해석방법

     정압주입시험의 결과에 하여 정상류 해석법에 의한 매질의 수리 도도 계

산은 근본 으로 균질한 등방성의 다공성 매질에서의 수직 시험구간 내의 흐름이 

층류(laminar flow)라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이용되는 Moye(1967)

에 의한 식 (3.4.5)를 용하여 수리 도도를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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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q
lH0

[
1
2π

(1+ln(
l

2rw
)] (3.4.5)

     이때, q는 주입율, l은 시험구간 길이, Ho는 유효주입압, rw는 시추공 반경이다. 

 식은 시험구간의 시추공 주변에서는 방사상흐름이 일어나고, 시추공으로부터 

거리가 l/2인 지 의 바깥에서는 구상흐름으로 환된다는 가정을 기 로 한다.

     시험의 정확성을 하여 정압주입/수 강하시험은 각각 2시간 정도의 계측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3-4-2). 본 연구에서는 장 여건상 비교  짧은 시간에 이

루어진 시험이므로 식 (3.4.5)의 해석에 있어서, 주입율(q)은 일정유동(constant 

flow) 경계조건일 경우에는 평균유동율을, 주입시험 종료 시 에서도 계속 주입율

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 의 주입율을 용하 다. 

     주입시험 종료 후 시간에 따른 수 (수압)변화 자료에 한 부정류 해석법은 

일반 으로 Horner 도시법(3-4-22)을 이용한다. Horner 도시법은 시추공 주변의 

지하수 흐름을 방사상 흐름으로 가정할 때 주입 종료 시 에서의 실제 압력에 

한 압력변화는 경과시간을 수좌표로 한다.

K=
0.183 Qp Pw g

Δ(dp') L (3.4.6)

이때, Qp는 주입 종료 시 에서의 주입율, ∆(dp')는 경과시간의 수좌표에서 하

나의 수주기 동안 계측된 압력 변화, Pw는 물의 도, g는 력가속도, L은 시

험구간이다.

    1.3. 연구결과

     1.3.1. 시험결과

     술한 시험 차와 방법에 의하여 수리시험이 시행되었다. 고성 연구지역은 

단열이 분포되지 않은 괴상의 화강암반이기 때문에 수리시험은 단열이 분포하는 

구간에 한하여 제한 으로 이루어 졌다. 조사공별 시험  해석이 이루어진 구간

은 Table 3.4.3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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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Zone interval and location of the measurement ports in the 
borehole GS-01.

Port (Zone) 

No.

Zone Interval Port Depth MP Casing 

Depth (GL.m)GL.-m EL.m GL.-m EL.m

9
48 

(0 ～ -48)
48

(105 ～ 57) -45 60

-444

8
60

(-49.5 ～ -127.5)
60

(55.5 ～ -22.5) -124.5 -19.5

7
57

(-129 ～ -189)
57

(-24 ～ -84) -129 -24

6
60

(-190.5 ～ -247.5)
60

(-85.5 ～ -142.5) -244.5 -139.5

5 60
(-249 ～ -309)

60
(-144 ～ -204)

-249 -144

4 -306 -201

3 57
(-310.5 ～ -367.5)

57
(-205.5 ～ -262.5)

-310.5 -205.5

2 69
(-369 ～ -438)

69
(-264 ～ -333)

-435 -330

1 60.5
(-439.5 ～ -500)

60.5
(-334.5 ～ -395)

-439.5 -334.5

Table 3.4.2. Zone interval and location of the measurement ports in the 
borehole YS-01.

Port (Zone) 

No.

Zone Interval Port Depth MP Casing 

Depth (GL.m)GL.-m EL.m GL.-m EL.m

14
39

(0 ～ -39)
39

(-82  ～ 43) -30 52

-466

13
39

(-40.5 ～ -79.5)
39

(41.5 ～ 2.5) -73.5 8.5

12
19.5

(-81 ～ -100.5)
19.5

(1 ～ -18.5) -94.5 -12.5

11
27.5

(-102 ～ -129.5)
27.5

(-20 ～ -47.5) -123 -41

10
11.5

(-131 ～ -142.5)
11.5

(-49 ～ -60.5) -130.5 -48.5

9
31.5

(-144 ～ -175.5)
31.5

(-62 ～ -93.5) -169.5 -87.5

8
55.5

(-177 ～ -232.5)
55.5

(-95 ～ -150.5) -177 -95

7
24

(-234 ～ -258)
24

(-152 ～ -176) -252 -170

6
48

(-259.5 ～ -307.5)
48

(-177.5 ～ -225.5) -259.5 -177.5

5
18

(-309 ～ -327)
18

(-227 ～ -245) -321 -239

4 45
(-328.5 ～ -373.5)

45
(-246.5 ～ 291.5) -367.5 -285.5

3
46.5

(-375 ～ -421.5)
46.5

(-293 ～ -339.5) -415.5 -333.5

2
33

(-423 ～ -456)
33

(-341 ～ -374) -450 -368

1
42.5

(-457.5 ～ -500)
42.5

(-375.5 ～ -418) -457.5 -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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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Design layout for the Multi-packer system in the borehole G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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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Design layout for the Multi-packer system in the borehole YS-0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Water Conducting Zone

Artesian Condition

Cement Grouted Zone

Semi-Open Fracture

Open Fracture

Fractured Zone

LEGEND

Packers

79.5-81

39-40.5

100.5-102

129-130.5

142.5-144

175.5-177

232.5-234

258-259.5

307.5-309

327-328.5

373.5-375

421.5-423

456-457.5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agnetic Color Pumping PortMeasurement Port

Casing 
Top



- 179 -

Measurement
Port

Pumping
Port

Inflatable
Packer

Pr
es

su
re

 p
ro

be
Sa

m
pl

in
g 

pr
ob

e

Measurement
Port

Pumping
Port

Inflatable
Packer

Pr
es

su
re

 p
ro

be
Sa

m
pl

in
g 

pr
ob

e

Fig. 3.4.5. Schematic view of the Multi-packer system.

     구간별 시험 는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다음 조건 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 시험 시작부터  주입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시험기기의 계측 한계치

(수리 도도 : 1E-12m/s)로 가정

      • 기 류효과 이후 주입이 되지 않는 경우 는 불투수구간(수리 도도 : 

1E-12m/s)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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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입압력보다 높은 수압이 작용하는 구간은 시험 불가로 가정(artesian 

zone)

      • 수 강하가  계측되지 않는 구간은 불투수구간으로 가정 

Table 3.4.3. Summary of hydraulic test results.

Borehole
Number of 

Test Interval

Number of Analysis 
Number of 

Test Failure

Steady state Transient state Steady state Transient state

GS-01 8 8 6 - 2

GS-02 3 2 1 1 2

YS-01 47 47 27 - 20

YS-02 18 18 18 - -

YS-03 29 29 28 - 1

YS-04 36 36 32 - 4

Total 141 140 112 1 29

    1.3.2. 고성 연구지역

     1.3.2.1. 정압주입/수 강하 시험 결과

     시추공 GS-01에서 단열이 분포하는 구간의 수리 도도는 1x10-9 ～ 1x10-8 

m/s의 범 는 갖는다. 기타 단열이 분포하지 않는 구간의 시험의 한계치 1x10
-12 

m/s으로 가정하 다. 장구간 시험의 결과에서 보면, 1x10-10 ～ 1x10-9m/s의 범

를 가지는데, 이것은 소수의 투수성 단열이  시험구간의 투수성을 반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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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특히, 단열이 교차되지 않는 최하부 구간에서도 이와 유사한 범 를 보이

는데, 이것은 단열 검층에서 오류가 있거나, 수리시험 기기의 오차에 의한 결과로 

단된다. 즉, 체 으로 1x10-12m/s에 가까운 투수성을 갖는다고 사료된다(Fig. 

3.4.6).

     시추공 GS-02는 상부구간에 단열이 분포하지 않으며, 하부 일부 구간에 한

정되어 분포한다. 단열이 분포하는 시험구간의 수리 도도는 1x10-10 ～ 1x10-9 

m/s의 범 에 있으며, 기타 불투수성 구간은 1x10-12m/s로 사료된다(Fig. 3.4.6).

     1.3.2.2. 수리지질 단 층의 유효수리 도도

     시추공 GS-01과 GS-02는 동일 표고에 치하며, 이격거리는 약 100m이다. 

따라서, 이들은 block 규모 내의 동일한 수리지질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Fig. 3.4.6에서 이들 두 개공의 수리 도도를 비교하면, 지표로부터 약 -300m 

하부에는 불투수성 암반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고성 연구지역

에서는 -300m를 기 으로 그 윗부분을 상부 단 층으로, 그 아랫부분을 하부 단

층으로 경계를 나  수 있다.

     고성 연구지역의 수리지질 단 층의 유효수리 도도는 수리 도도의 수정

규분포를 갖는다는 가정하에 Fig. 3.4.7, Fig. 3.4.8처럼 분석되며, Table 3.4.4와 같이 

정리된다. 부정류 해석결과는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시험 결과에 반 하지 않았다.

    1.3.3. 유성 연구지역

     1.3.3.1. 정압주입/수 강하 시험 결과

     본 연구지역은 비교  단열이 많이 발달된 지역으로서 암반의 투수성도 이

에 상응하는 특성을 갖는다. 심도의 증가에 따라 수리 도도의 감소 경향은 아주 

미약하게 나타난다. 주요 투수성 구간은 주로 상부 지표부와 단열   주변 쇄

구간에 집 되지만, 심부의 투수성 구간은 단일 혹은 수 개의 개구상 단열에 의하

여 지배되는 경향을 보인다(Fig.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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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orehole GS-01                  (b) Borehole GS-02

Fig. 3.4.6. Hydraulic conductivity distribution of the boreholes GS-01 and G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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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7. Normal distribution statistics of the logarithmic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boreholes GS-01 and G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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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8. Normal distribution statistics of the logarithmic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upper zone in the Goseong study site.

Table 3.4.4.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Goseong study site(ln K m/s).

All Data
Upper Zone

(0 ～ -300m)

Lower Zone

(-300 ～ -500m)

LN Mean
-27.5200

(1.12E-12)

-27.6310

(1.00E-12)

Standard Deviation 0.8341 0.0000

Minimum -27.6310 -27.6310

Median -27.6310 -27.6310

Maximum -20.1255 -27.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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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S-01           (b) YS-02            (c) YS-03           (d) YS-04

Fig. 3.4.9. Hydraulic conductivity distribution of the boreholes.

     4개 공의 수리 도도 분포를 비교해 보면, 략 지표부, -100m 부근, -160m 

부근, -250m 부근, -350m 부근, 그리고, -500m 부근에 투수성 구간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투수성 구간은 시추공별로 투수성 단열이 분포하

는 구간의 심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4개 공 체 시험자료에 한 정상류와 부정류 해석결과는 Fig. 3.4.10에 보

이는 바와 같이 수정규분포를 따른다. 정상류와 부정류 해석결과의 기하평균은 

각각 3.47x10-10m/s, 7.23x10-10m/s으로 부정류 해석결과가 약 2배 가량 크게 계산

된다. 피압구간 외에도 불투수성 구간이 다수 존재하며, 정압주입/수 강하 시험

에 의한 구간별 수리 도도의 최 값은 약 1x10-7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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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eady state 

(b) Transient state

Fig. 3.4.10. Normal distribution statistics of the logarithmic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steady state and transient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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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험의 해석결과, 시험방법에 의한 수리 도도의 차이는 미미한 수 이

나, 약 1x10-8m/s를 기 으로 투수성이 큰 역에서는 정상류 시험이 더 높은 투

수성을 나타냈고, 투수성 구간에서는 부정류 시험 결과가  더 높게 해석되는 결

과를 보 다(Fig. 3.4.11).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3-4-2, 3-4-3), 일반 으

로 정상류 분석방법에 의한 수리 도도 값이 부정류 해석에 의한 경우보다 3～10

배 가량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해석결과의 차이는 시험 시간이 충분치 않았

거나, 2차원 방사상 흐름의 가정을 벗어나는 분할차원의 흐름을 갖는 경우에 기인

하는 것으로 단된다.

  Fig. 3.4.11. Linear regression of the logarithmic hydraulic conductivity between the 

state steady and transient analyses.

     1.3.3.2. 공 순간충격시험과 펄스시험 결과

     공 순간충격시험은 투수성의 범 가 넓은 포화 매질에 하여 비교  짧

은 시간 내에 시험이 가능하고, 방법 한 단순하여 암반 내 평형상태의 수두분포

를 크게 교란시키지 않는 것이 장 이다. 그러나, 시추공 주변 역의 특성만 반

되어 시추공 주변 매질의 특성에 아주 민감하다는 단 을 갖고 있으며, 결국 

개의 경우 투수성이 큰 천부층의 특성에 크게 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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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시험은 시추공 내 임의 격리구간에서 행하여지는 순간충격시험으로서 

특별히 펄스시험이라 일컫는데, 자의 시험법에 비하여 투수성암반의 투수성 

시험에 아주 유용하다. 가압 방식을 용할 때 반응 압력은 시험장비의 압축성에 

민감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배출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시험장비에 의한 향이 

제거될 수 있다.

     공 순간충격시험과 펄스시험의 결과는 Bouwer & Rice법(3-4-10)과 

Hvorslev법(3-4-23)을 이용하여 해석하 으며, 분석에 이용된 소 트웨어는 

AQTESOLV(V.2.5)이다. 각각의 해석법에 하여는 함세  외(2001)에 상세히 정

리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인용, 약술한다(3-4-48). 

     Bouwer & Rice법은 자유면 수층의 해석을 한 방법이지만 스크린의 최상

부가 상부 가압층으로부터 어느 정도 아래에 치하는 조건에서는 피압 수층에

도 용이 가능하다. 수리 도도 해석식은 

K = 
r2 ln (Le/R)

2L
1
t
ln (

Ht
H0

) (3.4.7)

과 같다. 여기서, Le는 유효반경, R은 우물 스크린 혹은 나공 구간의 반경, r은 우

물 이싱의 반경, L은 우물 스크린 는 나공 구간으로서 물이 주입되는 구간, 

그리고 Ho는 시간 0일 때의 수 강하, Ht는 Ho  이후의 경과시간 t일 때의 수 강

하이다.  

     Hvorslev법은 지하수면 아래의 천부의 모래층 는 토층에 용되며 우물

의 스크린이나 시추공이 수층을 완 히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

한 해석방법으로 수리 도도의 해석식은 다음과 같다. 

K = 
A

F (t1 - t2)
ln
h1
h2 (3.4.8)

     여기서, A는 시추공의 단면 , F는 형상계수로서 시추공의 스크린 구간의 직

경, 길이 그리고 모양에 좌우된다. h1과 h2는 각각 시간 t1, t2에서의 수 이다. 만

약 스크린의 길이에 한 반경의 비(L/R)가 8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식을 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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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r 2 ln(L/R)
2L

ln(h1/h2)

(t1-t2)
 = r2

ln(L/R)
2LT0

(3.4.9)

     여기서, r은 우물 이싱의 반경이며, To는 최  상승이나 최  하강의 37%

에 해당하는 수 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으로서 원래의 유량을 유지하면서 수

가 평형상태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공 순간충격시험과 펄스시험은 상호 시험방법에 의한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다 패커시스템이 설치된 YS-01 시추공에 한하여 이루어졌으며, 해석결과는 

Table 3.4.5에 정리하 다. 

Table 3.4.5. Hydraulic conductivities analysed by the slug and pulse tests in the
borehole YS-01.

Test 
method Test zone Test interval

Static 
groundwater 

level (m)

Initial 
displacement 
(m)

K (m/s)

Bouwer & Rice Hvorslev

Slug Open hole 0.0～500.0 2.82 93.10 1.02E-08 1.14E-08

Pulse

Zone 14 0.0～ 39.0 3.04 60.22 2.66E-08 3.16E-08

Zone 13 40.5～ 79.5 3.49 22.22 2.51E-09 2.72E-09

Zone 12 81.0～100.5 3.06 40.42 3.01E-09 3.02E-09

Zone 11 102.0～129.5 3.22 39.92 2.61E-09 2.53E-09

Zone 10 131.0～142.5 2.69 42.82 2.53E-11 2.35E-11

Zone 9 144.0～175.5 2.43 41.02 3.62E-10 3.53E-10

Zone 8 177.0～232.5 2.59 45.47 2.62E-10 2.58E-10

Zone 7 234.0～258.0 4.18 40.95 2.41E-08 2.22E-08

Zone 6 259.5～307.5 2.46 35.25 1.99E-11 1.88E-11

Zone 5 309.0～327.0 2.62 40.75 2.17E-10 1.92E-10

Zone 4 328.5～373.5 1.48 42.42 6.97E-11 6.44E-11

Zone 3 375.0～421.5 2.37 43.50 2.34E-09 2.14E-09

Zone 2 423.0～456.0 2.48 35.42 2.33E-09 2.07E-09

Zone 1 457.5～500.0 2.48 36.20 2.70E-08 2.41E-08

KA, Eq. (1) 6.53E-09 6.52E-09

KH, Eq. (2) 1.19E-10 1.12E-10

KG, Eq. (3) 1.02E-09 9.82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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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12는 공 순간충격시험에 하여 Bouwer & Rice법으로 분석한 결

과를 보이는 이다. 이 시험 결과에 하여 해석방법에 따른 수리 도도 값은 거

의 유사한 수 을 보 으며, 수리 도도는 약 1x10-8m/s으로 투수성이 상당히 양

호한 매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값을 보 다.

     심도에 따른 구간별 펄스시험에 의한 수리 도도의 범 는 최  3.16x10-8 

m/s부터 최소 1.88x10-11m/s에 이른다. KA는 약 6.5x10
-9m/s, KH는 약 1x10

-10 

m/s, 그리고 KG는 1x10
-9m/s으로서, 이는 공 순간충격시험에 의한 값에 비하여 

KA는 약 1.5배, KH는 약 100배, 그리고 KG의 경우에는 약 10배 가량 투수성이 낮

게 평가된 것이다.

0. 4.E+03 8.E+03 1.2E+04 1.6E+04 2.E+04
1.E-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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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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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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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Obs. Wells
YS01-Open

Aquifer Model
Unconfined

Solution
Bouwer-Rice

Parameters
K  = 1.015E-08 m/sec
y0 = 0.9927 m

Fig. 3.4.12. Slug test analysis by the Bouwer & Rice method at the borehole Y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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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3. 수리지질 단 층의 설정과 유효수리 도도

     4개 시추공에서 검층된 단열빈도의 수직  분포양상과 특히, YS-01 공에서

의 잠재 투수성 단열의 수직  분포경향, 그리고 4개 공에서 해석된 수리 도도의 

수직  분포(Fig. 3.4.9)를 종합하면, 지표부를 포함하는 상부 수리지질 단 층과 

하부 수리지질 단 층의 경계는 략 -160m 부근으로 설정할 수 있다. 

     Fig. 3.4.13은 3가지 수리시험에 의한 결과를 종합 도시한 것으로서, 이 그림

에서 펄스시험에 의한 수리 도도 역시 동일 구간에서 이루어진 정압주입시험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앞서의 상하부 경계로 설정된 지 은 펄스

시험의 해석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 순간충격시험의 결과는 YS-01 공의  구간에 걸쳐서 가장 투수

성이 높은 구간에 크게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의 상이 되는 투수성 

구간의 심도까지 이싱과 완벽한 그라우 이 제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이 시험

방법 자체가 갖는 특성 때문에 주요 투수성 구조와 풍화 를 포함하는 천부 쇄

구간의 투수성에 지배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단열암반을 등연속체 매질 개념으로 평가하기 해

서는 화강암에 발달된 투수성 단열의 공간  분포특성과 매질의 수리  특성 측

면에서 통계 으로 균질하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가정은 Dagan(1979)에 

의한 식 (3.4.4)를 만족시키며, 2차원의 흐름에 하여 KE = KG로 표 될 수 있

다. 따라서, 상하부 수리지질 단 층의 KE는 Fig. 3.4.14에 보이는 분석을 통하여 

Table 3.4.6과 같이 정리된다.

     상부 수리지질 단 층의 KE는 일정구간별 정압주입/수 강하시험의 경우 

5.27x10-10 ～7.57x10-10m/s의 범 를 가지며, 펄스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약 1.7x10-9m/s

이다. 하부 수리지질 단 층에서는 자의 경우 2.45x10-10～6.81x10-10m/s의 범 를 가

지며, 후자에 의한 경우에는 7.17x10-10～ 7.75x10-10m/s의 범 를 갖는다. 한편, 심

도 500m 까지를 하나의 균질한 단 층으로 가정한다면 정압주입시험에 의한 경

우 3.47x10
-10 ～ 7.23x10-10m/s, 펄스시험의 경우에는 1.02x10-09 ～ 9.82x10-10m/s의 

범 를 갖게 된다.

     결과 으로 상부 역의 KE가 하부 역에 비하여 약 2배 가량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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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됨을 알 수 있으며, 시험방법에 의한 차이를 살펴 보면, 펄스시험의 결과가 

정압주입/수 강하시험 결과에 비하여 2 ～ 3배 더 크게 계산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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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13. Comparison of the hydraulic conductivities obtained from the constant 

injection test, pulse test and open hole slu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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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Normal probability plot of the logarithmic hydraulic conductivity 

analysed from the constant injection test.

Table 3.4.6. Summary of the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ies and statistics in the 
study site (m/s). (Ks and Kt : K by the steady state and transient state 
analysis, B & R: Bouwer and Rice method, H: Hvorslev method).

Constant 
injection test & 
Fall-off test

All data Upper zone Lower zone

Ks Kt Ks Kt Ks Kt

KG = KE 3.47E-10 7.23E-10 5.27E-10 7.57E-10 2.45E-10 6.81E-10

KA 3.14E-10 2.01E-08 4.24E-08 3.03E-08 2.21E-08 8.79E-09

KH 1.02E-10 1.92E-11 1.37E-11 4.18E-11 8.41E-12 1.21E-11

Median 2.51E-10 5.84E-10 3.07E-10 5.19E-10 1.29E-10 7.24E-10

Max 9.87E-07 5.76E-07 9.74E-07 5.76E-07 9.87E-07 2.14E-07

Min 1.00E-12

Pulse test

All data Upper zone Lower zone

B & R H B & R H B & R H

KG = KE 1.02E-09 9.82E-10 1.68E-09 1.73E-09 7.75E-10 7.17E-10

KA 6.53E-09 6.52E-09 6.95E-09 7.98E-09 6.30E-09 5.71E-09

KH 1.29E-10 1.12E-10 1.23E-10 1.14E-10 1.17E-10 1.10E-10

Median 2.34E-09 2.11E-09 2.61E-09 2.72E-09 3.62E-10 3.53E-10

Max 2.70E-08 3.16E-08 2.66E-08 3.16E-08 2.70E-08 2.41E-08

Min 1.99E-11 1.88E-11 2.53E-11 2.35E-11 1.99E-11 1.88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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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토의  결론

     정압주입시험에 한 펄스시험 결과의 차이를 검토해 보면, Fig. 3.4.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약 1x10
-10m/s 이하의 투수성 구간에서는 더 낮게 계산되고, 

1x10-8m/s부터 1x10-10m/s 구간에서는 비슷하거나 더 높게, 그리고 1x10-8m/s 이

상인 구간에서는 비슷하거나 더 낮게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수성 구간에

서 정압주입시험이 펄스시험에 비하여 민감하지 못한 이유는 주입시험기기의 호

스와 주입수 자체의 압축성에 의한 향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투수성 매

질의 경우, 주입시험에 향을  수 있는 상기의 요인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펄

스시험이 매우 민감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들 양자간의 시험에 의

한 수리 도도는 상호 약 0.9의 높은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신뢰도 

측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 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공 순간충격시험에 한 해석법의 차이는 함세  외(2001)의 연구결

과에서처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3-4-48). YS-01 공에서 이루어진 시험의 결

과를 살펴 보면,  구간에 걸쳐서 가장 투수성이 높은 구간에 크게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공  구간에 한 조건에서는 이 시험방법 자체가 갖는 특

성 때문에 주요 투수성 구조와 풍화 를 포함하는 천부 쇄구간의 투수성을 

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에서 단열암반의 투수성을 평가하기 한 수리시험을 계획할 때, 

천부의 풍화 를 포함하는 쇄구간에 을 맞춘다면 공 순간충격시험 혹은 

장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양수시험 등이 효과 일 것이고, 지하심부 터  등의 

지하공간시설물이 설치되는 사업이라면 이  패커를 이용한 일정구간 정압주입/

수 강하시험 는 펄스시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일 결정질암반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등연속체매질 개념으로 수리지질 단

층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국지 인 불균질한 특성을 갖는 지하

수체계에 하여 공간 으로 유사한 수리지질학  단 층으로 구분하기 해서는 

지하수의 수리 , 화학 인 특성이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하여 암반의 지하수흐름을 지배하는 단열분포특성을 기 로 하여 일차 으로 크

게 상하부 단 층의 경계설정을 시도하 고, 심도별 수리 도도 변화특성을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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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로 비하 다. 여기에다 공간 인 지하수화학 특성이 비되어야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고성 연구지역

 ꠚ 고성지역은 단열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 괴상의 화강암반이 분포한다. 

수리시험에 의한 투수성 구간 역시 지표부 쇄구간과 소규모 open 

fracture가 분포하는 일부 구간에 제한된다. 본 연구에 용된 시험장비의 

계측한계를 고려할 때, 유효수리 도도는 단열이 분포하는 투수성 구간에 

의해 크게 지배될 수 밖에 없다. 지표로부터 -300m 까지의 상부 역의 

유효수리 도도는 1.12x10-12m/s이고, 그 하부 역은 background 값

(1.00x10-12m/s)으로 표된다. 

   • 유성 연구지역

 ꠚ 4개 시추공에서 조사된 단열분포특성를 근거로 할 때, 조사 상 역의 

암반은 수평 으로 단일 불연속면체의 구조  특성을 가지며, 수직 으로는 

체 단열빈도와 투수성 단열빈도의 변화양상으로부터 약 160m 심도를 기

으로 상하부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ꠚ 유성 연구지역은 단열이 비교  많이 분포하는 암반이나 부분 2차 

물로 충 되어 있어 체 인 투수성은 크지 않고, 단열   주변 쇄구

간, 그리고 소수의 개구상 단열이 투수성을 지배한다.

 ꠚ 4개 시추공에 한 정압주입/수 강하시험에 한 정상류와 부정류 해석

결과, 이들의 KG는 각각 3.47x10
-10m/s, 7.23x10-10m/s이다.

 ꠚ YS-01 공에서의 공 순간충격시험에 의한 수리 도도는 약 1x10-8m/s

으로 투수성이 크게 계산되었다.

 ꠚ 격리구간별 펄스시험에 의한 수리 도도의 범 는 최  3.16x10-8m/s부

터 최소 1.88x10-11m/s이고, KG는 1x10
-9m/s이다. 

 ꠚ 상부 수리지질 단 층의 KE는 일정구간별 정압주입/수 강하시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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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x10-10 ～ 7.57x10-10m/s의 범 를 가지며, 펄스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약 1.7x10-9m/s이다. 하부 수리지질 단 층에서는 자의 경우 2.45x10-10 

～ 6.81x10-10m/s의 범 를 가지며, 후자의 경우에는 7.17x10-10 ～

7.75x10-10m/s의 범 를 갖는다.

   2. 단열망 매질로서의 단열투수량계수 산출

    2.1. 서 론

     결정질암반 내 지질구조를 표하는 단열의 분포와 특징은 암반 지하수유동

에 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열암반 내에서 지하수의 유동은 단열이 지하수의 유

동로(conduit)가 되므로, 단열암반특성을 기본개념으로 용하여야하는 과제에 있

어서는 단열의 분포와 연결성 등이 큰 비 을 차지한다.

     재 국내의 상업  목 으로 수행하는 과제에서 수리특성 조사  평가는 

다공성매질의 연속체 개념을 사용하고 이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이다. 그러

나, 수리시험 해석 시 단열암반의 수리지질학  조건은 다공성매질과 다르기 때문

에 연속체 개념에 의한 해석결과는 올바르게 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열의 연

결성이 충분히 반 된 유동차원 해석방법을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다공

성 연속체 개념 하에서 구한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수리인자별 오차의 한계 는 

표값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해석에 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단열암반의 구조는 복잡하고, 이방성이며, 불균질한 것이 특징이

다. 지하수유동에 있어서 단열암반의 수리특성은 단열의 크기, 간격, 그리고 연결

성 정도가 공간 으로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고 불규칙한 형태와 규모를 

갖는 수 개의 수리학  단 매질로 구성된다. 지하수의 주요 유동 상은 큰 규모

의 단열틈과 연장성을 갖는 단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가정을 기 로 하며, 이러

한 단열들이 암반 내의 수리 도도와 투수량계수를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단열암

반 지역에서 지하수 유동로의 역할을 하는 단열의 투수량계수를 산출해 내고 이

를 지하수체계 해석에 이용한다면 신뢰성 제고에 더욱 효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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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단열암반에서 지하수의 유동로인 단열의 수리특성을 산출하기 

해 단열분포 특성을 악한 후 단일공에서 정압주입시험 결과에 의해 유동차원분

석을 통한 연구지역의 지하수유동차원과 단열투수량계수를 악하고, 단열틈 값에 

계한 단열조별 투수량계수의 분포 특성을 밝히는데 그 목 이 있다.

    2.2. 연구방법

     2.2.1. 단열분포특성

     단열의 빈도, 방향, 틈의 크기와 같은 기하학  라미터에 한 자료는 조

사공내 BHTV 검층에 의한 결과를 이용하 다(3-4-39).

     2.2.2. 수리시험

     유동차원  단열투수량계수 산출은 앞에서 설명한 일정구간별 정압주입시

험에 의한 결과를 이용하여 해석하 다.

     2.2.3. 유동차원  수리인자의 산출

     유동차원에 한 필요성  해석방법은 Doe and Geier(1990), 한국원자력연

구소(2000)  김천수 외(1993)의 방법을 이용하 다(3-4-15, 3-4-43, 3-4-50). 유

동차원 해석결과는 단열모델에서 시추공 모사를 통한 모델의 교정(calibration) 시

에 사용되며, 부정류해석에 의한 수리 도도값을 유동로의 특성에 따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한 유동 역의 형태와 경계효과에 한 자료  시추

공 주변에 발달된 단열체계의 특성자료를 유도해 낼 수 있다(Fig. 3.4.15).

     유동차원 해석은 표 곡선 첩법(type curve matching)에 의하여 분할차원

(fractal dimension)을 구하고(Fig. 3.4.16), 곡선 비교시 일치되는 지 에서 무차원 

QD, Q, tD,  t의 값을 도출한다. 간단하지만 실질 인 다른 방법은 시험결과

를 양 수곡선(선형유동; linear flow), 반 수곡선(방사상 유동; radial flow)과 

수곡선(구상유동; spherical flow)의 각기 다른 좌표에 도시하여 각 좌표상에서 직

선변화 특성을 찰함으로써 1, 2  3의 정수차원(integer dimension)을 구분하는 

직선법(3-4-6)이 있다(Fig. 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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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15. Spatial dimensional flows-integer and fractional cases        

(Doe ＆ Geier, 1990).

Fig. 3.4.16. Constant pressure type curves, dimension 0 to 4 

(Doe ＆ Gei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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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 flow

  

(b) Radial flow

(c) Spherical flow

Fig. 3.4.17. Analysis of flow data(after Bak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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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차원을 결정하는 근방법에 있어서, 선형유동은 시험결과가 log Q - 

log t의 양 수좌표계에서 1/2 기울기를 갖는 직선과 1/4 기울기를 갖는 직선만을 

고려한다. 직선의 기울기가 1/2인 경우의 단열은 시험구간을 수직으로 교차하면서 

발달되어있는 1차원형 유동으로 해석할수 있다(Fig. 3.4.17(a)).

logQ=-
1
2
logt+

K S s
π(A h wo) (3.4.10)

     이로부터 수리 도도는 비 류계수가 곱하여진 값으로 계산된다.

K S s=π [
q( t D=1)

A h wo ]
2

 (3.4.11)

     직선의 기울기가 1/4인 경우는 일반 으로 이 선형(bilinear)유동 특성을 갖

고 있다. 이러한 유동특성은 다공성 매질에 수직으로 발달된 투수성 단열 에서 

흔히 나타난다. 즉, 수직단열로의 선형유동과 매질에서 단열로의 선형유동의 복합

인 결과이다. 이 선형유동은 수리시험의 기단계에 나타나며, 투수성매질에 

선형유로를 갖고 있는 유동체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해석된다. 이 선형유동 해석

을 해서 모암의 수리특성에 한 자료가 필요하다.

     방사상유동은 장시험에서 가장 많이 측되는 유동상으로, 즉, 수평단열이 

조사공을 통하는 경우, 1/Q와 log t을 축으로 하는 도표에서 직선을 나타내게 

된다(Fig. 3.4.17(b)). 정압시험시 공벽 효과를 감안했을 때, 시험 격리구간에서

의 부정류 유동 상은 유량이 역수(1/Q)와 log t의 계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Q

=
0.183
h woKL

logt+log [
2.25KL

Sr 2
w ]

m

 (3.4.12)

      식으로부터 투수량계수(T)와 류계수(S)는 기울기(m)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T=Kb=
0.183
h wom (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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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 sb=
2.25T 10 -d/m

r 2
w

(3.4.14)

     구상유동은 조사공 주변에 교차하는 단열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서 나

타나며, Q와 1/ t의 도표에서 직선을 나타낸다(Fig. 3.4.17(c)).

Q=4h r 2
w πK S s

1
t
+4πK H wo r w (3.4.15)

     이 직선의 기울기와 수직 축(Q)의 편 값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

도도와 류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K=
d

4π H wo r w (3.4.16)

S s=
m 2

16πK h 2 r 4
w

(3.4.17)

     선형유동인 경우는 기울기가 1/2인 직선의 연장선에서 Q(tD=1)를 알아 내며 

수리 도도와 류계수의 곱인 수리 상수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류계수를 

가정하고 수리 도도값을 구할 수 있다. 방사상유동(n=2)에서는 반 수근사치방법

인 기울기와 편으로 투수량계수와 류계수를 산출해 낸다. 구상유동에서 시간

에 따른 유동량의 변화는 Q와 1/ t  좌표에서 직선을 나타내며, 선형유동의 경우와 

달리 원 을 지나지 않고 편을 갖게 된다. 구상유동에서도 방사상유동과 같이 

기울기와 편의 값으로부터 수리 도도와 류계수의 값을 얻게 된다.

    2.3. 연구결과

     2.3.1. 단열조별 단열빈도의 변화 양상

     유성연구지역에서는 수평 단열조인 Set 3이 심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 경

향이 두드러지며, 고경사단열조인 Set 1과 Set 2는 우열없이 비슷한 발달빈도를 

보인다(Fig. 3.3.19(c),(d),(e)).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04 m 부근의 단열  외에

도 -200 m ～-300 m 구간과, -500 m 부근에도 국부 으로 단열이 집되어 분포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굴착심도가 가장 깊은 YS-01 공의 단열조별 빈도변화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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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경사군(Set 3)에 속하는 단열들의 감소경향이 가장 뚜렷하고, 고경사군의 

Set 1과 Set 2가 체 인 빈도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시험구간별  단열틈의 분포

     연구 지역에서 심도에 따른 수리시험 구간별  단열틈의 크기(log scale) 

분포는 Fig. 3.4.18와 같다. YS-01에서는 구간 내 틈은 Set 2, 3에 지배되고, 

YS-02와 YS-03에서는 Set 2가 체 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세 시추공에서 

틈의 크기는 Set 2가 체 인 양상에 향을 미친다.

  

     2.3.3. 유동차원과 단열투수량계수 산출

     2.3.3.1. 시험조건에 따른 자료의 보정

     유동차원을 해석하기 해 정압주입시험을 실시한 자료 에서 t와 Q의 

계를 분석한다. 실시된 시험들 , 주입 기단계에서는 일정한 주입압력이 시험

구간 내에서 일정하게 정압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M-rate(multi-rate correction; Golder Associates Inc) 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동차

원을 분석하 다. 일정한 압력일때의 임의의 시간(t)과 이때의 압력(수두값)이 고

려된 Q값으로 보정된 유효시간의 계는 다음 식과 같다.

G(tn) = ∑
n

i=1
(Δ
Qi
Qn

)log 10 (tn-t i-1) (3.4.18)

Q i  : i번째 단계의 유량율

ΔQi = Qi-Qi-1

t i  : i번째 단계의 시간

     M-rate 보정은 time, flow, head의 라미터가 담긴 input 일을 실행하여, 

effective pressure, log effective pressure, log effective time, inverse square root 

effective time의 라미터가 있는 output 일을 생성한다. 여기서 effective 

pressure의 역수는 임의의 일정한 수두 값이 곱하여진 Q(flow)값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주입압력이 일정한 시험구간들처럼 직선법(Barker, 1988)을 이용하여 유

동차원을 분석한다(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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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8. Vertical variations of the cumulative aperture size by each 

fracture set in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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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주의할 은, M-rate correction에 의해 보정된 Q 값은 임의의 설정

된 일정압력이 곱해져 있으므로, 직선법을 이용한 수리상수(T, K, Ss)들의 도출시 

계산과정에서 기수두값 용에 있어서 h0=1로 계산한다(3-4-15).

     직선법에 의한 각 유동차원에서 수리상수들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선형유동 : K S s=π [
q( t D=1)

A ]
2

방사상유동 : T=Kb=
0.183
m  (3.4.19)

구상유동 : K=
d

4π r w

     2.3.3.2. 시험구간별 유동차원과 단열투수량계수 산출

     주입압이 일정한 구간과 M-rate 보정에 의해 계산된 구간의 유동차원 분석

을 통한 투수량계수는 다음 Table 3.4.7과 같다. 

     연구지역의 시추공을 통한 유동차원을 표 곡선에 비하여 차원을 결정하

고, 직선법(3-4-6)으로 분석한 결과, 시험 기에 1차원의 유동형태를 나타내는 양

수좌표에서 시간과 유량율이 선형 계를 보이다가 직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며 

2차원으로 진행하여 방사상유동 형태로 환하는 추세가 연구지역의 단일공 수리

시험시 유동차원 특성의 표되는 경향이다.

     일부 구간에서 보이는 시간과 유량의 양 수그래 에서 수직 단열의 특징으

로 보이는 기울기 1/2, 1/4의 선형유동과 이 선형유동의 양상은 Set 1, 2의 고각

의 단열들로만 분포하는 구간  일부 구간에서 선형 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수리인자 도출에 있어서 수리 도도(K)와 비 류계수(Ss)의 곱의 형태로 계산되

어 따로 분리할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수리 도도 계산에 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시험구간의 투수량계수는 선형유동의 경향에서 방사상으로 환되

는 양상을 악한 후, 2차원의 1/Q-log t의 방사상유동의 투수량계수를 사용하

다. 텔 뷰어 검층결과로 투수성단열로 분류된 각  고각의 단열들이 서로간의 

교차성이 좋은 구간에서는 시험종반부에 구상유동으로 환되는 모습을 보여 다. 

이는 1/Q-log t 그래 에서 시험종료 에 직선이  concave downward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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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게 되어 차원 증가 유무를 단할 수 있다. 3개의 시추공에서 실시된 수리시

험 자료로 유동차원분석을 행한 결과 방사상유동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 기의 1

차원의 유동에서 차원이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constant flow가 일어나는 경우 

등의 세가지 양상이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지역의 표 인 유동형태는 방사상유동의 성격을 띠며, 각 시험구간별

로 계산된 단열투수량계수는 Table 3.4.7에 정리하 다. 한 모든 구간의 계산된 

단열투수량계수의 확률 도분포를 알아보기 해 먼  도함수에서 어떤 분

포를 보이는지 확인하 다. Freeze(1975)는 균질 매질에서 지하수거동연구를 해 

수리시험을 실시하 는데, 시험결과로 얻어진 수리 도도에 한 확률 도분포함

수는 수정규분포(lognormal)를 나타내었다(3-4-17). 본 연구에서도 시험 구간

에서 계산된 단열투수량계수는 수정규분포를 형태를 보 으며, 평균값은 2.14×

10-9m2/s이다(Fig. 3.4.19).

     다음은 연구지역의 시추공에서 시행된 정압주입시험 결과에 한 유동차원

분석 후 각 차원별 결과에 한 설명이다.

 가) 선형유동 특성 분석

     세 곳의 시추공에서 시간과 유량율에 한 양 수 좌표 기울기 1/2, 1/4의 

선형 계를 나타내는 구간은 총 9구간이 있었다. 1～1.5차원의 선형유동을 

보이는 구간의 단열의 특징은 고각의 경사를 지닌 단열이 주를 이루고, 각

의 경사단열이 구간내 발달할수록 차원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단열틈의 

향을 받고 있으므로, 시추공과 교차하는 단열빈도의 측면에서 그 값이 크

다 하더라도 시험구간에 투수성에 향을 미치는 일정 틈의 수 에 도달하

지 못할 경우 투수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 다. 이에 한 설명은 

아래에 구간의 를 들어 기술하 다. 

  1) 188.40～198.40m : YS-01

       이 구간내 텔 뷰어검층을 통한 단열자료를 보면, 고각의 단열조인 Set 2

의 4개의 단열이 54°, 31°, 68°, 55°의 경사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의 

단열틈은 1.15×10-3m이다. 20분간의 정압주입시험동안 주입된 총유량

은 불과 4.7ℓ로서 투수성이 낮은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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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7. Fracture transmissivities by each test section showing the radial flow.

YS-01 YS-02 Ys-03
Test Section Transmissivity(m2/s) Fractal Demension Test Section Transmissivity(m2/s) Fractal Demension Test Section Transmissivity(m2/s) Fractal Demension

16.20~26.20 1.97E-06 2-3 22.40~32.20 1.30E-09 1.5-2 16.20~26.00 1.89E-07 2-3

26.20~36.20 Not Injected 32.20~42.00 2.71E-10 1-2 26.00~35.80 1.77E-07 2-3

36.20~46.20 8.78E-10 2 42.00~51.80 2.42E-10 2 35.80~45.60 1.30E-09 1-2

48.40~58.40 2.06E-09 2 51.80~61.60 4.17E-10 1-2 45.60~55.40 2.06E-09 2

58.40~68.40 2.24E-10 2 61.60~71.40 5.14E-11 2 55.40~65.20 6.72E-09 2-3

68.40~78.40 2.50E-09 2 71.40~81.20 3.31E-10 2 65.20~74.00 6.71E-07 2-3

78.40~88.40 7.89E-10 2 81.20~91.00 2.54E-09 2 74.00~83.80 1.07E-09 2

88.40~98.40 2.95E-09 2 91.00~100.80 7.90E-10 2 83.80~93.60 1.11E-09 2

98.40~108.40 1.78E-08 2 100.80~111.60 4.28E-10 1-2 93.60~103.40 1.10E-09 2

108.40~118.40 5.11E-09 1.5-2 111.60~121.40 4.33E-09 2-3 103.40~113.20 4.18E-07 2

118.40~128.40 1.19E-09 2 121.40~131.20 6.66E-10 2 113.20~123.00 2.87E-07 2-3

128.40~138.40 2.58E-10 2 131.20~141.00 8.28E-10 2 123.00~132.80 1.27E-08 2

138.40~148.40 1.15E-10 2 141.00~150.80 7.84E-08 2 132.80~142.60 2.53E-08 2-3

148.40~158.40 2.27E-09 2 150.80~160.60 4.98E-07 2-3 142.60~152.40 5.76E-09 2

158.40~168.40 Not Injected 160.60~170.40 1.55E-09 2 152.40~162.20 1.50E-09 2

168.40~178.40 4.15E-09 2 170.40~180.20 2.05E-10 2 162.20~172.00 2.44E-09 2

178.40~188.40 3.26E-10 2 180.20~190.00 2.17E-10 2 172.00~181.80 3.54E-09 2

188.40~198.40 3.22E-10 1-2 190.00~199.80 1.46E-10 2 181.80~191.60 5.07E-09 2

198.40~208.90 1.00E-10 2 191.60~201.40 2.24E-09 2

208.90~219.40 4.49E-10 2 201.40~211.20 2.76E-09 2

219.40~229.90 1.31E-10 2 211.20~221.00 2.13E-09 2

229.90~240.40 Not Injected 221.00~230.80 1.99E-09 2

240.40~250.90 6.69E-07 2 230.80~240.60 2.77E-07 2

250.90~261.04 5.60E-10 2 240.60~250.40 1.43E-08 2-3

261.04~271.18 2.56E-10 2 250.40~260.20 7.90E-09 2

271.18~281.32 1.57E-10 2 260.20~270.00 Constant flow

281.32~291.46 1.50E-10 2 270.00~279.80 8.24E-09 2

291.46~301.60 1.75E-10 2 279.80~289.60 4.71E-09 2

301.60~311.74 9.39E-11 2 289.60~299.40 2.99E-08 2

311.74~321.88 1.81E-10 2

321.88~332.02 4.06E-10 1-2

332.02~342.16 4.36E-10 2

342.16~352.30 4.66E-10 2

352.30~362.46 9.34E-11 2

362.46~372.62 1.53E-09 2

372.62~382.78 1.34E-09 2

382.78~392.94 1.70E-10 2

392.94~403.10 9.92E-08 2

403.10~413.15 8.36E-10 2

413.15~423.20 4.74E-09 2

423.20~433.25 1.54E-10 2

433.25~443.30 1.66E-10 2

443.30~453.35 7.10E-09 1.5-2

453.35~463.65 7.29E-11 2

463.65~473.95 9.93E-10 2

473.95~484.25 2.05E-09 2

484.25~494.55 5.63E-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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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9. CDF and PDF of fracture transmiss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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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 기의 수두가 35m에서 2분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37m까지 주입압이 

증가하 다. 일정한 주입압력 하에서 시간과 유량률의 계를 분석해야함

으로 M-rate 보정에 의한 보정치를 사용하여 유동차원 분석을 실시하

다. 양 수좌표에서 기울기 1/2인 선형을 띄며 이 구간의 특징 인 유동의 

양상인 선형유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추공에 수직으로 발달한 투수성단

열에 의해 선형유동이 발생한다고 보고(3-4-15)된 을 감안하면, 연구지

역의 단열분포에서 언 했듯이, 고각을 이루며 발달한 단열조인 Set 2의 

단열 4개에 의해 1차원의 유동차원을 가진다고 단된다(Fig. 3.4.20). 선형

유동시 KSs값은 4.67×10-7 /s로 계산되었다. 

  2) 321.88～332.02m : YS-01

       이 구간내에는 Set 2로 분류되는 185/75, 176/66, 178/75, 207/77의 방향성을 

가지는 4개의 단열이 3.63×10-3m의 단열틈을 가지며 분포해 있다. 20

분간 주입된 물량은 6.3ℓ로써 낮은 투수성을 보이는 구간이다. 앞서 서술

한 188.40～198.40m 구간과 비교해 보면 단열틈의 크기가 클수록 주

입되는 유량에 향을 미침을 알 수가 있다. 

       주입압은 시험동안 1.5m의 수두변화가 발생하여, 앞서 경우와 같이 

M-rate 로그램을 이용한 보정을 실시하 다. 양 수좌표에서 알 수 있

듯이 시간과 유량율의 계가 1/2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의 형태로 감소하

는 1차원 유동을 보여주며, KSs값은 1.10×10
-7
/s로 계산되었다(Fig. 3.4.21).

  3) 22.40～32.20m : YS-02

       이 구간내 발달한 단열들을 조별로 서술하면, Set 1은 3.64×10-3m의 

단열틈을 가지며 96/54, 92/57, 98/66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Set 2는 186/74

의 단열이 4.73×10-4m의 작은 단열틈으로 자리잡고 있다. 8/18, 13/14, 

305/18, 48/19, 3/6의 각의 경사을 지닌 Set 3으로 분류되는 5개의 단열

은 8.31×10-3m 틈 값을 가진다. 

       양 수좌표에서 시간과 유량율의 계는 기울기 1/4의 이 선형유동의 양

상으로 나타난다(Fig. 3.4.22). 이는 구간내 분포된 단열들의 경사각이 Set 

1, 2의 고경사를 지닌 단열뿐 아니라 각의 경사를 지닌 Set 3로 분류되는 

단열의 향으로 1.5차원의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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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0. Analysis of fracture distribution and hydraulic test results of the section, 

188.4～198.4m : Y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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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 Analysis of fracture distribution and hydraulic test results of the section, 

321.88～332.02m : Y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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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2. Analysis of fracture distribution and hydraulic test results of the section, 

22.40～32.20m : Y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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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0.80～111.60m : YS-02

       이 구간에서 수리시험을 실시한 자료측정 값들은 양 수 좌표에서 기울기 1/2

의 선형유동의 특성을 나타낸다(Fig. 3.4.23). 상기 기술한 타 선형유동의 양상

을 보이는 구간보다 각 단열조의 빈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구간이다.

       106.21m 지 에 1.07×10-1m의 폭을 가진 단층으로 인지되는 단열을 포함

한 29개의 Set 1에 해당하는 단열들이 1.52×10-1m의 틈값을 띄고 있

며, Set 2는 2.17×10-2m의 틈으로 12개의 단열이, Set 3는 15개의 단

열이 3.27×10-2m의 틈 값을 가지고 있다. 이 56개의 단열들의 틈

은 2.48×10-2m이지만 큰 단열빈도에 비해 각각의 단열들이 10-3m 이하의 

틈을 가진 단열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사각의 분포는 21°, 14°, 30°, 

34°의 일부 단열을 제외한 나머지 단열들은 50～80°의 경사각을 띄며 

체 으로 단열들이 고각의 경사를 지닌다. 

       17분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5.34ℓ의 소량의 주입수가 들어간 으로 보아 

단층으로 인지되는 단열은 fault gauge로 인한 불투수성 단층으로 단된다.

 나) 방사상유동 특성 분석

     1/Q-log t의 좌표에서 직선으로 표 되는 형 인 방사상유동은 본 연구에서 

시행된 정압주입시험  투수량계수가 10
-8m2/s 이상의 일부구간에서 보여진

다. Doe and Geier(1990)의 연구에서는 수직 시추공과 직교하는 경사 단열

의 향에 방사상유동이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3-4-15). 그러나 본 연구지

역에 찰되는 방사상유동은 무작 으로 분포되는 단열의 방향성뿐만 아

니라 10-3 m 이상의 투수성 단열틈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289.60～299.40m : YS-03

       구간내의 2개조로 분류되는 4개의 단열이 8.32×10-3m의 총 틈으로 발

달하고 있으며, 조별로는 Set 2가 7.64×10-3m, Set 3가 6.80×10-4m의 틈

으로 발달하 다. 각각의 방향성은 224/66, 239/64, 238/64, 2/29로 분석되

었다(Fig. 3.4.24).

       17분간 60.1ℓ의 주입량이 확인되었으며, 반 수좌표의 분석결과 투수량계

수(T)는 2.99×10
-8m2/s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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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3. Analysis of fracture distribution and hydraulic test results of the section, 

100.80～111.60m : Y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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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4. Analysis of fracture distribution and hydraulic test results of the section, 

289.60～299.40m : Y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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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YS-01 : 98.40～108.40m

       이 구간에서는 8.10×10-1m의 총  단열틈인 78개의 단열이 존재한다. 

각 단열조별로 살펴보면, Set 1은 57개 단열이 7.23×10-1m의 틈을, 

Set 2는 16개의 단열이 5.85×10-2 m의 틈을, Set 3은 5개의 단열이 

2.83×10-2m의 틈을 갖는다. BHTV 검층자료에서 투수성단열로 단

되는 12개의 단열의 방향은 195/64, 240//76, 92/73, 81/76, 96/76, 83/74, 

120/68, 155/59, 130/61, 136/75, 184/68 이며, 이들은 Set 1, 2로 분류된다. 

이 단열들의 틈값은 Set 1에 해당하는 것은 4.26×10-2m, Set 2에 해

당하는 것들은 2.95×10
-2m의 틈값을 가진다.

       20분간 50.1ℓ가 주입되었으며, 반 수좌표의 분석결과 투수량계수(T)는 

1.78×10-8 m2/s로 계산되었다(Fig. 3.4.25).

 다) 구상유동 특성 분석

     구상유동은 시추공과 교차한 단열이 시험구간 주변의 유동 역내에서 다른 

단열과의 연결로 인하여 발생한다(Doe and Geier, 1990). 시험 결과에 한 

구상유동의 확인은 시간과 유량율의 반 수좌표(1/Q - log t)에서 직선구간이 

concave downward되는 양상으로 확인된다. 이는 2차원의 방사상유동으로 

되던 것이 차원의 증가로 이루어지며, 1/t1/2-Q좌표에서 직선으로 표 된다. 

  1) 240.60～250.40m : YS-03

       이 구간은 유동차원 해석결과 시험시작부터 300 까지는 반 수좌표에서 

방사상유동의 특징을 보인다(Fig. 3.4.26). 하지만 300 부터 concave 

downward 되면서 유동차원의 증가하여 구상유동으로 환됨을 상할 수 

있다. 1/t1/2-Q의 좌표에서 300  이후에 나타나는 직선에서 시간이 무한

일 때 가리키는 Q값을 이용하여 구한 수리 도도는 4.54×10-8m/s 이고, 

시험구간의 길이(b)를 곱하여 투수량계수(T)를 계산한다. T는 4.45×

10
-7m2/s로 계산된다. 총 35개의 단열이 분포하는데, 이  투수성이 좋은 

일부단열이 암반내부에서 다른 단열과의 교차하여 구상유동으로 환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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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5. Analysis of fracture distribution and hydraulic test results of the section, 

98.40～108.40m : Y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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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6. Analysis of fracture distribution and hydraulic test results of the section, 

240.60～250.40m: Y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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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3. 단열조별 단열투수량계수 산출  확률분포 특성

     앞서 계산된 투수량계수는 단열암반 내에 일정구간 정압주입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다. 다공성 매질을 통한 지하수 유동이 아닌 단열만이 유동

로로 이용된다는 제하에서, 단열조 반의 수리특성을 반 해야 하므로 일부 투

수성으로 인지되는 단열의 정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상 지역내 찰된 모

든 단열에 한 통계  처리가 이루어야한다.

     구간 내 단열틈이 유동차원해석을 통해 계산된 투수량계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Fig. 3.4.27에서 보듯이 양 수좌표에서 투수량계수는 단열

틈에 비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 계수를 구해본 결과 투수량계수에 

더 큰 향을 미치는 단열조는 Set 3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식 (3.4.20)과 같은 기본 제하에, 

T ∝ e (3.4.20)

단열암반에서의 지하수는 단열의 틈사이로만 유동하므로 암반내 발달한 체 단

열들의 틈에 한 단열조별 틈의 비를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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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7. Relationship between cumulative aperture size and fracture transmis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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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뷰어검층을 통해 구하여진 단열분포 자료를 토 로 정압주입시험을 실

시하기 해 나 어진 각 구간별로 투수성에 계없이 모든 단열들의 단열틈

값을 정하고 그에 한 단열조별 단열틈의 크기를 모든 단열의 단열틈 

값에 한 비율로 구간의 투수량계수를 곱하여 계산하 다.

Tt =T1+T2+T3=(
e1
et

+
e2
et

+
e3
et

)Tt   (3.4.21)

Tt : Transmissivity of all fractures

Tn : Transmissivity of fracture Set n

et : Cumulative aperture size of all fractures

en : Cumulative aperture size of fracture Set n

     식 (3.4.21)에 의한 단열조별 투수량계수를 산출할 때 발생되는 문제 은 시

험구간내 검층되는 단열의 단열틈이 큰 값을 지니고 있으나 주입되는 유량이 

고, 계산되는 투수량계수가 낮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YS-02 시추공에서 

100.80～111.60m구간에는 58개의 단열이 2.07×10
-1m의 큰 단열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입된 유량은 17분간 5.3ℓ밖에 주입되지 않아서 4.28×10-10m2/s의 

낮은 투수량계수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는 구간내 발달한 단열들은 각각의 틈값이 

10-4～10-3m의 작은 틈들로서, 단열의 발달정도에서 생각해볼 때, 단열의 크기가 

상 으로 작은 단열이므로 극히 소량의 주입수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부피

를 가지는 단열로 상된다. 

     단열조별 단열투수량 계수는 다음과 같다(Table 3.4.8～3.4.10). 단열조별 투

수량계수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주요 라미터는 단열틈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

(3-4-47)와 마찬가지로 단열틈의 확률 도분포는 수정규분포를 보이며 발달하

다(Fig. 3.4.28). 단열조별 투수량계수도 수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다(Fig. 

3.4.29). 본 연구지역의 각 시추공에서 조사된 단열투수량계수의 평균값은 기하평

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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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8. Fracture transmissivities by each test section of the borehall YS-01.

Tes t S ection Trans mis s ivity(m2/s ) T1 T2 T3

16.20~26.20 1.97E -06 1.55E-07 1.81E-06

26.20~36.20 No t In j e c te d

36.20~46.20 8.78E -10 1.40E-10 1.76E-10 5.63E-10

48.40~58.40 2.06E -09 9.85E-12 1.94E-10 1.86E-09

58.40~68.40 2.24E -10 9.23E-11 1.32E-10

68.40~78.40 2.50E -09 7.80E-10 3.98E-11 1.68E-09

78.40~88.40 7.89E -10 6.03E-10 4.03E-11 1.46E-10

88.40~98.40 2.95E -09 9.87E-10 1.46E-09 5.04E-10

98.40~108.40 1.78E -08 1.59E-08 1.29E-09 6.20E-10

108.40~118.40 5.11E -09 8.78E-10 3.87E-09 3.62E-10

118.40~128.40 1.19E -09 5.73E-10 6.05E-10 1.35E-11

128.40~138.40 2.58E -10 2.31E-10 1.98E-11 7.80E-12

138.40~148.40 1.15E -10 2.71E-11 7.82E-11 9.93E-12

148.40~158.40 2.27E -09 1.01E-10 2.12E-09 5.10E-11

158.40~168.40 No t In j e c te d

168.40~178.40 4.15E -09 3.55E-09 6.02E-10

178.40~188.40 3.26E -10 3.49E-12 3.22E-10

188.40~198.40 3.22E -10 3.22E-10

198.40~208.90 1.00E -10 7.79E-12 9.27E-11

208.90~219.40 4.49E -10 7.00E-11 3.59E-10 1.97E-11

219.40~229.90 1.31E -10 5.47E-12 1.25E-10

229.90~240.40 No t In j e c te d

240.40~250.90 6.69E -07 3.99E-09 5.87E-07 7.89E-08

250.90~261.04 5.60E -10 1.82E-11 5.42E-10

261.04~271.18 2.56E -10 3.92E-11 2.17E-10

271.18~281.32 1.57E -10 1.57E-10

281.32~291.46 1.50E -10 1.50E-10

291.46~301.60 1.75E -10 1.75E-10

301.60~311.74 9.39E -11 1.15E-12 7.88E-11 1.39E-11

311.74~321.88 1.81E -10 1.34E-10 4.17E-11 5.38E-12

321.88~332.02 4.06E -10 4.06E-10

332.02~342.16 4.36E -10 4.36E-10

342.16~352.30 4.66E -10 9.64E-11 3.69E-10

352.30~362.46 9.34E -11 3.45E-11 5.22E-11 6.73E-12

362.46~372.62 1.53E -09 6.45E-10 8.80E-10

372.62~382.78 1.34E -09 1.97E-10 3.49E-10 7.92E-10

382.78~392.94 1.70E -10 1.03E-10 2.64E-11 4.09E-11

392.94~403.10 9.92E -08 1.33E-08 5.63E-08 2.97E-08

403.10~413.15 8.36E -10 1.41E-10 6.95E-10

413.15~423.20 4.74E -09 2.71E-09 1.08E-09 9.43E-10

423.20~433.25 1.54E -10 4.07E-11 9.51E-11 1.77E-11

433.25~443.30 1.66E -10 8.28E-11 7.53E-11 8.10E-12

443.30~453.35 7.10E -09 3.75E-09 1.16E-09 2.19E-09

453.35~463.65 7.29E -11 5.53E-12 5.01E-11 1.73E-11

463.65~473.95 9.93E -10 1.27E-10 5.61E-10 3.04E-10

473.95~484.25 2.05E -09 1.19E-10 1.93E-09

484.25~494.55 5.63E -06 2.07E-07 4.40E-06 1.03E-06

Ar i thmetic  M ean 1.92E-07 7.03E-09 1.19E-07 1.06E-07

Geometr ic  M ean 1.11E-09 1.64E-10 4.98E-10 2.99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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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9. Fracture transmissivities by each test section of the borehall YS-02.

T e s t  S e c t i o n T r a n s m i s s i vi ty (m 2 / s ) T 1 T 2 T 3

2 2 . 4 0 ~ 3 2 . 2 0 1 . 3 0 E - 0 9 3.80E -10 4.94E -11 8.68E -10

3 2 . 2 0 ~ 4 2 . 0 0 2 . 7 1 E - 1 0 2.71E -10

4 2 . 0 0 ~ 5 1 . 8 0 2 . 4 2 E - 1 0 2.42E -10

5 1 . 8 0 ~ 6 1 . 6 0 4 . 1 7 E - 1 0 1.80E -10 1.14E -10 1.23E -10

6 1 . 6 0 ~ 7 1 . 4 0 5 . 1 4 E - 1 1 1.11E -12 5.40E -13 4.98E -11

7 1 . 4 0 ~ 8 1 . 2 0 3 . 3 1 E - 1 0 4.60E -11 2.85E -10

8 1 . 2 0 ~ 9 1 . 0 0 2 . 5 4 E - 0 9 1.89E -10 2.35E -09

9 1 . 0 0 ~ 1 0 0 . 8 0 7 . 9 0 E - 1 0 4.38E -10 1.01E -10 2.50E -10

1 0 0 . 8 0 ~ 1 1 1 . 6 0 4 . 2 8 E - 1 0 3.15E -10 4.49E -11 6.76E -11

1 1 1 . 6 0 ~ 1 2 1 . 4 0 4 . 3 3 E - 0 9 1.94E -09 1.73E -09 6.62E -10

1 2 1 . 4 0 ~ 1 3 1 . 2 0 6 . 6 6 E - 1 0 2.54E -10 3.73E -10 3.92E -11

1 3 1 . 2 0 ~ 1 4 1 . 0 0 8 . 2 8 E - 1 0 7.76E -10 3.31E -11 1.93E -11

1 4 1 . 0 0 ~ 1 5 0 . 8 0 7 . 8 4 E - 0 8 5.85E -08 1.14E -08 8.46E -09

1 5 0 . 8 0 ~ 1 6 0 . 6 0 4 . 9 8 E - 0 7 2.62E -08 4.50E -07 2.19E -08

1 6 0 . 6 0 ~ 1 7 0 . 4 0 1 . 5 5 E - 0 9 7.90E -11 1.47E -09

1 7 0 . 4 0 ~ 1 8 0 . 2 0 2 . 0 5 E - 1 0 8.88E -11 1.16E -10

1 8 0 . 2 0 ~ 1 9 0 . 0 0 2 . 1 7 E - 1 0 1.82E -12 1.71E -10 4.43E -11

1 9 0 . 0 0 ~ 1 9 9 . 8 0 1 . 4 6 E - 1 0 1.38E -10 8.38E -12

A r i th me t i c  M e a n 3.28E -08 5.97E -09 2.74E -08 5.09E -09

G e o me t r i c  M e a n 9 . 6 0 E - 1 0 2 . 6 3 E -1 0 1 . 9 8 E - 1 0 3 . 1 0 E -1 0

Table 3.4.10. Fracture transmissivities by each test section of the borehall YS-03.

T e s t  S e c t i o n T r a n s m i s s i vi ty (m 2 / s ) T 1 T 2 T 3

1 6 . 2 0 ~ 2 6 . 0 0 1 . 8 9 E - 0 7 2.59E -09 1.46E -07 4.05E -08

2 6 . 0 0 ~ 3 5 . 8 0 1 . 7 7 E - 0 7 5.41E -08 4.52E -09 1.18E -07

3 5 . 8 0 ~ 4 5 . 6 0 1 . 3 0 E - 0 9 6.44E -11 1.23E -09

4 5 . 6 0 ~ 5 5 . 4 0 2 . 0 6 E - 0 9

5 5 . 4 0 ~ 6 5 . 2 0 6 . 7 2 E - 0 9 1.42E -09 5.29E -09

6 5 . 2 0 ~ 7 4 . 0 0 6 . 7 1 E - 0 7 6.85E -08 2.08E -09 5.96E -07

7 4 . 0 0 ~ 8 3 . 8 0 1 . 0 7 E - 0 9 1.66E -10 9.05E -10

8 3 . 8 0 ~ 9 3 . 6 0 1 . 1 1 E - 0 9

9 3 . 6 0 ~ 1 0 3 . 4 0 1 . 1 0 E - 0 9 8.96E -10 1.20E -10 8.48E -11

1 0 3 . 4 0 ~ 1 1 3 . 2 0 4 . 1 8 E - 0 7 2.02E -07 3.34E -08 1.83E -07

1 1 3 . 2 0 ~ 1 2 3 . 0 0 2 . 8 7 E - 0 7 2.34E -07 3.01E -08 2.30E -08

1 2 3 . 0 0 ~ 1 3 2 . 8 0 1 . 2 7 E - 0 8 6.19E -09 1.24E -09 5.33E -09

1 3 2 . 8 0 ~ 1 4 2 . 6 0 2 . 5 3 E - 0 8 2.31E -08 1.93E -09 2.65E -10

1 4 2 . 6 0 ~ 1 5 2 . 4 0 5 . 7 6 E - 0 9 1.03E -09 1.13E -09 3.60E -09

1 5 2 . 4 0 ~ 1 6 2 . 2 0 1 . 5 0 E - 0 9 3.94E -10 7.08E -10 3.95E -10

1 6 2 . 2 0 ~ 1 7 2 . 0 0 2 . 4 4 E - 0 9 8.48E -10 1.34E -09 2.49E -10

1 7 2 . 0 0 ~ 1 8 1 . 8 0 3 . 5 4 E - 0 9 1.29E -09 1.72E -09 5.32E -10

1 8 1 . 8 0 ~ 1 9 1 . 6 0 5 . 0 7 E - 0 9 3.52E -09 1.22E -09 3.28E -10

1 9 1 . 6 0 ~ 2 0 1 . 4 0 2 . 2 4 E - 0 9 1.17E -09 5.27E -10 5.49E -10

2 0 1 . 4 0 ~ 2 1 1 . 2 0 2 . 7 6 E - 0 9 1.93E -09 8.31E -10

2 1 1 . 2 0 ~ 2 2 1 . 0 0 2 . 1 3 E - 0 9 2.13E -09

2 2 1 . 0 0 ~ 2 3 0 . 8 0 1 . 9 9 E - 0 9 7.59E -11 1.74E -09 1.68E -10

2 3 0 . 8 0 ~ 2 4 0 . 6 0 2 . 7 7 E - 0 7 9.09E -08 1.74E -07 1.20E -08

2 4 0 . 6 0 ~ 2 5 0 . 4 0 1 . 4 3 E - 0 8 7.37E -09 6.22E -09 7.45E -10

2 5 0 . 4 0 ~ 2 6 0 . 2 0 7 . 9 0 E - 0 9 2.20E -09 4.90E -09 7.98E -10

2 6 0 . 2 0 ~ 2 7 0 . 0 0 C o n s ta n t  f l o w

2 7 0 . 0 0 ~ 2 7 9 . 8 0 8 . 2 4 E - 0 9 8.24E -09

2 7 9 . 8 0 ~ 2 8 9 . 6 0 4 . 7 1 E - 0 9 2.35E -10 3.37E -09 1.10E -09

2 8 9 . 6 0 ~ 2 9 9 . 4 0 2 . 9 9 E - 0 8 2.74E -08 2.44E -09

A r i th m e t i c  M e a n 7.73E -08 3.38E -08 1.90E -08 4.72E -08

G e o m e t r i c  M e a n 9 . 8 9 E - 0 9 3 . 6 3 E - 0 9 3 . 0 9 E - 0 9 2 . 3 3 E -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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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CDF for lognormal distribution of aperture size.

(a) CDF for lognormal distribution for 

transmissivity of fractur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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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DF for logarithmic fracture Se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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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DF for logarithmic fracture Se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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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9. CDF and PDF for transmis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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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토 의

     2.4.1. 단열빈도와 단열투수량계수와의 계

     단열암반의 투수성과 직 인 계가 있는 인자로서 단열틈의 크기와 단열

빈도를 고려할 수 있다. 수리시험이 실시된 시추공 각 구간마다의 투수량계수와 

단열빈도간의 계는 Fig. 3.4.30에서 보듯이 미미한 비례 인 양상을 보인다. 앞

서 단열조별로 빈도는 Set 1, 2가 경사 단열조인 Set 3보다 빈도발달측면에서 

우세한 분포를 보 으나, 각 구간의 투수량계수와 단열조별 빈도의 상 성을 볼 

때 Set 3의 경우, 다른 단열조들에 비해, 투수량계수와의 보다 높은 연 성이 발

견된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의 자료분석결과에서는 큰 단열틈을 가지는 특징 인 단

열이 있는 구간은 작은 단열틈이 많은 구간보다도 투수량계수값이 크게 산출되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단열의 수리특성에 단열빈도의 향도 요하지만 단열틈이 

큰 특정단열에 암반의 수리특성이 더 큰 향을 끼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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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0. Relationship between fracture frequency and transmis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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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단열틈과 단열투수량계수와의 계

     일정구간별로 시추공검층결과로 발견된 단열들의 틈을 Apersa로 계산하고 

이와 투수량계수간의 상 성을 알아보았다. 앞서, Fig. 3.4.27에서 확인된 바와 같

이, 연구지역의 단열틈과 투수량계수와의 계는 략 으로 비례 계가 확인된

다. 하지만, 크기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투수량계수 값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

는다. 이러한 이유는 시추과정 에 자연상태의 단열에 가해지는 변형 는 충

물질의 이탈로 인한 상들, 즉 공벽효과(skin effect)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한 단열의 교차정도에 따른 향인 것으로 단된다.

     BHTV검층 결과로 YS-03 시추공을 시로 투수성 단열과 불투수성단열의 

유형별로 분류하 다(Fig. 3.4.31). 그림에서 분류된 Set a-b에서, a는 단열조를 뜻

하고, b는 BHTV검층시 분류되는 단열유형을 뜻한다. Type 1, 2는 open, 

semi-open fracture로서 투수성단열을 의미하고, type 3은 closed fracture로 불투

성단열을 뜻한다. 투수성단열(Set 1-1, 1-2, 2-1, 2-2, 3-1, 3-2)로 지시되는 단열

조는 불투성단열(Set 1-3, 2-3, 3-3)로 간주되는 단열들보다 단열틈의 크기가 월

등히 크다. 시추공 YS-03의 경우에, 65.20～74.00m 구간의 높은 투수계수는 Set 

3-1이, 113.20～123.00m 구간에서는 Set 1-1, Set 2-2에 속한 투수성단열로 상

되는 단열조에 의해 높은 투수계수 값을 보인다고 단된다. 그러나, 26.00 ～

35.80m 구간에서는 BHTV검층시 투수성 단열로 상되는 단열조가 발견되지 않

았지만 높은 투수성을 보인다. 이는 시험  기기에 의한 오차 는 기존의 

BHTV검층 자료에서 투수성과 불투수성의 type별로 분류되는 방법에 있어서 발

생되는 문제 으로 상된다. 과거에 물이 흘 거나 재 흐르고 있는 단열들은 

물이 흐르지 않는 단열과 달리 물과 물간의 반응에 의해 철 산화물질이나 토

물 같은 침 물이 존재할 수 있다. 한 물이 흐른 단열도 물자체의 반응에 

의해 방해석이나 석 과 같은 물로 충 될 수 있다. 이러한 단열들이 BHTV검

층 결과분석시 불투성단열로 오인될 험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보다 좀 더 신

한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Fig. 3.4.32은 본 YS-03 시추공에서 투수성단열로 분류된 단열과 투수량계수

의 상 계  시추공내 모든 단열과 투수량계수의 상 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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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31. Comparison between transmissivity and fracture frequency by depth in 

the borehall Y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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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32. Relationship between transmissivity and aperture size in the 

borehole Y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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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단열의 수리특성에 향을 주는 인자로 시추공의 상이미지에 

근거한 빈도와 틈을 다루었다. 유사한 크기의 단열틈을 가지는 시험구간별로 

각 구간에 흐르는 지하수의 수리특성이 다르게 찰되는 상은 수리시험 시간동

안 유동 역 범 내의 분포하는 다양한 단열들의 상호연결성 정도

(interconnectivity), 이들 단열면의 조도특성(roughness), 그리고 단열면 내의 유로

상(channelling effect), 한 단열면  내의 충 물질의 분포상태 등에 그 원인

이 있다.

     2.4.3. 정상류와 부정류개념에 의한 단열투수량계수

     일반 으로 상지역의 수리특성을 고려할  제되는 개념인 “균질 등방

성의 다공성매질에서의 수직 시험구간내의 흐름이 층류(laminar flow)”라 가정하

고 정상류 해석법으로 정압주입시험의 결과로 부터 매질의 수리 도도를 계산하

고 시험구간의 투수량계수를 구하여, 앞서 부정류개념으로 연구한 단열투수량계수

와의 상 성을 알아보았다. 이때 등방성 매질에 한 정상류 해석법은 

Moye(1967)에 의한 식 (3.4.22)을 용하여 수리 도도를 산출한다(3-4-26).

K=
q
lH0

[
1
2π

(1+ln(
l

2rw
)] (3.4.22)

q : 주입량(m
3/sec), 주입시험 종료직 의 유량율을 구간의 constant 

flow가 일어나는 시 으로 용하 다.

l : 시험구간 길이(m), 상부와 하부의 패커로 격리되는 시추공의 일정 

길이를 말한다.

H 0 : 주입압(effective pressure, m), 주입을 실시할 때 주입수에 

용되는 수두값을 용하 다.

rw : 시추공 반경(m), NX 크기의 시추공으로, 반경은 0.038m로 

계산된다. 

     정상류해석에 의한 수리 도도값은 이 에 연구된 김경수 외(2002)의 자료

(3-4-42)를 정리하 다(Table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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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1. Comparison of transmissivity Tt and Ts of the study area.

YS-01 YS-02 Ys-03
Test Section T_f T_p Test Section T_f T_p Test Section T_f T_p

16.20~26.20 1.97E-06 2.82E-06 22.40~32.20 1.30E-09 4.85E-09 16.20~26.00 1.89E-07 2.76E-07

26.20~36.20 Not Injected 1.00E-11 32.20~42.00 2.71E-10 8.01E-10 26.00~35.80 1.77E-07 4.23E-07

36.20~46.20 8.78E-10 1.26E-08 42.00~51.80 2.42E-10 1.05E-09 35.80~45.60 1.30E-09 9.80E-12

48.40~58.40 2.06E-09 6.69E-09 51.80~61.60 4.17E-10 3.09E-09 45.60~55.40 2.06E-09 9.80E-12

58.40~68.40 2.24E-10 7.30E-10 61.60~71.40 5.14E-11 2.71E-10 55.40~65.20 6.72E-09 1.83E-08

68.40~78.40 2.50E-09 5.67E-09 71.40~81.20 3.31E-10 5.33E-10 65.20~74.00 6.71E-07 4.01E-07

78.40~88.40 7.89E-10 2.15E-09 81.20~91.00 2.54E-09 4.31E-09 74.00~83.80 1.07E-09 3.00E-09

88.40~98.40 2.95E-09 5.25E-09 91.00~100.80 7.90E-10 2.68E-09 83.80~93.60 1.11E-09 3.01E-09

98.40~108.40 1.78E-08 1.68E-08 100.80~111.60 4.28E-10 1.54E-09 93.60~103.40 1.10E-09 3.99E-09

108.40~118.40 5.11E-09 7.33E-09 111.60~121.40 4.33E-09 8.57E-09 103.40~113.20 4.18E-07 7.90E-07

118.40~128.40 1.19E-09 3.86E-09 121.40~131.20 6.66E-10 1.07E-09 113.20~123.00 2.87E-07 4.66E-07

128.40~138.40 2.58E-10 6.38E-10 131.20~141.00 8.28E-10 1.32E-09 123.00~132.80 1.27E-08 2.70E-08

138.40~148.40 1.15E-10 6.29E-10 141.00~150.80 7.84E-08 8.63E-08 132.80~142.60 2.53E-08 2.62E-08

148.40~158.40 2.27E-09 1.17E-09 150.80~160.60 4.98E-07 3.94E-07 142.60~152.40 5.76E-09 1.22E-08

158.40~168.40 Not Injected 1.00E-11 160.60~170.40 1.55E-09 3.37E-09 152.40~162.20 1.50E-09 8.01E-09

168.40~178.40 4.15E-09 1.25E-08 170.40~180.20 2.05E-10 9.80E-12 162.20~172.00 2.44E-09 6.40E-09

178.40~188.40 3.26E-10 3.62E-10 180.20~190.00 2.17E-10 9.80E-12 172.00~181.80 3.54E-09 7.47E-09

188.40~198.40 3.22E-10 4.72E-10 190.00~199.80 1.46E-10 5.28E-10 181.80~191.60 5.07E-09 1.18E-08

198.40~208.90 1.00E-10 6.52E-10 191.60~201.40 2.24E-09 5.24E-09

208.90~219.40 4.49E-10 2.17E-09 201.40~211.20 2.76E-09 6.94E-09

219.40~229.90 1.31E-10 8.46E-10 211.20~221.00 2.13E-09 7.49E-09

229.90~240.40 Not Injected 1.05E-11 221.00~230.80 1.99E-09 6.99E-09

240.40~250.90 6.69E-07 4.25E-07 230.80~240.60 2.77E-07 5.92E-07

250.90~261.04 5.60E-10 1.26E-09 240.60~250.40 1.43E-08 2.43E-08

261.04~271.18 2.56E-10 8.65E-10 250.40~260.20 7.90E-09 1.63E-08

271.18~281.32 1.57E-10 8.65E-10 260.20~270.00 Constant flow 8.09E-09

281.32~291.46 1.50E-10 1.08E-09 270.00~279.80 8.24E-09 1.89E-08

291.46~301.60 1.75E-10 1.30E-09 279.80~289.60 4.71E-09 1.33E-08

301.60~311.74 9.39E-11 4.32E-10 289.60~299.40 2.99E-08 2.93E-08

311.74~321.88 1.81E-10 1.30E-09

321.88~332.02 4.06E-10 4.27E-10

332.02~342.16 4.36E-10 1.01E-11

342.16~352.30 4.66E-10 4.21E-10

352.30~362.46 9.34E-11 8.65E-10

362.46~372.62 1.53E-09 1.04E-09

372.62~382.78 1.34E-09 1.26E-09

382.78~392.94 1.70E-10 1.08E-09

392.94~403.10 9.92E-08 1.17E-07

403.10~413.15 8.36E-10 1.05E-09

413.15~423.20 4.74E-09 1.10E-08

423.20~433.25 1.54E-10 1.30E-09

433.25~443.30 1.66E-10 1.08E-09

443.30~453.35 7.10E-09 1.51E-08

453.35~463.65 7.29E-11 4.34E-10

463.65~473.95 9.93E-10 2.61E-09

473.95~484.25 2.05E-09 6.93E-09

484.25~494.55 5.63E-06 1.88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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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된 정상류 개념의 수리 도도값을 각 시험구간의 길이를 곱하여 수층 

의 투수량계수( Ts)를 구하여, 부정류개념에 의한 유동차원분석으로 얻은 단열투

수량계수( Tt)와 비교하 다. Table 3.4.11에서 정상류개념의 투수량계수가 큰 값

을 가짐이 확인되며, 정상류개념의 투수량계수가 부정류개념의 단열투수량계수값

보다 최  14배, 이들의 기하평균은 자가 4.03×10-9 m2/s인 반면, 후자가 

1.59×10-9m2/s로 각각 계산되어 정상류개념의 투수량계수가 부정류 개념의 투수량

계수보다 평균 2.5배 크게 나타났다.

     기존의 Andersson and Persson(1985)은 straddle 패커시험에서 정압주입 후 

압력회복시험 수행을 통한 정상류와 부정류 평가방법의 차이 을 연구하여, 일반

으로 정상류 분석방법에 의한 수리 도도값이 부정류 해석에 의한 경우보다 

게는 2～3배, 경우에 따라서는 10～20배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3-4-3), 

Almen et al.(1986)의 단일공에서 다양한 시험법에 해 연구한 결과, water loss 

측정과 정상류 해석법으로 계산한 값이 부정류 해석에 의한 값보다 3～11배 더 

크게 계산된다고 보고했다(3-4-2). 결과 으로 본 연구지역의 결과와 기존의 연구

들의 결과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수리시험을 실시한 구간에 걸쳐 등방성매질에 한 정상류 해석을 한 투

수량계수( Ts)와 단열암반에서의 유동차원해석에 의한 단열투수량계수( Tt)와의 

계성을 알아보기 해 각 투수량계수를 양 수좌표에 그렸다. 등방성매질의 수

층개념의 투수량계수를 Ts라 하면, 단열투수량계수를 Tt와는 략

Log Tt = 1.1682 Log Ts + 1.0088 (3.4.23)

과 같은 계로 표 될 수 있다(Fig. 3.4.33). 이 경우에서는 부정류 해석의 투수량

계수 값과 정상류 해석의 투수량계수 값이 거의 일치함을 보인다. 따라서 Moye 

식에 의한 정상류 해석의 용이 가능하다.

    2.5. 결 론

     본 연구는 단열암반에서 지하수의 유동로인 단열의 수리특성을 산출하기 

해 단열분포 특성을 악한 후, 단일공에서 정압주입시험 결과에 의한 유동차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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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3. Correlation of Ts and Tt.

석을 통해 연구지역의 지하수유동차원과 단열투수량계수를 악하고, 단열틈 값에 

계한 단열조별 투수량계수의 분포 특성을 밝히는데 그 목 이 있다.

   • 연구지역에 실시된 정압주입시험의 결과로부터 부정류 유동개념에 의한 유

동차원을 분석한 결과, 2차원의 방사상유동이 이 지역의 표되는 유동형태

이며, 주입 기의 선형, 이 선형유동이 방사상유동으로 환되거나, 시험

기의 정률상태로 주입되다가 방사상유동으로 환하는 양상이 주된 경향

이다. 한 방사상유동에서 단열간의 양호한 연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구

상유동을 보이는 구간이 체 94개 구간  9개로 다양한 경사를 갖는 투

수성단열간의 연결발달이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 정압주입시험이 실시된 구간별 단열투수량계수의 확률 도함수는 수정규

분포형태를 나타내며, 평균값은 2.14×10
-9m2/s로 계산되었고, 상 으로 

높은 투수성 구간은 5.63×10-6～7.84×10-8m2/s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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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구간별로 계산된 단열조별 투수량계수의 확률 도함수는 수정규분포

의 특성을 보이며, 그 기하평균 값은 단열조별로 각각 5.19×10-10m2/s, 7.06

×10-10m2/s, 6.16×10-10m2/s 이다.

   • 단열암반의 투수성에 직 인 계가 있는 단열빈도와 단열틈과의 계성

에서, 본 지역은 투수량계수와 빈도와의 비례 계가 있으나, 빈도의 향보

다는 단열틈이 큰 특정단열에 의해 암반의 수리특성이 더 큰 향을 받음

을 확인하 다.

   • 단열틈과 단열투수량계수와의 계에서 재의 BHTV검층 자료를 이용한  

type별 분류는 filling material에 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모든 

단열을 고려한 확률통계  방법이 합하다.

   • 각 구간별 부정류 유동개념에 의한 투수량계수와 정상류 흐름으로 계산된 

수층의 투수량계수와의 계는 Log Tt = 1.1682 Log Ts + 1.0088의 상

성을 띠며, 정상류개념에 의한 투수량계수가 부정류 방법에 의한 것보다 

약 2.5배로 크게 계산되어 두 가지 해석결과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 지하공동 등의 정 한 사업이 아닌, 상용 로젝트에서 정상류방

법에 의한 해석시, 본 시험방법과 유사한 향요소를 고려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 수리특성연구를 해 상지역에서 정상류와 부정류 해석방법에 의한 결과

로서 투수량계수 값이 101～102m2/s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Moye 공식

을 용한 정상류 해석 결과를 용할 때 신 을 기하여야 한다.

   3. 단열암반의 투수성 이방성 특성

    3.1. 서 론

     상지역이 결정질 암반인 경우 암반 매질은 불투수성으로 간주할 수 있고 

지하수 유동은 암반내의 불연속면을 통해서만 흐른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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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유동 경로  유동시간을 측하기 해서는 먼  그 부지의 장조건에 

맞는 단열망을 구축해야 한다. 

     단열망 내의 각 불연속면 틈새의 불균질한 특성과 암반의 수리 인 불균질

한 특성을 반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Long and Witherspoon(1985)은 불연

속면들 간의 교차선의 빈도로부터 불연속면 체계의 투수성에 한 효과를 시험하

다(3-4-25). 결론 의 하나는 불연속면체계 내의 교차선의 빈도는 불연속면 

도나 표본의 수보다는 불연속면 크기와의 상 계가 더 크다고 했다. 한 불연

속면 도와 방향성만으로는 불연속면 체계가 다공성 매질처럼 거동하는지의 여

부를 결정하는데 하지 않으며, 가장 요한 인자는 불연속면의 크기라는 것을 

밝혔다.

     Andersson and Thunvik(1986)는 2차원 단열망모델의 연구에서 모델의 수리

 거동에 하여 불연속면의 방향성은 요한 인자가 아니라고 했다(3-4-4). 

Dverstrop and Andersson(1989)은 실제 장자료에 한 이산단열망모델의 용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에서 투수성 불연속면의 도로 고려되는 투수성 불연속면

의 추 길이가 요한 인자임을 밝혔다(3-4-16). Dershowitz et al.(1991)은 스트

리 (Stripa) 로젝트에서 지하공동으로의 유입량을 측하기 하여 이산단열망

모델을 용하 다(3-4-14). 모델의 구축을 한 표 인 불연속면 인자들을 도

출하기 하여, 시뮬 이션 된 단열망의 확률분포특성과 실재 장자료를 비교하

는 순산모델링(forward modeling)기법을 이용하 다. 이 기법은 모델이 실제 암반

에서의 자료가 허용되는 수 까지 유사해지도록 각종 인자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반복되는 과정을 밟는다. 불연속면 암반에서의 지하수유동을 모델링하기 해서 

입력자료가 정상 으로 이루어진 장조사로부터 취해질 경우, 그들의 근방법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그러나 이들의 이산단열망모델

은 수리학 인 일치성만을 고려하 고 기하학 인 일치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Carlsson et al.(1990)은 층상의 매질을 가로지르는 지하수 유동에서 정상류 흐름

일 때 수리 도도는 수정규분포를 하며 유효수리 도도는 조화평균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 다(3-4-12).

     본 연구에서는 장데이터를 단열망의 기하학  요소와 수리학  요소로 분

리 고려하여 단열망을 구축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3차원 이산단열망(D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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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ete fracture network)모델로 지하수 유동경로를 계산하는데는 컴퓨터 용량의 

한계 때문에 고려되는 불연속면 체계의 규모에 따라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불

연속면 도가 높은 지역의 리규모 불연속면을 고려하는 단열망은 극히 한정된 

역에서 수치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해석 상 부지를 다공성 매질로 가정한 

3차원 연속체 모델을 작성해야 한다. 

     지하수 유동 경로를 보다 정확히 측하기 해서는 부지의 3차원 연속체모

델에 이방성 수리 도도가 고려되어야 한다(3-4-49). 그러나 장 시험으로부터 

그 지역을 표할 수 있는 이방성 수리 도도를 얻어내는데는 많은 노력과 비용

이 소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조건에 맞게 구축한 단열망으로부터 이방성 수리

도도를 계산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3.2. 연구방법

     단열망 시뮬 이션이라 함은 우선 장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단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표조사 등으로부터 얻어진 불연속면 분포와 실제 장

에서 측정된 수리 도도에 부합하는 단열망 특성을 갖도록 수치해석 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단열망의 작성 소 트웨어인 NAPSAC 코드를 이용

하 다.

     본 연구는 여수지역에 치한 지하원유비축시설지구를 상으로 지표조사, 

시추조사, 수리시험 결과 등을 분석하고 이들의 각종 통계 데이터를 입력하여 단

열망을 작성하고, 모사된 모델 내에서 코어로깅 시뮬 이션을 통하여 장 자료와 

기하학 으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기 로 단열망 모델에 장과 유

사한 경계조건 하에서 수리학 으로 일치하는 여섯 성분의 수리 도도 값을 역산

하 다. 이 게 계산된 수리 도도 이방성 값은 추후 수행할 연속체 모델 해석에

서 장의 지하수 유동에 한 이방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3.3.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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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시추조사 자료

     지하원유비축시설 건설을 한 지질조사의 일환으로 비축시설을 심으로 

14개소의 경사 시추공(NX)과 2개소의 수직 시추공(NX)이 설치되었다(Fig. 

3.4.34). 수직 시추공을 제외한 경사 시추공의 경사각은 65°～70°이고, 시추공의 

굴진 범 는 EL.281.7m ～ EL.-140.6m 에 이른다. 각 조사 시추공의 제원은 Table 

3.4.12에 정리하 다. 불연속면의 수직 인 자료를 얻기 하여 모든 조사공에 

하여 BHTV 검층이 실시되었다.

Fig. 3.4.34. Location map of the boreholes.



- 234 -

Table 3.4.12. Specification of the investigation boreholes.

Hole  N o .
Drilling Orientation (degrees) E levation  (E l.  m )

T rend P lunge Top Bottom

AO-1 150 70 98.9 0.0

AO-2 170 70 270.8 0.0

AO-3 40 70 200.7 0.0

AO-4 180 70 231.6 -3.1

AO-5 200 70 143.2 -61.6

AO-6 170 70 221.6 7.5

AO-7 190 65 58.3 -66.7

AO-8 160 70 144.5 -9.9

J-1 330 70 188.5 -61.6

J-2 300 70 281.7 -51.7

U1G49 0 90 53.5 -140.6

U1G50 0 90 38.7 -91.2

U1G51 180 70 65.3 -30.5

U1G52 230 70 103.2 -61.2

U1G53 315 70 45.9 -61.6

U1G54 140 70 89.8 -60.5

     3.3.2. 단열체계 분포특성

     3.3.2.1. 방향성

     BHTV 검층 결과, 단열을 3가지 유형(open fracture, semi-open fracture, 

closed fracture)으로 분류하 으며, 그 에서 투수성단열(open fracture, 

semi-open fracture)에 해서만 방향성을 분석하 다.

     FracMan(3-4-18, 3-4-19) 코드를 이용하여 3개의 균열군으로 분리하면 Fig. 

3.4.35의 (b), (c), (d)와 같이 된다. 방향성 자료에 한 확률 도함수는 Fisher 함

수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4-28). 각 단열군별 경사  경사방향의 평

균값과 Fisher Dispersion(K)에 해서는 Table 3.4.13에 정리하 다. 

     FracMan을 이용한 각 단열군 Set 1, Set 2  Set 3의 우세 발달방향은 각

각  155.2/87.6, 253.7/78.3  72.7/35.7이다. Set 1과 Set 2의 불연속면은 상당히 

수직에 가까운 불연속면들로 구성되어 있고, Set 3는 상 으로 경사 불연속면

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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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t All(694 Poles) (b) Set 1(273 Poles, 39.3%)

(c) Set 2(256 Poles, 36.9%) (d) Set 3(165 Poles, 23.8%)

Fig. 3.4.35. Stereographic projection of poles for the fractures(field data).

Table 3.4.13. Mean of the orientation and the Fisher dispersion of each fracture 

set.

Item Unit Set  1 Set  2 Set  3

 Number of Fracture 273 256 165

 Mean(Dip Direction) Deg. 155.2 253.7 72.7

 Mean(Dip Angle) Deg. 87.6 78.3 35.7

 Fisher Dispersion(K) 8.4 7.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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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2. 단열 도(fracture density)

     단열 도는 지표에서 수행한 장 단열조사로부터 스캔라인을 따른 단열의 

간격이나 시추공에 포착된 단열 간격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일반 으로 쓰이고 있는 단열 도는 단열의 빈도분포로 구할 수 있는데, 즉, 단

길이의 표본추출 스캔라인에 교차되는 단열 수의 평균값으로 정의되는 선빈도

(line frequency)로부터 구할 수 있다. NAPSAC에서 사용한 등가의 근법은 단

 체  당 단열의 심 의 개수로 정의되어 진다. 한 해석 오차를 최소화하

기 하여 해석 역 이외의 범 (즉, 심 은 외부에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모

델링 범 에 속한 경우)에 한 도도 같이 계산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다. 주

어진 단열군에 해 단열 도 ρ는 직선을 따른 교차 의 평균 간격의 항 s로 

주어진다.

s=(ρX)-1 (3.4.24)

여기에서, X는 스캔라인과 직각을 이루는 평면에 투 된 단열들의 평균투 면

이다. 다시 말해서 단열의 밀도(ρ)=
단열의 수면적   가 된다.

     만약 단열 간격, 단열 길이, 그리고 단열 길이에 상응하는 단열 경사 모두가 

무작 (random)이라면, 이 단열들에 한 도는 각각의 평균값을 구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ρ=
1

mean( s)⋅mean( l 2cosD) (3.4.25)

     그러나, 3차원 으로 경사각 D에 상응하는 단열 길이 l을 알아내기는 실

으로 불가능하므로 통계 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할 수 있다(3-4-44).

ρ=
1

mean( s)⋅mean( l 2)⋅mean( cosD) (3.4.26)

     이 식에 따라 장과 유사한 단열망 작성시 필요한 단열의 도는 Table 

3.4.14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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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4. Fracture density of each fracture set.

Item Set  1 Set  2 Set  3

 Number of Fractures 273(39.3%) 256(36.9%) 165(23.8%)

 Mean(S)(m) 10.21 10.89 16.89

 Mean(L2)(m2) 16.497 22.970 13.005

 Mean(cosD) 0.222 0.302 0.707

 Fracture Density(개/m3) 0.027 0.013 0.006

     3.3.2.3. 추 길이(trace length)

     단열의 길이는 시추조사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기 발표된 논문(3-4-44)을 

참조하 다. 이에 의하면 단열의 추 길이 분포는 부분 지수분포를 갖으며 이 

분포함수를 찾기 해 추 길이 L을 독립변수로 하는 지수분포식을 설정하고 이

에 상응하는 상수 C와 λ를 결정해야 한다.

f(L)=C⋅L-λ (3.4.27)

     본 논문에서 사용한 단열망 작성 소 트웨어인 NAPSAC에서는 지수분포에 

해 truncated power-law distribution(1m 이하의 단열 추 길이는 측정 상에서 

제외하 으므로)을 선택하 다. 이에 해당하는 단열 추 길이 L과 지수 λ와의 

계는 다음과 같다.

mean (L2)=
1-λ
3-λ

⋅
L

3-λ
max -L

3-λ
min

L1-λ
max-L

1-λ
min

(3.4.28)

여기서, Lmax = 단열 추 길이의 최 값 [m]

  Lmin = 단열 추 길이의 최소값 [m]

     상수 C는 다음과 같다.

C=
1-λ

L1-λ
max-L

1-λ
min

(3.4.29)

     지표조사 자료로부터 계산된 분포함수에 해당하는 상수 C와 λ는 Table 

3.4.15에 정리하 다. 3차원 균열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NAPSAC에 입력할 변수

는 단열 추 길이의 최   최소길이에 상응하는 지수값 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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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5. C and λ of each fracture set.

Item Set  1 Set  2 Set  3

Mean(L2)(m2) 16.497 22.970 13.005

Lmax(m) 20 30 10.5

Lmin(m) 1.0 1.0 1.0

λ 2.147 2.164 1.747

C 1.185 1.186 0.903

     3.3.2.4. 단열틈의 크기

     각 시추공의 텔 뷰어 이미지를 상으로 AperSa 로그램(3-4-24)을 이용하

여 균열에 한 틈새 크기를 계산하 다. 단열 틈새 역시 로그정규분포함수를 갖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4.36). 이들에 한 각 set별 통계처리 값들은 Table 

3.4.16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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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ve Statistics

Fig. 3.4.36. Histogram with lognormal curve for aperture size.

Table 3.4.16. Fracture aperture of each fracture set.

Item Set  1 Set  2 Set  3

 Mean(Aperture)(m) 6.903×10-3 9.221×10-3 1.009×10-2

 STD(Aperture) 1.224×10-2 3.478×10-2 1.934×10-2

 Mean(Ln(Aperture)) -5.450 -5.462 -5.142 

 STD(Ln(Aperture)) 0.905 1.05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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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기반암의 수리인자

     3.3.3.1. 유효수리 도도

     연구지역 기반암의 수리지질 특성을 표하는 유효수리 도도는 기 발표된 

논문(3-4-42)을 참조하 다. 조사 시추공 8개 공에서 총 205회의 수압시험과 양수

정 2개 공에서 장기양수시험을 실시하 다. 

     각 조사 시추공에 한 구간별 수압시험 결과, 체 인 수리 도도 분포는 

Fig. 3.4.37와 같다. 조사공별 수리 도도의 범 는 많게는 AO-1번 공의 1.18×

10
-7m/s로부터 작게는 AO-2번 공의 8.95×10-10m/s까지 폭 넓게 분포한다.

     기반암의 유효수리 도도는 보수  에서 수리  암반 역의 수리 도

도와 투수성 단열  역의 수리 도도를 종합하여 이들의 기하평균을 계산한 결

과 5.05×10-9m/s를 얻었다. 

AO-1: 1.18E-07 m/s

AO-2: 8.95E-10 m/s

AO-3: 1.07E-08 m/s

AO-4: 4.60E-08 m/s

AO-5: 1.48E-09 m/s
AO-6: 4.38E-08 m/s

AO-7: 1.37E-08 m/s

AO-8: 1.57E-09 m/s

J-1 : 2.66E-09 m/s

J-2 : 4.26E-09 m/s

1.00E-12 1.00E-11 1.00E-10 1.00E-09 1.00E-08 1.00E-07 1.00E-06 1.00E-05 1.00E-04

 1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95

99

Data

P
er

ce
nt

Lognormal Probability Plot for Borehole J-1 to AO-8

       Fig. 3.4.37. Lognormal probability plot for hydraulic conductivity in the 

boreholes.

     3.3.3.2. 수벽공의 수리 도도

     수평 수벽공과 수직 수벽공에 한 각각의 기하평균에 의한 유효수리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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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하여 이방성 수리 도도를 계산하 다. 그러나 수직 수벽공은 그 자료의 

개수가 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다.

     수평 수벽공(HW1～HW32)의 수리 도도의 확률 분포특성을 알아본 결과 

정상류  부정류 해석에 의한 수리 도도값 모두가 lognormal 분포를 보이는 것

으로 해석(Fig. 3.4.38)되었으며, 각각의 산술평균 값  기하평균 값은 Table 

3.4.17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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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38. Lognormal probability plot for hydraulic conductivity in the 

horizontal water curtain holes.

Table 3.4.17. Hydraulic conductivities based on the steady and transient flow
condition.

Item

(m /sec)

Horizonta l

K (steady) K (trans ien t)

   Mean(K) 6.25×10-8 6.3×10-8

   STD(K) 1.43×10-7 1.24×10-7

   Mean(Ln(K)) -18.58 -18.62 

   STD(Ln(K)) 2.09 2.22 

   GeoMean(K) 8.56×10-9 8.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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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에서는 정상상태의 흐름만을 가정하며 부분의 암반 매질은 불규칙

한 지질 매체이므로 수벽공의 수리 도도를 종합하여 이들의 기하평균값을 이용

하 다. 따라서 수평 수벽공의 유효수리 도도는 8.56×10-9m/s이다.

     3.3.4. 이방성 수리 도도의 역산

     3.3.4.1. 단열망 모사

     통계 으로 처리된 장 자료를 기 로 하여 NAPSAC을 통하여 단열망을 

작성하 다. 이때의 암반 블록 사이즈는 100m×100m×100m이다. 공동을 포함한 

해석 상 부지 체를 NAPSAC으로 모델링 할 수는 없지만 상 부지에 해 

기하학 인 측면에서 확률 으로 해석 역 체를 표할 수 있는 단열망을 작성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토 로 수리학 으로 일치된 이방성 수리 도도를 산출하

여 연속체 모델링에 입력하면 이방성이 고려된 해석 역의 지하수 유동 해석이 

가능해진다.

     단열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변수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불연속면의 

방향성, 간격, 도, 길이, 틈새 크기 등이 있다. 이 에서 불연속면의 틈새는 수

리 도도와 련되는 변수로서 균열망의 기하학  형태에는 여하지 않는다. 

한 방향성, 간격, 도는 장에서 직  구한 자료이거나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한 

값이므로 실제 으로 단열망 작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불연속면의 

길이이다.

     Table 3.4.18의 지수분포를 결정하는 변수  불연속면의 길이의 최소값  

최 값은 직  지표로부터 얻은 데이터이므로 향 변수에서 제외하면 지수분포

를 결정짓는 지수 λ가 균열망 작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 그러

므로 각 리군의 λ 조정을 통하여 장과 유사한 불연속면의 분포특성을 도출

하 다. 기하학  일치를 통하여 변형된 C와 λ는 Table 3.4.18에 정리하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수직성분 길이가 100m인 9개인 코어로깅 선

을 설정하고 이 선과 한 변이 100m인 정육면체 단열망 사이에 형성된 불연속면

의 교차 의 극 을 스테 오네트에 도시하 다(Fig.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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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8. Modified C and λ of each fracture set.

Item Set  1 Set  2 Set  3

Mean(L2) 14.63 17.47 12.26

Lmax 20 30 10.5

Lmin 1.0 1.0 1.0

λ 2.240 2.334 1.817

C 1.271 1.359 0.894

(a) Set All(224 Poles) 

  

(b) Set 1(88 Poles, 39.3%)

(c) Set 2(83 Poles, 36.9%)

  

(d) Set 3(53 Poles, 23.8%)

   Fig. 3.4.39. Stereographic projection of poles for the fractures(from NAPSAC 

outpu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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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층구간  계산에 고려한 장 시추공 길이의 수직성분 합계는 2787.064m

이고 여기에서 포착된 스테 오네트에 있는 극 의 수는 694개이다(Fig. 3.4.35). 

반면에 단열망에 형성된 수직성분의 코어로깅 선 체길이의 합계는 900m이고 

여기에서 포착된 스테 오 네트에 있는 극 의 수는 224개이다. 

     단열조별 극  수의 비율이 같고 체 으로 Fig. 3.4.35와 유사한 분포를 보

이고 있으므로 생성된 단열망은 기하학  측면에서 해석 역 체를 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값은 수리 으로 일치하는 단열망으로 교정하는데 다시 사

용되었다.

     3.3.4.2. 이방성 수리 도도의 역산  

     기하학 으로 일치된 단열망 암반 블록에 한 수리 도도를 구하기 하여 

한 변이 50m인 단열망 블록을 통하여 6성분의 수리 도도를 계산하 다.     

NAPSAC에서는 수리 도도를 계산하기 한 변수로 수리틈새(hydraulic 

aperture)나 투수량계수  하나의 값을 사용한다(3-4-31). 텔 뷰어 검층에 의해 

계산된 틈새 크기는 물리 인 틈새(physical aperture) 크기이며 이를 수리  틈새

로 직  용할 수는 없다. 본 논문에서는 장에서 계측된 수리 도도를 이용해 

투수량계수를 구한 다음 이를 다시 역으로 하여 물리 인 틈새 크기와 수리 인 

틈새 크기사이의 상 성을 이용하여 장조건에 알맞은 이방성 수리 도도를 구

하 다(3-4-44).

     유효수리 도도(Ke)와 투수량계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계식이 성립한다.

Ke ≅ 
T
s (3.4.30)

     여기에서 T는 불연속면들에 한 투수량계수의 기하평균[㎡/s], s는 물이 흐

르는 투수성 단열 간격[m]이다.

     유효수리 도도의 기하평균으로부터 투수량계수의 기하평균을 구하기 하

여 로그 스 일을 이용하 다. 로그 스 일에서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값이 같으

므로 측정된 수리 도도 자료에 모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산술평균을 구하고 투수

량계수 역시 자연로그를 취하여 산술평균으로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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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Set 별 불연속면의 간격(Table 3.4.16)을 유효수리 도도와 투수량계수 

사이의 계식에 용하여 투수량계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의 평균  표 편차

를 구하여 Table 3.4.19에 정리하 다. 이 값들은 모델에서 계산된 수리 도도와 

장자료를 기 로 얻어진 유효수리 도도를 비교하여 상기의 방정식을 통하여 

장과 수리학 으로 유사하게 보정한 유효수리 도도와 투수량계수의 평균과 표

편차 값이다(3-4-46).

Table 3.4.19. Modified mean effective hydraulic conductivity and mean 
transmissivity and their standard deviations of each fracture se.

Item

(m /s)

New  boreho le W ct_H

Set  1 Set  2 Set  3 Set  1 Set  2 Set  3

 Mean(Ln(Ke)) -21.14 -21.14 -21.14 -20.05 -20.05 -20.05

 STD(Ln(Ke)) 2.96 2.96 2.96 2.09 2.09 2.09

 Mean(Ln(T)) -18.82 -18.76 -18.32 -17.72 -17.66 -17.22

 STD(Ln(T)) 2.96 2.96 2.96 2.09 2.09 2.09

 GeoMean(K) 5.05×10
-9

8.56×10
-9

     이 값들은 연구지역 내의 16개 조사 시추공에서 구한 것(new borehole)과 

수평 수벽공(Wct_H)에서 구한 것으로 각각 분리하여 계산하 다.

     이를 다시 용하여 최종 인 6성분의 이방성수리 도도를 Table 3.4.20에 

정리하 다. 여기에서 계산된 수리 도도의 기하평균들은 본래 장에서 측정된 

수리 도도의 기하평균값과 같으므로 이 값을 출력하는 수리  틈새를 갖는 단열

망은 장조건과 수리 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Table 3.4.20. Modified six components of hydraulic conductivity.

Item

(m /s)

Boreho le  D ata Water curtain hole data

Ex ist(park ,  2000) New  boreho le W ct_H

Kxx 3.92×10-9 4.37×10-9 8.19×10-8

Kyy 4.76×10
-9

5.10×10
-9

7.82×10
-8

Kzz 7.79×10
-9

6.32×10
-9

1.11×10
-7

Kxy -1.74×10
-10

7.13×10
-10

1.17×10
-8

Kyz -1.94×10-10 -1.36×10-9 -1.33×10-8

Kxz -1.83×10-9 -4.44×10-10 3.05×10-10

 GeoMean(K) 5.05×10
-9

5.05×10
-9

8.56×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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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성분별 수리 도도 값에 상온(20℃)의 력과 동 성계수의 비(g/υ) 

1.0224×10-7㎡/s를 나 어주면 각 성분별 고유투수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값

은 3차원 연속체 모델(NAMMU)의 입력자료로 사용된다(3-4-21).

    3.4. 결 론

     본 연구는 여수지역의 지하원유비축시설지구를 심으로 지표조사, 시추조

사, 수리시험 자료 등을 기 로 3차원 단열망 모델을 모사하고 이를 통하여 이방

성 수리 도도를 역산하 다. 이를 통해 장에서 구해진 수리 도도와 모델에서 

구해진 수리 도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수리 도도의 신뢰성을 검토하 다.

   • 연구지역의 16개 조사 시추공에서의 투수성 불연속면에 하여 통계 으로 

해석한 결과 총 694개(Set 1 : 273, Set 2 : 256, Set 3 : 165)의 불연속면 

자료를 산출하 다.

   •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불연속면에 한 방향성을 해석한 결과 Fisher 함수

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 조사 시추공의 수리시험 자료의 해석을 통한 장의 유효수리 도도는 5.05×10-9 

m/s이고, 수평 수벽공 수리시험 자료의 해석을 통한 수리 도도는 8.56×10-9 

m/s 다.

   • 3차원 단열망 모사를 통하여 해석 상 부지에 한 기하학  측면에서 확

률 으로 해석 역 체를 표할 수 있는 단열망을 작성하 다. 단열망 

모사를 통하여 산출된 불연속면의 수는 총 224개(Set 1 : 88, Set 2 : 83, 

Set 3 : 53)이다.

   • 조사 시추공의 유효수리 도도 값 5.05×10-9m/s와 3차원 단열망 모델을 통하여 

시행착오법으로 역산된 6성분의 이방성 수리 도도는 각각 4.37×10-9m/s, 5.11×

10-9 m/s, 6.32×10-9m/s, 7.13×10-9m/s, -1.36×10-9m/s, -4.44×10-9m/s이고, 

수평 수벽공의 수리 도도인 8.56×10-9m/s와 3차원 단열망 모델을 통하여 시행

착오법으로 역산된 6성분의 이방성 수리 도도는 각각 8.19×10-8m/s, 7.82×

10-8m/s, 1.11×10-7m/s, 1.17×10-8m/s, -1.33×10-8m/s, -3.05×10-10m/s이다.



- 246 -

   4. 단열암반 내 공동 주변의 수리학  안정성 해석

    4.1. 서 론

     지하비축시설 주변 모암에서의 지하수체계 해석을 한 안과제는 투수성

단열 의 기하학 인 분포형태  상호연결성, 단열체계의 수리특성, 그리고 지하

수압의 분포특성을 악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결정질암반에서의 지하수유동 형

태는 투수성 단열 의 수리성에 우선 지배되므로, 단열체계의 기하학  분포특성

과 수리  특성을 정확히 악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이러한 안과제는 암반

지하수체계의 해석을 요구하는 모든 사업에서 공통 으로 두되는 문제이며, 이

의 해결을 한 노력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꾸 히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 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  반에 시작한 스웨덴의 ӒspӦ HRL(Hard Rock Laboratory) 로젝

트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한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 에 한 

기술 기반을 확립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세부목표 에 하나는 지표조사와 시추

공 조사로 도출될 수 있는 지하 암반특성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악하여, 정  

부지조사에 필요한 지질조건, 역학  안정성, 지하수유동 특성, 지하수화학 특성, 

용질이동 특성 등 주요 상에 한 이해도 증진과 지하시설 성능평가

(performance assessment)를 도출하는 것이다(3-4-30). 이러한 ӒspӦ HRL의 연구

사례는 지하 지질구조  지하수유동과정에 한 이해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

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지하시험시설이나 지하 장시설 건설을 통한 

조사, 해석  측내용의 검증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지하원유비축시설 건설과 련하여 조사단계에서 측된 자료와 지하공동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자료를 토 로, 지표와 지하에서의 단열분포특성과 

수리지질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조사/설계단계에서의 측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델교정을 통한 지하수유동체계를 재해석하여 공동건설 

후의 효율 인 운 지침 설정을 한 기본 틀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Fig.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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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0. Flow chart for the approach method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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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방법

     여수 연구지역의 조사설계단계에서 도출된 지표와 지하의 단열체계  수리

지질학  특성을 분석하고, 건설과정에서 확인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빙

성 있는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

를 수행한다.

   • 1 단계 : Gallery 굴착완료

   • 2 단계 : Bench 1  2 굴착완료

   • 3 단계 : 공동굴착완료

연구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 지하수유동로의 지화학  동 원소 특성해석

   • Hydraulic compartment 개념도입  암반 block 규모 모델링(기법)

   • 단열망모델을 이용한 지하수유동체계 해석

세부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설계자료 수집  분석

   • 지하공동 내(Gallery  W/C 터 ) 단열분포특성 분석

   • 수벽공 내 수리시험 자료분석  수리인자

   •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 분석(지상 측공  MP 설치공)

   • 물시료 채취  분석

    4.3. 연구결과

     4.3.1. 단열체계 분포특성

     4.3.1.1. 주 단열  분포특성

 가) 지표조사자료

     비축시설 주변에 분포된 주단열 의 크기에 한 분류는 Black et. al의 정

성 인 분류기 (Table 3.4.21)이 주로 이용되며(3-4-9), 연구지역의 추가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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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1.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fracture systems around a repository
(Black et. al, 1994).

특    성

Order 1
시설이 입지하는 암반블록의 경계역할을 하는 주요 역구조선(major 

regional structures)

Order 2
단  지하시설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주요 단열 (major fracture 

zones)

Order 3
지하시설을 통과하는 주요 단열(major fractures)  국지 단열 (local 

fracture zones)

Order 4
통상 암반에 분포되어 있는 리 등의 단열계(background fracture 

system)

            Fig. 3.4.41. Comparison of the estimated fracture zones and the 
identified fractur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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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을 심으로 조사된 선상구조는 Fig. 3.4.41와 같다. 기존의 U-1-2 원유

비축시설과 LG Caltex 가스기지의 경계역할을 하는 Order 2규모의 F1-1구

조 와 F1-3구조 , 그리고 Order 3규모의 F1-2 구조 는 N60° ～ 70°E의 

방향성을 보이며, 항공사진이나 산음 기복도, 물리탐사에 의해 측되고 

시추조사  텔 뷰어 검층에 의해 확인되었다. Order 3규모의 구조 는 

F2(N20° ～ 40°W), F3(EW), F4(N30°E)계열로 각각 조사․ 측되었다.

 나) 지하공동자료

     조사․설계단계에서 측된 단열  에서 F1-2구조 는 지하 공동굴착에 

의해 비교  유사한 방향으로 확인되었지만, F2-2로 측되었던 단열 는 

그 치와 방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F3  F4계열로 측된 단열  역

시 그 연장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규모가 작아지거나 방향성이 다소 다르

게 확인되었다(Fig. 3.4.41).

     조사․설계단계에서 측된 단열  에서 F1-2구조 는 W/C 공동굴착에 

의해 비교  유사한 방향으로 확인되었지만, F2-2로 측되었던 단열 는 

그 치와 방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F3  F4계열로 측된 단열  역

시 그 연장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규모가 작아지거나 방향성이 다소 다르

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지구물리탐사나 BHTV자료에 의해 측된 Order 3 규모의 단열

에 한 측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단열  규모가 작으면 불규칙한 연장

성에 의해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치, 폭, 방향성이 변하고, 시추 경사각보

다 고경사각을 갖는 단열 와의 교차확률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다) 부단열 의 분포특성

     일반 으로 단층 에 나타나는 2차 단열의 발달은 암석역학 으로 쿨롬이론

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주단층의 운동이 시작되면 1차 으로 

쿨롬 단에 해당되는 R- 단(경계단층과 약 15°)이 먼  발달하고, R- 단 

발달에 따른 단층 의 응력장이 변화되고 변 가 진행되면서 더 작은 각도

의 R- 단과 Y- 단  P- 단이 발달한다(3-4-32). 본 연구지역의 지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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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확인된 단열 의 방향성을 이 이론에 용하여 보면, F1과 F2계열의 

단열들은 P- 단과 P'- 단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Fig. 3.4.42). 한 ÃspӦ 

HRL에서도 부단열 는 주단열 와 고각으로 교차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Fig. 3.4.44). 아직까지 단층경계의 단방향에 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

아 확언할 수는 없지만, 본 이론은 조사단계에서 단열 를 측할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3.4.42. Fracture formation mechanism by coulomb theory.

 라) ÃspӦ HRL의 사례

     스웨덴의 ÃspӦ HRL에서는 단열  폭의 크기를 기 으로 Major Fracture 

Zone(>5m), Minor Fracture Zone(10cm～ 5m), Single Open 

Fractures(<10cm)로 구분하여 이들을 조사하고 지하공동 굴착을 통해 확인

하 다(Fig. 3.4.43). 

     지표 노두  시추공 조사에 의해 측된 주 단열 의 방향성은 그 신뢰도

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하공동과 평행하게 굴착된 

경사시추공의 정보가 신뢰도에 직 인 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Fig. 3.4.44). NE-2 단열 의 경사방향이 조사단계에서 반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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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되었는데 이는 수직시추공 하나의 정보에 의해 측되었기 때문이다.   

ӒspӦ HRL은 조사단계에서의 측신뢰도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의해 좌우되

는 것으로 보고하 다.

∙ 단열 와 교차하는 하나 이상의 시추공에 한 정보 

∙ 단열 와 비교  직교하는 방향으로의 시추조사 여부

∙ 조사심도

∙ 지구물리탐사에서 나타나는 이상 와 단열 의 요도 사이에 상 계

     한 단열  규모가 작을수록,  한 불규칙한 연장성에 의해 심도가 증가할

수록 치, 폭, 방향성 등을 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Fig. 3.4.43.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racture zones during the surface invstigation 

and the identified fracture zones during the underground construction.

Fig. 3.4.44. Vertical profile of the predicted and identified fractur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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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2. Order 4 등 의 단열계

     지표노두 30개 지 에서 측선법에 의해 조사된 총 935개 단열의 주 방향 분

포는 N70°E/75°(NW/SE)이고, 12개 시추공(U1G37 ～ U1G48) 내 BHTV 자료에 

의해 조사된 총 5062개 단열의 주방향성 역시 N65°E/88°(NW/SE)로 유사한 경향

을 보여주었다(Fig. 3.4.45). 지하공동에서 조사된 단열은 연장성이 양호한 비교  

규모가 큰 것으로, 굴착 기에 조사된 134개 단열의 주 방향은 N0° ～

0°W/80°(NE/SW)이다. 이는 BHTV에서 분류되는 개구성 단열의 주 방향인 N15 

°～ 30°W/75°(NE/SW)과 비교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낸다. 개구성 단열은 

BHTV의 주시이미지에서도 뚜렷이 인지될 수 있는 단열로, 투수성이 높을 것으로 

상되는 단열을 의미한다. 기존에 분류된 개구성 단열의 수는 주시이미지에 나타

나는 단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과다하게 조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소의 

WellCad 소 트웨어(v. 2.5)를 이용하여 주시이미지에서도 뚜렷이 인지되는 단열 

총 204개를 새롭게 분류하 다. 지표노두와 BHTV에서 인지되는 개구성 단열을 

제외한 작은 규모의 단열들은 빈도수가 많고, 그 발달방향은 추가비축기지의 북쪽

과 남쪽에 분포하는 F1-1과 F1-3 단열  방향(N55°E)과 유사하다. 반면 이와는 

약 80°의 차이(N0° ～ 30°W)를 갖는 지하공동 내 단열과 BHTV의 개구성 단열들

은 빈도수는 많지 않지만 비교  연장성이 양호하여 투수성이 높은 것으로 단

되었다. 

   Fig. 3.4.45. Rose diagram and stereographic pole plot of fractures observed at 

outcrop, borehole and ca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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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수리지질 특성

     4.3.2.1. 수리 도도

     지하암반의 투수성을 평가하기 해 시추공 내에서 수행되는 수리시험은 매

질  수층의 특성에 따라 그 시험방법  해석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불

균질한 특성을 갖는 결정질 암반의 수리특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단열의 분포특

성에 따른 수리지질학  특성을 달리하는 구간을 설정하여 시험이 이루어져야 하

며, 등연속체 매질로 해석할 경우 지하수 흐름의 차원에 따라 연구지역을 표할 

수 있는 유효수리 도도가 도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가) 추가기지 설계를 한 지표 조사

     추가기지 건설을 한 조사의 일환으로 제석산의 응회암 분포지역을 심으

로 10개의 NX 규격 경사시추공(U1G37 ～ U1G46)에서 총 205회의 수압시

험과 양수정 2개 공에서의 장기양수시험이 실시되었다. 수리 도도 산출을 

한 시험은 이 패커에 의한 방법으로, 압력 1kg/cm2에서 10kg/cm2까지 단

계별로 최소한 10분간 정압상태로 주입하는 Lugeon 시험을 실시하 다. 시

험구간은 해수면까지는 9m, 해수면 이하의 심도에서는 6m로 정하여 실시하

다. 조사공별 수리 도도의 범 는 크게는 1.18×10
-7m/s로부터 작게는 

8.95×10
-10m/s까지 폭 넓게 분포하며, 추가기지 모암의 유효수리 도도는 기

하평균에 의해 5.05×10-9m/s로 계산되었다(3-4-42).

 나) KAERI 자체 수행

     수리시험은 NX규격 시추공 4개공(K-1, K-2, K-3, K-4) 총 400m 심도에서 

정압주입/수 강하시험 수행되었고, 정상류해석에 의해 1.37×10-8m/s의 기하

평균과 1.76×10-7m/s의 산술평균이 계산되었다. 

     수리시험방법과 해석을 달리하여 계산된 수리 도도 값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시험의 장단 과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K-1공(심도:GL.-200m)에 해

서는 다 패커시스템 설치  공 순간충격시험과  설치 후 구간별 펄스시

험이 별도로 실행되었다. 공 순간충격시험은 자동수 계측기를 시추공 내

에 삽입시키고 Bailer를 통해 물을 배출시킨 후 1  간격으로 수 회복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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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측하 다. 한 정압주입시험/수 강하시험은 이 패커를 이용하여 5m 

구간 내에 5kg/cm2의 정압을 유지하여 주입된 물의 양과 주입종료 후 압력

회복양상을 각각 측정하 다. 공 순간충격시험은 Bouwer-Rice의 해석식을 

이용하여 수리 도도를 계산하 고, 정압주입/수 강하시험은 정류해석에는 

Moye의 식을, 부정류해석에는 Horner식을 각각 용하 다. 

     펄스시험은 시추공 내 임의 격리구간에서 행하여지는 순간충격시험으로, 다

패커에 의해 격리된 7개구간  배출구가 설치된 3개구간(① K-1-2 : 

21.5 ～ 33.5m, ② K-1-4 : 65 ～ 77m, ③ K-1-6 : 138.5 ～ 174.5m)에서 

수행되었으며, 다 패커 이싱 내의 수 를 강하시킨 후 배출구를 개방하여 

자동수 측정기에 의해 회복양상을 1  간격으로 측정하 다. 해석방법은 순

간충격시험과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공 순간충격시험에 의한 수리 도도 값은 Bouwer-Rice와 Hvoslev해석법

에 의해 각각 3.34×10-8, 3.76×10-8m/s로, 정압주입시험에 의한 기하평균값 

8.06×10-9m/s보다 약간 높게 계산되었다(Table 3.4.22). 이는 상부 역에 주

로 분포하는 투수성 단열들의 특성이 순간충격시험에 직 으로 향을 미

친 결과로 사료된다. 한편, 펄스시험에 의한 수리 도도 값의 범 는 

5.24×10
-9 ～ 1.52×10-7m/s으로, 같은 구간의 정압주입/수 강하시험에 의한 

산술평균값(2.11×10-8 ～ 8.45×10-7m/s)보다는 비교  작게, 그리고 기하평균

(6.36×10-9 ～ 3.30×10-8m/s)보다는 다소 크거나 비슷하게 계산되었다(Table 

3.4.23; Fig. 3.4.46). 

Table 3.4.22. Hydraulic conductivity by slug test and pulse test.

5.30 x 10-9

Water Column Water Column 
Height(m)Height(m)

Initial Initial 
Displacement(m)Displacement(m)

Hydraulic Conductivity(m/sec)Hydraulic Conductivity(m/sec)Zone Zone 
Length(m)Length(m)

KK--11--22

KK--11--44

Open holeOpen hole

KK--11--66

192.4

31.23

74.78

133.92

192.4

31.23

74.78

133.92

192.4

12

12

36

192.4

12

12

36

12.34

27.8

9.56

12.34

27.8

9.56

31.34

1.52 x 10-7

5.24 x 10-9

Bouwer-Rice Hvoslev

3.34 x 10-8

8.46 x 10-8

3.76 x 10-8

9.33 x 10-8

1.51 x 10-7

(21.5 ~ 33.5m)

(65 ~ 77m)

(138.5 ~ 17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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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3. Hydraulic conductivity by constant injection/fall-off test in the 

same depth with slug test.

Arithmetic Mean(m/sec)Arithmetic Mean(m/sec)

21 21 –– 3838.9.9m(3)m(3)

65.7 65.7 –– 8080.2.2m(3)m(3)

140.1 140.1 -- 175175.3.3m(7)m(7)

Steady FlowSteady Flow
Geometric Mean(m/sec)Geometric Mean(m/sec)

Transient FlowTransient Flow Steady FlowSteady Flow Transient FlowTransient Flow

4 4 –– 194194m(38m(38구간구간))

2.11 x 10-8

2.95 x 10-8

9.81 x 10-9

3.30 x 10-8

2.92 x 10-8

6.36 x 10-9

8.45 x 10-7

5.97 x 10-8

2.47 x 10-8

8.45 x 10-7

5.97 x 10-8

2.47 x 10-8

3.04 x 10-7

1.84 x 10-7

2.11 x 10-8

6.59 x 10-8 9.38 x 10-8 8.06 x 10-9 1.16 x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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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6. Range of the hydraulic conductivity by each hydraulic test.

 다) 지하공동 내 수직/수평수벽공

     지하공동 내에서 설치된 수직(VW1～8, VW39～46)  수평(HW1～16, 18～

32) 수벽공에 해 단일패커를 공 입구에 설치한 후 공 정압주입/수 강하

시험을 실행하 다. 주입시험에는 정상류 해석을, 강하시험에는 부정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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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각각 용하 다. 

     수직수벽공에서 계산된 수리 도도는 크게는 3.97×10-6m/s에서 작게는 1.86

×10-9m/s의 범 를 보이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산

출되었다. 수평수벽공에서 계산된 수리 도도는 3.18×10-10 ～ 7.15×10-7m/s 

범 를 보이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약 7배 정도 높게 계산되었다

(Table 3.4.24). 조화평균은 수평수벽공 내에서 수직 으로 변화하는 다층구

조에 한 평균값 계산 시 용될 수 있는 산출방법으로, 산술평균과 기하평

균에 비해 비교  작게 계산되었다.

     수평/수직수벽공의 치와 수리 도도 값에 의한 단열  분포특성에 한 

분석 한 향후 수행되어야 할 연구 에 하나이다.

Table 3.4.24. Hydraulic conductivity in the vertical/horizontal water curtain boreholes.

Arithmetic Mean(m/sec) Geometric Mean(m/sec) Harmonic Mean(m/sec)

Steady Transient Steady Transient Steady Transient

VW 2.79×10
-7

8.45×10
-7

8.78×10
-8

9.68×10
-8

2.24×10
-8

8.79×10
-9

HW 6.25×10-8 6.3×10-8 8.56×10-9 8.21×10-9 2.12×10-9 1.8×10-9

 라) 조사공별 결과분석 종합

     스웨덴의 Finnsjön site에서의 연구결과(3-4-5)에 의하면 지표로부터 약 

500m 하부는 최상부에 비하여 수리 도도가 약 1 order정도 작게 산출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추가기지  KAERI의 지표 조사공에서 수행된 수리시

험에 의한 수리 도도도는 SKB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지하 수직/수평수벽공

에서 조사된 값에 비해 비교  작다. 이러한 결과는 수리시험방법의 차이  

시험공 주변의 경계조건의 변화 등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지하공동의 수

직/수평수벽공에서 수행된 수리시험은 공 입구의 단일패커에 의한 공 정

압주입/수 강하시험으로, 시험 특성상 수벽공 내에 투수성이 높은 단열의 

향을 많이 받아 과다하게 수리 도도가 산출될 수 있다. 한, 지표조사 

시 시추공 내 조건은 심도의 증가에 따라 압력조건이 증가하지만, 수벽공 주

변의 기압 상태와 수두경사는 굴착에 따라 크게 변하는 등의 조건변화가 

그 요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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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의 조사공 4개에서 산출된 유효수리 도도 값이 추가기지 조사공에 

비해 높은 이유는 쇄   풍화 가 많은 지표부의 시험결과가 반 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기지 조사공에 의한 유효수리 도도 산출 

시 지표부 GL. -1 ～ -53m까지의 시험자료를 제외시킨 이유는 건설될 지하

공동의 심도를 고려하 기 때문이다. 즉 수리시험의 지표부 수리시험결과는 

사업목   특성에 따라 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4.3.3. 공동 굴착에 따른 지하수  변화

     추가기지와 인 한 측공 6개공, LG가스(주)와 련한 수리 향 측공 2

개공  추가기지에 치한 기존 측공 보수 12개소와 신설한 4개공에 해 수

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들 측공 황(Fig. 3.4.47)은 다음과 같다(3-4-45).

ꠚ 기존기지 측공 : 6개공

  ∙ D/C 설치공 : 5개공(U1G25, 26, 33, 35, 36호공)

  ∙ S/C 설치공 : 1개공(U1G22호공)

ꠚ 추가기지 측공 : 16개공(신설 4개공 포함)

  ∙ D/C 설치공 : 10개공(U1G41, 43, 45, 46, 47, 48, 51, 52, 53, 54호공)

  ∙ S/C 설치공 : 6개공(U1G37, 38, 39, 40, 42, 46호공)

ꠚ 수리 향 측공 : 2개공(LG가스(주) 련공)

  ∙ S/C 설치공 : 2개공(U1G49, 50호공)

     4.3.3.1. U-1-2시설 주변 측공

     F1-1 구조 의 방벽기능으로 추가기지 공동굴착에 따른 수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강우량에 의한 상․하부 수 변화 역시 민감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Fig. 

3.4.48). 수벽시설이 안정된 지하수체계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분석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 U-1-2 시설의 수벽공 주입량 변화 자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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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7. Location map of observation walls.

Fig. 3.4.48. Variation of the water level in the observation wells around U-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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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2. F1-1 구조  주변 측공

     2001년 8월 에서부터 동년 10월말까지의 굴착과정  가장 큰 수 변화를 

보인 공은 U1-G43(AO-5)공의 하부수 로서 계속 인 수 강하에 의해 재 

2.54m(EL.)를 유지하고 있다. U1G35(SB-11)공과 U1G47(AW-1)공의 하부수  역

시 10～25m의 수 강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지하공동과 교차된 N10°～15°W/7

5～80°SW의 방향성을 갖는 단열 에 의한 향으로 사료된다(Fig. 3.4.49).

Fig. 3.4.49. Variation of the water level around the F1-1 fracture zone.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본 연구지역에 1999년 6월 심도별 지하lbrs수압  

지하수질변화를 계측하기 해 K-1공과 K-2공에 각각 7개, 5개의 독립 인 구간

을 설정한 후 Multi-packer System을 설치하 다(Fig. 3.4.50). 

     재까지 16회의 지하수압을 모니터링 하 는데, 본 시추공에서 찰되는  

수두값의 분포특성으로 보아 약 EL. -40m를 경계로 상․하부 지하수체계를 구분

할 수 있었다. K-1공의 상부구간은 K-2공과 수리 으로 연결되어 있어 유사한 

지하수압분포를 나타내고, 배출지역 특성이 미미하게 나타나며 주로 수평 인 유

동이 우세하다. 한  상부 지하수체계는 강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는 게 나타났고, 하부 지하수는 강수에 하여 상 계가 없었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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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2001년 5월 26일 이 후 2001년 11월 1일 수두값이 일차 으로 감소되었는

데 이는 지하공동 굴착 시 교차된 N10°～15°W/75～80°SW의 방향성을 갖는 단열

의 향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이 후 2002년 1월 30일에 계측된 수두값이 이

차 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계속된 굴착으로 인한  수 향으로 단된다(Fig.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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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0. Design layout for the multi-packer system in the borehole K-1,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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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1. Variation of the groundwater pressure with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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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3. F1-3 구조  주변 측공

     U1G48(AW-2)와 U1G45(AO-7)공의 상․하부 수 는 2001년 8월 부터 공

동굴착에 의해 소폭의 수 강하를 보이다가 2002년 1월 23일 이후 BWT-2와 

BWT-6 터  내에서 확인된 경사 함수 구조 에서의 수 향으로 10 ～ 30m

의 수  강하가 발생되었다. U1G52(F)공은 추가기지와 LG가스 장시설을 경계

하는 F1-3 단열  주변에 치하며 이 공 역시 경사 함수구조 의 향으로 수

강하가 발생되어 재 상부수 는 90.85m(EL.), 하부수 는 78.82m(EL.)를 유지

하고 있다(Fig. 3.4.53).

     4.3.3.4. 추가기지 공동상부 주변 측공

     U1G46(AO-8)공의 하부수 는 2001년 8월  공동굴착에 의해 지속 인 수

강하가 발생되었으며, 2002년 6월 부터 재까지 30m(EL.)의 안정된 수 를 

유지하고 있다. U1G46공 상부수 와 U1G42(AO-4), U1G44(AO-6)공의 수 는 

강우량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2002년 6 ～ 9월 사이의 호우에 의한 수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Fig. 3.4.54).

그림 155 

Fig. 3.4.53. Variation of the water level around the F1-3 fracture zone.



- 264 -

Fig. 3.4.54. Variation of the upper groundwater level around the U-1-3 facility.

     4.3.3. 수리화학 특성

     4.3.3.1. 시료채취  분석

     추가기지내 수벽공지하수(주입압을 과하는 수벽공으로부터 채취된 물시료

로써 이후 수벽공지하수로 표 )  터  공사시 공동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2002년 5월과 8월에 채취하여 이에 한 수리화학  동 원소 분석을 수행하

다. 시료는 여수기지 장사무소의 조하에 채취되었으며, 4L 수질분석용 폐용

기에 보 되어 한국원자력연구소 실험실로 옮겨져 온도, pH, EC, Eh, DO  알

칼리도가 측정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시료채취 즉시 측정되어야 하나, 실험실로 

운반되어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한 향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한다. 수질측정 

결과는 Table 3.4.25에 정리되었다. 한 년도 수행된 수벽공지하수와 공동 

출지하수의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수벽공주입수와 주변 지역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자료를 Table 3.4.25에 함께 제시하 다. 물시료의 채취 치는 Fig. 3.4.55에 

도시되어 있다. 수벽공 주입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U-1-1기지 수질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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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5. Water sampling locations in the U-1-3 facility.

K-1-5

CT2 STA. 31m

BWT-6  1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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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4.25. Hydrochemical data of water samples in the extended storage 
cavern in the Yeosu site.

Sample SamplingTemp. Eh EC DO Alkalinity TDS δD Log Pco2

no.  Date (℃) (mV) (µS/cm) (mg/L) (x1,000) (mg/L) (‰) (atm)
Injection water 02.8.1 14.7 7.7 201 63 8.3 0.50 59 -54.0 -3.27
Treated water 02.8.1 17.9 8.0 151 70 6.5 0.57 65 -54.0 -3.49

HW15* 02.8.2 25.1 8.4 154 75 4.0 0.56 68 -3.89
HW16* 02.8.2 25.1 8.9 167 78 3.8 0.61 70 -54.8 -4.33
HW-43* 02.8.2 25.2 8.6 170 81 4.2 0.61 73 -4.03
HW-77 02.8.2 25.1 8.3 227 66 4.2 0.50 61 -56.0 -3.81
HW-28 02.5.29 18.1 8.7 118 64 10.2 0.82 98 -55.1 -4.05
HW-42 02.5.29 18.0 8.8 72 65 10.4 0.70 82 -57.8 -4.27
HW-60 02.8.2 25.0 8.7 118 95 3.9 0.84 91 -56.6 -4.04
HW-82* 02.8.2 25.1 8.5 190 99 4.7 0.64 89 -58.6 -3.92
HW-83* 02.8.2 25.2 8.5 122 98 3.8 0.56 82 -56.5 -3.96
HW-68* 02.8.2 25.2 8.6 189 105 3.8 0.64 87 -4.02
HW-16 02.5.29 18.3 9.6 50 96 9.1 0.66 84 -57.5 -5.21
HW-72 02.8.2 25.0 9.5 80 121 5.1 0.79 102 -55.9 -4.93
HW-69* 02.8.2 25.2 9.2 161 89 3.9 0.77 85 -59.2 -4.62
HW-79 02.8.2 24.7 9.1 89 98 3.9 0.79 93 -59.4 -4.42
HW-80* 02.8.2 24.9 9.2 171 78 3.7 0.51 68 -4.79
HW-81* 02.8.2 25.1 9.3 143 92 4.0 0.46 72 -61.6 -5.01
K-1-5** 00.5.22 16.4 9.5 -140 123 6.0 0.91 113 -4.87

HW-71(85m) 02.8.2 25.2 10.1 96 120 4.4 0.42 81 -6.22
BWT-6(103m) 02.8.2 25.3 8.4 200 182 3.9 0.60 143 -2.95

BWT-6(103m)T/L 02.8.2 25.2 8.5 172 183 4.6 0.63 146 -3.84
HW-73 02.8.2 24.9 9.4 77 358 4.8 2.65 208 -4.34

CT2 STA. 31m 02.5.29 20.1 12.6 -89 8860 8.9 46.70 1021 -55.7 -10.77
* Overflowed samples from the pipe of water curtains
** Groundwater (85m below ground surface) sampled from the bolehole K-1
     straddled by multi-packer system (Koh et al., 2001)

pH

용역 수행시 채취된 주입수(공업용수  처리수) 자료를 사용하 으며(3-4-36), 

주변지하수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U-1기지 인근 화산암지역에서 다 패커시스

템(Multi-packer system)을 이용하여 연구 인 K-1공의 표 인 심도(85m)의 

지하수에 한 분석결과를 이용하 다(3-4-37). Table 3.4.25에는 채취된 물시료의 

수리화학특성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시료채취 치에 무 하게 수질특성

에 따라 물시료를 분류하여 정리하 다. 수벽공지하수는 수벽공에서 overflow되는 

물을 사용하 는데, 이  크게 overflow되는 지 의 시료에 하여는 Table 

3.4.25에 기호()를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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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성분  양이온  미량원소는 한 처리를 하여 한국기 과학지원

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하 으며, 음이온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실험실에서 수행되

었다.  미량원소에 한 분석결과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화학자료의 

특성을 해석하기 하여 지화학 로그램(SOLVEQ, 3-4-29)을 이용하여 물시료

의 이산화탄소분압  각종 물에 한 포화지수 값을 계산하 다. 동 원소(산

소  수소안정동 원소, 삼 수소, 탄소안정동 원소) 분석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정동 원소 질량분석기와 액체섬 계측기를 이용하여 재 

분석 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수소안정동 원소 분석결과만을 제시하 다.

     4.3.3.2. 수질특성

 가) 장측정자료

     추가기지내 채취된 물시료의 pH는 7.7～12.6으로 넓은 범  값을 보인다

(Table 3.4.25). 화학 으로 추가기지내 지하수는 크게 추가기지의 수벽공주

입수와 추가기지 내 지하수(Natural groundwater)로 2가지 기원을 고려할 

수 있다. 주입수의 pH는 조사된 것  가장 낮은 7.7～8.0이며, 화학자료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수벽공주입수의 향을 받지 않은 기지내 지하수의 pH

는 약 9.6이다. 참고 으로 U-1기지 인근 지역 시추공지하수에서 다 패커

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취된 심도 EL. -85m의 지하수의 pH는 9.4이다

(3-4-37). 수벽공 유출수의 pH는 8.4～9.5이다. 즉, 수벽공주입수에 자연 지하

수의 혼합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시료의 pH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일부 터 수(시료 CT2 STA 31m)는 pH가 12.6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이

는 공동굴착 시 사용된 그라우   크리트의 용해반응에 기인하는 것이

다. 일반 으로 그라우 에 사용되는 Portland cement(CaOSiO2Al2O3Fe2O3)와

의 반응은 수화반응으로서 지하수의 pH를 크게 증가시키며, 지하수내 Ca함

량을 크게 증가시켜 화학 으로 Ca-OH형을 나타내게 된다.

     결국 공동내 수벽공지하수들은 수벽공 주입수  지하수가 서로 혼합되거나 

암석 물 는 공동내 사용된 크리트와 반응하여 다양한 pH를 보이고 있

다. 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타 기지에서 확인되는 해수유입도  다

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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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암석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EC값은 수벽공 주입수에서 가장 낮은 값(6

3～70 μS/cm)을 가지며, 크리트와 반응한 시료를 제외하고는 지하수가 

체로 높은 값을 보여 다. 시추공지하수의 EC값은 123 μS/cm이다(Table 

3.4.25). 수벽공주입수와 수벽공 유출수에 한 pH와 EC와의 상 계는 pH

가 증가할수록 EC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Fig. 3.4.56). 이 역시 수벽

공유출수는 수벽공주입수와 지하수의 혼합정도에 따라 다양한 EC값을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크리트와 반응한 물시료의 EC값은 8,860 μS/cm를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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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56. Correlation between pH and EC of water samples in the U-1-3 

facility

     기상태에 오랫동안 노출된 수벽공주입수의 산화-환원 와 용존산소값은 

높고 지하수의 경우에는 산화-환원 와 용존산소값이 낮다고 기 할 수 

있었으나, 번 조사된 장측정자료는 장에서 측정된 것이 아니라 실험실

에 옮겨져 측정되었으므로, 측정조건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하는 온도, 산

화-환원 , 용존산소에 한 측정결과(Table 3.4.25)에서는  상결과를 

반 하지 못하 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해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

한 산화-환원   용존산소량은 Fe 는 Mn 등의 용해도에 매우 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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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성장조건을 결정하게 되므로 Clogging 형

성에 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차후 조사시 반드시 장측정을 통한 신뢰성

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 수질특성

     조사된 물시료의 화학분석결과를 살펴보기 하여 분석결과를 Stiff diagram

과 Piper diagram에 도시하 다(Fig. 3.4.57  3.4.58). 수벽공지하수는 주입

압보다 수벽공 내의 지하수압이 크기 때문에 유출되는 지하수로서, 공동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특성을 악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조

사기간에 9개의 수평수벽공을 상으로 수질특성을 분석하 는데, Fig. 

3.4.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벽공유출수는 3가지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료채취 시(’02. 8. 2) 계측된 수벽공의 압력과 설치시기를 요약하면 Table 

3.4.26과 같다. 

    

Table 3.4.26. Classification of the groundwater in water curtain boreholes.

수벽공
수벽공 압력

(Kg/cm2)
설치시기

CaHCO3 Type

HW-15 3.6 2002년 3월 1일

HW-16 5.1 2002년 3월 1일

HW-43 4.8 2002년 5월 21일

Ca-Na-HCO3 Type

HW-82 16 2002년 7월 16일

HW-83 16 2002년 7월 16일

HW-68 6.4 2002년 7월 16일

Na-HCO3 Type

HW-69 10.5 2002년 7월 16일

HW-79 15.5 2002년 7월 16일

HW-80 15.5 2002년 7월 16일

HW-81 15.5 2002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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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7. Stiff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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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8. Piper diagram of water samples in the U-1-3 facility.

     CaHCO3 Type은 수벽공 설치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었고, 수벽공압력도 

주입압을 다소 상회하는 수 이라, 주입수의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주

변부에 주입량이 미미한 것으로 미루어 지형  고도가 상 으로 낮은 지

역의 지하수특성을 변할 수도 있는데, 이에 한 주입수와의 혼합비는 동

원소 특성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Ca-Na-HCO3와 Na-HCO3 Type 유출

수는 주변지역에 주입량이 무하고 높은 지하수압을 고려할 때, 공동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특성으로 변될 수 있다. 

     여기서, 수벽공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하여 각 수벽공 치에서 수벽공주입

수와 지하수와의 혼합비를 정량 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벽

공주입수와 지하수가 각 수벽공에서 출되는 지하수의 혼합 뿐만 아니라 

추가기지내 물의 유동경로를 따라 물-암석반응이 진행되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성분을 이용하여 직 으로 수벽공유출수/지하수의 혼합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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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화학성분  표 인 음이온인 Cl을 사용

할 수 있지만, Table 3.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벽공주입수와 지하수의 Cl 

함량을 혼합비를 구하는데 용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다. 그러므로 수벽공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물-암석반응이 진

행되면서 변화되지 않는 성분을 이용하여야 한다. 물의 거동을 평가하는데 

가장 이상 인 추 자는 물의 구성원소인 산소와 수소 안정동 원소를 이용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후반부의 동 원소 분석결과해석에서 다루

었다.

     이러한 물시료에 한 Piper diagram을 살펴보면 수벽공 주입수는 국내 지

표수에서 확인되는 형 인 Ca-HCO3형을 보여주며, 일부 수벽공지하수는 

수벽공 주입수와 동일한 치에 도시된다.  다른 일부 수벽공지하수는 추

가비축기지 인근지역 시추공에서 다 패커시스템을 이용하여 채취된 지하수

(K-1-5)와 동일한 화학  유형인 Na-HCO3형(HW-69, HW-79, HW-80, 

HW-81)을 보여주고 있다. 이  수벽공지하수 HW-69와 HW-79는 형

인 Na-HCO3형을 보이는 반면, HW-80과 HW-81은 다소 높은 SO4 함량을 

보여 SO4쪽으로 이동된 Na-HCO3형을 보이고 있다(Fig. 3.4.57). 수벽공지하

수 (HW-71)도 높은 SO4 함량을 보이고 있으며 상 으로 Cl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터 수(BWT-6)도 있다(Table 3.4.26). HW-71시료의 SO4 함량이 

높은 원인으로서는 해수의 향 는 여수지역 화산암내 포함되어 있는 황

철석과 지하수의 반응, 즉 황철석의 산화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데, Cl 함량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해수의 향이라기 보다는 황철석과의 반

응에 의한 것이라 단된다. 이는 채취된 물시료에 한 SO4의 황동 원소

분석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한, HW-71과 인 한 

HW-72, HW-73시료가 상이한 화학  유형을 보이는 특성도 추후 해석되어

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BWT-6시료의 높은 SO4함량과 Cl 함량은 해수의 향이 높

은 것으로 추정되며, 화학 으로도 Ca-Cl2을 나타낸다(Fig. 3.4.58). 형 인 

Na-Cl형인 해수가 담수로 풍화된 지역에 침투될 경우에는 Na-Ca 양이온 

교환반응이 진행되어 해수침투지역의 지하수의 화학  유형은 Ca-Cl2형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BWT-6의 시료채취지 을 고려해 볼 때, 해수 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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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하는 것은 성 한 결론이다. 이의 해석은 추후 동 원소결과와 함께 

설명되어질 것이다.

     여수지역 물시료에 하여 Na, K, Ca, Mg, Cl, HCO3, SO4 성분외에 미량원

소로 F 함량은 수벽공 주입수와 기지내 지하수와 구별하는데 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Table 3.4.25와 Fig. 3.4.57  Fig. 3.4.58를 살펴보면, 

Ca-HCO3형은 낮은 F함량(<0.5 mg/L)을 보이는 반면 Na-HCO3형은 높은 F

함량(2.1～3.4 mg/L)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Ca-Na-HCO3 형은 상기 두가지 

유형의 간 값을 보여 다(1.2～2.6 mg/L)(Table 3.4.25). 앞에서 설명된 바

와 같이 Ca-HCO3형에서 Na-HCO3형으로 갈수록 pH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 다.  pH와 F와의 상 계를 도시하면 pH가 증가할수록 F함량이 증가

하는 것을 보여 다(Fig. 3.4.59). F의 기원으로서는 함수 물내 OH를 치환

하여 있는 F가 물-암석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지하수로 용해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3-4-27), 국내 심부지하수에서 매우 높은 값(14 mg/L)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지만(3-4-38), 국내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F의 기원이 

밝 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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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59. Correlation between pH and concentration of F of water 
samples in the U-1-3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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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으로 결정질암지역에서의 지하수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기에서 

0.03%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향으로 강수(precipitation)의 pH는 이론

으로 5.6를 가지며, 기보다 10배에서 1000배까지 높은 이산화탄소를 함

유하고 있는 토양층을 거치면서 지하수의 pH는 4.0～5.0를 갖게된다. 지하수

는 기 높은 수소이온농도를 가지며, 암반의 유동로인 단열 를 따라 유동

하면서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장석류, 운모류 등 규산염 물과 반응하게 된

다. 물-암석반응 기에는 용해도가 높은 Ca가 지하수의 주요이온으로 나타

나며, 음이온 에는 토양층의 이산화탄소로부터 유래된 HCO3가 주를 이룬

다. 그러므로 물의 화학  유형은 Ca-HCO3형을 보이며, 여기에는 지표수나 

천부지하수가 해당된다. 이를 추가기지 지하수에 용한다면 상 으로 지

표로부터 낮은 심도에 있는 HW-15, HW-16지 의 지하수가 천부지하수일 

가능성이 크며, 채취된 수벽공지하수와 Ca-HCO3형을 보이고 있다(Fig. 

3.4.57). 이러한 규산염 물과의 반응은 수소소모반응으로서 지하수의 pH는 

차 으로 증가하게 된다. pH가 증가됨에 따라 지하수내에서 HCO3는 CO3

로 이되며, Ca와 CO3가 차 높은 농도로 보이며 결국 방해석은 지하수로

부터 침 된다. 부분 결정질암반 내에서 단열에 충진된 방해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침 으로 인하여 지하수내에는 Ca가 감소하게 되고, 계속된 규산염

물과의 반응으로 Na 함량은 차 으로 증가하게 된다. 결국 지하수와 암

석과의 반응이 지속될수록 지하수의 pH는 증가하게되고 지하수의 화학  

유형을 Na-HCO3형을 띠게된다. 재 확인된 추가기지내 수벽공지하수  

높은 pH를 가지며 Na-HCO3형을 띠는 것들은 상기와 같은 물-암석반응을 

거쳐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K와 Mg 등도 물-규산염 물의 반응으로

부터 용해되어 지하수에 함유되지만, 일라이트 는 녹니석등으로 침 되어 

지하수로부터 제거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지하수내에서 K와 Mg는 낮은 

함량을 갖게된다. 일라이트와 녹니석은 일반 으로 단열의 충 물로 확인

되는 물이다. 여수기지 주변 시추공인 K-1공으로부터 회수된 시추코아에서 

방해석, 일라이트, 녹니석이 확인된 바 있다. 한 여수추가기지 내에서 채취

된 물시료에 하여 열역학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방해석의 포화지수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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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기지내 지하수로 추정되는 물시료의 경우에 모두 과포화상태를 보여주

고 있다(Fig. 3.4.60). 이는 수벽공을 통하여 유입되는 지하수로부터 방해석이 

침 될 수 있음을 보여 Clogging 상을 보일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화학  유형을 추가기지 지하수에 용한다면 지표로부터 심도가 얕

은 HW-15, HW-16지역의 지하수는 체류시간이 짧은 천부지하수로서 

Ca-HCO3형을 보이며, 제 산 정상부에 가까운 HW-77～HW-83 주변의 지

하수는 지표로부터 지하수의 도달시간 즉, 체류시간이 길어 상 으로 물-

암석반응이 지속 으로 진행이 되어 Na-HCO3형을 보일수 있다.  그러나,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각 수벽공지하수는 주입수와 지하수가 혼합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에 추후 수압, 주입유량, 동 원소 결과와 함께 종합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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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0. Saturation index of calcite related to pH of the water samples.

 다) 동 원소특성

     지하수의 유동해석과 련하여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은 지하수가 유동하

면서 지속 으로 암석과 반응하면서 반응조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데, 이 결과를 자연계의 복잡한 지하수의 유동해석에 직 으로 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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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물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와 수소의 동 원소인 산소

안정동 원소(18O)와 수소안정동 원소(2H)  수소방사성동 원소(3H)의 특

성으로부터 지하수의 체계를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산소와 

수소동 원소는 지하수가 유동함에 따라 물-암석반응으로 인하여 지하수내 

동 원소 조성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연구에 있어서 가장 이상 인 

자연 추 자로 활용될 수 있다. 한, 삼 수소(3H)는 12.43년의 반감기를 갖

는 방사성동 원소로서 50년 이하의 지하수 체류시간을 유추할 수 있어 지

하수의 체계를 해석하는데 매우 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추가기지내 채취된 모든 물시료에 하여 재 한국원자력연구소 실험실에 

상기 동 원소에 한 분석이 진행 에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재까지 분

석된 수소안정동 원소의 분석결과와 이에 한 해석결과를 제시하 다 

(Table 3.4.25).

     산소동 원소결과와 함께 용되어야 하지만, 추가기지내 모든 물시료의 수

소동 원소 조성은 -54～-63‰의 범 를 보여 국내 강수(precipitation)의 동

원소 범 내에 존재하여 모든 추가기지내 모든 물시료는 강수로부터 기원

되었음을 보여 다. 특이할 은 수질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벽공주입

수의 동 원소 조성이 -54‰인 반면 추가기지내 지하수로 고려될 수 있는 

물시료의 수소동 원소 조성은 -59～-62‰를 보여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보

여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벽공유출수는 수벽공주입수와 지하수와의 

혼합정도에 따라 화학특성이 변화되며, 혼합정도에 따라 F함량이 변화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소동 원소와 F함량과의 상 계를 도시하면 Fig. 

3.4.61과 같다. 즉, F함량이 낮은 수벽공주입수에서 F함량이 높은 지하수로 

갈수록 수소동 원소조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러한 직선 인 부의 

계는 수벽공주입수와 지하수가 일부 수벽공에서 혼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벽공주입수의 동 원소조성이 일정하고 지하수의 동 원소조성이 상기와 

같이 일정한 범 를 갖는다면, 수벽공주입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화학분석 결과로부터 확인될 수 없었던 Gallery 

내 유출수의 수벽공주입수와 지하수의 혼합비를 정량 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의 결과는 차후 산소동 원소결과가 확보된 후, 함께 해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 277 -

IW TW

42

77

28
16*

16

82*

72

83*60

69* 79

81*

-62.5

-57.5

-52.5

0 1 2 3 4

F (mg/L)

δD
 (‰

)

Injection w ater

WC w ater (high ratio of IW)

WC w ater (intermediate ratio of IW)

WC w ater (low  ratio of IW)

Fig. 3.4.61. Correlation between hydrogen isotope element and concentration of F.

     4.3.3. 향후 추진사항

     우선 으로 추가기지로부터 재까지 채취된 물시료에 한 각종 동 원소

분석을 추진할 것이며, 이 결과를 장측정  수리화학자료와 결부하여 해석할 

것이다.  한 여수 추가기지 장사무소의 조하에 공동건설동안 지속 으로 각

종 물시료를 채취할 정이다. 그러나 앞서 기재된 바와 같이 장측정자료를 

장에서 직  측정하지 못하고 실험실로 옮겨져 측정되기 때문에, 산화-환원  

 용존산소등의 측정결과에 한 신뢰성을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향후 

추가기지 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Clogging 상을 해석하는데 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장에서 직 으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가기지의 운 과 련하여 수벽공의 효율성에 한 평가가 매우 요하게 

다 질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언 되지 않았지만, 높은 압력으로 유출되는 

수벽공지하수는 부분 자연 지하수 성분을 보인다. 그러나, 수벽공 주입압력조건

에서 유출되는 수벽공지하수가 기존의 지하수 성분을 보여주는가 하면 높은 압력

임에도 수벽공주입수가 유출되고 있어 이에 한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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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시료채취당시의 각 수벽공의 압력  주입체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재까지 기재된 결과는 수리화학  측면에서 기술된 것으로서 추가 인 조

사결과가 확보되면, 수리지질학  측면과의 결부되어 종합 으로 해석결과를 제시

하여야 할 것이다.  

    4.4. 결 론

     지하원유비축시설 건설과 련하여 조사단계에서 측된 자료와 지하공동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자료를 토 로, 지표와 지하에서의 단열분포특성과 

단열망의 수리특성에 의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열분포 특성 

ꠚ Order 3 단열계 : 조사/설계단계에서 측된 단열  에서 F1-2구조 는 

지하 공동굴착을 통하여 비교  유사한 방향으로 확인되었지만, F2-2로 

측되었던 단열 는 그 치와 방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F3  F4

계열로 측된 단열  역시 그 연장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 규모가 작

아지거나 방향성이 다소 다르게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지구물리탐사나 

BHTV자료에 의해 측된 Order 3 규모의 단열 에 한 측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단열  규모가 작을수록 연장성이 불규칙하게 되며 심도가 

증가할수록 치, 폭, 방향성이 변하고, 시추 경사각보다 고경사각을 갖는 

단열 와의 교차확률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ꠚ Order 4 단열계 : 지표노두  시추공에서 조사된 단열의 표 인 방향

성은 각각 N70°E/75°(NW/SE)와 N65°E/88°(NW/SE)로 유사한 경향을 보

여 주었다. 그러나 지하공동에서 조사된 단열은 공동을 가로지르는 연장

성이 양호한 비교  규모가 큰 것으로, 굴착 기에 조사된 단열의 주 방

향은 N0～10°W/80°(NE/SW)이다. 이는 BHTV에서 분류되는 개구성 단열

의 주 방향인 N15°～30°W/75°(NE/SW)과 비교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

낸다. 지표노두와 BHTV에서 인지되는 개구성 단열을 제외한 작은 규모

의 단열들은 빈도수가 많고, 그 발달 방향은 추가비축기지의 북쪽과 남쪽

에 분포하는 F1-1과 F1-3 단열  방향(N55°E)과 유사하다. 반면 이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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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 방향각의 차이(N0°～30°W)를 갖는 지하공동 내 단열과 BHTV의 

개구성 단열들은 빈도수는 많지 않지만 비교  연장성과 투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리지질 특성

ꠚ 수리 도도 : KAERI 조사공에서 수행된 공 순간충격시험에 의한 수리

도도 값은 Bouwer-Rice와 Hvoslev해석법에 의해 각각 3.34×10-8m/s, 

3.76×10-8m/s로, 정압주입시험에 의한 기하평균값 8.06×10-9m/s보다 약간 

높게  계산되었다. 이는 상부 역에 주로 분포하는 투수성 단열들의 특성이 

순간충격시험에 직 으로 향을 미친 결과로 단된다. 한편, 펄스시험

에 의한 수리 도도 값의 범 는 5.24×10-9 ～ 1.52×10-7m/s로, 같은 구간의 

정압주입/수 강하시험에 의한 산술평균값(2.11×10-8 ～ 8.45×10-7m/s)보다

는 비교  작게, 그리고 기하평균(6.36×10-9 ～ 3.30×10-8m/s)보다는 다소 

크거나 비슷하게 계산되었다. 펄스시험과 정압주입/수 강하시험의 정류

와 부정류해석에 의한 수리 도도의 상 계는, 산술평균의 경우 각각 

37.4%와 0.7%로 낮은 반면, 기하평균의 경우 67.3%와 99.9%로 매우 높은 

상 계를 보여주었다.

    수직수벽공에서 계산된 수리 도도는 크게는 3.97×10-6m/s에서 작게는 

1.86×10
-9m/s의 범 를 보이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약 3배정도 높

게 산출되었다. 수평수벽공에서 계산된 수리 도도는 3.18×10-10 ～ 7.15×

10-7m/s 범 를 보이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약 7배정도 높게 계산

되었다. 조화평균은 수평시추공 내에서 수직 으로 변화하는 다층구조에 

한 평균값 계산 시 용될 수 있는 산출방법으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에 비해 비교  작게 계산되었다.

    추가기지  KAERI의 지표 조사공에서 수행된 수리시험에 의한 수리

도도도는 지하 수직/수평수벽공에서 조사된 값에 비해 비교  작다. 이러

한 결과는 수리시험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즉 지하공동의 

수직/수평수벽공에서 수행된 수리시험은 공 입구의 단일패커에 의한 공 

정압주입/수 강하시험으로, 시험 특성상 수벽공 내에 투수성이 높은 단

열의 향을 많이 받아 과도하게 수리 도도가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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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조사공 4개에서 산출된 유효수리 도도 값이 추가기지 조사공에 

비해 높은 이유는 쇄   풍화 가 많은 지표부의 시험결과가 반 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기지 조사공에 의한 유효수리 도도 

산출 시 지표부 GL.-1 ～ -53m까지의 시험자료를 제외시킨 이유는 건설

될 지하공동의 심도를 고려하 기 때문이다. 즉 수리시험의 지표부 수리

시험결과는 사업목   특성에 따라 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ꠚ Multi-Packer 구간의 지하수압 변화 :  2001년 5월 26일 이 후 2001년 11

월 1일 수두값이 일차 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하공동 굴착 시 교차된 

N10° ～ 15°W/75° ～ 80°SW의 방향성을 갖는 단열 의 향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이 후 2002년 1월 30일에 계측된 수두값이 이차 으로 감소

되었는데, 이는 계속된 굴착으로 인한  수 향으로 단된다.

ꠚ 지하수  변화 : U1-2시설 주변 측공들은 F1-1 구조 의 방벽기능으로 

추가기지 공동굴착에 따른 수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강우량에 의한 상․하

부 수 변화 역시 민감하지 않다. F1-1 구조  주변 측공  2001년 8

월 에서부터 동년 10월말까지의 굴착과정  가장 큰 수 변화를 보인 

공은 U1-G43공의 하부수 로서, 기 109.69m(EL.)에서 계속 인 수 강하

에 의해 재 2.54m(EL.)를 유지하고 있다. U1G35공과 U1G47공의 하부수  

역시 기 18.35m(EL.)와 16.73m(EL.)에서 16.73m(EL.)와 0.27m(EL.)로 수

강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지하공동과 교차된 N10°～15°W/75°～

80°SW의 방향성을 갖는 단열 에 의한 향으로 단된다. F1-3 구조  

주변 측공  U1G48와 U1G45공의 상․하부 수 는 2001년 8월 부터 

공동굴착에 의해 소폭의 수 강하를 보이다가 2002년 1월 23일 이후 

BWT-2와 BWT-6 터  내에서 확인된 경사 함수 구조 에서의 수

향으로 10 ～ 30m의 수 강하가 발생되었다. U1G52공은 추가기지와 

LG가스 장시설을 경계하는 F1-3 단열  주변에 치하며 이 공 역시 

경사 함수구조 의 향으로 수 강하가 발생되어, 상부수 는 기 

95.46m(EL.)에서 90.85m(EL.), 하부수 는 기 93.8m(EL.)에서 

78.82m(EL.)를 유지하고 있다. 추가기지 공동상부 주변 측공  U1G46

공의 하부수 는 2001년 8월  공동굴착에 의해 지속 인 수 강하가 발

생되었으며, 2002년 6월 부터 재까지 30m(EL.)의 안정된 수 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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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U1G46공 상부수 와 U1G42, U1G44공의 수 는 강우량에 민

감한 반응을 보여 2002년 6 ～ 9월 사이의 호우에 의한 수 상승을 확인

할 수 있다.

   • 수리화학 특성 

ꠚ 수벽공으로부터 채취된 수벽공 유출수는 pH 8.4～9.5의 범 를 가지며 

Ca-HCO3형과 Na-HCO3형을 띠는 다양한 화학조성을 보여 다. 이는 수

벽공주입수와 추가기지 지하수와의 혼합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상으로 

동 원소분석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각 수벽공내 수벽공주입수와 지하

수의 혼합비를 정량 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BWT-6 터 수의 경

우는 다소 높은 Cl 함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 변화에서 확인된 것

처럼 공동건설이 지하수 체계의 변화를 야기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터 수의 경우 매우 높은 pH와 이온함량을 보이고 있으며 화학 으로 

Ca-OH형을 띤다. 이는 공동내 타설된 크리트와 지하수가 반응한 결과

로 해석된다.

   5. 단열 에서 수행한 추 자 시험에 한 해석

    5.1. 서 론

     추 자 시험(tracer test)은 주입공에 추 자 원소를(tracer element)를 주입

한 후 측공에서 주입된 추 자의 시간에 따른 농도를 측정하여 지 에 흐르는 

지하수의 흐름방향(flow path)를 알 수 있게 하고, 이동시간(travel time)을 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리시험(hydraulic Test)의 한 방법이다(Fig. 3.4.62).

     추 자 시험은 일 기 주로 카르스트 석회암 수층에서 물이 지하로 스며

드는 섭입 과 분출 사이에서의 지  연결성을 확인하기 해 수행되어왔다. 일

반 으로 추 자 시험은 두가지 목 을 가지고 수행된다. 하나는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지하 매질의 심있는 두 지  는 역 사이의 연결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층에서 용질의 이동특성을 반 하는 물리․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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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  변수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 을 갖고 수행되는 추 자 

시험은 주로 카르스트 지형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암반 수층에서 규

모 단열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데에도 용되고 있다. 재에는 두 번째 목 을 갖

고 수행되는 추 자 시험이 보편 인데, 이는 지표 는 지하에 노출된 오염물질

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 이동하는 지를 악하고자 할 때 가장 주요한 정보

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Fig. 3.4.62. Schematic diagram of the tracer test.

     특히, 최근에는 많은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지하 장

과 련해서 처분시설 부근의 지하 수층의 용질이동 상을 악하고  처분시

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 자 시험의 결과가 요한 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  방사성 폐기물의 심부지층 처분안정성확보를 한 연구로서 

역시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서 2002년 11월부터 2002년 12월에 걸쳐 추 자 

시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가 수행된 지역에 한 설명은 Fig. 3.4.63와 같다. 

YS-02번공(injection well)을 추 자의 주입공로 사용하 고, 주입된 추 자를 

YS-02-1, YS-02-2번공(observation well)에서 측하 다. YS-02-1번공은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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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으로부터 북쪽으로 2.5m 떨어져 있고, YS-02-2번공은 주입공에서 북동쪽으로 

50°의 각을 이루며 2.5m 떨어져 있다. 두 측공 이외에 주입공에서 7.1m 떨어

진 YS-02-3번공에서 추 자 주입에 의한 지하수질 변화를 측정하 다. 

Fig. 3.4.63. Location of the boreholes.

    5.2. 이론  배경

     단열 암반에서 용질의 이동은 다공질 매질에서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

낸다. 다공질 매질에서의 추 자 시험 결과는 일반 으로 균질한 3차원의 유체 흐

름과 그에 따른 용질의 이동문제로 해석되고 있지만, 단열 암반에서는 매질에 많

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는 다공질 매질에서 체 역을 표하는 ‘ 표체 (Representative Elementary 

Volume, REV)’을 결정하기가 비교  쉽지만, 단열암반에서는 매질에서의 불균질

성으로 인해 REV에 한 결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한다(3-4-7).

     이 게 불확실성이 많은 단열 암반에서 수행한 추 자 시험의 결과를 해석

하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 으로 단열의 투수성에 비해 암반의 

투수성이 매우 낮다는 가정하에 유체의 흐름과 용질의 이동이 불균질한 3차원 공

간에서 2차원의 단열에서 일어난다고 해석하는 방법과, 다공질 매질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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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암반에서도 부분의 추 자 시험을 한 해석이 용질의 이송-확산방정식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실험에 향을 미치는 요소- 정내에서의 혼합에 의한 

향(well diffusion), 매질로의 확산(matrix diffusion), 정체수로의 확산(stagnant 

water diffusion)-를 조 씩 첩하여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과, 단열 암반에

서 유체와 용질의 흐름이 선호경로를 따라 형성된 여러개의 통로를 통해서 이루

어진다는 유로모델(Channel model)에 의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된다(3-4-1).

     용질의 이동과 련한 일반 인 지배방정식은 이송-확산 방정식(Advection- 

Dispersion Equation; ADE)로 아래와 같다.

∂C
∂t

= ∇․(D∇C - VC) (3.4.31)

  C : Concentration

  D : Coefficient of hydrodynamic dispersioin 

  V : Averge linear velocity

     의 ADE는 지표 혹은 지하에 노출된 용질이 지하수의 흐름과 매질의 형

태, 지하수의 속도에 의한 수력학 인 분산에 이동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ADE를 직 으로 단열암반에서의 용질의 이동에 한 설명에 용하는 것은 

에서 기술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합하지 않다. 재, 단열암반에서의 추 자 이

동과 련해 많은 활발한 연구가 진행  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한 한 방

법을 찾는 것은 시험지역의 특성과 련하여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먼  ADE 방정식을 근거로 추 자 시험에 한 결과를 해석해 보았고, 

다음으로 모멘트 해석법을 사용하여 재해석을 시도해 보았다.

    5.3. 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 추 자 시험은 2002년 11월 13일부터 동년 12월 26일까지 44일

에 걸쳐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연구지역의 140m～150m에서 소규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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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fracture zone)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40). 단열 의 수리계수

값을 계측하기 해 단열 가 존재하는 곳으로 단되는 깊이에서 단열 의 상하

부에 패커를 설치하고, 측공에도 단열 가 존재하는 깊이에서 패커를 설치하여 

단열 를 격리시켰다. 주입공의 격리된 단열  구간에 추 자를 가압 주입하면서 

주입공  측공의 패커 사이 부분에서 기 도도를 측정하 다. , 측공에

서 패커에 의해 격리된 구간 외 매질의 투수성에 한 교차유동(cross flow)을 확

인하기 하여 YS-02-1번공 상부 패커 윗부분  YS-02-2번공 하부 패커 아랫

부분에서도 기 도도 계측기를 설치하여 추 자로 인한 기 도도의 변화 값

을 측정하 다. 추 자로서 비반응 용질인 염수(salt water)가 사용되었으며, 기

도도 계측기로 주입공(YS-02)과 측공(YS-02-1, YS-02-2)에서 추 자의 농

도로 인한 기 도도값을 구하 다. 

     염수의 기 도도 값은 함유된 이온들의 양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기 도도와 특정이온의 농도로 선형 계라고 가정하여 추 자 시험에서 측된 

기 도도 값을 염수에 함유된 이온의 농도로 변환하여 계산할 수 있다. 

Cl-의 농도 = 48000( 기 도도) × 0.396 (3.4.32)

     시험에 사용된 염수는 19000ppm의 Cl-의 농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0.396의 값을 인자로 해서 기 도도에 따른 Cl-의 농도를 계산하 다. 본 연구

에서 수행된 단계 인 시험 설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 YS-02번 공에서 단열  부분에 패커를 설치한 후 패커 사이로 

염수를 가압 주입한다. 

단계 2 : YS-02번 공 염수주입 48시간 후 같은 조건으로 담수를 주입한

다.

단계 3 : 주입공(YS-02), 측공(YS-02-1, YS-02-2)번공에서 기 도도 

계측기를 사용하여 염수의 기 도도값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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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공, 패커, 기 도도계측기, 압력계의 치는 Fig. 3.4.64과 같다. 

Fig. 3.4.64. Arrangement of the EC probes, pressure probes and packers

    5.4. 실험결과

     주입공(YS-02)과 측공(YS-02-1, YS-02-2)에서의 패커 사이부분의 압력

분포는 Fig. 3.4.65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 자의 주입 에 주입공

과 측공에서의 압력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 자의 주입이 시작되는 

11월 18일을 경계로 주입공에서는 가압 주입에 의해 압력이 140m에서 165m로 상

승되는 반면(Fig. 3.4.65(a)), 측공은 계속 일정한 압력값(141m, 143m)를 갖게 됨

을 알 수 있다. 즉, 측공과 주입공에서 24m, 22m의 수두압차를 보이게 됨에 따

라 주입공에서 측공으로 지하수가 흐르게 되는 상을 찰할 수 있다. 이 게 

지하수의 구배를 주입공에서 측공으로 인공 으로 경사지게 하여 주입공에서 

추 자를 넣어 실험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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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5. Variation of the pressure in the packer interval;

                        (a)YS-02, (b)YS-02-1, (c)YS-02-2.

추 자 주입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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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자 시험결과 주입공과 측공에서의 농도변화는 Fig. 3.4.6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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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66. Vari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Cl- with time

YS-02-1 패커 사이 부분

YS-02-1 상부패커 윗 부분

YS-02-1 하부패커 아랫부분

YS-02-2 패커 사이 부분

YS-02 패커 사이 부분, 주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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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공에서는 가압 주입에 의해 주입이 시작된 11월 16일부터 Cl-이온의 농도 

변화를 찰할 수 있는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최 치를 보이고 48시간 경과한 

11월 18일 이후부터는 격히 감소하여 25일이후에는 자연상태의 농도에 도달해 

패커 외부로 완 히 퍼진 모습을 나타낸다. 각 측공에서의 농도는 연결성이 가

장 양호할 것으로 단되는 YS-02-1번공의 패커 간 부분에서 주입에 인한 농

도의 반응이 가장 빨리 나타났으며, 최 치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결과를 얻었다.

     YS-02-1번공 상부패커 윗부분에서 측정된 농도는 패커 사이부분보다 낮은 

농도값을 나타냈으며, 최 치에 조  늦게 도달함을 알 수 있다. YS-02-2번공 패

커 사이 부분에서 측된 농도는 다른 측정 에 비해 많이 지연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오히려 YS-02-2번공 하부에서 측정되는 값보다 최 치에 늦게 도달함

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시추공(YS-02와 YS-02-2)에서 상되는 용질의 흐름 경

로가 BHTV에 의해 계산된 단열 로 흐르지 않고, YS-02-2번공 패커 하부와 주

입지 사이에 우세경로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입된 염수의 도에 

의해 측지 에서 미세규모의 도에 의한 흐름(density dependent fluid flow)이 

발생했다는 가정도 무시할 수 없다. 

     주입공에서 북동쪽으로 7.1m이격된 YS-02-3번공에 지표로부터 150m의 깊

이에 HACH사의 hydrolab. 장비를 설치하여 기 도도(electronic Conductivity)

를 측정했다. 추 자의 주입에 직 으로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향을 받아 11월 22일경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며 서서히 어들었다가 12

월 15일경부터 이  상태의 값을 나타내었다(Fig. 3.4.67). 

Fig. 3.4.67. Electronic conductivity in the borehole YS-02-3.

11/13/02 11/22/02 12/2/02 12/11/02 12/20/02 12/29/02
Date

0

200

400

600

El
ec

tro
ni

c C
on

du
ct

ivi
ty

 (u
S/

m
)



- 290 -

    5.5. 해석 방법

     5.5.1. 해석해를 이용한 방법

     추 자 시험의 결과를 용질의 이송-확산 방정식에 한 해석해로 매질에 

한 수리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해석해를 이용하여 추 자 시험의 결과를 해석

하기 해서는 우선 해석에 사용될 한 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후 모델에 의해 계산된 농도 이력곡선이 실험에 의해서 찰된 곡선과 잘 맞을 

때 까지 모델의 매개변수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산된 농도이력곡선과 

실험 자료가 가장 잘 맞는 매개변수가 매질에 한 수리계수로 표 된다. 이 방법은 

일반 으로 다공질 매질에서 수행한 추 자 시험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

으나, 추 자 시험 결과에 한 해석이 간편하여 단열 암반에서 수행된 추 자 시

험의 결과를 이용해 매질의 수리계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반응 용질(염수)을 추 자로 사용하 으며, 주입지 과 

측지 의 거리가 2.5m에 불과하므로 분산도가 일정한 매질에서 지하수의 흐름이 

1차원이고, 추 자가 순간 으로 주입(pulse input)된다고 가정하여 아래의 해석해

를 갖고 매질의 수리계수를 추정해 보았다(3-4-8).

c(x, t) =
M

Anf(4 πD t)
1/2 exp [ - (x-vxt)

2

4D t ] exp(-λt)
(3.4.33)

   

M : 단  단면 당 주입된 용질의 질량 (kg)

x : 주입 과 측  사이의 거리 (m)

A : 지하수가 흐르는 단면  (m2)

nf : 유효 공극률

α : 분산도(Dispersivity)

D : 분산계수 (m2/s)(Dispersion coefficient)

u : 역  규모에서 공극을 흐르는 유속 (m/s)

λ : 용질의 감쇠비 (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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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입력값은 측공에서 측정된 추 자의 농도값을 사용하 고, 주입 과 

측  사이의 거리는 2.5m (YS-02-1, YS-02-2), 수층의 두께를 10m로 두었

고, 용질의 감쇠비는 비반응 용질을 사용하 기 때문에 0값을, 지하수의 Darcy 

velocity는 가압 조건하에 주입공에서 추 자를 주입한 시간과 측공에서 용질이 

도달한 시간을 비교하여 구했다.

     각 측지 으로부터 얻은 농도이력곡선(Breakthrough Curve)과 해석해를 

이용해 가장 한 수리계수를 구한 농도이력곡선(실선)을 Fig. 3.4.68에 제시하

다. 그림에서 보면 측정에서 측정된 기 추 자의 농도 값이 이론 인 해

석해의 농도 값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우세 단열에 

의한 이동경로로 지하수가 흐르는 상(Channellized flow)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

석이 가능하다.

     해석해를 이용한 추 자 시험의 해석 결과는 Table 3.4.27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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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8. The breakthrough curve by tracer test(red dashed line) and by 

semi-analytical solution(blue line).

YS-02-1 패커 사이 부분 YS-02-1 상부패커 윗 부분

YS-02-1 하부패커 아랫부분YS-02-2 패커 사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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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27. Hydrogeologic parameters obtained by a semi-analytical solution.

분산도(m) 유효공극률 공극수 속도(m/s)

L dimensionless L/T

YS-02-1 패커 사이부분 1.12 0.0295 4.80×10-7

YS-02-1 상부패커 윗부분 1.44 0.0275 5.79×10-7

YS-02-2 패커 사이부분 0.97 0.0241 1.514×10-7

YS-02-2 하부패커 아랫부분 0.86 0.0236 2.040×10-7

     5.5.2. Moment 해석법

     Moment 해석법은 추 자 시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농도이력곡선을 이용하여 

매질의 계수를 악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Moment 해석법은 분산-이송방정

식 같은 용질의 이동에 한 기본 인 물리  모델이 필요하지 않으며, 추 자 시

험 결과 나타나는 농도이력곡선(Breakthrough Curve)을 이용하여 평균 농도이력 

시간(mean Breakthrough Time)과 퍼짐의 정도(degree of spreading)를 분석하여 

수리계수를 획득한다(3-4-34).

     추 자 시험과 련 일반 인 모멘트의 수학  형태는 다음과 같다(3-4-34).

mn = ⌠
⌡

∞

0
t n C (z, t) dt (3.4.34)

          

mn : n차 시간 모멘트

C : 농도

t : 시간

     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n=0일 때 0차 시간 모멘트가 되며, 이 값은 매질

에서 깊이에 따른 용질의 체 농도가 된다. 

     Moment 해석법에서 더욱 간단한 계산을 해 상 농도 값(rea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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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과 차원 시간(dimensional time)개념을 사용하면, 모멘트식을 정규화 

하면 다음 식과 같고,

Mn =
mn
m0

=

⌠
⌡

∞

0
tnC(z, t) dt

⌠
⌡

∞

0
C(z, t) dt (3.4.35)

n차 심모멘트(nth central moment)는 다음 식과 같다.

μn =

⌠
⌡

∞

0
(t - M1)

nC(z, t) dt

⌠
⌡

∞

0
C (z, t) dt (3.4.36)

     만약, 주입정에서 주입되는 추 자의 농도가 델타함수로 주어지면 상되는 

도착시간(평균 농도이력시간) τ  는 일차 모멘트로 직  계산가능하다. 

τ(z) = M1 = =
m1

m0
=

⌠
⌡

∞

0
t C(z, t) dt

⌠
⌡

∞

0
C(z, t) dt (3.4.37)

     한, 직 으로 분산 상과 연 되는 분산 μ2(이차 심모멘트)는 다음식

에서 결정된다.

μ2 (z) =

⌠
⌡

∞

0
(t - M1)

2C(z, t) dt

⌠
⌡

∞

0
C (z, t) dt

= M2 - M
2
1

(3.4.38)

     모멘트 해석법을 사용하면 용질의 이동과 련하여 가장 요한 인자인 

Pore water velocity( v)와 분산계수( D)를 직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기술한 실험내용을 갖고 측공의 농도이력곡선을 이

용하여 심부지역에서의 수리 계수들을 추정해 보았다. 평균 농도이력시간과 이차

심모멘트를 구하기 해 Trapezoidal 방법을 이용하여 분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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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에 따르면 추 자 농도의 심치가 측공에 도착하는 평균 농도이

력시간은 측공의 치와 측 마다 다르지만 략 6.34일에서 8.33일 정도 소

요되는 것으로 단되며, YS-02-1번공에 비해 YS-02-2번공의 2차 심모멘트 

값이 다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속에 따른 퍼짐 상이 YS-02-2번공에서 더 

많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주입공과 YS-02-1번 공 사이의 유속이 크기 때

문에 분산계수(분산도×공극수 속도)는 YS-02-1번공에서 크게 나타나게 된다. 

     Moment 해석법에 의해 추 자의 수리계수값을 추정해본 결과 략 3.94×

10-7～4.75×10-7(m/s)의 값을 나타내내며, YS-02-1번공이 YS-02-2번공에 비해 

평균선형속도(average linear velocity)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해석결과는 Table 3.4.28와 같다. 

Table 3.4.28. Results of the moment analysis method.

평균농도이력시간(τ) 2차 심모멘트(μ)

T T2

YS-02-1 패커 사이부분 6.34 6.28

YS-02-1 상부패커 윗부분 7.34 6.39

YS-02-2 패커 사이부분 8.25 7.1

YS-02-2 하부패커 아랫부분 8.33 6.40

Table 3.4.29. Hydrogeologic parameters obtained by the momet analysis.

평균 선형속도(v) 분산계수(D)

L/T L2/T

YS-02-1 패커 사이부분 4.75×10-7 9.5×10-8

YS-02-1 상부패커 윗부분 4.10×10-7 6.7×10-8

YS-02-2 패커 사이부분 3.97×10-7 5.2×10-8

YS-02-2 하부패커 아랫부분 3.94×10-7 4.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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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단열틈의 크기산출

     추 자 시험의 결과로 단열암반에서의 단열틈(Fracture aperture)을 아래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구해진 단열틈은 Frictional Loss Aperture 

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이는 추 자 시험의 해석 결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3-4-33).

     추 자의 이동이 한 개의 우세 단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추 자

의 평균 이동 시간(mean residence time)은 아래와 같으며, 

tw = ⌠
⌡

l 2

l 1

1
v
dl (3.4.39)

유체의 흐름이 선형이라고 가정하면 Darcy's law는 단일 단열에서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v = -
γ
μ
k

ΔH
L

= -
γ
μ
k ( 1

12
b
2) ΔH
L (3.4.40)

     여기서, γ  와 μ는 각각 유체의 량 도(weight density)와 성도

(viscosity)를 나타내고, ΔH는 주입지 과 측지 의 수두차를 의미한다. L은 주

입지 (l1)와 측지 (l2)에서의 흐름경로(flow path)를 의미하며, k는 일정한 간격

(b)를 가지는 단열의 투수도를 가리키는데 (1/12)b
2의 값과 같다. 실제로 일정한 

간격(b)을 가지는 단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평탄하지 않는 단열틈을 가진 

평행한 단열을 가정한다면 식 (3.4.39)을 식 (3.4.40)에 입시켜 frictional loss 

aperture(δl)를 b의 값에 치해서 계산하면 아래 식과 같다.

δ l = L ( 12 μ
γ ∣ΔH∣ tw )

1/2

(3.4.41)

     일반 으로 수리시험으로 추정된 단열틈이 추 자 시험의 결과에 의한 단열

틈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 따르면 추 자 시험 결과

를 이용하여  식으로 단열틈을 계산하여 본 결과, δl은 0.746×10
-6～1.523×

10
-6m의 크기를 갖고 있어 연구지역의 화강암 암반에는 극히 은 수의 투수성 

단열과 작은 Aperture size를 갖는 단열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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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결 론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국지 단열 를 상으로 수행한 추 자 시험 결과, 

해석해에 의한 분산도는 0.86～1.44m, 유효공극률은 2.36%～ 2.95%, 지하수의 유

속은 1.514×10
-7 ～ 5.79×10-7m/s의 범 를 보인다. 모멘트 해석법에 의한 분산계

수는 9.5×10-8 ～ 9.5×10-8m2/day, 지하수의 속도는 4.7×10-8 ～ 9.5×10-8m/s 의 

범 를 나타내어, 두 가지 해석법에 의한 결과는 1 order 내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값은 다  패커를 이용한 펄스시험에서 얻어진 동일 시험구간 내 

수리 도도값과 유사하며(K=2.35～ 3.62×10-10m/s, 3-4-42), 일반 인 화강암질 암반

에서 고려되는 분산도  지하수의 수리 도도 값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주입구간과 측구간 간의 평균 농도이력시간(τ)은 6일에서 8일 정도임을 

알 수 있었고, YS-02-2번 측공의 패커 하부구간이 패커구간에 비해 비슷한 값

(모멘트해석법)을 갖거나 더 높은 값( 해석해를 이용한 해석법)을 보인 결과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투수성단열의 존재 혹은 암반 내에서의 이들의 상호 

연결성에 의한 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한 추 자로 사용된 해수의 도

의존 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수리시험으로 추정된 단열간극이 추 자 시험의 결과에 의한 것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본 연구지역에서 BHTV를 이용하여 

단열간극을 계산한 결과 해당 깊이에서 4.08×10-5 ～ 8.04×10
-3
m 크기의 단열이 

존재하는 것을 밝 졌으나(3-4-41), 실제로 추 자시험 결과 주입공과 측공 사

이 흐르는 지하수의 유속에 의해 구해지는 평균체류시간(mean residence time)으

로 단열간극의 크기를 계산해본 결과 0.75 ～ 1.5μm의 범 에 해당되어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의 암반에는 극히 은 빈도의 작은 간극

을 갖는 투수성 단열이 분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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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심부암반의 지화학특성

   1. 서 언

     국내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개념은 부분의 원자력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 방서성폐기물을 안 한 환경 조건을 갖는 지하 심부환경에 처분하여 인간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공학 인 방벽과 지질학  방벽을 

모두 고려한 다 방벽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공학  방벽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으로부터 핵종 유출을 최 한 차단하도록 설계되지만, 수십만년에서 수백만년의 

장기간의 걸친 처분장의 안 성을 고려해야하는 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서는 

지질학  방벽의 역할이 필수 이다. 지하수는 장기간에 걸쳐 공학 방벽을 부식 

는 침투하여 유출된 핵종을 생물권으로 유동시키는 주된 매개체가 되는 한편 

핵종-지하수-암석 반응 상은 핵종 출을 지연 / 는 지하는 지질학  방벽

의 한 요인이다. 물론 고 폐기물 처분장의 정지역으로 지하수가 없는 지역이 

선호되지만, 국내 처분 상 모암으로 가능성이 높은 결정질암의 경우, 복잡한 지

구조운동을 겪은 우리나라의 암질은 쇄 의 발달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므로 

핵종유출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지하수가 없는 지역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할 것으로 상된다. 실질 으로 심부지열을 이용하기 한 심부공조사  지하

공동 시설 건설시 결정질암에서는 부분 쇄 를 따라 지하수가 유동 는 부

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장으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유출은 지하수의 유동에 기인하며, 결정질 암

반에서의 지하수의 유동체계는 지역 인 단열체계 특성에 지배된다.  유출된 핵종

의 거동은 핵종을 운반하는 지하수의 화학성분과 지하수와 하는 물특성에 

좌우된다. 따라서 처분장의 안 성 평가를 해서는 모암에 따른 수리지화학  

특성규명이 우선된다. 여기에는 지하수의 화학  특성, 지하수의 체류시간, 지하

수와 하는 모암  단열충 물의 특성규명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 평가를 한 지화학특성 규명은 지표 

 천부지하 환경 뿐만 아니라 심부환경이 포함된다.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연

구에 용될 수 있는 국내 심부환경에 한 수리지화학  연구는 그간 도수터 , 

산  심부지열개발과 련하여 굴착된 심부공과 연구용 시추공을 이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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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하여 왔다.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지질환경에서의 지하수

의 수리화학특성에 한 비평가차원에서 국내 표 인 결정암류인 화강암과 

변성암을 모암으로 하는 지역에서의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은 고 방사성폐기

물 처분연구 1단계 연구결과보고서(3-5-30)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지하수들이 모두 심부공으로부터 채취된 지하수이고, 실질 으로 지열개발과 

련된 심부공들은 이싱을 통하여 천부지하수와의 격리가 비교  양호하기는 

하지만, 계속 인 심부지하수의 양수로 인하여 천부지하수의 유입이 야기되고 있

기 때문에, 국내 심부환경을 표할 수 있는 격리된 심부지하수라 할 수 없다. 연

구용 시추공의 경우는 이러한 인 인 양수활동이 없기 때문에 시료채취시 지하

수의 교란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연구용 시추공이 나공상태이기 때문에, 시추공내

에서 천부지하수와 심부지하수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시추공이 치한 지역의 지

하수의 유동이 거의 없는 경우 시추공내 천부지하수와 심부지하수의 지화학  특

성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지하수의 수두(potential head)가 차이나는 지역, 즉, 지

하수의 유동이 시추공내에서 상하로 일어나는 경우 나공상태에서의 천부와 심부

지하수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격리된 지하수의 채취를 해서는 시추공내 

패커의 설치가 필수 이며, 심도에 따른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을 밝히기 해서는 

다 패커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격리된 지하수의 지화학특성 결과는 상세히 

후술되었다. 한, 터 과 산내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경우 지표로부터 심부에 

치한 지하수를 손쉽게 채취할 수 있지만, 터  굴착에 따른 압력감소와 시료채

취시 기와의 축으로 인해 지하수가 산화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특수한 지하

수채취장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터 유출수와 다 패커를 이용한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은 본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 2단계 최종보고서와 1단계 최종보고

서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본 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를 하여 연구지역들에 시추된 

심부시추공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특히 다 패커가 설치된 시추공지하수를 

심으로 수리지화학특성, 환경동 원소특성, 단열 물특성  지하수의 체류시간

에 한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한, 상기 지화학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수의 지

화학  진화과정을 기술하 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석유개발공사의 건설 는 

건설 인 규모 지하시설인 석유비축기지 주변에 다 패커가 설치된 시추공지하

수에 한 지화학  특성도 함께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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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분을 차지하는 결정질암류  2곳의 

화강암지역(유성  고성지역)을 선정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를 수행

에 있다. 상기 지역은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이 고려되어 서형과 동형으로 구분

된 2개의 지역이며, 처분장의 요건으로 복잡한 지질환경을 보이지 않으면서 규모

가 비교  큰 단일암종을 상으로 선정되었다. 유성지역은 행정구역상 시 유

성구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부지가 심이 되며, 고성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로서 속 시와 경계부에 한다. 지질학 으로는 유성지역과 고성지역 화강

암은 시 으로 생  쥬라기에 속하며 암상에 따라 복운모화강암과 흑운모화

강암으로 분류된다.

Fig. 3.5.1. Geological map of the Yus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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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지역은 경기변성암 복합체 내에 치하며 주로 생 의 심성암과 맥

암류로 구성되어 있다(Fig. 3.5.1). 연구 지역 외곽부에는 생  심성암류가 시

미상의 변성퇴 암류를 입하고 있다(3-5-34). 연구 지역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심성암류는 크게 시 미상의 편상화강암과 생  복운모화강암으로 나뉘어진다. 

이  복운모화강암은 편상화강암을 입하고 있으며 맥암류와 석 반암이 연구 

지역 반에 걸쳐 이들을 입하고 있다. 도폭에서는 편상화강암을 쥬라기의 

편마상 화강암으로 보았고 복운모화강암과는 동일 마그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

았다(3-5-36). 이들은 립질로서 편리의 방향이 주변의 변성퇴 암류의 편리방

향과 일치한다. 주구성 물은 석 , 사장석, 미사장석, 흑운모 등이며 녹니석, 녹

염석, 백운모가 2차 물로 찰되고, 퍼어싸이트가 드물게 찰되기도 한다. 복운

모화강암은 연구 지역의  범 에 걸쳐 가장 범 하게 분포하는 암석으로 

립 내지 세립질이며 다수의 크고 작은 맥암류에 의해 입을 당하 다. 주구성

물은 석 , 사장석, 미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이고 어콘, 홍석, 인회석 등

이 소량 찰된다. 사장석과 미사장석은 정이나 입자 경계를 따라서 부분 으

로 견운모화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운모류는 벽개면을 따라 녹니석화 

되어 있기도 하다. 이 외에 석 반암이 연구 지역 동남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복

운모화강암과는 상호 이  계를 보인다.  규모가 작은 암맥 형태로 분포할 

경우 석 반정이 뚜렷하지 않은 규장질로 이되기도 한다. 맥암류는 주로 산성

암맥으로 석 반암과 함께 주로 NS 내지 N10 ̊W의 입 방향을 보이며, 정지

곤 외(1997)는 이 암맥류들이 온천수를 가열시킨 열원과 하게 련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 다(3-5-39). 한 EW 상 단층선과  N40 ̊W의 상 단층선이 

온천공 집 지역의 서측에서 교차하고 있으며(Fig. 3.5.1), 갑천, 건천, 유성천, 

지족천 등의 수계 한 단층  리 와 히 연 되어 발달해 있고(3-5-39), 

4기 충 층이 수계를 따라 3-11 m의 두께를 보이면서 매우 범 하게 분포하

고 있다.

     고성 지역의 지질은 흑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Fig. 3.5.2), 과거 석

산으로 개발되었던 곳으로서 단열의 발달이 거의 없는 괴상의 암반에 해당된다. 

모암인 흑운모화강암은 조립질  등립질로서 주구성 물은 석 , 사장석, 정장석, 

미사장석, 흑운모 등이며, 특징 으로 각섬석이 산출된다. 이 밖에 스핀, 홍석, 

어콘  철석과 같은 석 물들이 미량 존재하며, 흑운모의 녹니석화 작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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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류들의 견운모화 작용이 찰된다. 흑운모화강암내 사장석은 형 인 알바이

트 정을 보여주며 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 지표상에서 풍화되어 산출

되는 부분은 부분의 장석이 부분 으로 견운모화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흑

운모는 녹니석화 되어 있고 흑운모 주 에 2차 으로 생성된 다수의 불투명 물

이 존재한다. 흑운모화강암 이외에 시추지역의 서남부에는 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

기도 하며 흑운모화강암과의 경계는 이 이다. 지표의 노두에서 채취한 흑운모 

화강암의 암에 한 XRD분석결과는 주로 석 , 흑운모, 사장석, 미사장석이 감

정된 이외에 지표환경 하에서의 풍화산물로 보여지는 카올린 물이 소량 확인되

었다.

Fig. 3.5.2. Geological map of the Gos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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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인 유성과 고성지역에는 각각 6개와 2개의 심부시추공이 치하고 

있으며(Fig. 3.5.3), 시추공의 심도, 규격  이들의 수리특성 조사결과는 본 보고

서 3장 3 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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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Drilling sites of the Yuseong and Goseong areas showing borehol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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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과 고성지역 심부시추공  각 500m 심도를 갖는 YS-01과 GS-01 시추

공을 상으로 다 패커가 설치되었으며, 재까지 지속 으로 심도에 따른 지하

수의 지화학  특성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 YS-01시추공에는 13개의 패커가 설치

되었으며, GS-01시추공에는 8개의 패커가 설치되어 있어, 각각 14개와 9개의 심

도별로 격리된 지하수를 채취할 수 있다. 본 보고서 3장 4 에 각 시추공내 단열

특성, 패커 배치  수리특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 지화학특성

     유성지역과 고성지역은 시추 조사공이 시추된 이후 각종 수리특성조사가 수

행되었으며(3장 4  참조), 이후 다 패커시스템이 YS-01공과 GS-01공에 각각 

설치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지하수의 시료채취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추공내 심

도별 지하수시료는 지화학  특성에 요한 요소인 pH, Eh, 용존산소, 온도, 알칼

리도등은 장에서 시료채취 즉시 측정되었으며, 화학조성, 동 원소 조성  

물조성은 실험실로 옮겨져 분석되었다. 한 지하수시료의 열역학  계산은 

PHREEQE 컴퓨터 로그램(3-5-16)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이의 결과는 아래

에 상세히 기술하 다

    2.1. 시료채취  장측정

     다 패커시스템이 설치된 유성지역 YS-01 시추공지하수를 상으로 장측

정과 시료채취는 2001년 10월에서 2002년 12월까지(2001년 10월, 2002년 1월, 

2002년 2월, 2002년 4월, 2002년 6월, 2002, 12월) 총 6회, 고성지역은 GS-01 시추

공 지하수를 상으로 2002년 1월에서 2002년 7월(2002년 1월, 2002년 3월, 2002

년 4월, 2002년 7월)에 걸쳐 4회가 수행되었다.  한 각 시추공지하수는 다 패

커시스템이 설치되기 이  각 2회에 걸쳐 나공상태에서 심도별로 지하수 시료가 

채취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추공지하수의 수리화학특성과 비교하기 하여 각 연

구지역 주변 지하수와 지표수도 채취되었다. 나공상태의 시추공지하수(Y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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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는 다 패커 시스템에 사용되는 시료채취 probe를 사용하 으며, 인근 지하수

의 경우는 Kemmerer Well Sampler(Model no., 1280, Wildlife Supply Company, 

USA)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 다. YS-01～YS-06공의 온도는 다 패커시스

템 시료채취 probe로 직  채취심도에서 측정하 으며, 그 외 지하수  지표수의 

온도는 시료채취 후 지표에서 곧바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 다.

     다 패커시스템은 크게 패커부분과 계측부분으로 나  수 있다(Fig. 3.5.4).  

패커부분은 패커, 측정포트(measuring port), 이싱  양수포트(pumping port)로 

구성되며, 계측부분은 공내측정기와 시료채취기로 나  수 있다.  패커의 재질은 

수명이 50년 이상인 폴리우 탄이며, 각 패커는 설치심도에서 수압에 의해 개별

으로 내부압력을 조 함으로써 공벽에 착시킨다. 측정포트는 측구간에서 공내

측정기가 MP system 이싱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싱은 내경이 55mm인 PVC로 구성되며, 측구간에 따라 연결길이를 자유로이 조

할 수 있다. MP system 설치완료 후, 공내측정  시료채취시 공내측정기가 

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석고리(Magnetic collar)를 설치하 다. 양수포트는 다

량의 지하수  상승 혹은 강하를 유도하여 간단한 수리시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지하수 시료채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http://www.west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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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fluid sampling and in-situ measurement

- for hydraulic conductivity testing and purgin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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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4. Multi-packer system(Westbay, Ltd., Canada) showing sampl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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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채취는 공내측정기와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측구간에 설치된 측정포

트에서 이루어진다. 공내측정기는 측심도에서 지하수의 압력  온도 측정이 가

능하도록 설치된 측정포트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측정기 하부로는 

시료채취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 부착된 개폐밸 를 이용하여 측구간의 지하수

가 시료채취기로 유입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시료채취기는 지표에서 진공펌 를 

이용하여 시료채취기 내부를 진공처리한 후 장측정기와 함께 측구간으로 이

동된다. 시료채취기 1개당 채취가능한 양은 200mL이고, 여러 개의 시료채취기를 

연결하여 연구목 에 맞는 충분한 양의 지하수를 채취할 수 있다.

     채취된 물시료는 화학분석을 하여 간이 진공펌 를 이용하여 셀룰로스 질

산염 막필터(0.45μm)를 통과시켜 부유물질을 제거하 다. 양이온 분석용 시료에 

해서는 유기작용과 속 이온들의 침   용기내 흡착을 막기 해 농질산을 

첨가하여 pH를 2이하로 유지하 으며, 실내분석을 해 폴리에틸  용기에 담아 

냉장 보 하여 실험실로 옮겨졌다. 온도, 수소이온농도(pH), 기 도도(EC) 등 

물리화학  특성자료는 채수시 장에서 Orion사의 pH probe(9107WP), 

Conductivity cell(013010)의 극이 장착된 Multi parameter meter(Orion 1230)로 

장에서 표 용액을 이용하여 보정한 후 채수와 동시에 측정하 으며, 알칼리도

(alkalinity) 역시 장에서 신속하게 산 화 정법으로 측정하 다.  

     모든 시료의 주원소  미량원소 함량은 기 과학지원연구원에서 유도결합

라즈마 방출분석기(ICP-AES, Shimadzu ICPS-11000 III)와 유도결합 라즈마질

량분석기(ICP-MS, FISONS PlasmaTrace)로 분석하 고, 음이온 함량은 한국원

자력연구소에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IC, Dyonex 50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오차범 는 상 오차 ±5%이다. 환경동 원소인 δD은 질량분석기 Optima 

(Micromass, UK), δ
18O  δ13C는 VG SIRA II (VG Isotech, UK)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분석오차는 각각 ±1.5‰, ±0.1‰이내이다.  물시료의 산소동 원소분

석은 25℃(±0.1℃)에서 물시료와 동 원소교환반응을 거친 CO2 gas의 
18O/16O를 

측정함으로써 구하 다(3-5-9). 수소안정동 원소분석을 하여 먼  물시료로부

터 아연반응제를 사용하여 450℃조건에서 환원반응을 통하여 수소가스를 얻는 Zn 

환원법을 사용하 다(3-5-6). 삼 수소는 한국원자력연구소내 액체섬 계측기

(Model Parkard Tricarb 2770TR/SL)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자연수는 극미량의 

삼 수소를 포함하고 있어 모든 시료는 Tritium Enrichment System에서 약 8일



- 312 -

간 농축과정을 거쳐 시료 600g을 20g으로 농축하여 계측하 다(3-5-4). 농축된 

시료를 10ml 취한 후 Ultragold LLT (Parkard사) 10ml를 가한 혼합용액을 만들

어 액체섬 계측기에서 각 시료당 20분씩 25회 계측하여 표 용액(NBS 4926 희

석액)과 비교하여 TU(Tritium Unit)로 환산하 다.  분석오차는 ±0.3 TU이다. 

물시료  용존 황산염의 δ34S 값은 기 과학지원연구소의 VG PRISM 질량분석

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2. 수리화학특성

     다 패커시스템에 의한 심도별 시추공지하수의 수리화학특성을 기술하기 앞

서 나공상태에서의 시추공지하수의 심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심도에 따른 특성변

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Fig. 3.5.5). 결정질암반에서는 단열 가 지하수의 주요 

유동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결국 지하수의 화학조성을 결정 짓는 물-암석 반응

은 단열 에서 진행되게 된다. 동일한 매질이라 하더라도 단열 를 따라 유동하는 

지하수의 유속  체류시간의 차이에 의하여 심도와는 무 하게 지하수는 다양한 

화학조성을 가질수도 있다. 이러한 암반지하수의 지화학 연구를 해서는 자연조

건에서 심도에 따라 격리된 상태에서 지하수의 시료채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Fig. 

3.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공상태의 시추공지하수의 pH는 천부지하수에서 심도 

500m까지 약 10으로 일정한 값을 보여주며, 산화-환원 는 오히려 천부환경에

서 낮은 환원환경을 지시한다. 주요이온함량 역시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론 으로 기 의 0.03% 이산화탄소(10-3.5atm)와 반응한 강수(Precipitation)의 

pH는 약 5.6이다. 이들이 지표에 도달된 후 동식물의 부패  식물의 호흡작용으

로 매우 풍부한 이산화탄소(10-1～10-2atm)를 갖고 있는 토양수를 거치면서 지하

수의 pH는 약4～5로 산성을 띠게 된다. 이후 지하수는 단열 를 따라 유동하면서 

단열  주변 규산염 물과 반응을 거치게 된다. 물-규산염 물과의 반응은 수소

소모반응으로서 지하수의 pH는 체류시간 즉, 물-암석반응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pH는 증가하게된다. 나공상태의 시추공내 천부  심부지하수 모두 pH가 

10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은 일반 으로 심부지하수에서 나타나는 상이며, 산

화-환원  역시 심부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환원환경을 보이고 있어, YS-01 

시추공내 지하수는 심부에서 천부로 유동하는(upflowing) 상이 있음을 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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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 수 있다. 즉, 시추공내 심부구간의 단열 를 따라 유동하는 지하수가 시추

공에 의한 압력 하와 련된 상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와 

같이 지하수의 심부환경 뿐만 아니라 심도별 특성을 규명하기 한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지하수 시료채취를 해 사용되는 나공상태에서의 지하수시료채취가 

심부환경을 지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시료채취 방법임을 지시한다.

결국, 심부환경을 규명하기 해서는 다 패커시스템의 심도별로 격리된 지하수시

료의 확보가 방사성폐기물처분 련 안 성 평가에 필수 임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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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Variations of representative geochemical data with depth from the borehole 

YS-01 under the condition of open hole(sampling date: Nov. 2000).

     이와는 달리 고성지역 시추공(GS-01) 지하수의 경우는 앞서 3장 4  단열암

반 수리특성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BHTV 조사에 의하면 시추공내 뚜렷한 단열

이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즉, 고성 시추공 시추공내에서는 지하수의 유동로 역할

을 하는 단열의 부재로 인해 GS-01 시추공에서는 심부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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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재 GS-01 시추공내에서 채취된 지하수는 고성 

화강암지역을 표하는 지하수라기 보다는 GS-01 굴착시 사용된 시추수(Drilling 

fluid)가 부분인 것으로 단된다. 

     다 패커시스템에 의한 지하수 시료채취는 지표에서 진공상태의 Sampling 

bottle(200mL)을 여러개 연결하여 패커사이 구간의 지하수를 압력차를 이용하여 

채취하는 방식으로, 지하수가 채취된 시추공 구간이 주변으로부터 완 히 격리되

어 있다면 지하수압의 시료채취를 후하여 채취된 지하수 양만큼 지하수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다 패커시스템의 시료채취 Probe는 구간별로 압력측정이 가능하

다. 다 패커시스템으로부터 측정된 심도구간별 수압측정 결과에 의하면, 시료채

취후에 감소된 지하수 압력이 시료채취 으로 회복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BHTV에 의하여 시추공내 단열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시추공내로 매우 미약하

지만 지하수의 유입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수의 유입이 단

열이 아닌 암석의 물입자 경계 등을 통한 지하수의 유동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극소량 유입 는 유동되는 지하수에 한 지화학 특성을 밝히기 

해서는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지화학  모니터링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지역에서와 같이 다 패커에 의한 GS-01공의 지화학 모니터링이 약 1년이 

경과한 재에도 지하수의 지화학 변화특성이 인지되지 않음은 매우 오랜 시간동

안 지화학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함을 암시해주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나공상태에서 GS-01공 시추공지하수의 장측정자료와 화

학특성자료는 유성지역 YS-01공 지하수에서 확인된 바 와 같이 심도별로 매우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2.2.1 장측정자료

     유성지역 심도별 시추공지하수에 한 장조사 자료는 Table 3.5.1에 정리

되어 있다.  시료채취  수리화학특성 조사는 총 6회가 이루어졌지만 본 보고서

에서는 2002년 6월까지의 결과만을 다루었다. 2002년 6월 YS-01 시추공지하수시

료에 한 표 인 장측정자료의 pH, Eh, 온도의 심도구간에 따른 분포특성은 

Fig. 3.5.6에 도시되었다. pH의 경우 심도 -50m이상의 천부지하수에서는 pH가 약 

7임을 보여주는 반면 심도 -50m～-150m 사이 구간 지하수의 경우 pH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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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로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수리화학특성에서 상세히 기술하겠지만, 이러한 

높은 pH는 시멘트와의 반응에 기인한다. YS-01공의 약 심도 -100m 구간에는 

BHTV 조사자료에 따르면 비교  큰 단열 (Fracture zone)가 확인되었으며, 수리시

험후 상기구간이 붕괴되었다. YS-01공에 다 패커를 설치하기 하여 붕괴구간에 

가소성 첨가제가 함유된 포트랜드시멘트(Portland cement, CaOSiO2Al2O3Fe2O3)로 

처리한 후 재시추하 다.  물과 시멘트와의 반응은 가수분해반응으로서 지하수는 

크게 알카리 성질을 띠게 된다. 심도 -150m 이하 구간에서의 지하수의 pH는 약 

9.9～10.3으로 매우 일정한 값으로 심도 -500m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 패커

시스템이 설치된 YS-01공 주변의 시추공(심도 -90m)의 pH는 7.4～9.1을 보여

다(Table 3.5.1).

Table 3.5.1. In-situ measurement data of groundwater quality from the borehole 

YS-01.
Sample Sampling Temp. pH Eh EC DO Alk

no. depth (m) (℃) (mV) (µS/cm) (mg/L) (x 1000)
Surface water

S-2 - 21.6 6.1 135 90 5.1
Groundwater from open borehole

BH6-1 12.0 15.6 7.4 148 127 2.0
BH6-2 35.0 21.1 7.6 128 142 2.2
BH3-3 85.0 18.3 9.1 270 89 1.3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 packed
YS5101 30.0 16.1 7.7 -47 362 5.7 3.37

YS5102* 73.5 15.8 11.3 -73 513 7.7 2.15
YS5103* 94.5 16.3 11.6 -86 867 7.5 3.63
YS5104* 123.0 16.9 12.3 -63 7,000 6.9 27.58
YS5105* 130.5 17.0 12.0 -98 2,310 8.0 9.78
YS5106 169.5 17.7 10.3 -73 127 7.8 0.51
YS5107 177.0 18.0 10.2 -156 108 8.0 0.53
YS5108 252.0 19.6 10.1 -22 104 8.5 0.52
YS5109 259.5 19.7 10.2 -226 138 7.9 0.74
YS5110 321.0 21.2 10.1 -230 121 9.2 0.60
YS5111 367.5 22.3 10.0 -169 130 9.5 0.66
YS5112 415.0 23.6 10.1 -175 142 9.1 0.53
YS5113 450.0 24.0 10.0 -157 148 9.3 0.51
YS5114 457.5 24.4 9.9 -194 143 7.9 0.65

* Samples affected by grounting materials, which shows Ca-OH type (se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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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6. Variations of pH, Eh and temperature of groundwater with depth 
from the borehole YS-01.

     심도에 따른 pH의 변화양상과는 달리 산화-환원 (Eh)는 심도에 따라 크

게 2가지 양상으로 분된다. Fig. 3.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추공지하수의 산화

-환원 는 심도 -250m 이하 구간에서는 환원환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요건으로 고 폐기물의 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의 

화학  거동dl 매우 안정한 환원환경에 도달하기 해서는 산화-환원조건만을 고

려할 때, 유성지역의 심도 -250m이하 구간에 처분장이 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pH 값에서 뚜렷한 이상 를 보이는 그라우  구간에서 산화-환원 는 천

부환경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YS-01시추공 지하수의 온도변화는 천부에서 심부로 

갈수록 지온률에 의해 계속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Fig. 3.5.6). 시추공으로부터 

실측된 유성지역 지온률은 2.6℃/10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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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공지하수내 용존 산소함량은 부분 7～9ppm 범 에 속하며, 심도에 따

라 뚜렷한 변화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 으로 심부로 순환하는 지하수 용

존산소는 유기물 등으로 인해 부분 소모되나, YS-01 시추공 지하수의 용존산소

는 심부로 갈수록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기물의 분석결과를 제

시하지는 못하 지만, 이러한 양상에 의하면 유성지역 지하수내에는 유기물의 함

량이 극히 은 것으로 사료된다. YS-01 시추공지하수의 알칼리도는 그라우  구

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심도 -150m 이하의 구간에서는 일반 으로 국내 지

하수에서 확인되는 정도의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라우  구간에서의 알칼리

도는 높은 pH의 향으로 탄산염종(HCO3, CO3)의 함량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OH함량을 지시한다.

     앞서 제시된 장측정 자료와 후술되는 화학특성자료가 YS-01 시추공의 굴

착후 지하수가 안정화되었는지 확인하기 하여 그간 모니터링된 주요 장자료 

(pH, Eh)와 Na, Ca 함량의 시료채취시기에 따라 도시하 다(Fig. 3.5.7). YS-01 

시추공지하수의 모든 구간의 자료를 도시하기 보다는, 방사성폐기물처분과 련하

여 가장 심 상의 심도 -450m～ -500m 구간의 지하수에 한 것만 도시하여 

보았다. 심부지하수의 온도는 시료채취시기와 무 하게 약 25℃로 거의 일정한 값

을 보여주며, pH도 9.5에서 10.0의 범 를 갖으며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 다.  산

화-환원 는 시료채취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됨을 보여 다. 즉, 다 패커가 설

치된 직후 채취된 심부지하수 시료는 산화조건을 보여주어, 시료채취시기 직후에

는 시추당시 사용된 시추수(Drilling fluid)가 그 로 잔류하고 있음을 보여 다. 

그 후 2002년 3월 이후 시료부터 심부지하수의 산화-환원 가 환원조건을 지시

하고 있어, 2001년 10월에 다 패커가 설치된 후 약 5개월이 경과후 심부지하수

(심도 -450m～ -500m)가 부분 안정화 되고 있음을 지시한다. Na와 Ca 함량의 

경우는 다 패커가 설치된 직후 채취된 심부지하수 높은 값을 보이며, 약 3개월 

후부터는 안정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하수가 지화학 으로 안정화되는 

속도는 다 패커가 설치된 시추공구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 다. 즉, 지하수 안정

화는 각 시추공 구간마다의 지하수의 유동특성에 따라 좌우되며, 결국 이는 지하

수의 단열특성과 한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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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7. Variations of in-situ measurement data with sampling time 

(borehole YS-01).

     고성지역 시추공(GS-01)의 다 패커시스템이 설치된 후 수행된 장측정자

료는 Table 3.5.2에 정리되어 있으며, 심도에 따른 변화특성을 Fig. 3.5.8에 도시하

다. GS-01 시추공지하수의 pH는 9.0～9.9의 값을 보여주며 심도에 따른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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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지 않는다. 산화-환원 는 천부에서 심부로 갈수록 다소 낮은 값을 

보이기는 하나, 유성 YS-01 시추공지하수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인다. 심도 구간

별 채취된 시추공지하수의 기 도도는 매우 낮은 값을 보여 지하수내 용존이온 

함량이 매우 음을 지시한다. 용존산소함량 역시 부분 5～9ppm의 값을 나타내

고 알칼리도도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장측정자료는 재까지 채취된 

GS-01 시추공지하수는 부분 물-암석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표기원의 시

추수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3장 4 에서 기재되어 있는 바

와 같이 GS-01 시추공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단열을 확인할 수 없는 것과 잘 

일치하고 있다.

Table 3.5.2. In-situ measurement data of groundwater quality from the borehole

GS-01.

0.609.052 -169.428.3439.5GS5109

0.609.770 -369.128.2435.0GS5108

0.629.254 -389.524.0310.5GS5107

0.000.00 -169.623.7306.0GS5106

0.637.957 -249.721.7249.0GS5105

0.699.360 -109.921.5244.5GS5104

0.794.959 199.717.4129.5GS5103

0.997.7101 639.717.2124.5GS5102

1.177.5115 799.014.945.0GS5101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 packed

0.003.1186 509.151.2700.0BH3-3

1.116.6199 1369.238.2640.0BH6-2

1.245.2205 589.142.0640.0BH6-1

Thermal water around Goseong area

0.197.945 1266.918.5-SW-1-1

Surface water

(x 1000)(mg/L)(μS/cm)(mV)(℃)depth (m)no.

AlkDOECEhpHTemp.Sampling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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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공에서 직  측정된 고성연구지역 지온율은 3.4℃/100m로서, 지질구조와 

련하여 심부로 순환하는 규모 지하수가 확인된다면 지열개발로 활용될 수 있

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GS-01시추공으로부터 고성지역 심부지하수에 한 지화

학특성을 밝 낼 수는 없었지만, 약 100m 내외의 거리에 있는 GS-02 시추공으로

부터는 단열이 확인되었으며 이로부터 고성 화강암지역 심부지하수에 한 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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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8. Variations of pH, Eh and temperature of groundwater with depth 

from the borehole G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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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화학특성

     유성지역 시추공지하수, 주변지하수  지표수에 한 화학조성은 Table 

3.5.3에 정리되어 있다. YS-01 시추공지하수의 총용존고체함량(TDS)은 수리 도

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라우 구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심도-250m 

이하의 구간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시추공지하수  주요 이온에 

한 심도별 변화특성은 Fig. 3.5.9에 도시되었다. Na은 심도 약 -100m의 그라우

구간에서 높은 함량을 보이며, 심도 -150m이하의 구간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 다. 특이한 은 심도 -252m와 -259.5m 사이에 패커가 설치되어 있는데, 

매우 가까운 심도임에도 불구하고 Na를 포함하여 각 이온함량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즉, 서로 유사한 심도이지만, 화학조성은 차이를 보인다. 한 앞서 기재

된 바와 같이 상기 심도범 를 후하여 산화-환원 값이 산화와 환원환경의 

경계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YS-01 시추공의 지화학특성으로부터 지하수의 유동

체계가 상기 심도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시하고 있다. 비록 상기 심도

를 후하여 단열의 방향성, 크기  빈도에서 뚜렷한 차이 을 확인할 수 없었지

만, 지하수의 유량  유속등이 상기 구간을 경계로 상이함을 보여 다.  후술되

는 바와 같이 지하수의 체류시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으로 지하수내에서 낮은 함량을 보여주는 K는 그라우 구간을 제외하고 일정하게 

낮은 값을 보여 다. 심도 -100m 구간에서 그라우 을 하여 사용된 시멘트는 

포트랜드시멘트(CaOSiO2Al2O3Fe2O3) 로서 이는 지하수와 활발히 반응하여 반응 

높은 Ca 함량을 야기시킨다. 수 내에서 그라우 의 빠른 고화를 하여 가소성

재료를 첨가하는데 첨가제로서 Na-silicate와 K-silicate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라

우 구간에 Ca 뿐만 아니라 Na와 K함량 역시 높게 나타난다. 일반 으로 모암이 

Mg- 물을 다량 함유한 염기성 암반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내에서 낮은 함량

을 보이는 Mg는 시추공지하수에서도 역시 낮은 함량을 보여주고 있다. Mg 함량

은 그라우 구간에서도 낮은 함량을 보여주고 있다.  시추공지하수내에서 가장 높

은 함량을 보이는 탄산염종 (HCO3, CO3)은 그라우  구간(심도 -100m 후)에 

서 높은 함량을 보이나, OH 함량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낸다. 그라우  

구간에는 높은 pH(<12.7) 조건을 보여 부분은 탄산염종은 CO3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화강암지역 심부지하수에서 일반 으로 높은 함량을 보이는 F는 유성지

역 시추공지하수에서도 높은 함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라우  여부와 상  없이 



- 322 -

시추공지하수내 F 함량은 심도 -250m 구간까지 지속 으로 증가함을 보여 다. 

F함량은 지하수-암석과의 반응정도에 련된다. 즉, 심부로 갈수록 지하수의 체류

시간을 길어지며 결국 지하수의 암석반응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심부로 갈수록 

F함량은 높은 값을 보이게 된다. 심도 -250m 이하의 구간에서는 지하수내 F 함

량은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며 이는 지화학특성 후반부에 상세히 설명되었다.

Table 3.5.3. Hydrochemical data of groundwater in the borehole YS-01.
Sample Sampling TDS Na K Ca Mg SiO2 Cl HCO3 CO3 SO4 NO3 F Log Pco2

no. depth (m) (mg/L) (mg/L) (atm)

Surface water

S-2 - 168.3 15.2 0.9 17.2 3.26 37.8 9.6 68.0 0.0 8.3 7.5 0.5

Groundwater from open borehole

BH6-1 12.0 114.3 9.3 1.6 13.0 1.25 20.9 3.6 58.0 0.0 3.3 2.8 0.6

BH6-2 35.0 117.7 9.2 1.4 14.3 1.30 22.1 3.0 58.0 0.0 2.8 5.0 0.6

BH3-3 85.0 55.2 9.3 1.0 6.2 0.75 0.2 3.2 30.5 3.0 0.2 0.0 0.9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 packed

YS5101 30.0 303.5 12.1 2.2 48.6 7.47 22.9 4.6 200.8 0.5 3.3 <0.1 1.1 -2.46

YS5102* 73.5 120.0 23.8 3.6 35.8 0.01 28.7 2.9 1.4 13.6 7.3 <0.1 3.0 -8.23

YS5103* 94.5 151.7 37.6 8.1 49.5 0.00 22.7 1.9 1.0 18.2 8.7 0.0 3.9 -8.64

YS5104* 123.0 741.6 83.6 145.1 405.0 0.01 1.3 2.2 0.8 101.8 0.3 0.2 1.3 -9.51

YS5105* 130.5 313.4 47.9 62.0 130.0 0.01 21.6 2.2 0.9 42.5 4.2 <0.1 2.1 -9.06

YS5106 169.5 86.7 25.1 0.9 5.9 0.03 26.7 3.2 6.6 6.4 5.4 <0.1 6.4 -6.53

YS5107 177.0 88.9 26.4 0.6 5.5 0.05 25.2 3.1 9.0 6.8 4.5 <0.1 7.6 -6.28

YS5108 252.0 85.4 26.1 0.4 4.7 0.05 20.2 2.4 10.7 6.5 6.6 <0.1 7.8 -6.09

YS5109 259.5 107.4 35.2 0.6 6.0 0.04 23.1 3.9 13.0 10.1 3.7 <0.1 11.7 -6.11

YS5110 321.0 96.7 33.6 0.5 3.9 0.04 20.6 4.3 11.9 7.7 2.0 <0.1 12.3 -6.05

YS5111 367.5 104.7 34.9 0.5 4.2 0.04 20.8 4.1 15.8 8.0 3.5 0.6 12.3 -5.80

YS5112 415.0 101.2 34.4 0.9 3.5 0.04 26.5 3.8 10.2 6.3 3.2 <0.1 12.4 -6.06

YS5113 450.0 93.1 33.3 0.4 2.9 0.04 19.2 4.3 10.3 6.0 4.5 <0.1 12.1 -6.02

YS5114 457.5 101.3 35.7 0.3 2.7 0.05 18.5 4.2 17.3 7.5 2.3 <0.1 12.7 -5.67

* Samples affected by grounting materials, which shows Ca-OH type (see text)

     그 외 음이온  Cl, SO4  NO3함량은 매우 낮은 값을 보여 다. Cl은 국외

의 경우 체류시간에 매우 긴 심부지하수에는 매우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경우도 있

는데, 유성지역 시추공지하수에서는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수

침투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높은 Cl 함량을 보이는 심부지하수 는 지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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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된 바 없다. 기오염 는 황철석(FeS2) 같은 황화 물의 용해에 기인하

는 지하수내 SO4 함량은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지표기원의 오염정도의 지시자

인 NO3함량은 시추공지하수내에서 부분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에 의한 분

석한계 이하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지하수의 장측정자료와 화학조성자료와 열

역학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지하수의 이산화탄소분압(Pco2)는 Table 3.5.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추공지하수의 그라우 구간을 제외하고 심부지하수의 이산화탄

소분압은 약 10-6 atm을 보이고 있어, 심부지하수는 이산화탄소에 하여 거의 닫

힌계에서 진화되었음을 보여 다. 기와 해있는 물내의 이산화탄소분압은 

10-3.5atm을 나타내며, 토양층에서는 10-1～10-3atm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분압은 지하수와 암석이 반응함에 따라 수소소모반응이 진행되며, 즉, pH가 증가

함에 따라 지표기원의 이산화탄소가 지속 으로 공 되지 않는 한, 지하수내 이산

화탄소분압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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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9. Variations of representative hydrochemical data with 

depth (borehole Y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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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강암지역 지하수에서 Na와 Ca는 사장석의 용해에 기인된다. Ca는 방해

석의 용해로부터도 유래될 수 있다. K와 Mg는 K-장석과 운모류의 풍화에 의해 

지하수내 용해될 수 있다. 지하수내 SiO2함량은 석 과 비정질실리카의 용해도

범 내에서 조 되며, 규산염 물의 비조화용해로부터 유래된다. 음이온으로 Cl

은 지표환경에서는 인 인 오염  물내 유체포유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HCO3와 CO3는 기 는 토양층내 유기기원으로부터 기인하며, 지하매질내 탄

산염 물의 존재할 경우 이와의 반응으로부터도 기인될 수 있으며, 이의 기원은 

탄소 안정동 원소 결과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지하수내 SO4함량은 기  아황

산가스의 용해 는 지하매질내 황철석등의 황화 물의 산화반응에 의해 지하수 

함유될 수 있다. SO4에 한 황동 원소분석을 통하여 지하수내 SO4의 기원을 밝

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원조건에서는 SO4가 H2S로 변이될 수 있으며, 이때 

두 화학종간의 황동 원소분별작용(Isotope fractionation)이 발생되므로, 황동

원소를 이용하여 지하수가 환원 는 산화환경 조건에서 진화되었는지 규명할 

수 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국내 화강암지역 심부지하수는 높은 F함량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F의 기원으로서는 흑운모나 인회석 등 물의 OH-기를 치환하여 

존재하고 있는 F의 용해로부터 기원될 수 있지만, 지하매질내 형석(CaF2)이 존재

한다면 형석의 용해의 의해 공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명확히 F의 기원

에 하여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 국내 화강암내에는 상당량의 Cl과 F가 함유

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3-5-22). F의 기원 여부에 무 하게 F 같은 음이온

이 암석내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다면, 지하수내 F함량은 지하수-암석의 반응정도

를 지시하게 된다. Fig. 3.5.3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F함량은 그라우 과는 무 하

게 천부에서 심도 -250m 구간 까지 시추공지하수내에서 심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이는 지하수-암석반응이 길어질수록, 즉, 지하수의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지하수내 F함량은 증가함을 보여 다. 심도 -250m 이하 구간에서는 

F함량이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심도 -250m 이하의 구간이하

에서는 물-암석반응 정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지하수내 F

의 기원으로서 운모류와 결합된 F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일단 지하수로 용해되면 

지하수내에서는 형석의 용해도에 의해 F함량이 조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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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0. Piper's diagram showing chemical compositions of water samples from 

the borehole YS-01. The groundwater around the grouting section is 

chemically characterized by Ca-OH type.

     상 인 이온함량의 특성을 보여주는 Piper diagram에 시추공지하수의 화

학조성을 도시하 다(Fig. 3.5.10). 시추공지하수는 크게 화학 으로 3가지 유형으

로 구분된다(Ca-HCO3, Na-HCO3  Ca-OH). 부분 천부지하수는 Ca-HCO3을 

보이며, 심부지하수는 Na-HCO3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라우 구간에서는 지하수

와 시멘트와의 반응으로 pH가 12.7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지하수내에서 이온  가

장 높은 함량은 OH가 보여주기 때문에 특이한 Ca-OH 형을 보여주고 있다.  일

반 으로 천부지하수는 물-암석반응이 진행되는 기단계로서 다른 원소에 비해 

높은 용해도를 갖고 있는 Ca가 빨리 용해됨으로서 천부지하수내 높은 함량을 보

이며, pH가 7～8사이의 범 에서 주요 탄산염종은 HCO3로서 Ca-HCO3을 띠게된

다. 이러한 지하수가 심부로 계속 순환되면서 규산염 물과 반응하게 되고 pH는 

증가하게 된다. pH의 증가는 지하수내 방해석(CaCO3)의 침 을 야기시켜 지하수

-암석이 진행됨에 따라 지하수내에서 Ca는 물로 침 된다. 결국 지하수-암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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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지속됨에 따라 지하수내 Na 함량은 상 으로 증가하게 되고, pH 10.3 이

하일 경우 지하수내 주요 탄산염종은 HCO3이기 때문에 결국 심부지하수는 

Na-HCO3형을 보이게 된다.  

          Fig. 3.5.11. Stiff's diagram showing chemical types of water 

samples with depth(YS-01).

     이러한 지하수의 화학  유형을 보여주는 Stiff diagram을 심도별로 도시하

면 Fig. 3.5.11과 같다. 천부지하수는 Ca-HCO3을 보여주며, 그라우 구간에서는 

Ca-OH형을 보여주는 반면 심부지하수는 Na-HCO3형을 보여 다. YS-01 시추공

의 그라우 은 약 심도-100 ～ -120m 구간에 집 으로 주입되었지만, 그라우

의 향이 거의 심도-50m～ -150m 범 까지 향을 주고 있다. 이는 그라우 재

질 주입시 시멘트의 잔류량이 향을 주었거나 BHTV에 의해 확인된 단열들이 

시추공주변에서 서로 교차하여 구간간의 지하수의 혼합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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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01 시추공지하수의 미량원소 함량을 Table 3.5.4에 정리되어 있다.  미

량원소  철과 망간은 심부지하수에서 높게 나타나며, Ca와 화하  거동이 유사

한 Sr은 그라우  구간에 높게 나타난다. 한 알칼리원소 Li도 Na, K와 같이 그

라우 구간에서 높은 함량을 보인다. Rb함량도 그라우 구간에서 높게 나타난다.  

U함량은 그라우 구간과 심부지하수에서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Table 3.5.4. Trace elements of water samples in the borehole YS-01.
Sample Sampling Al Fe Mn Sr Li V Cr Co Ni Cu Zn As Rb Mo Cs Ba W Pb U

no. depth (m) (µg/L)

YS5101 30.0 2.8 <0.5 2.7 305 16.8 <1.0 1.58 32.8 4.0 2.6 35.1 0.8 4.7 9.1 0.3 46.3 3.6 0.11 8.91

YS5102* 73.5 113.7 8.2 0.2 298 28.8 <1.0 <0.1 0.2 1.6 0.9 6.6 4.4 10.7 108.2 0.8 16.8 183.8 <0.1 <0.1

YS5103* 94.5 136.7 3.3 0.1 601 60.3 <1.0 <0.1 0.3 2.0 0.8 8.7 3.3 19.3 138.5 1.5 25.2 78.0 0.12 <0.1

YS5104* 123.0 120.4 1.9 <0.1 6,520 107.3 <1.0 <0.1 1.5 11.3 5.6 23.2 0.6 148.1 7.3 12.5 804.0 14.3 6.12 <0.1

YS5105* 130.5 116.5 3.7 <0.1 1,760 96.1 <1.0 <0.1 0.6 4.8 2.3 6.5 2.5 102.6 24.2 4.7 184.3 241.5 0.74 <0.1

YS5106 169.5 96.0 28.5 0.7 50 65.2 <1.0 0.17 0.5 0.5 1.0 4.4 5.3 2.8 87.1 0.4 18.4 201.2 0.33 1.58

YS5107 177.0 85.5 22.1 0.5 49 82.9 <1.0 0.20 0.4 0.5 0.3 5.2 3.6 1.9 116.7 0.3 19.7 164.3 0.26 1.07

YS5108 252.0 127.1 30.6 0.8 42 48.9 <1.0 0.19 0.5 0.4 1.2 3.1 3.0 1.5 53.5 0.3 17.8 53.5 0.42 4.40

YS5109 259.5 122.4 36.1 0.7 60 109.7 <1.0 0.32 0.6 0.6 1.7 2.9 1.4 1.9 45.1 0.3 9.3 128.5 0.47 1.16

YS5110 321.0 102.1 65.9 1.4 50 116.6 <1.0 0.32 1.3 0.4 2.1 38.6 0.7 1.1 45.9 0.3 21.6 127.0 0.51 1.21

YS5111 367.5 92.6 45.8 0.9 57 120.1 <1.0 0.31 0.9 0.4 2.5 4.2 0.9 1.1 44.7 0.3 10.6 125.2 0.39 0.55

YS5112 415.0 128.4 51.6 1.4 82 116.7 <1.0 0.33 1.0 0.5 2.6 3.5 1.7 1.2 77.3 0.3 20.3 112.4 0.93 0.43

YS5113 450.0 119.6 64.6 1.5 80 118.2 <1.0 0.24 0.9 0.5 2.5 6.8 0.9 0.7 53.2 0.2 20.3 105.3 1.06 0.31

YS5114 457.5 79.1 15.5 0.8 59 117.6 <1.0 0.30 0.2 0.5 3.2 6.3 0.3 0.7 43.3 0.2 21.6 145.0 0.29 0.38

     산화-환원환경조건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화학 으로 거동하는 Fe, Mn, U 

함량을 심도에 따라 변화양상을 도시하 다(Fig. 3.5.12). Fe와 Mn 함량의 변화양

상은 서로 유사하며, 산화환경조건인 천부지하수에서 낮은 함량을 보이며, 심부지

하수에서 높은 값을 보여 다. 이와 비교하기 하여 함께 도시된 산화-환원

는 Fe와 Mn 함량과 매우 한 계가 있음을 보여 다. 반면 U 함량은 반  

양상을 보여 다. Fe와 Mn과 달리 산화환경에서 Uranyl-hydroxy complex를 형

성하여 쉽게 지하수내에서 유동하는 특성을 보이는 우라늄은 최상부 천부지하수

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산화-환원조건이 변하는 심도-250m 상부에서도 

높은 값을 보인다. 환원환경조건을 보여주는 심도 -250m이하의 심부지하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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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함량이 매우 낮은 값을 보여 다(Fig. 3.5.12). 유성지역 YS-01 지하수로 확인된 

바와 같이 고 방사성폐기물  부분을 차지하는 U은 심부 환원환경에 처분되

었을 경우, 지하수의 용해에 의한 U의 유동은 매우 제한 일 것임을 반 한다. 산

화환경임에도 그라우 구간에서는 낮은 U함량을 보이며, 이에 한 설명은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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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2.  Variations of Fe, Mn and U concentration of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 Y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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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3.  pH-Eh diagram showing U chemical species.  The pH and Eh data 

measured from the borehole YS-01 are also plotted.

     YS-01 시추공지하수내 U을 U화학종의 경계를 보여주는 pH-Eh diagram

에 도시하면 Fig. 3.5.13과 같다. 최상부 천부지하수는 Uraninite(UO2) 안정 역

에 도시되며, 높은 pH를 보이는 그라우 구간의 지하수의 U의 화학종은 

Uranyl-hydroxy complex임을 보여 다. 다른 시추공내 모든 지하수는 

Uraninite와 Uranyl-hydroxy complex 경계부에 도시된다. 이에 따르면 최상부 

천부지하수내에는 U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라우 구간에는 높은 함량을 보여

야 한다. 이러한 pH-Eh에 의해서 보여진 U 화학종들은 U-O2-H2O syste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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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diagram이며, U-O2-CO2-H2O system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여 다.  

앞서 수리화학조성 보여진 바와 같이 시추공 지하수내에는 작지만 탄산염종이 

항상 포함된다. 이를 열역학 으로 확인하기 하여 EQ3(Wolery, 1992)를 이용

하여 시추공지하수에 한 U 화학종과 U 물에 한 포화상태를 계산해보았다 

(Table 3.5.5). 탄산염종이 풍부한 천부지하수에서는 Uranyl-carbonate complex

가 주요 U 화학종이며, Uraninite가 과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 다.  지

하수내 매우 낮은 탄산염  높은 Ca 함량을 보이며, 특이하게 높은 pH(<12.7)

를 보이는 그라우 구간에서는 CaUO4와 Kasolite가 과포화상태로 존재함를 보

여 다. 이러한 물의 침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라우 구간에서는 높은 산화환

경조건임에도 지하수내 U함량이 낮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심도 -150m～

-250m 구간에서는 우라늄 물에 하여 불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어 우라늄이 지

하수내에 용해될 수 있는 조건임을 보여 다. 반면 심도 -250m 이하의 구간에서

는 Uraninite가 과포화상태조건임을 보여 지하수를 통한 U의 유출이 매우 제한

임을 보여 다. 이때의 U의 화학종은 Uranyl - hydroxy complex와 Uranyl -

carbonate complex가 공존하고 있음 나타낸다(Table 3.5.5). 즉, 처분장으로서 U에 

한 안 성을 고려한다면 심도가 최소한 -250m 이하에 처분심도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 다.  

Table 3.5.5. Representative U species and saturated minerals with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 YS-01.
Zo n e M a jo r U  spe c ie s S a tu ra te d  U  min e ra ls

S h a llo w
U O 2 ( C O 3 ) 3

4 -

U O 2 ( C O 3 ) 2
2 - U ra n in ite

G ro u tin g U O 2 ( O H) 3
- C aU O 4

Kaso lite

In te rme d ia te U O 2 ( O H) 3
- -

D e e p
U ( O H) 4 ( a q )

U O 2 ( O H) 3
- U ra n in ite

     고성지역 GS-01 시추공지하수의 주요화학조성은 Table 3.5.6에 정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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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추공지하수의 화학조성은 앞서 보여  장측정자료와 마찬가지로 심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총용존고체함

량은 부분 시추공의 심도구간에서 100mg/L이하의 값을 보여 지하수가 마치 지

표수에 가까운 화학조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추당시 사용된 시추수(Drilling 

fluid)가 시료채취된 재까지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 다. 사용된 시추수는 시추공 

주변 계곡 지표수를 이용하 으며(Table 3.5.6), 다 패커가 설치된 후 각 심도구

간의 화학조성은 다소 변화되었음을 보여 다. 로 지표수에 비해 시추공지하수

에는 상 으로 Na 함량이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5.6. Hydrochemical data of water samples in the borehole GS-01 of the
Goseong area.

2.10.43.73.425.55.914.30.066.70.815.978.8GS5109

3.30.02.72.030.25.110.20.168.91.312.276.1GS5108

1.91.03.84.124.86.09.70.119.31.712.174.5GS5107

1.91.03.82.742.26.010.60.2310.53.513.696.2GS5106

2.01.94.35.520.76.611.20.099.22.913.377.7GS5105

2.30.04.27.120.06.211.50.069.24.214.679.3GS5104

2.60.14.26.828.56.411.60.159.64.915.990.7GS5103

2.70.03.88.335.26.811.80.3713.24.616.2103.0GS5102

1.92.86.72.663.18.88.60.8316.48.713.2133.5GS5101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 packed

8.80.66.00.029.75.022.00.004.50.842.1174.0BH3-3

8.90.56.21.374.64.825.10.045.21.339.5178.0BH6-2

8.61.26.00.0113.45.423.30.014.51.142.4184.0BH6-1

Thermal water around Goseong area

0.10.76.20.011.33.44.80.732.90.64.533.0SW-1-1

Surface water

(mg/L)(mg/L)no.

FNO3SO4CO3HCO3ClSiO2MgCaKNa TDS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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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01 시추공지하수  F함량은 모든 구간에서 지표수에 비하여 다소 높은 

값을 보이는 바, BHTV결과에 따르면 시추공내 뚜렷한 단열이 확인되지 못하 지

만, 시추공내로 지하수의 유입이 미약하나마 일어나고 있음을 지시하고 있다. 이

는 지속 인 GS-01 시추공 지하수에 한 지화학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으로 고성 GS-01 시추공 인근에 있는 심도 -650m 정에서 

양수되는 지열수의 F함량은 8.6～8.9 mg/L을 보여주고 있다.

Fig. 3.5.14. Chemical types of water samples from the Goseong area.

     이러한 GS-01 시추공지하수의 화학  유형을 살펴보면, Ca-Na-HCO3을 보

여주며, 심도에 따라 변화되지 않음을 보여 다(Fig. 3.5.14). Fig. 3.5.14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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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01 시추공지하수는 천부에 심부구간으로 갈수록 각 이온함량이 오히려 감소

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으로 시추수(주변 계곡수)와 인근 지열수에 한 화학

 유형도 함께 도시하 다. 고성지역 지열수의 화학  유형은 형 인 

Na-HCO3을 보이며, 유성 YS-01 시추공지하수에 확인된 화학  유형과 매우 흡

사함을 보여 다.

   3. 동 원소특성

     자연수 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동 원소는 수소(1H, 2H), 탄소(12C, 13C), 산

소(16O, 18O), 황(32S, 34S), 질소(14N, 15N) 등의 안정동 원소와 3H, 14C와 같은 방

사성 동 원소가 있으며 이들 환경동 원소가 최근 수문학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 환경 동 원소는 주로 지하수의 함양원, 지하수의 기원, 지하수의 거

동, 지하수의 함양속도, 물수지 계산, 지하수의 오염원 추 , 지하수의 연 측정, 

지하수의 순환, 지하수와 하천수와의 계, 지하수와 해수의 혼합, 폐기물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 범 하게 이용 연구되고 있다. 여러 환경동 원소  특히 물의 

구성 원소로 포함되는 2H와 18O는 자연수 에 용존하고 있는 기타 용존 화학 성

분보다 높은 농도로 포함되어 있으며, 물의 동 원소 분자는 자연수에 용존하고 

있는 기타 화학성분과는 달리 주 의 물질과 반응해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

에서 
2H와 18O는 존재량의 변화는 물의 거동 그 자체를 직  반 하므로 물의 기

원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즉, 물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와 수소동 원소

는 지하수에 한 이상 인 추 자로서, 이를 연구지역 시추공지하수  주변 자

연수에 하여 용하 다.  한, 체류시간이 긴 심부지하수의 연구에 있어서 

14C을 이용한 지하수의 체류시간의 분석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안 성 평가를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등의 결정 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YS-01 시추공지하수에 한 환경동 원소(18O, 2H, 3H) 조성은 Table 3.5.7

에 정리되어 있다. 산소와 수소동 원소조성(δ18O, δD)은 각각 -8.1 ～ -10.4‰과 

-61.9 ～ -73.7‰의 범 를 보여주며, 삼 수소함량은 0 ～ 14.3 TU를 나타낸다. 이

들 시추공지하수의 환경동 원소조성을 심도별에 따라 도시하면 Fig. 3.5.15와 같

다. 산소  수소 안정동 원소는 반 으로 천부구간에서 심부구간으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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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값을 보여주며, 심도 -250m 이후에서는 산소동 원소조성 (δ18O)이 약 -1

0‰값으로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으로 국내 강수, 지표수  

천부지하수의 산소동 원소의 년평균 조성은 -7～-8‰내외의 값을 보인다 

(3-5-11). 시추공지하수의 δD값도 δ18O과 마찬가지로 천부에서 심부까지 동일한 

양상을 보여 다. 삼 수소함량도 산소와 수소안정동 원소조성처럼 천부에서 심

부로 갈수록 낮은 값을 보여 다. 특히, 심도 -250m 이하의 구간에서의 거의 0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산소와 수소안정동 원소의 상 계는 천수선(Meteoric 

water line)에 인 하여 도시되어(Fig. 3.5.16) 모든 시추공지하수의 기원의 지역

인 천수에 기인함을 보여 다. Table 3.5.7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시추공 지하수

 천부지하수와 심부지하수가 뚜렷이 구별된다.

Table 3.5.7. Environmental isotope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in the
borehole YS-01.

0.0-73.7-10.124.1457.5YS5114

0.6-72.8-10.224.5450.0YS5113

3.7-72.5-10.023.5415.0YS5112

0.7-75.1-10.422.8367.5YS5111

0.0-73.5-10.021.1321.0YS5110

0.8-73.2-9.919.8259.5YS5109

1.3-69.7-9.219.8252.0YS5108

5.4-65.8-8.417.7177.0YS5107

13.1-64.1-8.417.7169.5YS5106

12.4-61.9-8.416.6130.5YS5105

14.3-63.3-8.516.7123.0YS5104

12.5-62.0-8.215.794.5YS5103

13.2-64.6-8.315.073.5YS5102

13.9-63.4-8.113.330.0YS5101

(TU)(‰)(‰)(℃)depth (m)no.

TritiumδDδ18OTemp.Sampling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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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5. Variations of δ18O and δD values from the borehole YS-01.

     여기서 물의 순환과정을 고려하면, 해양으로부터 증발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구름의 산소와 수소동 원소조성은 해수에 비하여 가벼운 즉, 낮은 값을 갖게된

다. 즉, 물의 상의 변화에 따라 동 원소분별작용(Isotope fractionation)이 발생되

면, 이들의 분별작용정도는 온도와 습도에 의해 좌우된다.  즉, 온도와 습도에 따

라 구름과 강우의 동 원소값이 결정되게 된다. 세계 강우에 한 평균 산소  

수소 동 원소의 상 계식(δD=8δ18O+10)을 천수선이라 하며, 만약 산소  수소

동 원소의 상 계가 천수선에 인 하여 도시되면, 이를 지구지표에서 순환되는 

(‰) (‰)δ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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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라 칭한다.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가 응결되어 강우를 형성할 때 강우 동

원소조성은 구름보다는 무거운 값을 가지나 해수보다는 가벼운 값을 갖게된다. 이

러한 물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물의 증발과 응결작용을 여러번 겪으면서 국내 강

우의 산소동 원소 조성은 평균 으로 약 -7에서 -8‰ 갖는다.

    Fig. 3.5.16. The relationship of δ18O versus δD diagram of water samples from 
the borehole YS-01. World wide meteoric water line are shown.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물의 증발작용과 응결작용이 진행될 때 동 원소분

별작용은 온도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응결되는 온도조건에 의해 강우의 동

원소조성이 다르게 됨을 나타낸다. 자연 으로 해안가 보다는 온인 산악지형에

서 형성되는 강우의 산소  수소동 원소조성이 낮은 값을 가지게 된다.  즉, 고

도에 따라 강수의 동 원소조성은 다른 값을 갖는다. 이를 동 원소고도효과라 하

며 국내의 경우 약 0.2‰/100m로 보고된 바 있다(3-5-33). 이와 같이 지표수와 지

하수의 동 원소조성은 결국 강수의 동 원소조성에 직결되므로, 해안가 지하수의 

동 원소조성과 고도가 높은 지형에서의 동 원소 조성은 상이한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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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 지하수의 유동특성을 고려하면, 함양지역의 높은 지형에 있는 지하수가 

더욱 깊게 순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배수지역에서는 심도가 깊은 지하수가 낮

은 동 원소조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동 원소 고도효과를 유성지역 시추공지하

수에 용하면, 심부구간의 지하수는 천부지하수에 비해 약 -1 ～ -2‰ 낮은 값을 

보이므로, 심부구간의 지하수는 천부지하수에 비해 함양지역은 500 ～ 1,000m이상

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동 원소고도효과를 용하기 해서는 천부지하수와 심부지하

수를 형성하 던 시기의 기후조건이 유사하여야 한다. 즉, 앞서 기재된 바와 같이 

동 원소분별작용은 온도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심부지하수를 형성했던 시기

의 기후조건이 천부지하수를 형성했던 시기와 다르다면 동 원소고도효과의 용

에는 한계가 있다.  로 심부지하수를 형성하 던 시기가 온도가 낮은 빙하시기

다면, 재 시료채취된 심부지하수의 함양지역이 고도효과만으로 추정될 수 없

다. 이를 용하기 해서는 심부지하수의 체류시간 즉, 연 측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하수의 체류시간은 지하수에 용존되어 있는 반감기가 5730년인 

C-14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후반부에 상세히 후술되었다.

     지하수 연구에 있어서 탄소동 원소조성(δ13C)은 지하수의 진화과정, 탄소의 

순환과정, 물-암석반응에 따른 지화학  특성을 해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추 자

로 활용된다(3-5-5, 3-5-10).  기  이산화탄소의 δ13C은 재 약 -6.4‰로 알려

져 있으며(3-5-12), 지표로 떨어진 강우(약 -7‰, δ
13
C)는 토양층을 거쳐 지하수로 

유입되게 된다.  토양수의 탄소동 원소 조성은 지하수의 함양지역 식물의 합성

작용에 의한 탄소동 원소 분별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합성작용에 의한 탄소동

원소 분별은 3가지의 cycle(C3 cycle, C4 cycle and CAM cycle)로 진행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5-5). 지구상의 약 85%의 식물이 C3 cycle에 해당하며 우리

나라 기후조건에서의 식물 역시 C3 cycle을 따른다. C3 cycle을 따른 식물의 탄소

동 원소조성은 평균 약 -27‰값을 지니게 된다(3-5-23). 이러한 낮은 탄소동

원소 조성을 갖는 토양수로부터 이산화탄소의 공 을 받은 지하수는 지하로 유

동하는 과정에서 탄산염 물의 용해 는 침  등 지구화학  반응  다른 기

원의 지하수와 혼합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탄소동 원소 조성을 지니게 된다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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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지역 시추공지하수의 δ13C값은 -10 ～ -20‰값을 갖는다.  일반 으로 화

성기원의 탄소동 원소조성은 0‰의 값을 보여주므로 시추공지하수의 탄소의 기

원은 화성기원과 유기기원의 혼합된 양상을 보여 다. 수리화학특성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YS-01 심부구간 지하수의 이산화탄소분압은 약 10-6atm으로서 매우 

낮은 함량을 보여 다. 이는 심부구간 시추공지하수는 천부환경으로부터 이산화탄

소의 공 을 받지 못하 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10‰에 가까운 탄소동 원소조성

은 유성지역 지하수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화성기원의 방해석과 반응하 다는 것

을 반 한다. 이러한 화성기원과 유기기원의 구분은 C-14을 이용한 지하수의 체

류시간을 추정할 때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다.

     황동 원소조성은 다른 동 원소와 마찬가지로 지하수내 용존하여 있는 황

에 한 기원을 밝히는데 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수의 심부환경을 추정하는데로 

용될 수 있다. 화성암지역에서 지하수에 용존하여 있는 SO4의 기원으로서 기

기원, 황철석의 산화반응, 경석고의 용해 등을 들 수 있다. 유성지역의 지질특성은 

경석고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SO4의 기원으로 기와 황철석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화강암내 황철석의 황동 원소조성은 0～4‰로 알려져 있다. 한, 

YS-01 시추공지하수의 SO4함량은 최  7 mg/L로서 매우 낮은 함량을 보여주며, 

SO4의 기원으로서 화강암내 산재하여 있는 황철석의 산화반응이라 하더라도 그 

양은 매우 미약함을 추측할 수 있다. 비록 SO4의 낮은 함량으로 인하여 황동 원

소의 분석이 한정 이지만, YS-01 시추공지하수  최하부구간인 심도 -450m～

-500m구간의 지하수의 황동 원소조성은 +34.1‰로 매우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자연수의 높은 황동 원소값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지하 심부에서의 

유기 작용에 의한 황산염 환원을 고려할 수 있다.  강한 환원환경에서 유기물에 

의한 황산염 환원이 일어나게 되면, 동 원소 으로 가벼운 H2S가 생성되면서 잔

류 SO4의 동 원소 조성은 약 25‰ 정도 무겁게 될 수 있다(3-5-5). 즉, 측정된 

심부구간 시추공지하수의 산화-환원 를 고려하면 심부지하수는 환원환경에 있

었음을 지시한다. 그러나 환원환경이 진행되면 일반 으로 H2S가 인지되어야 하

지만, 시추공지하수로부터 이의 존재가 확인되지 못하 다.  황동 원소에 하여

는 보다 체계 인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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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암  단열 물특성

     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개념에 있어서 불투성인 암반을 처분장으

로 할 경우 암반에 분포하는 단열 는 단열 는 지하수 유동로로서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지하수와의 에 의해 핵종은 처분장으로부터 지

하수를 따라 이동되어 인간생활권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해 핵종은 

단열  내의 물과의 흡착반응, 이온교환, 표면침  등과 같은 지화학  반응을 

통하여 그들이 인간환경으로 이동되는 시간과 농도를 감소시키는 지연효과를 얻

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련된 단열 물의 물학   지화학  특성연구가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정성 평가에 요한 과제 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주

로 수행되고 있는 심부 지하수의 수리화학  연구를 포함하여 심부지질환경에 

한 연구는 부분 기존에 개발된 시추공이나 측공을 이용한 시료채취에 제한되

어 왔다. 따라서 수층의 모암  구성 물에 한 직 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지하수의 화학특성으로 지하 심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암석반응에 의한 단열 물들의 침 조건을 유추한다거나, 혹은 매우 제한 으

로 시추코아로부터 직, 간 인 단열 물을 채취하여 심부지질환경의 특성을 유

추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성  고성지역 

화강암지역에서 심부 시추공에서 얻어진 지질시료를 이용하여 심부 화강암반의 

암석화학  연구와 단열충 물의 지화학   물화학  특성을 제시하 다.

     동형과 서형 화강암반에 설치된 시추공들  주로 500m 시추공에 하

여 심도별로 신선한 암석을 채취하 으며 한 단열  심으로 단열충 물  

변질암석을 채취하 다. 이들에 하여 암화학분석을 수행하 다. 암석  단열

충 물에 해 편 미경 찰과 X-선 회 분석(XRD)으로 물감정을 하

다. X-선 회 분석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의 X-선 회 분석기(SIEMENS 

D500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물의 화학분석은 기 과학지원연구소의 자

미분석기 CAMECA SX5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암석 시료의 주원소  미량원

소 함량은 기 과학지원연구소의 유도결합 라즈마 방출분석기(ICP-AES, 

Shimadzu ICPS-11000Ⅲ)와 유도결합 라즈마질량분석기(ICP-MS, FISONS 

PlasmaTrace)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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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7. Photomicrogarphs of granite from the borehole GS-01 (Qtz: quartz, Pl: 
plagioclase, Kf: K-feldspar, Bt: biotite, Sph: sphene, Zr: zircon)

    4.1. 암석학  특성

     동형 화강암은 주로 강원 고성지역에 해당하며 시추지역의 지질은 흑운모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추구간 반에 걸쳐 단열 의 발달을 찰하기 어렵

다.  흑운모화강암은 조립질  등립질로서(Fig. 3.5.17) 지표근처 풍화작용에 의한 

변질을 제외하고는(Fig. 3.5.17C) 매우 균질한 조직을 보인다. 주구성 물은 석 , 

사장석, 정장석, 미사장석, 흑운모 등이며(Fig. 3.5.17A) 특징 으로 각섬석이 산출

(Fig. 3.5.17D)된다. 이밖에 스핀, 홍석, 어콘  철석과 같은 석 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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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 존재하며(Fig. 3.5.18B) 흑운모의 녹니석화 작용과 장석류들의 견운모화 작용

(Fig. 3.5.17C)이 찰된다. 흑운모화강암내 사장석은 형 인 알바이트 정을 

보여주며 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 지표상에서 풍화되어 산출되는 부분

은 부분의 장석이 부분 으로 견운모화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흑운모는 녹

니석화 되어있고 흑운모 주 에 2차 으로 생성된 다수의 불투명 물이 존재한다.  

이밖에 지표에서 채취한 흑운모 화강암의 암에 한 XRD분석결과는 주로 석

, 흑운모, 사장석, 미사장석이 감정된 이외에 지표환경하에서의 풍화산물로 보여

지는 카올린 물이 소량 확인되었다. 흑운모화강암 이외에 시추지역의 서남부에

는 흑운모편마암이 분포하기도 하며 흑운모화강암과의 경계는 이 이다.

     고성 화강암내 500m 시추공에서 심도별로 채취된 시료의 암분석결과를 

Table 3.5.8에 정리하 다. 미세한 석 , 장석맥이 지나가는 277m 구간에서 SiO2, 

Na2O의 함량 증가가 찰되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구간에 걸쳐 매우 일정

한 화학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유성 화강암지역은 경기변성암 복합체 내에 치하며 주로 선캠 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생 의 심성암과 맥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시추 치의 지질은 립

질 내지 조립질의 복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지 으로는 미약하나마 

편상조직을 보이기도 하나 연구지역 남서부에 분포하는 편상화강암과의 계는 

불명확하다.  한 연구지역 반에 걸쳐 다수의 크고 작은 맥암류에 의해 입을 

당하 다.

     500m 시추공에서 얻어진 시추코아시료에 의하면 지표에서부터 심부에 이르

기까지 크고 작은 단열 가 다수 발달해 있으며 이러한 단열 를 심으로 다양

한 변질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질   단열 에서는 방해석, 불석  녹염석 세

맥이 발달해 있으며 이러한 변질구간에서는 흑운모가 찰되지 않고 녹니석화 되

어있다(Fig. 3.5.18).  한 일부구간의 신선한 화강암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장석이 견운모화되어있는 양상을 보인다.  한 일부 석 맥이 산출되는 구간에서

는 방연석  황철석 등의 석 물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국지 인 화작용

이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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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8. Chemical compositions of drill core samples from the borehole GS-01.
Depth (m) 2.0 56.5 114.5 145.0 156.9 201.0 252.0 277.0 302.0 352.0 402.0 452.0 500.0

aRock Type F F F A F F F A F F F F F

wt. %

SiO2 73.89 70.76 74.22 76.19 70.15 73.50 70.24 77.80 74.57 71.91 72.62 70.67 69.67

Al2O3 13.11 15.49 12.38 13.20 14.34 13.12 14.79 13.18 12.93 14.14 13.51 14.46 15.80

Fe2O3 2.40 1.94 2.16 1.18 3.78 2.56 3.02 0.18 2.17 2.74 2.53 2.97 1.91

MnO 0.05 0.04 0.04 0.01 0.09 0.05 0.06 0.00 0.04 0.06 0.05 0.06 0.03

CaO 1.10 1.29 1.23 0.67 1.64 1.41 1.32 0.45 1.19 1.43 1.22 1.69 1.27

MgO 0.29 0.23 0.25 0.01 0.46 0.30 0.37 0.01 0.24 0.32 0.29 0.35 0.21

K2O 4.70 5.44 3.88 3.03 4.78 3.86 5.72 1.60 4.34 4.52 4.97 3.91 5.99

Na2O 4.04 4.84 4.04 5.99 4.38 4.38 4.23 6.96 4.05 4.53 4.12 5.01 4.74

P2O5 0.04 0.03 0.05 0.00 0.09 0.06 0.06 0.00 0.04 0.06 0.05 0.06 0.04

TiO2 0.22 0.17 0.21 0.02 0.36 0.25 0.32 0.00 0.20 0.28 0.26 0.32 0.19

L.O.I 0.23 0.20 0.18 0.23 0.18 0.19 0.17 0.27 0.27 0.27 0.32 0.38 0.35

SUM 100.07 100.45 98.64 100.53 100.23 99.68 100.32 100.44 100.03 100.25 99.93 99.89 100.20

ppm

Cu 5.25 0.96 2.45 0.22 3.48 1.90 0.36 <0.02 0.64 0.86 7.89 0.65 0.06

Rb 253.44 262.40 206.64 239.89 219.81 195.31 274.91 95.14 205.64 177.46 229.28 203.02 235.32

Y 35.54 32.31 31.52 75.47 62.55 30.13 46.12 38.23 21.62 36.11 41.71 36.53 28.73

Nb 14.96 14.17 22.95 54.43 38.38 21.27 36.31 58.35 22.24 28.81 29.91 32.52 20.10

Cd 0.04 0.04 0.03 0.05 0.04 0.02 <0.02 <0.02 <0.02 <0.02 <0.02 <0.02 <0.02

Cs 3.73 3.99 3.68 2.49 4.01 2.89 5.81 0.92 4.30 4.95 4.70 4.04 3.87

La 68.71 45.77 44.18 2.52 110.54 50.93 91.43 3.49 21.83 56.63 39.88 40.84 30.39

Ce 138.75 93.07 89.58 7.90 217.64 100.69 179.55 12.14 44.82 114.19 82.40 81.67 62.43

Pr 14.97 10.52 9.86 1.40 23.56 10.86 19.13 1.70 5.13 12.56 9.33 9.04 6.93

Nd 49.86 37.60 34.14 8.14 79.31 37.09 63.40 6.89 18.77 43.17 33.75 32.21 24.87

Sm 8.69 7.93 6.74 4.45 14.52 6.81 11.06 2.99 4.14 8.20 7.48 6.82 5.36

Eu 0.76 1.06 0.80 0.11 0.96 0.83 1.04 0.19 0.82 0.98 0.96 0.88 1.05

Gd 8.97 8.32 7.25 6.86 15.59 7.31 11.80 3.78 4.51 8.67 8.36 7.62 5.90

Tb 1.17 1.13 1.01 1.57 2.13 0.97 1.57 0.91 0.65 1.19 1.26 1.12 0.86

Dy 7.04 6.70 6.33 12.34 12.97 5.97 9.52 7.45 4.18 7.27 8.06 7.04 5.51

Ho 1.28 1.19 1.18 2.91 2.37 1.11 1.73 1.74 0.79 1.34 1.56 1.34 1.05

Er 4.05 3.61 3.70 10.19 7.34 3.46 5.39 6.76 2.47 4.14 4.83 4.15 3.30

Tm 0.56 0.50 0.52 1.63 1.05 0.48 0.75 1.34 0.34 0.58 0.69 0.59 0.48

Yb 3.90 3.47 3.60 11.15 7.13 3.38 5.17 11.44 2.52 4.00 4.75 3.99 3.39

Lu 0.56 0.51 0.51 1.58 1.02 0.49 0.74 1.80 0.39 0.59 0.68 0.57 0.51

Hf 1.50 1.23 1.34 2.30 1.86 1.29 2.08 7.99 1.33 1.32 1.66 1.23 1.00

Pb 23.07 25.47 18.63 20.41 22.36 18.25 22.90 20.89 18.40 22.10 19.74 19.16 24.04

Bi 0.08 0.04 0.04 0.04 0.07 0.05 0.25 0.11 0.06 0.06 0.06 0.07 0.04

Th 32.22 18.53 32.52 32.68 106.65 44.42 49.35 23.46 24.38 41.63 25.58 22.84 18.79

U 5.40 3.50 4.82 21.03 11.63 7.58 7.90 12.68 5.07 5.61 4.02 3.90 3.46
aRock Type : F (fresh granite), A (altered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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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8. Photomicrographs of granite from the borehole YS-01 (Qtz: quartz, Pl: 
plagioclase, Mcl: microcline, Bt: biotite, Mus: muscovite, Chl: chlorite, S: 
sericite, Cc: cal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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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미경 찰 결과 주구성 물은 석 , 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이다(Fig. 3.5.18A). 운모류는 부분 일정방향으로 신장되어 산출되며 단열  

주변에는 석   장석이 쇄, 변질받았다(Fig. 3.5.18A,C,D,E).  녹니석, 녹염석, 

백운모가 2차 물로 찰되고, 퍼어다이트가 드물게 찰되기도 한다.  사장석과 

미사장석은 정이나 입자 경계를 따라서 부분 으로 견운모화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흑운모는 벽개면을 따라 녹니석화 되어 있기도 하다(Fig. 

3.5.18C,D,E,F). 특징 으로 석류석, 어콘  황철석 같은 석 물들이 미량 존

재하기도 한다(Fig. 3.5.19C,D,E,F).

     서형 화강암내 500m 시추공에서 심도별로 채취된 시료의 암분석결과를 

Table 3.5.9에 정리하 다. 염기성 암맥이 지나가는 -105m 구간을 포함하여 -90m 

～ -130m 구간과 -230m～ -250m 구간에서 격한 SiO2 함량 감소와 Al2O3, CaO

의 증가가 찰된다. 특히 이 두 구간에서 L.O.I 값이 증가한 것은 이 구간에 

토 물과 같은 2차 물이 많이 존재함을 지시한다. 이 밖에 분석된 변질 암석들

은 모두 신선한 화강암에 비하여 높은 L.O.I 값을 보여주고 있다. 

    4.2. 단열충 물

     고성지역의 심부시추공에서 얻어진 시추코아는 단열 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열충 물 역시 채취할 수 없었다.

     유성지역의 심부시추공들에서는 다수의 단열 가 발달해 있다. 이러한 단열

를 심으로 다양한 2차 생성 물들이 충 되어 있다. 단열충 물들은 부분 

단열 의 표면에 코 되어 있거나 세멕상으로 충진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

우 미세한 세맥으로 발달해 있기도 하다. 단열충 물이 세맥상으로 뚜렷하게 발

달해 있을 경우는 편 미경하에서도 쉽게 감정이 가능하다(Fig. 3.5.19). 그러나 

연구지역의 단열충 물들은 부분 단일 물보다는 여러 물종의 혼합체로 존

재하기 때문에 일반 인 편 미경 찰 방법으로는 정확한 감정이 어려운 경우

가 많다. 동형과 서형 화강암지역의 심부시추공 시추코아에서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여 이들의 암석  단열충 물에 한 특성을 Table 3.5.10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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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9. Chemical compositions of drill core samples from the borehole YS-01.
Depth (m) 15.0 50.9 58.0 91.0 100.5 104.6 110.9 119.0 121.0 131.8 160.5 185.4

aRock Type F F A A A D F A A A F F

wt. %

SiO2 72.57 72.54 76.10 73.57 67.91 52.00 69.61 70.37 72.87 66.40 71.76 72.00

Al2O3 14.49 14.70 13.82 14.85 17.48 17.11 15.86 16.34 14.44 15.77 15.07 15.45

Fe2O3 1.47 2.34 0.43 0.60 2.20 8.31 2.67 2.39 1.32 3.28 2.21 1.57

MnO 0.12 0.05 0.05 0.04 0.04 0.18 0.06 0.01 0.01 0.09 0.05 0.06

CaO 1.55 3.25 0.91 1.11 1.47 5.83 3.51 0.58 0.43 3.50 3.08 2.21

MgO 0.26 0.53 0.06 0.12 0.59 3.72 0.60 0.43 0.26 0.56 0.52 0.20

K2O 5.44 2.34 5.02 5.44 4.25 2.37 2.68 5.16 5.16 3.81 2.99 3.85

Na2O 2.93 3.74 3.19 3.36 4.05 3.01 4.13 0.71 1.99 2.97 3.73 4.38

P2O5 0.05 0.09 0.01 0.03 0.11 0.33 0.12 0.08 0.05 0.08 0.08 0.03

TiO2 0.09 0.24 0.00 0.02 0.28 0.91 0.27 0.19 0.13 0.22 0.22 0.10

L.O.I 0.72 0.49 0.41 1.04 1.88 6.18 0.61 2.47 1.41 3.17 0.31 0.28

SUM 99.68 100.31 100.00 100.18 100.26 99.95 100.12 98.73 98.08 99.84 100.01 100.12

ppm

Cu 7.02 0.92 0.38 0.71 11.10 24.08 1.39 10.15 4.07 29.68 0.79 8.74

Rb 238.82 101.44 202.60 227.19 234.13 130.88 128.82 255.00 234.42 223.41 129.73 179.05

Y 18.76 16.68 5.85 17.79 22.24 28.88 14.92 14.61 9.49 18.92 9.37 16.60

Nb 26.34 22.53 38.44 18.25 28.38 8.56 28.06 17.88 33.74 19.64 18.36 21.94

Cd 0.10 0.04 0.05 0.03 0.12 0.04 0.07 0.20 0.43 0.06 0.05 0.17

Cs 6.80 3.28 2.83 6.21 9.16 5.94 6.11 10.08 7.64 10.85 5.02 5.36

La 9.67 48.42 5.49 10.26 51.69 38.16 39.99 16.56 29.95 39.23 30.17 20.01

Ce 17.98 92.38 12.15 20.67 99.81 82.86 77.61 34.26 58.39 75.38 57.74 39.83

Pr 2.07 10.14 1.44 2.31 11.07 10.05 8.59 3.94 6.28 8.30 6.33 4.56

Nd 7.63 36.02 5.29 8.45 39.69 40.11 30.82 14.99 21.45 29.68 22.54 16.99

Sm 2.14 6.50 1.98 2.33 7.47 7.67 5.78 3.59 4.38 5.56 4.22 4.17

Eu 0.83 1.18 0.09 0.58 1.24 1.89 1.25 0.51 0.45 1.45 1.12 0.81

Gd 2.53 6.64 1.64 2.66 7.65 8.07 5.90 3.74 4.16 5.76 4.19 4.32

Tb 0.46 0.80 0.24 0.47 0.96 0.99 0.73 0.54 0.48 0.72 0.49 0.62

Dy 3.32 4.23 1.34 3.31 5.35 5.91 3.96 3.28 2.53 4.11 2.61 3.67

Ho 0.67 0.63 0.17 0.62 0.85 1.04 0.57 0.55 0.36 0.66 0.35 0.65

Er 2.44 1.76 0.57 2.03 2.46 3.14 1.57 1.66 1.01 1.97 0.94 2.10

Tm 0.44 0.20 0.09 0.33 0.31 0.40 0.18 0.21 0.11 0.25 0.09 0.31

Yb 3.69 1.36 0.99 2.63 2.09 2.70 1.24 1.49 0.86 1.78 0.71 2.40

Lu 0.55 0.18 0.14 0.37 0.28 0.40 0.17 0.20 0.12 0.25 0.09 0.36

Hf 1.00 0.71 1.16 0.87 1.15 4.19 0.98 0.71 1.45 0.85 0.67 0.91

Pb 35.68 23.14 32.08 36.16 19.82 10.49 26.64 47.30 116.64 30.13 27.79 29.63

Bi 1.15 0.09 0.11 0.37 0.39 0.44 0.16 0.46 0.60 2.05 0.15 5.50

Th 3.45 13.29 1.65 5.98 15.30 7.30 9.34 7.59 17.83 9.57 7.55 6.41

U 11.33 2.00 10.23 15.84 26.05 1.56 3.95 2.50 12.81 1.70 2.66 3.83
aRock Type : F (fresh granite), A (altered granite), D (dike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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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9. Chemical compositions of drill core samples from the borehole
YS-01(continued).

Depth (m) 200.0 235.5 250.4 266.4 300.2 318.4 349.9 408.5 430.7 455.3 500.0
aRock Type F A F A F A F F A F A

wt. %

SiO2 71.96 54.24 72.03 71.32 71.86 70.46 71.20 72.29 72.42 73.22 73.22

Al2O3 15.58 20.53 15.31 14.59 15.35 15.68 15.19 15.11 14.57 14.32 13.39

Fe2O3 1.53 2.62 1.61 1.12 1.41 1.51 1.42 1.42 1.11 1.49 1.65

MnO 0.06 0.13 0.03 0.03 0.04 0.02 0.03 0.04 0.03 0.05 0.08

CaO 2.25 15.04 2.31 3.02 2.04 2.07 2.11 1.86 1.97 1.83 2.46

MgO 0.22 0.35 0.25 0.28 0.24 0.22 0.18 0.24 0.10 0.32 0.19

K2O 3.69 1.27 3.72 3.22 3.82 3.51 4.20 3.82 3.51 3.94 3.43

Na2O 4.26 0.82 4.32 3.09 4.37 3.49 4.09 4.31 4.05 3.73 2.44

P2O5 0.03 0.04 0.02 0.04 0.04 0.02 0.02 0.02 0.02 0.04 0.08

TiO2 0.11 0.18 0.13 0.12 0.11 0.10 0.09 0.10 0.08 0.13 0.19

L.O.I 0.46 5.14 0.46 3.24 0.95 2.97 0.63 0.92 2.38 1.04 3.19

SUM 100.14 100.37 100.19 100.06 100.22 100.03 99.16 100.14 100.23 100.09 100.33

ppm

Cu 0.24 0.53 <0.02 1.64 0.72 <0.02 <0.02 <0.02 3.95 <0.02 6.75

Rb 176.71 108.03 148.63 240.03 162.76 198.57 176.77 161.95 148.08 181.20 200.72

Y 20.72 96.34 6.46 37.53 11.14 17.31 11.74 18.45 17.55 25.58 30.58

Nb 14.36 92.19 20.21 62.87 25.28 53.44 38.28 57.88 57.65 35.59 49.22

Cd 0.05 <0.02 <0.02 <0.02 0.03 <0.02 <0.02 0.04 <0.02 <0.02 <0.02

Cs 4.28 19.56 3.53 8.98 5.39 7.63 3.46 3.74 4.97 4.75 12.72

La 23.09 42.31 20.76 18.65 20.07 26.19 13.58 15.38 10.99 18.12 30.87

Ce 45.81 80.03 41.20 37.72 37.18 49.97 26.77 31.19 21.94 36.31 60.52

Pr 5.23 9.09 4.92 4.31 4.00 5.36 2.92 3.59 2.52 4.06 6.82

Nd 19.61 33.51 17.25 16.40 14.05 18.22 10.51 13.73 9.66 14.83 24.61

Sm 4.71 8.05 3.83 4.14 2.97 3.77 2.52 3.55 2.65 3.73 5.84

Eu 0.87 2.44 0.82 0.83 0.79 0.90 0.70 0.69 0.69 0.72 0.91

Gd 4.84 11.14 3.51 5.32 3.08 3.86 2.66 3.73 3.06 4.19 6.95

Tb 0.66 2.10 0.39 0.95 0.41 0.56 0.37 0.55 0.49 0.68 0.98

Dy 4.02 15.83 1.92 6.75 2.39 3.56 2.35 3.45 3.32 4.55 5.84

Ho 0.76 3.61 0.25 1.42 0.39 0.65 0.41 0.64 0.65 0.86 0.99

Er 2.56 12.08 0.68 4.56 1.19 1.98 1.28 2.08 2.16 2.65 2.81

Tm 0.40 1.82 0.07 0.68 0.14 0.26 0.17 0.30 0.32 0.36 0.37

Yb 3.01 11.72 0.59 4.57 1.08 1.83 1.26 2.19 2.39 2.54 2.50

Lu 0.46 1.60 0.08 0.63 0.16 0.24 0.19 0.33 0.35 0.35 0.33

Hf 1.23 1.40 0.87 1.34 1.95 2.11 1.83 2.44 1.76 1.83 2.94

Pb 31.01 15.64 29.76 10.80 27.44 24.94 34.71 24.82 25.61 22.53 23.70

Bi 0.21 0.15 0.08 0.41 0.30 0.90 0.16 0.09 0.09 0.04 0.95

Th 8.68 10.78 6.75 8.26 5.13 25.84 8.70 5.59 3.91 13.84 26.27

U 4.21 7.35 1.17 3.45 2.54 25.72 5.06 1.80 2.35 23.73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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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01 시추공(500m 심도)으로부터 회수된 단열충  물에 한 X-선 회

분석(XRD) 결과 불석 물(로몬타이트, 휼란다이트 등), 방해석, 일라이트 

(2M1과 1Md polytype), 녹니석, 녹염석 등이 확인되었다(Fig. 3.5.20). 로몬타이트

와 휼란다이트 같은 불석 물들과 방해석이 가장 흔하게 찰되는 단열충 물

이며 이들은 흔히 서로 intergrowth된 상태로 결정화 되어있다. 산출상태 한 매

우 다양하여 약 1～2mm 두께의 맥상으로 결정형이 잘 발달한 상태로 산출되기도 

하고 단열 표면 코 이나 미세 균열을 충 하는 형태로 산출되기도 한다. 일라이

트와 녹니석 한 흔하게 찰되는 단열충 물로서 녹니석으로 주로 코 되어 

있는 단열면은 어두운 녹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있다. 녹염석은 매우 미세한 균열

을 충 하는 형태로 산출되며 흔히 녹니석이나 일라이트와 함께 존재한다. 녹염석

으로 주로 구성된 단열은 주로 밝은 녹색을 띠고 있으며 부분 hairline crack형

태로 존재하나 녹염석의 결정이 잘 발달되어 집되어 있는 부분도 찰된다. 이

밖에 소량의 카올린 물이나 clinozoisite가 존재하기도 하며 특징 으로 방연석 

(galena)이나 황철석(pyrite) 같은 석 물들이 산출되기도 한다.

     유성지역 YS-01 시추공지하수의 화학조성자료로부터 열역학자료를 이용하

여 시추공지하수로부터 단열 물의 한 포화지수를 구하 다.  사용된 지화학 

로그램은 PHREEQEC(3-5-16)을 이용하 다. 포화지수의 계산결과는 Table 

3.5.11에 정리하 다.  시추공으로부터 확인된 단열 물은 방해석, 일라이트, 녹니

석, 제올라이트, 카올리나이트  녹염석이 확인되었으나, 시추공지하수의 열역학

계산에 따르면 상기 물외에 2차 물로 철산화물  스멕타이트가 2차 물로 

침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심부시추공 연구지역의 암석  물학  연구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 심부로 갈수록 압력이 높아지면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며, 쇄 가 있는 경

우 지하수의 유동로로 작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친 물-암석 반응에 의한 2

차 물들이 충진하고 있다.

   • 변성작용이 첩되거나, 국지 으로 열수에 의한 변질작용을 받았을 경우 

이들에 의한 물조합과 지하수 유동 의 물-암석 반응에 의한 물조합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 348 -

 

 

 

Fig. 3.5.19. Photomicrographs of fracture filling minerals from the borehole YS-01 
(Qtz: quartz, Pl: plagioclase, Mcl: microcline, Mus: muscovite, Chl: 
chlorite, S: sericite (illite), Cc: calcite, Ep: epid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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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0.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fracture filling minerals from the borehole 
YS-01(L: laumontite, I:illinte, A: amphibole, E: epidote, He: heulandite, 
K: kaol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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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0. Comparison of granite's properties between the boreholes GS-01 and
YS-01.
Youngdong type (Koseong) Youngseo type (KAERI)

Rock type Biotite granite Two-mica granite

Major 

minerals

quartz, plagioclase, 

K-feldspar, biotite, 

amphibole

quartz, plagioclase, K-feldspar, 

biotite, muscovite

Minor 

minerals

sphene, zircon, rutile, 

Fe-oxide minerals
garnet, zircon, pyrite, galena

Fracture 

filing minerals

zeolite (laumontite, heulandite), 

calcite, illite (sericite), chlorite, 

epidote,  kaolinite

Weathering 

minerals 

(surface area)

illite (sericite), chlorite, 

kaolinite

illite (sericite), chlorite, calcite,  

kaolinite

Grain size coarse-grained coarse- and medium-grained

Texture typical granitic texture
typical granitic texture + 

alteration (sericitization)

Fracture
many fracture throughout the 

total drill hole depth (500m)

Alteration 

state

fresh granite throughout 

the total drill hole depth 

(500m)

- alteration zones around the 

fractures (sericitization and/or 

chloritization)

- calcite, zeolite, and epidote 

veins

- overlapped with low-grade 

hydrothermal a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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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1. Saturation index with respect to the secondary 
minerals of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 YS-01.
Minerals Saturation Index

calcite 0.20

illite 1.05

chlorite 15.47

laumontite 5.31

heulandite 7.24

kaolinite 2.25

epidote 6.44

geothite 4.31

hematite 8.47

Ca-smectite 0.93

Na-smectite 0.72

quartz 0.01

   • 특정 모암의 열수변질작용이나 변성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몇몇 특정 물을 

제외하고는 변성작용이나 범 한 열수변질에 의한 2차 생성 물이 일

반 으로 지하심부에서 일어나는 물-암석반응에 의한 2차 생성 물과 유사

한 을 감안할 때, 일차 으로 이들을 정확히 감정하고 물학  특성을 

밝히는 것이 결정질 암반의 시추코아에서 일어나는 물-암석 반응을 검증할 

수 있는 기 작업이 될 것이다.

   • 단열 를 심으로한 변질  뿐 아니라 변질되지 않은 신선한 암석  조암

물들에 한 분석 결과와 재 단열 에서 분석된 변질 암석  단열충

물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단열 를 따르는 변질  변성 역사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이러한 시추코아의 물학  분석과 심부지하

수의 지화학  특성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지화학  모델링으로만 유추되었

던 물-암석 반응 계를 실제 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352 -

   5. 지하수의 체류시간

     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처분에 있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

은 폐기물고화체, 완충물질, 뒷채움물질 등 공학 방벽  지질방벽을 포함하는 

다 방벽체계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다 방벽개념에 있어서 공학  방벽은 방사

성폐기물처분장으로부터 핵종유출을 최 한 차단하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지하에 

매장된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이 인체에 무해한 수 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긴 

시간과, 끊임없는 지질학 인 변화를 본질로 하는 심부지질환경을 고려할 때, 장

기간에 걸쳐서 방사성폐기물을 지질구조내에 보 하는 동안 방사성폐기물과 암석 

 지하수와의 반응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 인 지질학  방

벽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 이처럼 유해한 방사성 핵종이 인간생활권으로 이동되

는 것을 최종 으로 지, 차단시킬 수 있는 지질방벽에는 자연 으로 생성되어 

있는 균열  단열이 다수 존재하며 처분장의 폐기물 용기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의 이동은 암반내 지하수 유동에 의해 이러한 단열을 따라 지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하수는 장기간에 걸쳐 공학  방벽을 부식 는 침투하며 

이에 의해 유출된 핵종을 생태계로 유동시키는 주된 매개체가 되는 한편, 핵종-

지하수-암석반응은 핵종 출을 지연  지하는 지질학  방벽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리지구화학  연구는 매우 요하다. 특히 결정질암에서 방사성

핵종의 확산에 가장 큰 향을 미치게 되는 지하수의 연 측정은 필수 이다.

     수문학에서 환경동 원소는 물의 기원, 지하수 함양율, 물-암석반응  지화

학  진화 등에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하수에 한 수리지질학   

지화학 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지하수의 체류시간을 추

정하기 하여 환경동 원소를 이용하는 연구가 차 증가되고 있으나(3-5-13, 

3-5-26, 3-5-27)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12.43년의 반감기를 갖는 삼

수소는 국내 일부 지하수 연구에 용되어 심부지하수  지열수의 체류시간이 

50년 이상인 것을 보여  바 있다(3-5-13, 3-5-26, 3-5-27).  그러나, 재까지 국

내 지하수 연구에서는 삼 수소만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50년 이상의 체류시간

을 갖는 지하수를 올바르게 평가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방사성탄소 분석에 의한 지하수의 연 측정을 통해서 지하수의 체류시간에 

따라 향을 받는 물-암석 상호반응  그에 의한 지구화학  변화를 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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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후보암반이 과거 지질시 를 거치면서 겪었던 심부지질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지질방벽으로서의 암반을 통과하면서 향을  지하수의 가

능한 기원  이동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동 원소를 이용한 지하

수의 연 측정자료는 처분장 주변 지하수 유동평가를 한 모델링에 한 입력자

료로 제공될 수 있어, 선진외국의 경우 최근 지하수 유동모델링의 개발  검증에 

동 원소자료를 포함한 수리화학자료를 결부시켜 지하수 유동체계해석을 시도하

고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심부지층에 처분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유

출된 방사성핵종들이 지하수의 흐름과 함께 주로 암반내 단열을 따라 암석권으로 

이동되며, 다양한 물-암석반응을 겪으면서 진화하면서 주로 암반내 단열에서 단

열충 물과의 흡착반응, 이온교환, 표면침  등과 같은 지화학  반응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 을 때, 이러한 물-암석반응의 정도를 조 하는 가장 요

한 요인이 반응시간이며 따라서 보다 정량 이고 합리 으로 추정된 지하수의 체

류시간은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처분시 인간환경으로 유해한 핵종들이 이동되는 

시간과 농도를 보다 합리 인 수 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한 방사성탄소의 분석을 통해 심부지하수의 체류시간을 밝힘으로서 과거  

재의 지질학  상을 통하여 앞으로 지질방벽으로서의 암반을 통과하면서 

향을  지하수의 이동과 이에 따른 새로운 단열 물생성  이에 의한 방사성핵

종의 이동억제 가능성을 측할 수 있는 이론  근거와 구체 인 응용기술을 얻

을 수 있다.

     지하수의 연 측정을 해 이용되는 표 인 환경동 원소 에서도 3H와 

14C는 방사성동 원소로서 지하수의 체류시간을 추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하수의 체류시간을 추정하기 하여 사용되는 동 원소로서 
32Si, 39Ar, 

85Kr 등이 있지만, 탄소의 환경방사능동 원소인 14C는 자연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유기반응과 무기반응에 포함되므로, 지하수의 연 측정에 리 사용되고 있다

(Clark and Fritz, 1997). 지하수내 14C 분석은 기에는 가스비례계측기(Gas 

proportional counter)로 측정되었으며, CO2 gas의 벤젠합성법이 개발된 이후 주로 

액체섬 계측기(Liquid Scintillation Counter)로 측정되고 있다(3-5-17, 3-5-21).  

그러나 두 방법 모두 14C 분석을 한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따라 분석하

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시스템 운용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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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복잡한 벤젠합성법을 체할 수 있는 CO2 흡수법에 한 가능성이 발

표된 바 있으며(3-5-18), 이를 이용하여 지하수 시료의 14C 분석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3-5-14). 이러한 재래식 방법들이 방사성탄소의 붕괴에 따르는 베타선을 

측정하는 간 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개발된 신기술인 가속질

량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er)에 의한 14C 분석은 시료 의 탄소원자

를 직  계측하는 극 인 방법이다.  그러나 세계 으로도 가속질량분석기의 보

유기 이 한정되어 있고 고가의 분석비용으로 인하여 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방사성탄소의 측정에 요구되는 감도  정확도를 만족하는 경제 인 

방법들의 개발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다행히 최근 복잡한 벤젠합성법을 체할 

수 있는 CO2 직 흡수법에 한 가능성이 발표된 이래, 외국의 경우 이를 이용한 

지하수 시료의 14C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액체섬 계수

기를 이용한 방사성탄소의 측정시 보다 간편하고 신뢰성있는 방법을 확립하기 

하여 CO2 직 흡수법기술의 확보가 필수 이며 궁극 으로 이를 실제 지하수의 

연 측정  체류시간의 추정에 용하기 해서는 CO2 직 흡수법을 이용한 방

사성탄소 분석에 합한 시료채취, 처리  계측 차기술을 함께 확보하고 아울

러 국제인정기 과의 교차분석결과를 비교하므로써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확립하

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방사성탄소분석을 통한 지하수의 연 측정은 후보처분장의 결정

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암반내 단열을 따르는 지하수 이동에 의한 방사성 핵종의 

유출 향평가시 근본 인 해답제시를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연구과제이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최종 인 안 성 확보에 한 평가기 에 있어서도 물-암석반응

의 과거- 재-미래의 지시자로서의 심부지하수의 체류시간에 한 측정결과가 

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5.1. C-14분석방법

     우주선은 원자핵으로서 주로 양성자인데 태양을 포함하는 은하계를 순환하

고 있다. 이들은 지구의 기권으로 쏟아져서 기의 원자핵을 분열시켜 이차 입

자를 생성시킨다. 그들 이차입자들  성자는 질소와 반응하여 방사성탄소와 양

성자를 생성시킨다. 여기서의 양성자는 자를 포획하여 수소원자가 되고, 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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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방사성동 원소는 반감기 5,730년의 베타붕괴

를 통하여 질소가 된다. 이에 따라 약 90톤의 방사성탄소가 지구 체에 흩어지게 

되는데 이 양은 계속되는 우주선에 의해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된다.

     방사성탄소 원자는 만들어지자마자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 분자가 된

다. 녹색식물은 합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탄수화물로 바꾸어 가지기 때문

에 식물체는 속에 방사성탄소를 머 고 있다. 한 동물들은 이 식물을 섭취하므

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세포속에 은 양의 방사성탄소를 가지게 된다. 이 방

사성탄소의 혼합은 매우 활발하여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보통의 탄소 12C와 

방사성탄소 14C의 비율이 기에서와 같이 유지된다. 생명체가 죽고나서는 더 이

상 기의 탄소를 섭취하지 않게 되므로 그 속의 방사성탄소는 계속 붕괴에 의해 

어들게 된다. 사체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방사성탄소의 양은 5,730년 후에는 살

아있을 때에 비해 반으로 게 되고 11,460년 후에는 사분의 일만 남게 될 것이

다. 이를 이용하여 보통의 탄소와 방사성탄소의 비율을 조사하면 오래된 유기물체

의 연 를 알 수 있게 된다.

     자연계에서 탄소는 두 종류의 안정동 원소 [12C (98.89％), 13C (1.11％)]와 

한 종류의 방사성동 원소 [14C (약 10-12)]로 존재한다. 이  방사성탄소 (14C)는 

주로 기 성층권(고도 12～15km)에서 질소원자에 이차 인 우주선인 성자가 

충돌하여 만들어진다.

14
7N ＋ 

1
0n → 146C ＋ 

1
1p

     지구 규모에서의 14C의 평균 생성률은 7.5 ㎏/y이며, 생성률은 도와 시간 

변화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총 14C의 

양은 ～75t이다.  우라늄과 토륨의 함량이 높은 지하에서는 14N과 17O가 성자와 

반응하여 14C가 생성되기도 하지만, 지구 규모의 생성량과 비교할 때 무시할 수 

있는 양이다.  이와 같이 자연계에서 우주기원 방사성탄소의 생성 가능성은 1930

년 에 이미 논의되었지만 1947년에 이르러서야 그 존재가 실험 으로 증명되었

다(3-5-1).

     기에서 우주선에 의하여 만들어진 방사성탄소는 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반감기를 가지고 자연 으로 베타 붕괴를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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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C → 147N ＋ β

-

     만일 어떤 생명체가 죽은 후에 폐쇄가 유지되었을 경우, 시료에 남아있는 방

사성탄소의 농도와 기 방사성탄소의 농도를 알면 반감기를 이용하여 그 물질의 

연 를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Fig. 3.5.21).

t [측정연  (BP)] = -8267․ln (at
14C/a0

14C)   

BP :Before Present

a0
14
C : 기 의 방사성탄소의 기 activity

at
14C : 상물질의 방사성탄소의 activity

14C의 반감기

   ∙ Libby : 5,568±30 yr

   ∙ 국제 방사성탄소 연 측정학회 공인값 : 5,730±30 yr

   ∙ 사용법       연  측정시 : Libby의 반감기 이용

                   기타 계산시 : 5,730년 사용

     방사성탄소 연  측정을 하여 필요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ꠚ 기 에 생성된 14C의 반감기(5730년)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체 자

연계에 균일하게 분포함.

    ꠚ 기 의 14C 생성율이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함.

    ꠚ 활성 인 탄소 장고와 14C의 출입과 붕괴율이 평형을 이룸.

    ꠚ 생물체가 죽은 후에는 완  폐쇄계를 유지함.  방사성붕괴에 의하여만 14C

   양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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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1. Decay of 14C in plant or animal tissue that was initially in equilibrium 
with 14CO2 molecules of the atmosphere or hydrosphere.

     이상과 같은 원리로 방사성탄소를 분석하기 해 일반 으로 알려진 방법들

은 다음과 같다.

    ꠚ Solid source counting : Ca14CO3상태로 베타선을 검출

    ꠚ Gas proportional counting : CO2, CH4 는 C2H2가스 상태로 측정

    ꠚ Liquid scintillation counting : 가장 간편하고 가장 보편 인 측정법으로  

benzene상태로 측정

    ꠚ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AMS): CS이온빔으로 Graphite로 바꾸어진  

탄소 시료를 조사하면, 탄소가 음이온 상태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가속하고  

14C/12C비를 측정



- 358 -

     1970년  말에 개발된 가속질량분석기의 등장으로 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양

은 고 인 방법에 비하여 1/10 ～ 1/1000 수  이하로 어들게 되었으며, 분석

의 정 도가 크게 향상되어 방사성탄소의 반감기인 5,730년의 약 10배인 60,000년

까지 연  측정이 가능  되었다.

     직 흡수법을 이용한 14C 분석은 기존 벤젠합성법과 유사하다. 두 방법 모두 

산을 가해 탄산염으로부터 CO2 가스를 발생시키지만, 액체섬 계측기로 14C의 방

사능을 측정하기에 앞서 분석시료, 공시료  표 시료 등으로부터 탄소를 어떠한 

형태로 액화시키느냐에 차이 이 있다. 벤젠합성법의 경우, CO2 기체를 가열된 리

튬과 반응시킴으로써 Li2C2를 형성시키고, 이를 다시 물과 반응시켜 아세틸

(C2H2)를 생성시킨다. 이 후, 바나듐 는 크롬산화물를 매제로 하여 최종 으

로 벤젠(C6H6)으로 환시킨 후, 최종 으로 14C을 계측하는 매우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3-5-5). 직 흡수법은 생성된 CO2 가스를 CO2 흡수제와 직  

반응시켜 이를 액체섬  용액과 혼합하여 비교  간단하게 
14C를 측정하는 방법

이다. 그동안 활용된 직 흡수법에서는 생성된 CO2를 완 하게 회수할 수 없었고, 

CO2 가스의 회수율을 측정하여야 하는 불편한 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분석오

차가 크다는 단 을 가지고 있었다(3-5-18).  

     그러나 CO2 흡수제와의 반응을 CO2 가스 순환시스템을 이용하여 반복순환

시킴으로써 CO2를 100%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 개발되었다(3-5-14). 이에 

따라 직 흡수법은 벤젠합성법을 체하는 추세에 있다. 벤젠합성법의 경우 하루

에 1개 정도 시료의 처리가 가능한 반면 직 흡수법을 이용하면 4-5개를 처

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용한 직 흡수법도 순환시스템

을 이용한 CO2 가스 회수방법을 용한 방법이다.

     5.1.1 방사성 탄소 동 원소분석을 한 C/P 용액의 제조

     Permafluor V 용액은 Packard사에서 제조되어 상품으로 매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직  제조하여야 한다. Permafluor V 용액의 제조시에는 

다음과 같은 Packard사의 액체섬 계수기 의 시약을 사용하며 다음의 방법에 따

라 1.25L의 Permafluor V 용액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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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명     필요한 양

Toluene     1,116 ml

Methanol      134 ml

PPO      17.3 g

bis-MSB       2.5 g

     의 모든 화학약품을 후드안에서 깨끗한 2L 비이커에 섞은 후 10분 동안 

어 다. PPO와 bis-MSB가 모두 녹았을 때 용액을 Pyrex 4 sintered funnel로 

여과한 후 2.5L Winchester병에 옮기고 한다.

     Carbosorb은 공기 의 이산화탄소  기타 다른 가스들을 매우 빨리 흡수하

기 때문에 공기와의 을 피하기 해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 Permafluor V용

액과 혼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할 은 Carbosorb E는 CO2를 포화

상태까지 흡수하기 한 시약이 아니므로 이 방법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다.

    ꠚ Permafluor를 담은 유리병에 약 30  동안 질소가스를 채워넣어 공기를 제

거하고 마개를 닫는다.

    ꠚ 질소용기에 커다란 깔 기를 부착하여 Permafluor를 담은 유리병  약 30 

cm 에 설치한다.

    ꠚ 질소가스용기의 스 치를 열고 질소환경하에서 비된 Premafluor 용액에 

Carbosorb용액을 첨가한다.

    ꠚ 이 게 혼합된 C/P 혼합용액병의 입구에 분배용 마개 (dispensing cap)를 

부착한다.

     이 게 제조된 C/P 용액은 25 ml 유리병에 보 하는 것이 편리하며, 각각의 

유리병은 한 개의 시료에 해 충분한 C/P 용액의 양에 해당한다. 이때 C/P 용액

은 매우 부식성이 강하고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teflon으로 하여 부식과 

출을 방지해야 한다. Teflon 마개는 0.5 mm 두께의 teflon 에 11/16" punch를 

이용하여 제조하며 이 teflon마개를 McArtney 유리병의 뚜껑안에 넣게 된다. 각

각의 McArtney 유리병은 질소가스로 수 간 채운 후 재빨리 뚜껑을 닫아 공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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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을 방지하여 비한다.

     이 게 비된 McArtney 유리병에 C/P 용액을 나 어 옮겨담게 되는데, 여

기서도 공기와의 을 피하기 해 질소환경을 유지해야하며 이를 해 2L 

라스틱 자루를 분배용 마개가 부착된 C/P 용액이 담긴 유리병의 병목에 테이 로 

붙인다. 옮겨담는 과정  이 자루에 질소가스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넘치는 질소

가스는 주 을 질소환경으로 유지시켜주게 된다. 각각의 McArtney유리병에 질소

환경하에서 약 26 ml의 C/P 용액을 분배용마개를 이용하여 옮겨담고 teflon이 끼

워진 마개로 닫는다. 이 게 비된 McArtney유리병은 거꾸로 뒤집은 상태로 

온, 건조한 어두운 곳에 보 한다.

     5.1.2. 시료채취

     지하수 시료의 14C분석을 해서는 시료내에 용해되어있는 탄소를 장에서 

BaCO3형태로 침 시켜야 하며, 이후 분석을 해 이산화탄소로 환시키게 된다.  

이러한 장처리시 기와의 을 최 한 이고 처리시간을 단축하기 해 몇

가지 장 시약을 사 에 비하여야 한다. 1L의 끓는 증류수에 400g의 AR등  

NaOH을 첨가한다.  이 때 한번에 약 5 ～ 10g 씩만 첨가하여 끓어 넘치는 험을 

방지한다. 이 용액은 매우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과정 동안 물

은 끓는  근처로 유지해야하며 NaOH를 한번 넣은 후, 끓는 것이 멈추자마다 

NaOH를 계속해서 첨가해야 한다. 1L의 끓는 증류수에 Magnafloc 5g를 첨가한

다. Magnafloc은 물에 녹는 속도가 매우 느리며 덩어리를 형성하기 쉬우므로 계

속해서 어주는 것이 요하다. 끓는 증류수 1L당 450g의 barium chloride를 용

해시킨다. 상업용이나 AR등 의 barium chloride가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상업

용 barium chloride를 사용하 을 경우, 최종 으로 제조된 용액은 여과작업을 거

쳐서 깨끗한 용액을 사용해야 한다.

     자연수  14C 분석을 해서는 장에서 BaCl2 용액을 이용하여 BaCO3 침

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수  탄소를 고체형태로 회수한다. 
14C 분석을 해서는 

최소한 2g의 탄소가 요구되므로, 자연수 시료의 알칼리도에 따라 시료의 양이 정

해진다(Fig. 3.5.22). 일반 으로 국내 자연수의 알칼리도는 매우 낮은 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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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2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14C 분석을 해서는 많은 양의 물시료가 요구

된다. 상 으로 높은 알칼리도를 가진 국내 온천수  심부지하수의 경우도 

100-200 mg/L HCO3 함량을 보이고 있어(3-5-13, 3-5-26, 3-5-28), 일반 으로 

100L 이상의 물시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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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22. Water volume required for 14C measurement according to 
alkalinity of water sample.

     알칼리도에 따라 정해진 양의 물시료를 채취하여 장에서 지하수시료내의 

탄소를 BaCO3형태로 침 시키기 하여 침 용 용기를 사 에 약 5% HCl로 세

척해 놓아야 하며, 가능한 한 공기와의 을 피하기 해 시약을 첨가할 때만 

마개를 열도록 한다. 따라서 용기의 마개 역시 매우 단단히 조여지는 것으로 선택

한다. 이 게 비된 용기와 앞서 설명한 방법에 다라 제조된 시약을 이용하여  

장처리를 하게 된다.

     5.1.3 분석

     장에서 채취한 BaCO3 침 물 형태의 시료  표 시료, 기 시료에 포함

되어 있는 탄소를 CO2 가스로 회수하기 하여 Fig. 3.5.23와 같은 진공 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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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이 단계를 통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최종 으로 시료에 

포함된 라돈의 제거를 해 실린더에 보 되어 지게 된다(Fig.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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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23. CO2 preparation system from the sample carbonate. The generated 
CO2 gas is collected in high-pressure cylinder.

Fig. 3.5.24. Photograph of a CO2 prepa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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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CO2 가스를 CO2 흡수제와 반응시키는 장치를 Fig. 3.5.25에 도시하

다. 이 단계는 C/P 용액에 이산화탄소를 carbamate의 형태로 완 히 흡수시키는 

과정이며 따라서 CO2가 100% 포화되게 되어 시료나 표 시료, 기 시료에 해 

일정량의 탄소를 포함하게 된다. 한 CO2 흡수제는 휘발성을 갖고 있으므로 

처리과정  기화된 흡수제를 -80℃에서 포집하여 모든 CO2를 흡수한 혼합액을 

회수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두가지 방법이 소개될 것이다. 첫째는 20g 의 C/P solution을 포

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CO2가(～6g) cylinder에 모아졌을 경우이며 (no 

cryogenic transfer of CO2), 두번째는 첫번째 경우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cylinder

내에 포집된 CO2 가스가 을 경우(～4.6g of CO2), cylinder내의 CO2 가스를 line

으로 완 히 옮기는 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이 때 CO2는 고압실린더로부터 액체

질소를 이용하여 line으로 완 히 옮겨지게 된다.  따라서 20g의 C/P 용액(with 

freezing)을 포화시키기 한 최소한의 CO2 가스양은 ～4.6g이며 ～2.6g정도의 

CO2 경우까지는 10g의 C/P 용액(with freezing)에 포화시켜 분석할 수는 있다. 이

때 표 시료와 기 시료도 모두 10g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혼

합액을 10g 사용하 을 때는 20g 혼합액 보다 분석결과의 오차가 크게 증가된다. 

따라서 CO2 가스양이 ～2.6g보다 을 경우는 직 흡수법으로 분석할 수 없으며, 

가속질량분석기(AMS)로만 분석이 가능하다(Fig. 3.5.26).

V a c u u m
 P u m p

V a c u u m  G a u g e  B

V a c u u m  
G a u g e  A

C irc u la tio n
   P u m p

T a p
 1 2

T a p  1 1 T a p
  6

T a p
  5

T a p  7

T a p  3 T a p  4

B la d d e r
C /P  S o lu t io n

L N 2E th a n o l

o
-6 0 ~
-5 0  C  

   C O 2

C o lle c t io n
 C y lin d e r

   Fig. 3.5.25. CO2 absorption system with carbosorb/Permafluor V solution.  The 

CO2 gas of the collection cylinder is transferred to bladder, circulated 

in the line and absorbed with C/P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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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직 흡수법에서는 고압실린더에 포집된 CO2의 양이 매우 요하며 

이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Amount of CO2 gas         Method 

       > 6 g        20 g sample without cryogenic transfer

 4.6 to 6.0 g 20 g sample with cryogenic transfer

 2.6 to 4.5 g      10 g sample with cryogenic transfer

   < 2,6 g   
14C analysis not possible with direct

   absorption technique (use AMS facility)

(A)

(B)

Fig. 3.5.26. Photographs of a CO2 absorp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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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분석결과

     5.2.1. 방사성탄소의 계측

     직 흡수법에 의한 방사성탄소동 원소의 계측은 무기탄소에 한 14C 분석

을 하여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표 시료와 기 시료로서 탄산염 물질을 사용한

다.  표 시료와 기 시료도 지하수시료와 동일하게 14C 분석을 한 처리과정

을 거치게 된다.  표 시료(Modern standard)로서는 호주 아들 이드에서 산출되

는 조개껍질(106.7 pmc)을 사용하 는데, 3% HCl 용액으로 세척한 후 3% NaOH 

용액을 이용하여 조개껍질 외부의 유기물질을 제거하 다. 이를 분쇄한 후 유기물 

냄새가 제거될 때까지 다시 NaOH 용액으로 세척한 후, 증류수로 처리하 다. 기

시료(Background standard)는 South Australia의 Angaston에서 채취된 리석

(marble)을 이용하 다. 이 게 하여 분석된 자연시료 의 14C의 양은 “modern 

carbon"에 한 백분율로 표시되며(pmc, percent modern carbon), modern carbon

은 NBS oxalic acid standard의 1950년에 해당하는 14C 방사능의 95%로 정의된

다. 이는 화석연료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은 1840-1850년에 자란 나무의 방사

성탄소의 activity(13.56 dpm/g carbon)와 같은 양이다. 이 값을 100 pmc라 하고 

다른 시료의 값은 이 값에 한 상 인 백분율로 표 한다.

     방사성탄소를 연 측정에 이용하기 해선 기 의 방사성탄소의 양이 일

정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질시 를 통해 기  방사성 탄소의 

양은 큰 변화를 거쳐왔으며 이는 자연 인 변화와 인 인 변화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자연 인 변화로서 과거의 기록을 보면 Late Pleistocene에서 재까지의 

기 의 방사성탄소의 농도는 큰 변화를 거쳐왔다.  산호와 나무의 나이테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하면 약 3만년  이래로 방사성탄소의 양은 97-140 pmc의 큰 범

에서 변화하 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지구의 지자기변화와 큰 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7). 한 태양 흑 활동 주기인 11년과 련이 있는 변화

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석한 시료의 방사성탄소 연 와 실제 

Calendar year와 차이가 나며, 이를 보정 해주어야 한다.

     인 인 변화는 상업화에 따른 화석연료사용의 격한 증가에 기인한다.  

19세기말에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 명으로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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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화석연료는 방사성탄소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매우 

오래된 지질시 에 만들어진 유기물이기 때문에 방사성탄소가 남아있지 않다.  이

러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기 의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하게 되지

만 방사성탄소는 희석되어 양이 게 된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기 의 

방사성탄소의 양은 ～0.03％/y의 비율로 희석되어(Suess effect) 1850년에서 1950

년까지 기 의 방사성탄소의 양은 약 3％의 감소가 있었다.  따라서 만일 1950

년에 자란 나무의 연 를 측정할 경우, 산업 명이 시작되기 이 의 방사성탄소의 

기치를 가정하면 실제 연 보다 약 240년이나 더 오래된 연 를 얻게된다.  이

러한 이 1850년도 이후에 생성된 시료에 한 방사성탄소의 연 측정을 어렵게 

만든다(3-5-24). 인  변화에 한  다른 요인으로는 핵실험에 의한 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의 경우와 반 로 1950년에서 1964년 사이에 

있었던 지상 핵실험으로 인하여 기 의 방사성탄소의 양은 약 두 배정도 격

히 증가하 다. 이 후 기  핵실험 지로 방사성탄소의 양은 해마다 어들었으

며, 1995년 재 약 110pmc 까지 양이 게 되었으며 이는 자연 인 값보다 약 

10% 높은 양에 해당한다. 

     지질시 를 거치면서 과거시간동안에 자연  혹은 인 으로 변화한 기

의 방사성탄소의 양 이외에도 동 원소 분별작용에 의한 방사성탄소의 변화량

을 고려해야 한다. 
13C와 마찬가지로 14C도 상(phase)의 변화나 화학반응 시 동

원소 분별작용 (Isotopic fractionation)이 일어나게 되며, 분별계수(fractionation 

factor)는 13C에 비해 약 2.3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5-20). 그러므로 14C의 분

석 결과를 보편화(univerality)하기 해서는 나무의 δ13C에 해당하는 -25‰로 표

화하여야 한다. 결국, 
14C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해서는 δ13C의 분석 결과도 함

께 제시되어야 한다. 식물은 합성과정에서 12C를 13C보다 조직 내에 더 많이 농

축시키기 때문에 식물은 기 CO2의 
13C/ 12C보다 매우 낮아진 값을 갖게 된다.  마

찬가지로 합성작용 에 14C/12C의 비도 분별 상이 일어난다. 합성작용 에 

14C는 13C보다 약 2배 크게 분별이 일어나며, 측정한 14C의 값은 시료의 δ13CPDB

값을 이용하여 보정하여야 하는데 아래 식을 이용하면 된다.

14Ccorr = 
14Cmea.×[1-2(δ

13CPDB＋25)/1000]

     여기서 14Ccorr.는 보정된 시료의 
14C값, 14Cmea.는 시료의 측정된 

14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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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2. Liquid scintillation run(20g) of background and standard for 14C
analysis.

background standard
100 3.2-23.0 1.90 10.70 63.44 2118.34
100 3.2-23.0 1.93 10.38 60.92 1922.83
100 3.2-23.0 1.92 11.05 65.82 2256.45
100 3.2-23.0 2.08 10.78 62.72 1891.30
100 3.2-23.0 1.98 10.99 64.96 2130.93
100 3.2-23.0 2.02 10.55 61.50 1872.11
100 3.2-23.0 2.04 11.10 65.32 2091.27
100 3.2-23.0 1.84 9.83 57.60 1803.27
100 3.2-23.0 2.15 10.86 62.79 1833.93
100 3.2-23.0 2.10 10.50 60.56 1746.32
100 3.2-23.0 1.97 10.00 57.89 1701.18
100 3.2-23.0 1.77 10.61 63.73 2294.65
100 3.2-23.0 2.11 11.22 65.68 2044.27
100 3.2-23.0 1.92 10.50 61.86 1992.77
100 3.2-23.0 2.08 11.19 65.68 2073.76

average 1.987±0.036 10.684±0.084 62.70 1984.89

Count time
Count rate (cpm)

Efficiency E2/B
Window
(KeV)

     5.2.2. 직 흡수법에 의한 연구지역 지하수의 방사성탄소 측정

     직 흡수법을 이용하여 CO2 가스를 포화시킨 C/P 용액은 계측기용 20ml 용

기에 담아 액체섬 계측기(Parkard 2770TR/SL)로 14C을 계측하 다. 상기 과정

에서 C/P 용액 내에는 약 1g의 탄소가 포함되며 이것이 carbamate 액체를 형성

하게 된다.  100pmc(percent modern carbon)를 갖는 14C를 함유하는 1g 탄소는 

이론 으로 약 13.56dpm(disintegrations per minute)의 분해율을 보인다. 그러므

로 표 시료(106.7 pmc)는 기  시료에 비해 14.4dpm(1.067 x 13.56)이 높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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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야 한다. 계측효율(Efficiency)은 동일 시료의 dpm과 비교하여 100 pmc

에 한 배경치(Background)의 cpm 값의 백분율로 정의된다: E = (cpmsample - 

cpmbg) x 100 / (1.067 x 13).  Table 3.5.12에 제시된 국내 일부지역 지하수에 

한 계측 결과를 보면 계측 효율은 약 63%를 보여 좋은 계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5.2.3. 계측결과의 계산

     14C 분석의 정확도는 14C 함량과 계측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0～

100  pmc사이의 14C 분석 값을 갖는 시료에 하여 14C 함량을 각각 20g과 10g인 

시료를 처리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하 다(Fig. 3.5.27). 각 시료에 한 

계측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석 정확도는 감소함을 보여주며, 계측되는 

C/P 용액의 양이 10g일 때보다는 20g을 사용하 을 때 분석오차는 어드는 것

을 보여 다. 기 시료에 한 2σ를 기 으로 20g C/P 용액을 4,000분 계측하

을 때는 ±1 pmc를 보여주는 반면, 10g C/P 용액을 500분 계측하 을 때는 ±4 

pmc를 나타낸다(Fig. 3.5.27). 한, 시료의 14C 함량이 증가할수록 분석의 정확도

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시료에 하여 직 흡수법과 기존 벤젠합성법을 

이용한 
14C 분석 결과의 오차는 Leaney et al. (1994)에 의하여 비교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0.6g의 탄소를 사용하여 직 흡수법으로 14C를 분석하 을 경우 기

시료에 하여 벤젠합성법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분석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3-5-14).

     설치된 직 흡수법 처리 장치를 이용한 14C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해서 14C 분석과 연 측정에 있어 국제인정기 인 호주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와의 교차분석

을 수행하 다.  그 결과는 Table 3.5.13에 정리되어 있다.  교차분석은 14C 함량

이 높은 값과 낮은 값, 그리고 간 값을 갖는 시료에 하여 이루어 졌는데, 분

석 결과는 상당히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물속의 14C 분석은 체류시

간이 50년 이상된 지하수의 연 측정  심부지하수 유동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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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7. Standard deviation of 14C analysis using the CO2 direct absorption method. 
(A) using 20g C/P solution, (B) using 10g C/P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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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3. Comparison of 14C measurements by KAERI and CSIRO.

KAERI CSIRO

Backgroun
d - - - 1.987±0.036 - -

 Marble
 South Australia

Standard - - 0.6 10.684±0.084 - -
 Oyster shell
 Adelaide, SA

J-3 500 0.31) -6.73) 2.011±0.037 0.3±0.7 2.7±0.7
 Carbonate groundwater
 from Jungwon

J-6 200 0.51) -15.63) 5.129±0.058 39.9±1.1 42.4±1.4
 Alkali groundwater
 from Jungwon

J-12 50 8.41) -15.11) 8.140±0.074 78.0±1.5
 Shallow groundwater
 from Jungwon

Y-4 350 2.92) -16.62) 7.121±0.069 65.3±1.3
 Thermal water
 from Yusung

Y-10 320 0.62) -17.63) 7.847±0.072 74.7±1.4 71.9±1.1
 Thermal water
 from Yusung

Y-11 320 3.72) -17.22) 8.185±0.074 78.9±1.5
 Thermal water
 from Yusung

1) Data from Koh et al. (1999), 2) Data from Kim et al. (2000), 3) Analyzed by CSIRO

Sample no.
Sampling
Depth (m)

Tritium
(TU) δ13C

Count rate
(cpm) Descriptions

pmc

    5.3. 용결과

     앞서 설명한 시료채취  처리법에 따라 기존에 지구화학  연구가 수행

된 바 있는 국내 연구지역 , 탄산지하수 지역으로서 충북 원지역과 지열수 지

역으로서  유성지역을 선택하여 2000년 1월에 시료를 채취하여 
14C 분석을 

수행하 다.  두 지역에서의 지하수와 지열수 연구는 이미 기존 연구자들에 의하

여 수리화학  동 원소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3-5-13. 3-5-26, 3-5-28, 

3-5-31). 14C 분석 결과를 삼 수소   δ13C값과 함께 Table 3.5.13에 정리되었다. 

원지역의 탄산지하수(J-3), 알칼리지하수(J-6)  천부지하수(J-12)의 14C 값은 

각각 0.3 pmc, 40 pmc  73.6 pmc 이다.  유성 지열수의 경우 Y-4, Y-10, Y-11

시료는 각각 65 pmc, 75 pmc, 79 pmc의 14C 함량을 나타낸다. 14C 분석 결과를 



- 371 -

이용하여 지하수의 체류시간을 추정하기 해서는 앞서 설명하 듯이 화학  모

델, 동 원소 모델 등을 이용하여 보정한 후 용하여야 한다. 보정 없이 분석결

과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원지역 탄산지하수(J-3)에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가 함유되어 있고, 한, 이산화탄소의 기원이 지하수 순환과정에서 진행된 물-암

석 반응이 아니라 무기기원(심부기원) 이산화탄소와의 결합에 기인한 것이므로

(3-5-28), 지하수 체류시간에 한 평가는 무의미하다. 화강암지역에서 산출되는 

알칼리지하수 (J-6)의 경우, 지하수 순환과정에서 탄산염 물과의 반응이 크게 진

행되지 않았다면 수 천년 이상된 체류시간을 가진 지하수로 추정할 수 있다.  탄

산지하수와 알칼리지하수는 모두 삼 수소 함량이 0TU에 근 한 값을 보여주어 

지하수의 체류시간이 50년 이상인 것으로만 확인된 바 있다(3-5-28).  앞으로, 보

다 많은 지하수 시료와 지화학  동 원소 자료가 결부되어 종합 평가된다면 보

다 신뢰성 높은 지하수 체류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천부지하수(J-12)의 

경우는 가장 높은 14C 함량을 보여주며, 삼 수소분석 결과에서 인지된 바와 같이 

체류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성지역 지열수의 경우, 시료채취 

심도가 300m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원지역 천부지하수와 같이 높은 14C 분석결

과를 보여 다.  이는 유성지역 지열수의 활발한 양수(과잉 양수)로 인하여 주변

의 천부지하수가 혼합된 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기재된 바와 같이 YS-01 시추공지하수에 한 삼 수소분석이 수행되

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천부구간에서 심부구간으로 갈수록 삼 수소함량은 감소

하는 양상을 보여 다(Fig. 3.5.28). 이는 심부로 갈수록 지하수의 체류시간이 길어

짐을 알 수 있다.

     1961년 이래 국제원자력기구/세계기상기구에서는 수문학  기후학 인 목

으로 세계 93개국내 550개지 에서 강수내 환경동 원소(O-18, H-2, H-3)의 

변화를 체계 으로 분석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이후 1976년까지 세계 

강수의 동 원소 감시망에 포항지역이 포함된 바 있다(3-5-11). 그 후, IAEA 세

계 강수의 동 원소자료가 충분히 축 되었다고 인식되므로써, 포항지역이 동 원

소 감시망에서 제외되어 국내 강수의 동 원소자료 축 이 일시 단되었다가, 다

행히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987년부터 재까지 KAERI내 강수  삼 수소분석

을 자체 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 최근에 고기후환경연구  기순화모델잉의 

검증  향상과 련하여 강수의 동 원소자료의 요성 다시 두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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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에서는 강수의 동 원소감시망을 강화하여 세계 동 원소감시 리망

(Global Network for Isotopes in Precipitation, GNIP)을 운 하기로 하 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국내지역  청주지역을 새로운 강수시료채취지 으로 정

하여 GNIP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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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8. Tritium contents of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 Y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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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29. The trends of tritium concentration of monthly precipitations collected 

in Pohang-KAERI, Tokyo and Vienna.  All of the sites belong to the 

IAEA Network of Isotopes in Precipitations..

     그간 국내 강수에 한 삼 수소 모니터링 결과는 Fig. 3.5.29와 같으며, 

1961년부터 1976년까지는 IAEA에서 분석된 자료이고, 1987년 이후 자료는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직  강수를 분석하여 얻은 자료이다.  북반구 강수내 삼 수소

분포결과의 기 이 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강수  우리나라와 인 한 일본 

동경 강수자료와 비교하기 하여 이를 포항  한국원자력연구소지역 강수의 삼

수소함량과 함께 도시하 다(Fig. 3.5.29). 연도별 강수내 삼 수소 함량은 1960

년  반 미국, 구소련, 국에서 집 된 핵실험의 향으로 1963년 6월 최 치 

(1,940 TU)를 보 으나, 반 으로 재까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재

의 값은 1960년  핵실험 이 의 삼 수소 농도(약 10TU)와 유사하다. 1996년부

터는 KAERI내 강수의 삼 수소 함량이 다소 높은 값을 보이는데(<73.4 TU), 이

는 1996년부터 가동된 하나로 다목 연구용원자로의 가동에 기인된 것으로 단

된다. 이러한 강수의 삼 수소함량을 YS-01 시추공지하수에 용하여 보면,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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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 향을 받은 심도 -150m 구간까지의 지하수의 체류시간 약 10년 미만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시추공 심도 -150 ～ -250m 구간의 지하수는 약 10 ～ 30년으

로 추정할 수 있다.  한 삼 수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심도 -250m 구간 이하

의 지하수에 한 체류시간은 50년이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삼 수소에 의하면 체류시간이 5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심부구간의 

지하수에 한 C-14분석결과는 Table 3.5.14에 정리되어 있다. 지하수의 체류시간

을 추정하기 하여 함께 분석된 C-13자료와 각 탄산염종의 함량을 함께 정리하

다.

Table 3.5.14. The results of C-14 measurements of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
YS-01.

Sample Sampling Uncorrected Tamers Pearson F&G F&G Equil

no. depth 14C (pmC) δ 13C HCO3 (M) CO2 (M) Age (yrs) Age (yrs) Age (yrs) Age (yrs) Age (yrs)

Ys5101 30.0 55.2 -20.21 3.29E-03 1.48E-04 4486 -896 2555 2431 5541

YS5107 177.0 58.9 -16.36 1.48E-04 2.10E-08 3953 -1776 59 -13 3661

YS5108 252.0 32.4 -11.20 1.75E-04 3.11E-08 8889 3160 1314 1404 6276

YS5109 259.5 38.8 -13.10 2.13E-04 3.11E-08 7404 1675 1381 1394 5723

YS5111 367.5 27.5 -9.87 2.59E-04 3.11E-08 10254 4524 1388 1553 6920

YS5112 415.0 33.1 -10.80 1.67E-04 3.11E-08 8717 2988 775 885 5894

YS5113 450.0 21.3 -11.00 1.69E-04 3.01E-08 12356 6628 4600 4700 9639

Tamers: Chemical dilution (Tamers, 1967, 1975)
Pearson: Isotope Dilution (Ingerson and Pearson, 1964)
Fontes&Garnier: Dilution & gas exchage (Fontes and Garnier, 1976, 1977, 1979)
Fontes& Garnier (equil): Complete exch with soil gas

     지하수의 체류시간을 추정하기 한 C-14의 용은 술한 바와 같이 지하

수의 유동과정에서 지하수는 토양층을 거치게 되며, 부분의 지하수내 탄소는 토

양층으로 유래된다. 이 게 공 받은 탄소가 지하수를 통해 심부로 순환하는 과정

에서 외부 즉, 지하매질로부터 별도의 탄소를 공 받지 않는다면, 지하수내 체류

시간은 C-14분석과 5,730년인 반감기를 이용하여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퇴 암지역은 물론 화강암지역에서도 탄소를 함유하는 물이 산존하고 있기 때

문에 탄소동 원소를 이용한 지하수의 체류시간을 추정할 때, 이에 한 평가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하매질내 탄소를 함유하는 물은 지질작용을 통

하여 생성된 물이기 때문에 지질시 에 견주어 C-14반감기는 매우 짧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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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물내에는 C-14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지하수내 탄소가 지하매질로부터 부

분 으로 공 받게 된다면 지하수내 C-14은 희석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러

한 C-14희석작용을 화학자료와 C-13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C-14을 이용한 지하수의 체류시간을 구하는데는 크게 화학 인 방

법과 동 원소 인 방법이 있다. 화학 인 방법은 지하수내 탄소를 포함하는 탄산

염종의 함량비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며, 동 원소 방법은 C-13을 이용하여 

지하수내 용존하여 있는 탄소에 한 무기/유기기원을 구별하여 이를 용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이를 복합 으로 용하고 있다. 각각에 한 용결과는 

Table 3.5.14에 정리되어 있다. YS-01 시추공지하수의 최하단 심부구간 지하수에 

한 C-14 용결과는 C-14의 반감기만을 고려하 을 때, 약 12,000년을 보이며, 

화학과 동 원소방법의 용결과는 4,600년에서 약 9,600년을 보이고 있다.  이의 

결과는 2002년 6월에 채취된 시추공지하수 시료에 한 결과이고 추후 지속 으

로 모니터링되는 C-14 분석결과에 따라 유성지역 심부지하수에 한 체류시간이 

제시될 것이다.

     앞서 기재된 바와 같이 지하수의 안정동 원소결과에 따르면, 심부 시추공지

하수의 함양지역이 시추공 지표지역보다 500 ～ 1,000m 이상지역에서 함양되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유성지역에서 지형 으로 고도가 500 ～ 1,000m 이상지역을 

추 하면, 몇몇 방향과 거리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를 심부지하수와의 체류시간

과 결부시키다면, 지역 인 심부지하수의 유동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술된 바와 같이 동 원소고도효과, 고기후지하수의 존재여부, C-14을 이

용한 지하수 체류시간에 한 해석 등에 한 보다 지속 인 연구결과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결과는 재 진행되고 있는 각 시추공내에서 직  측정되

는 지하수의 유동특성과 해석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지화학  진화과정

     일반 으로 인 인 오염이나 외부로부터 pH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의 pH 변화는 강수가 토양층을 거쳐 지하수로 순환하

는 과정에서의 물-암석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강우가 기와 반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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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포 도달하게 되면 기 의 0.03%인 이산화탄소와 반응하게 되어 pH는 이론

으로 약 5.6이 된다. 이러한 약산성인 강우는 토양  암석등 다양한 지질매체

와 반응으로 pH는 변화하게 된다. 토양층에 침투한 강우 는 지표수는 유기물의 

분해  식물의 호흡작용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반응 하게 된다. 이 때 토양수

의 이산화탄소분압은 약 10-2.5 ～ 10-0.5atm으로 높아지며 pH는 약 4.5가 된다

(3-5-2). 토양층을 거쳐 낮은 pH를 갖는 지하수는 지하 암반내로 유입되면서 물

의 유동통로인 단열과 쇄 내에 존재하는 물과 반응하게 된다. 즉, 유성지역 

기반암인 화강암의 주 구성 물인 장석류  운모류와 지하수가 반응하게 되면 

규산염 물과의 반응을 통하여 수소소모반응이 진행되어, Na, K, Ca, Mg 등 알칼

리  알칼리토 속원소와 Si가 진 으로 지하수에 용해된다. 결과 으로 pH는 

상승하게 되고, 이온함량은 진 으로 증가하게 된다. 용존이온함량의 증가와 

pH의 상승은 각종 이온의 용해도에 향을 주게 된다. Ca, Mg, K는 지하수내에

서 pH가 상승함에 따라 이온교환반응 는 이차 물상으로 침 되어 지하수로부

터 제거된다. 한 강우로부터 기와 토양층을 거쳐 순환되는 지하수는 기와 

토양층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공 받게 된다. 이산화탄소와 지하수와의 반응(CO2 

+ H2O = H
+ + HCO3)은 지하수내 수소이온을 공 하고 탄산이온(HCO3)를 형

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게 공 된 수소이온 역시 물-암석반응에 의해 소비된다. 

결국, 물-암석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pH가 높아지면서, 지하수내 용해된 Ca, K, 

Mg 등은 물침  는 이온교환반응 등으로 지하수내에서 제거되어 심부지하수

에는 Na와 HCO3가 주요이온으로 남게 된다.  유성지역에서 시추공지하수로부터 

채취된 높은 pH(약 10.0)를 갖는 알칼리지하수의 지화학  생성과정은 상기와 같

이 설명될 수 있다. 한 기와 해 있던 산화조건에 있는 강우나 지표수가 

지하로 유입되고 차 심부로 유동됨에 따라 환원환경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지하수의 지화학  진화과정을 정량 으로 표 하기 하여 열역학

자료를 이용하여 물-암석 반응 모델링을 시도하 다. 사용된 로그램은 지화학 

모델링 로그램인 CHILLER를 사용하 다(3-5-19). 반응 기용액으로서는 국내 

강수의 화학조성을 용하 으며, 반응물로서는 유성지역 화강암의 표 인 구성

물비를 사용하 다(Fig. 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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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30. Reaction simulation for the evolution of groundwater.  The rainwater 

is used for initial solution.

     물-암석 반응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생성된 지하수의 화학조성이 시추공지

하수의 화학조성과 잘 일치함을 보여 다. 그러나, 상기 모델링결과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상을 극히 단순화시킨 결과로서 물-암석반응시 나타나는 동 효과 

(Kinetic effect)가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다. 지화학모델링에 한 동 효과의 용

은 EQ6 로그램(3-5-25)에 용가능하나, 실질 으로 복잡한 자연계에서 발생되

는 다양한 동 효과에는 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재 이러한 동 상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의 용이 기 된다.

앞서 보여진 유성 YS-01 시추공 지하수에 한 장측정자료, 수리화학자료, 

단열 물자료  동 원소 결과들로부터 종합 으로 유성 시추공주변 지하수에 

한 지하수 지화학  진화특성을 도시하면 Fig. 3.5.3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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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1.  The geochemical evolution of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 YS-01.

   7. 여수지역 시추공지하수

    7.1. 지질  수리지질

     연구지역은 여수반도의 북측 해안에 치하며 남 여수시 낙포동 일 에 

해당된다. 이 지역의 서쪽은 제석산(EL. 338m)을 심으로 독립된 산체를 이루고 

있으며, 동측 사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남쪽은 오천동 고지 (EL. 340m)

를 정 으로 동서방향의 산계가 발달한다(Fig. 3.5.32).  연구 지역의 지질은 크게 

생  백악기의 유천층군 화산암류와 이를 입한 알칼리 장석 화강암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특히 시추조사지 의 주변은 유천층군 화산암류에 해당하는 용결 

라필리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3.5.32). 유천층군의 화산암류는 층서상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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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층, 신성리층, 화산 용결응회암, 월래리 안산암 순으로 구성되며, 각 층간 

계는 정합 으로 놓인다. 북측 일부에 분포하는 화산쇄설성 퇴 암인 신성리층

을 제외한 화산암류는 암석의 구성 물과 이에 포함되어 있는 암편의 크기와 종

류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야외 찰에 의한 분류는 

유문암질 응회암과 안산암질 응회암, 그리고 안산암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들

에 포함되어 있는 암편들의 형태, 크기, 분 도 등에 따라 세분될 수 있다.  

Alluvium

Alkalic-Feldspar Granite

Welded Lappilli Tuff

Conglomerate &
Sandstone
Massive Andesite
(Volcanic Breccia &
Agglomerate)

Jeseok Mt.
(EL. 338m)K1

K2
K3

K4

Nakpodong

N
600m0

128°
35°

Study Area
Seoul

Fault

Ochundong

    Fig. 3.5.32. Geological map of the Yeosu area.  Location of boreholes and 
sampling points are also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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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방산층은 여수지역에 분포하는 화산암류의 최고기 지층으로 연구지역 동

측의 해변가와 화강암과 라필리 응회암 경계부에 형성된 지 에 분포하며, 암회

색의 치  견고한 괴상 안산암과 즈상으로 분포하는 화산 각력암을 포함한다.  

괴상안산암에는 간혹 장석반정이 포함되기도 하며 석기는 주로 사장석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은 녹염석화 작용을 받아 녹염석, 녹니석등의 변질 물이 많이 

찰된다(3-5-38).  

     화산 용결 응회암은 제석산과 오천동 고지를 심으로 분포하며 응방산층 

화산각력암 상 에 놓이며, 용결구조를 보이는 것이 특징 이고 유상구조(flow 

structure)가 나타나기도 한다. 기질은 유문암질에서 안산암질로, 하부는 암회색 

안산암질 라필리 응회암으로 구성되나 이 으로 변화한다. 구성 물은 사장석, 

정장석, 석  등이며 장석의 일부는 토 물과 견운모화 되어 있다.  

     월래리 안산암은 오천동 고지를 심으로 소규모 분포하며, 특히 유상구조가 

발달되어 있다. 반정은 안데신 성분의 사장석으로 구성되며 석기는 유리질과 미립 

내지 세립의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녹염석과 황철석이 석기의 반에 

산재해 있다. 알칼리 장석 화강암은 상으로 분포하며 연구지역 심을 가로지른

다. 이 화강암은 소  마산암으로 불리우는 암석으로 유천층군 화산암을 입하고 

있으며 비교  입암체 상부에서 냉각된 것으로 보인다(3-5-38). 사장석은 알바

이트 성분을 가지며 정장석과 석 으로 이루어진 미문상 석리가 발달하여 있다.

     연구지역을 포함하는 역 인 단열 분포특성과 부지규모 분포특성은 항공

사진과 산음 기복도를 이용하여 분석된 바 있다(3-5-32). 이에 따르면 연구지

역의 단열체계는 규모에 따라 4개의 등 으로 나 어 해석하 으며, 선상구조는 

동서와 북동계열 방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5.32). 동일 시추공에서 회

수된 시추코아에 한 Core logging과 텔 뷰어(Borehole Televiewer)를 이용한 

시추공 검층을 통한 단열특성은 단열개폐에 따라 3가지 유형(open, semi-open, 

close)으로 구분하 고, 방향성을 기 으로 단열을 3 set로 분류한 바 있다. 한 

이들 단열특성과 수리 도도와의 상 계를 제시한 바 있다(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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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33.  Schematic diagram of boreholes in the Yeosu area.  The depth of 
packers and fractures investigated are also shown.

     연구지역의 시추공은 여수반도 북동부 해안의 제석산 동측사면에 치하며, 

시추공은 남북방향으로 4개소에 시추되었다(Fig. 3.5.32). 연구지역의 시추는 1998

년 11월에 이루어졌으며, MP system은 1999년 6월에 설치되었다.  각 시추공(K1, 

K2, K3, K4)의 해발고도는 각각 61m, 59m, 57m, 50m E.L.이며, 각 시추공간의 

직선거리는 각각 10m(K1-K2), 25m(K2-K3), 180m(K3-K4)이다.  K1공의 굴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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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94.9m이며, K2공은 69.1m까지 굴진하 다. K3와 K4공은 각각 50.1m와 

90.1m까지 굴진하 으며, K4공은 10°SW의 경사로 시추하 다(3-5-40). K1공에

는 6개의 패커(40m, 26m, -3m, -17m, -77m, -115m E.L.)가 설치되어 7개구간에

서 시료채취가 가능하 고, K2공에는 4개의 패커(36m, 29m, 14m, 4m E.L.)가 설

치되어 5개의 시료채취가 수행되었다(Fig. 3.5.33).  K3공과 K4공은 나공상태에서 

시료채취를 하 다. 이후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측정구간을 상부로부터 하

부까지 K1공의 경우 K1-1～K1-7으로 구분하 으며, K2공은 K2-1～K2-5으로 명

명하 다(Fig. 3.5.33). 각 시추공에 패커를 설치 에 텔 뷰어 검층으로 단열특성

이 확인된 바 있으며, 텔 뷰어 검층에 의한 K1공과 K2공의 단열분포와 개폐상

태(open and close fractures)를 Fig. 3.5.33에 함께 도시하 다. 이 밖에 K1공과 

K2공 상부구간에 투수성 단열(conductive fractures)은 장수리시험에 의해 확인

된 바 있다.  

    7.2. 지화학특성

     7.2.1. 장조사자료

     연구지역 심도별 시추공지하수, 지표수  해수에 한 장조사 자료는 

Table 3.5.15에 정리되어 있다. 시추공지하수는 13.5 ～ 21.8℃ 온도범 를 보이며 

시료채취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온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Table 3.5.15). K1공 시추공지하수는 12.9～21.5℃의 온도범

를 보이며, 1998년 6월에 MP system을 설치한 후, 처음으로 측정한 온도(1999년 

8월)를 제외하면 심도 40m 이하(K1-3구간)에서는 일정한 값을 보인다. 2000년 3

월과 2000년 5월에 측정한 평균온도로부터 심도에 따른 지열구배는 0.25℃/10m를 

나타낸다 (Fig. 3.5.35).

     K1공과 K2공에서 1999년 8월에서 2000년 5월에 걸쳐 측정된 지하수의 심도

별 pH의 변화는 Fig. 3.5.35에 도시되었다. 일반 으로 강수가 토양층을 거쳐 지

하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pH 변화를 살펴보면, 강수의 pH는 기  이산화탄

소(0.03%)와 반응하여 이론 으로 5.6의 값을 갖게 된다(CO2 + H2O = H
+ + 

HCO3
-). 이러한 강수가 유기물분해  식물의 호흡작용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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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0,000 ppmv)를 함유하고 있는 토양층에서 pH는 4.4～5.4로 더욱 낮아지

게 된다(3-5-2). 형성된 지하수는 이후 지하수 유동로를 따라 유동하면서 지하매

질과 반응하게 된다. 지하매질은 부분 결정질 암반에서 규산염 물(K-장석, 사

장석, 운모류 등)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물과의 반응으로 수소소모반응이 진행

되어 지하수의 pH는 증가하게 된다. 즉, 지하수가 규산염 물로 구성된 결정질암

에서 체류시간이 길거나 는 심부로 유동할수록 지하수의 pH가 증가되는 양상

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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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34. Temperature (℃) variation of the borehole K1.  Each point shows 

the temperature of groundwatr collected from each section divided 

by packers.  The geothermal gradient (0.25℃/10m) is also shown.

     그러나, Fig. 3.5.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K1공의 지하수는 비록 최상부 지하

수(K1-1)의 pH 보다는 하부구간이 반 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지만, 심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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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지 않고, 구간별로 독특한 값을 갖는다. 심도증가에 

따라 상기 pH가 증가되는 일반 인 변화양상은 지표수→천부지하수→심부지하수

로 유동되는 역 인 지하수시스템에서 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연구지역과 같

은 천부환경에서는 지하수의 pH는 각 구간에 나타나는 지하수의 유동 즉, 단열

의 분포 특성에 따른 지하수 유동체계에서 나타나는 물-암석 반응의 정도 차이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3.5.35. pH variation of boreholes K1 and K2.  Each point shows the pH 

of groundwater collected from each section divided by packers.

     심도별 지하수의 pH가 시료채취시기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시추후 일정기

간동안에는 시추수와 시추공 주변 지하수의 혼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이며, 시

추공내 지하수는 차 지하수체계가 교란받기 이  자연상태로 회복되었거나, 회

복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98년 11월 시추당시 시추수는 pH가 7.0내

외의 값을 보여주는 주변지표수를 사용하 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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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변화되고 있지만 심도별로 반 인 변화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다.  

심도에 따른 지하수의 pH를 살펴보면, 최상부(K1-1) 구간과 최하부(K1-7)구간을 

제외하고, 2000년 3월과 5월에 채취한 지하수의 pH는 9.0내외로 높은 값(8.6～9.5)

을 보여주고 있다(Table 3.5.15; Fig. 3.5.35). 특히 일반 으로 천부지하수로 분류

되는 심도 100m 이내의 상부 지하수의 pH가 9.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는 것은 

주목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국내 지하수의 지화학 조사자료에 의하

면 결정질암에서의 지하수의 pH는 부분 8.0이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5-37, 3-5-35, 3-5-28, 3-5-29, 3-5-31). 한 K1공과 K2공 주변에 치한 K3

공과 K4공을 상으로 나공(Open borehole)상태에서 각각 심도 45m와 80m에서 

채취한 지하수시료의 pH는 8.0이하의 값(7.0～7.9)을 보여주고 있다(Table 

3.5.35). 이러한 나공상태에서의 pH 자료는 심도별로 채취한 지하수 시료의 결과

이지만, 심도에 따라 구간을 격리시키지 않고 나공상태에서 시료채취가 이루어졌

기 때문에 상부지하수와의 혼합 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K1공 최하부

(K1-7)구간은 패커 설치후 1년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 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수와 유사하게 낮은 pH값을 보인다.  이 구간은 텔 뷰어 검층에 의하면 

쇄 가 확인되지 못하 으며, 다른 구간에 비해 수리 도도가 매우 낮아서 시추 

당시 주입된 시추수의 향이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은 장측정자료 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술한 수리화학 분

포특성에서도 잘 확인된다. 2000년 3월과 2000년 5월에 채취한 K2공의 경우 지

하수 pH(8.3-9.1)는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심도별로 체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주며, K1공에 상응하는 구간 지하수와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5.15; Fig. 3.5.35).

     K1공에 한 기 도도(EC) 변화를 살펴보면, 부분의 구간이 시기별 

는 심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K1-6 구간 지하수는 특이하게 매우 높은 

기 도도 값을 보여 다(Fig. 3.5.36). 시기별 차이에 있어서도 패커 설치후 처음

(1999년 8월) 측정된 값이 가장 낮고 이후(2000년 3월과 5월) 측정치는 어느 정도 

증가하여, 기(1999년 8월) 측정결과는 시추수에 의한 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K1-6구간의 지하수가 이상 으로 높은 기 도도 값(628 ～ 1,226 μS/cm)

을 보이는 것은 상기 구간의 지하수가 물-암석 반응에 의하여 높은 기 도도를 

가지게 된 것이라기 보다는 상부지하수와는 달리 단열 를 따라 다른 기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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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하 다. 심

도별 기 도도 변화 양상이 이 이지 않고 단속 이고 격하게 구간별로 나

타나는 것은 결정질 암반에서 상되는 지하수 유동로가 국지 인 단열 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K2공의 심도별 지하수의 기 도도 분포 

특성은 K1공과 유사하다(Fig. 3.5.36). K3공과 K4공의 기 도도는 각각 129～197 

μS/cm과 164～170 μS/cm 범 를 보여 다(Table 3.5.15).  지표수와 해수에 한 

온도는 각각 22.5, 27,8℃이며, pH와 EC는 각각 6.0과 8.2, 80μS/cm와 39,100μ

S/cm 이다(Table 3.5.15).

  Fig. 3.5.36. Electical conductivity variation of the boreholes K1 and K2.  Each 

point shows the EC of groundwater collected from each section divided 

by p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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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수리화학

     연구지역의 시추공지하수, 지표수  해수에 한 화학조성은 Table 3.5.15

에 정리되어 있다. 지하수의 총용존고체함량(TDS)은 K1공에서 K1-6구간을 제외

하고 수리 도도에서 확인된 바 와 같이 심도별 는 시추공에 따라 뚜렷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K1공의 Na, Ca, Cl  SO4에 한 시기별  심도별 분포 특

성은 Fig. 3.5.37에 도시되었다. 기 도도 분포 특성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도시된 

이온들의 함량은 부분 구간에서 시기별과 심도별로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는 

반면 K1-6 구간에서 특이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Na, Ca, Cl, SO4 함량이 

모두 K1-6 구간에서만 높은 값을 보일 뿐만 아니라, 시기별 특성 역시 시추공이 

설치될 당시 시추수가 주입된 이후 차 으로 상기 이온함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다 (Fig. 3.5.37).  이 역시 시추로 인하여 지하수체계가 교란된 이후 차 

자연상태로 회복되었거나 회복 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K2공에 한 Na, 

Ca, Cl  SO4에 한 시기별과 심도별 변화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상기 

이온들은 모두 낮은 값을 보이며, 시기별 는 심도별로 K1공과 상응하는 심도의 

지하수와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Table 3.5.15).  

     K1공 지하수의 K와 Mg 함량은 최상부(K1-1구간)과 최하부(K1-7구간)에서 

다소 높으나, 반 으로 시기별과 심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 

K2공 지하수의 K와 Mg함량 역시 K1공과 같은 양상을 보여 다(Table 3.5.15).  

NO3, Log Pco2, HCO3  F함량은 Na, Ca, Cl, SO4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다 

(Fig. 3.5.38). NO3함량은 K1-1구간과 K1-7구간에서 가장 높은 값(4.2～11.8 

mg/L)을 보여 다. 연구지역이 주변환경에 의한 오염지역이 아니며 NO3가 지표

기원임을 고려할 때 K1-7구간 지하수는 시추당시 시추수의 향이 희석되지 못

하고 남아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K1-7구간이 비교  심부조건이지만, 탈

질산화작용 (denitrification)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시한다.  계산된 각 구간의 이

산화탄소 분압(Pco2)도 역시 상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값(10
-3.3 ～ 10-3.0atm)을 보

여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지하수의 pH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Fig. 3.5.38). 기타 구간에서의 낮은 이산화탄소 분압(10-5.2 ～ 10-3.5atm)은 지

하수가 유동됨에 따라 물-암석 반응에 의하여 수소소모반응이 진행됨으로써 진화

되는 상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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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5. Geochemical data of borehole groundwater, surface water and sea water 
from the Yeosu area.

Sample
Depth
(m)

Temp
(℃)

pH EC
(μS/cm)

TDS
(mg/L)

Alkalinity
(x103)

(mg/L)
LogPco2

b

Na K Mg Ca SiO2 Cl SO4 HCO3
b
CO3

b
NO3 F Al

K1-1 17.5 21.5 7.9 149 151 0.84 12.9 0.72 1.40 17.1 27.2 13.6 7.7 50.1 8.9 0.8 0.007 -3.20

K1-2 30.5 20.5 8.5 168 161 0.87 20.9 0.89 0.85 13.9 19.3 12.4 14.2 50.6 0.8 1.2 1.0 0.024 -3.81

K1-3 40.0 20.0 8.8 125 122 0.70 19.5 0.48 0.25 7.2 17.5 10.4 6.3 39.6 1.2 2.9 2.5 0.062 -4.22

K1-4 74.0 18.7 8.2 150 138 1.05 18.3 0.91 0.75 12.7 20.0 11.7 8.4 51.3 <0.05 0.9 0.043 -3.51

K1-5 85.0 18.0 8.6 139 137 0.87 20.4 0.66 0.38 9.8 18.3 11.8 7.2 50.2 0.9 <0.05 1.9 0.044 -3.92

K1-6 171.5 18.8 8.2 628 372 0.25 38.5 1.10 0.88 84.5 17.8 175.0 54.1 14.3 0.5 1.6 0.029 -4.08

K1-7 180.0 18.8 7.5 168 115 0.56 9.4 1.13 2.15 13.7 13.2 10.0 18.0 33.7 11.8 0.2 0.015 -2.99

K1-1’ 17.5 12.9 8.1 159 145 1.10 15.8 0.53 0.99 16.1 25.5 7.4 7.0 65.6 4.2 0.7 0.014 -3.31

K1-2’ 30.5 14.4 9.3 129 110 0.84 19.8 0.33 0.16 7.8 17.3 6.1 6.5 41.8 3.2 1.9 2.2 0.039 -4.67

K1-3’ 40.0 14.9 9.3 125 107 0.80 19.6 0.22 0.03 7.5 17.9 6.1 5.9 39.4 3.5 1.6 2.0 0.067 -4.75

K1-4’ 74.0 15.9 9.0 156 135 1.10 18.9 0.65 0.48 12.2 20.0 6.9 8.7 60.0 2.4 0.4 0.9 0.045 -4.21

K1-5’ 85.0 16.2 9.6 129 110 0.83 19.7 0.44 0.11 7.0 18.5 9.4 5.2 33.2 6.7 <0.05 2.8 0.123 -5.16

K1-6’ 171.5 18.2 8.9 1,143 613 0.66 57.7 0.88 0.61 151.0 17.5 225.0 92.0 30.3 11.9 0.1 2.4 0.025 -4.42

K1-7’ 180.0 18.8 7.8 207 136 0.82 16.7 0.61 0.75 15.3 17.6 11.7 13.6 49.0 9.4 0.5 0.063 -3.15

K1-1” 17.5 16.5 7.9 141 135 0.95 12.5 0.37 1.26 16.1 26.8 6.3 6.5 57.1 6.3 0.5 0.009 -3.16

K1-2” 30.5 15.5 9.1 128 110 0.86 20.9 0.27 0.21 8.3 17.1 5.6 6.1 45.9 2.4 1.2 2.2 0.034 -4.44

K1-3” 40.0 15.3 9.0 124 107 0.83 20.7 0.18 0.10 7.6 17.9 5.8 5.4 45.2 2.1 1.4 2.0 0.042 -4.40

K1-4” 74.0 16.0 8.6 162 143 1.20 20.4 0.57 0.56 12.9 20.4 6.7 8.6 69.6 1.2 <0.05 0.9 0.039 -3.76

K1-5” 85.0 16.4 9.5 123 113 0.91 21.0 0.36 0.15 7.0 19.7 7.0 4.3 41.2 5.4 <0.05 2.4 0.114 -4.87

K1-6” 171.5 18.3 8.9 1,226 676 0.55 67.1 0.56 0.44 160.0 16.0 293.0 105.0 23.7 1.1 1.5 2.3 0.026 -4.61

K1-7” 180.0 18.7 7.8 203 159 1.08 19.6 0.54 0.86 18.3 18.9 13.6 13.5 64.7 7.2 0.8 0.063 -3.04

K2-1 18.6 14.8 8.4 166 149 1.24 19.5 1.32 0.22 15.7 26.1 6.1 5.2 73.1 2.4 0.7 0.009 -3.56

K2-2 26.1 14.9 8.7 183 166 1.54 21.4 0.57 0.82 16.7 25.5 6.5 4.7 87.3 2.1 0.1 0.1 0.012 -3.84

K2-3 35.0 15.2 9.1 137 116 0.90 19.7 0.16 0.07 7.4 17.2 5.3 4.8 48.7 2.4 1.4 2.5 0.040 -4.40

K2-4 51.6 15.5 9.0 146 121 0.85 18.4 0.29 0.41 11.6 18.3 5.3 10.0 46.3 1.9 4.4 1.6 0.069 -4.33

K2-5 58.0 15.3 9.0 135 117 0.90 19.7 0.18 0.87 8.8 22.5 6.7 7.9 48.3 2.3 <0.05 1.4 0.070 -4.38

K2-1’ 18.6 21.8 8.5 151 145 1.26 19.2 0.15 0.41 16.3 25.7 6.4 5.8 73.3 1.1 3.5 0.8 0.011 -3.61

K2-2’ 26.1 16.9 8.5 172 163 1.45 22.0 0.55 0.83 17.6 26.3 6.8 5.8 84.5 1.2 2.0 0.7 0.008 -3.59

K2-3’ 35.0 16.0 9.0 121 104 0.82 20.1 0.13 0.13 7.9 16.5 5.5 5.1 44.6 1.9 2.0 2.5 0.038 -4.36

K2-4’ 51.6 15.8 8.7 135 122 0.93 19.0 0.25 0.38 11.3 17.2 5.5 8.5 53.3 1.1 3.8 1.4 0.051 -3.98

K2-5’ 58.0 15.9 9.2 179 109 0.80 19.3 0.17 0.13 8.6 21.0 6.7 7.6 40.5 3.0 <0.05 1.4 0.064 -4.65

K3-1 15.0 18.3 7.0 129 137 0.65 11.2 0.49 1.85 14.2 24.0 14.8 14.9 39.6 1.5 0.3 0.002 -2.42

K3-2 30.0 13.5 7.5 163 151 1.19 16.0 0.35 1.36 15.8 26.8 6.7 5.7 72.0 0.5 0.9 0.011 -2.69

K3-3 45.0 27.9 7.2 197 120 0.55 13.9 0.60 1.36 10.9 18.3 13.1 13.0 33.3 5.4 0.8 0.011 -2.64

K4-1 80.0 24.2 7.6 164 158 0.89 14.3 0.58 1.68 16.8 25.0 14.0 13.5 53.5 4.6 0.8 0.013 -2.86

K4-1’ 80.0 20.8 7.9 170 164 1.40 13.1 0.68 2.08 19.5 28.5 6.8 4.7 83.9 0.1 0.5 0.028 -2.94

K-S   - 22.6 6.0 80 76 0.17 7.5 1.01 1.94 4.4 15.2 8.8 14.8 5.7 1.5 0.1 0.020 -2.26

K-Sea   - 27.8 8.2 39,100 28,038 1.91 8076.0 309.00 1065.0 336.0 1.6 2155.2 87.0 0.0 2.1 0.072 -3.40

a
Alkalinity=molality of H+ equivalents calculated from in-situ measurement.
b
Calculated from measured alkalinity and pH data, using computer code SOLVEQ (Reed,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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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37. Variations of Na, Ca, Cl and SO4 concentrations in the

borehole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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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물-암석 반응이 이산화탄소에 하여 열린계(Open system)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닫힌계(Close system)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감소하게 된 결과로서 

설명할 수 있다(3-5-8). 자연환경에서의 지하수계는 이산화탄소에 하여 극단

으로 열린계 는 닫힌계에 속하기 보다는 부분 인 열린계(Partial open system)

에서 지화학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5).  K1-4구간 지하수는 시

추수인 지표수에 향을 받은 K1-1구간과 K1-7구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이산

화탄소분압(10-4.2 ～ 10-3.5atm)을 보여 다(Table 3.5.15; Fig. 3.5.38). 이는 K1-4구

간이 타구간에 비해 이산화탄소에 하여 열린계에 가까운 환경에서 지화학반응

이 진행되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K1-4구간이 이산화탄소에 하여 열린계이었

다면, 방해석 등 탄산염 물과의 반응이 수반되지 않는 환경에서 K1-4구간내 용

존무기탄소(DIC)함량이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리시험결과에 따르면 

상기구간에서 가장 높은 수리 도도를 보여주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

다. 즉, K1-4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 지하수의 유동이 빨라서 천부지하수의 유

입이 용이하여 지표기원의 이산화탄소의 공 이 상 으로 원활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타구간에 비해 지하수의 체류시간이 짧은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밖에 F 함량 역시 K1-1구간과 K1-7구간을 제외하고 K1-4구간에서 낮은 값

(0.9mg/L)을 보여주고 있다(Table 3.5.15; Fig. 3.5.38). 일반 으로 지하수의 F기원

은 주변 암석  형석과 같은 F가 주성분인 물이 없을 경우, 규산염 물  운

모류의 OH를 치환한 F가 용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K1-4구간 지하

수의 낮은 F 함량은 타구간에 비해 물-암석 반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낮은 pH와 상 으로 높은 이산화탄소분압  수리 도도가 높은 특

성과 일치하는 해석 결과이다.

     조사된 지하수의 화학  유형을 분류하기 하여 Piper diagram에 화학분석

결과를 도시하 다(Fig. 3.5.39). 부분 지하수들은 Na-Ca-HCO3형으로 분류되며, 

일부 Ca-Cl2유형으로 도시되는 지하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K1-6구간에서 

채취된 높은 TDS값을 보이는 지하수로서 타구간에 비해 Na  기타 이온함량도 

높지만 상 으로 Ca와 Cl 함량이 매우 높은 것(84.5～160.0 mg/L Ca, 175.0～

293.0 mg/L)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지하수내 높은 함량의 Na와 Ca의 기원으로

서 사장석과 방해석의 용해 뿐만 아니라 시추공의 치가 해안에 인 하기



- 391 -

  Fig. 3.5.38. Variations of NO3, Pco2, DIC and F concentrations in 

the borehole 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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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해수의 향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Ca의 기원으로서 방해석의 용해반응

을 제외시킬 수 있다. K1-6구간 지하수의 pH는 8.9로서 높은 값을 보이므로 이러

한 pH 조건에서는 방해석에 하여 과포화환경으로 방해석이 용해될 수 있는 조

건이 아니라 침 되는 조건이다. 각 조사된 장자료와 화학분석결과로부터 연구

지역 지하수의 표 인 물에 한 포화지수 값을(Table 3.5.16)에 정리하 다. 

한 사장석의 용해로부터 Ca가 공 되었다 하더라도 지하수내 용해된 Ca 역시 

높은 pH 조건으로 인하여 지하수내 존재하지 못하고 침 된다.

 Fig. 3.5.39. Piper's diagram showing chemical compositions of water samples from

the Yeosu area. The groundwater from the borehole K1-6 is 

chemically characterized by Ca-Cl2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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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6. Saturation index with respect to the representative minerals for borehole 
groundwater, surface water and sea water from the Yeosu area.

Sample albite anorthite beide-Ca beide-Na calcite Clchlore illite kaolinite laumontite K-feldspar Ca-Mont Na-Mont muscovite Nont-Ca Nont-Na quartz

K1-1 4.1 4.7 11.0 10.5 -0.5 12.3 8.8 11.9 13.1 5.7 9.2 8.7 16.4 12.9 12.4 0.7

K1-2 4.3 5.4 10.2 9.7 -0.1 18.0 8.8 11.1 13.5 5.9 8.9 8.5 16.2 12.4 12.0 0.6

K1-3 4.6 5.9 10.8 10.4 -0.2 16.8 9.2 11.7 13.9 6.0 9.1 8.8 16.9 12.4 12.0 0.5

K1-4 1.8 0.1 5.2 4.8 -0.4 8.2 3.5 7.0 8.4 3.5 5.0 4.6 9.5 11.4 11.0 0.7

K1-5 4.7 5.9 11.3 10.9 -0.1 15.7 9.7 12.2 14.1 6.3 9.5 9.1 17.5 12.9 12.4 0.6

K1-6 4.8 6.3 11.7 11.2 -0.2 13.6 9.7 12.5 14.5 6.2 9.6 9.2 17.8 12.9 12.4 0.6

K1-7 3.5 4.7 11.8 11.3 -1.2 9.4 9.4 13.0 12.7 5.6 9.1 8.6 17.9 12.2 11.7 0.5

K1-1’ 5.0 5.7 12.6 12.2 -0.4 12.5 10.6 13.2 14.7 6.7 10.5 10.1 18.4 14.2 13.7 0.9

K1-2’ 4.6 5.6 10.0 9.6 0.3 18.1 8.8 11.0 13.9 5.9 8.8 8.4 16.1 12.7 12.3 0.6

K1-3’ 4.8 6.0 10.3 9.9 0.3 15.4 8.8 11.3 14.3 5.9 8.8 8.5 16.4 12.7 12.3 0.5

K1-4’ 4.9 6.1 11.0 10.6 0.3 18.7 9.7 11.8 14.5 6.5 9.6 9.2 17.2 13.1 12.7 0.7

K1-5’ 4.5 6.1 9.6 9.2 0.5 21.0 8.8 10.7 14.0 5.9 8.5 8.2 16.2 11.8 11.5 0.4

K1-6’ 4.7 6.3 10.1 9.7 0.9 17.4 8.6 11.0 14.4 5.9 8.8 8.4 16.1 12.6 12.2 0.5

K1-7’ 4.8 6.3 13.2 12.7 -0.7 11.3 10.7 13.9 14.6 6.3 10.3 9.9 19.3 12.9 12.4 0.6

K1-1” 4.6 5.2 12.1 11.6 -0.6 11.7 9.7 12.8 14.0 6.1 10.0 9.5 17.5 13.7 13.1 0.8

K1-2” 4.6 5.5 10.2 9.8 0.2 17.4 8.7 11.2 13.8 5.7 8.8 8.5 16.1 12.7 12.3 0.6

K1-3” 4.8 5.7 10.6 10.2 0.1 15.6 8.9 11.5 14.1 5.7 9.0 8.7 16.4 12.9 12.5 0.6

K1-4” 5.0 6.1 11.8 11.3 0.2 16.2 10.1 12.5 14.6 6.5 9.9 9.6 17.9 13.3 12.9 0.7

K1-5” 4.8 6.3 10.3 9.9 0.4 20.5 9.2 11.2 14.4 6.1 9.0 8.7 16.7 12.4 12.0 0.5

K1-6” 4.6 6.2 9.8 9.3 0.9 17.1 8.2 10.7 14.2 5.5 8.5 8.1 15.6 12.4 12.0 0.5

K1-7” 4.9 6.5 13.3 12.8 -0.5 11.7 10.8 14.0 14.8 6.4 10.5 10.1 19.4 13.1 12.6 0.6

K2-1 4.8 5.2 11.3 10.8 0.0 11.6 9.6 12.0 14.1 6.7 9.5 9.1 17.3 13.8 13.3 0.8

K2-2 4.8 5.4 10.7 10.3 0.4 17.4 9.3 11.5 14.2 6.3 9.5 9.1 16.5 13.6 13.2 0.8

K2-3 4.7 5.6 10.5 10.1 0.1 15.0 8.7 11.4 14.0 5.6 8.9 8.5 16.2 12.8 12.4 0.6

K2-4 5.0 6.4 11.3 10.9 0.2 18.6 9.8 12.1 14.7 6.2 9.7 9.3 17.4 13.1 12.6 0.6

K2-5 5.2 6.4 11.5 11.1 0.2 21.1 9.9 12.2 15.0 6.3 10.1 9.8 17.3 13.4 12.9 0.7

K2-1’ 4.3 5.0 10.2 9.7 0.2 14.5 7.8 11.0 13.3 5.1 8.8 8.4 15.0 12.7 12.2 0.7

K2-2’ 4.6 5.0 10.6 10.2 0.2 15.4 8.9 11.4 13.7 6.0 9.3 8.9 16.1 13.4 13.0 0.8

K2-3’ 4.6 5.6 10.4 10.0 0.1 15.8 8.5 11.4 13.8 5.4 8.8 8.5 16.0 12.7 12.3 0.6

K2-4’ 4.9 6.1 11.6 11.1 0.0 16.0 9.7 12.4 14.5 96.0 9.7 9.3 17.5 13.1 12.7 0.6

K2-5’ 4.9 6.2 10.7 10.2 0.3 18.2 9.1 11.5 14.5 5.9 9.3 8.9 16.5 12.9 12.5 0.6

K3-1 3.5 3.5 11.8 11.2 -1.7 3.9 8.6 12.8 12.0 5.1 9.0 8.6 16.7 12.9 12.4 0.8

K3-2 4.9 5.4 13.4 13.0 -0.9 8.4 10.7 14.1 14.4 6.3 10.7 10.3 18.9 14.1 13.6 0.9

K3-3 3.3 4.2 11.2 10.7 -1.5 7.1 8.2 12.4 11.8 4.8 8.5 8.1 16.6 11.4 10.9 0.5

K4-1 4.1 5.1 11.8 11.2 -0.8 11.0 9.1 12.6 13.2 5.6 9.5 9.0 17.1 12.5 12.0 0.7

K4-1’ 4.8 6.0 12.8 12.2 -0.3 13.9 10.4 13.3 14.5 6.5 10.5 10.0 18.5 13.3 12.7 0.8

K-S 0.9 0.0 0.0 1.7 0.0 1.6 0.0 -0.8 19.3 2.8 2.2 6.5 3.5 2.0 9.5 -0.4

K-Sea 3.8 0.0 0.0 10.7 0.0 10.8 0.0 0.4 8.9 5.5 8.9 12.6 5.6 9.1 16.9 0.7

Beide = beidelite; Clchlore = clinochlore; Mont = montmorillonite; Nont = Nontr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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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Ca와 함께 사장석으로부터 용출되는 Na가 지하수내 차 으로 증

가되어 Na가 우세한 지하수를 형성하게 된다.  결국 사장석의 용해반응으로부터 

Ca가 우세한 K1-6구간 지하수의 화학조성을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상기구간의 

높은 Ca 함량의 기원으로서 해수유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K1-6구간 지하수는 Ca와 함께 높은 Cl와 SO4 함량(54.1～105.0 mg/L)을 나타내

어 해수 유입에 의한 혼합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Cl의 자연 인 기원으로

서는 물이 형성될 당시 포획된 유체포유물과 운모류에서 OH기를 치환한 Cl을 

고려할 수 있다(3-5-15). 그러나, 상기 구간의 높은 Cl 함량이 유체포유물과 운모

류로 부터 기인하 다면, K1공에서 확인된 화산암류가 비교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는 을 고려할 때, 심도에 따라 지하수의 Cl 함량이 높게 나타나거나, 이

인 변화특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결국, K1-6구간의 Ca-Cl2형의 지하수를 형성하

는 기원으로서는 지하수와 지하매질과의 반응이라기 보다는 인 인 오염이 없

다면 연구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해수에 의한 혼합 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지역 시추공지하수에 하여 MP system를 이용하여 심도별 지하수와 

주변 시추공에 하여 나공상태에서의 지하수의 지화학특성를 해석하고 비교분석

하 다. MP system을 이용한 지하수의 지화학연구 결과는 천부환경이라 하더라

도 높은 pH환경에 이를 수 있으며, 심도에 따라 지하수의 화학조성이 이 이지 

않고 단열분포특성에 따라 단속 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30m 심도 내외에서 지하수의 pH가 9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례 인 상으로 

이러한 특성을 국내 결정질암 지하수계에 그 로 용하기 앞서 기타 화강암  

변성암지역에서 MP system을 설치한 구간별 특성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해석되

어야 할 것이다.  한 지하수의 높은 pH에도 불구하고 낮은 TDS함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국내 지하수에 한 지화학연구결과(3-5-28, 3-5-29, 

3-5-35)에서는 확인될 수 없었던 상이다. 더욱이 본 논문에서 제시된 지화학자

료는 1998년 11월 시추이후에 2000년 5월까지 3회(1999년 8월, 2000년 3월, 2000

년 5월)에 걸친 자료로서 지하수의 pH가 조사시기에 따라 계속 증가되는 양상만

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추수의 향으로부터 자연상태로 회복되는 과정

에 있는 것인지 혹은 지하수의 pH 변화가 계 에 의한 향인지에 한 지속

인 측이 요구된다.



- 395 -

Fig. 3.5.40. (A) A plot of Na/Ca ratio versus Cl for groundwater and sea water of 

the study area.  (B) A plot of SO4 versus Cl for groundwater and sea 

water of the study area.  The mixing path assumes that the chemistry is 

maintained during mixing process.

     K1공 K1-6구간 지하수가 화학 으로 특이하게 Ca-Cl2형을 보이는 상은 

해수의 혼합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해수가 혼합되었다면 K1-6구간지하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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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a비 역시 높은 값을 보여야 하고, K와 Mg 함량등도 해수유입에 따라 높은 

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Na/Ca비는 해수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고, K와 

Mg는 기타 구간의 지하수와 유사한 값을 보여 다. 한 해수의 Cl/SO4의 비가 

상기 구간 지하수의 Cl/SO4와 불일치하고 있어 K1-6구간의 지화학  이상치를 

해수혼합으로 해석하기 해서는 이에 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Na/Ca비가 게 나타나는 요인으로서는 해수의 향을 받은 지하수가 

지하수 유동로를 따라 유동하게 되면, 유동로내에 생성되어 있던 2차 물과 양이

온교환반응(Na-Ca치환)으로 지하수내 높은 Na/Ca비는 차 으로 낮은 Na/Ca비

를 가질수 있다(Fig. 3.5.40A). 이러한 이온교환반응이 진행되기 해서는 단열

내 양이온교환반응 특성이 우세한 스멕타이트 같은 2차 토 물이 존재하여야 한

다.  K1공으로부터 직 으로 스멕타이트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K1-6 구간 외

에도 지하수의 화학조성으로부터 열역학 으로 계산된 스멕타이트계열에 한 포

화지수 값이 높은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지하수내 Na/Ca비의 변화에 한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해수혼합에 의해 높은 Na/Ca비를 갖는 지하수가 단열

에 분포하는 2차 토 물에 의해 이온교환반응(2Na + Ca-clay → Na2-clay + 

Ca2+)을 통하여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차 Ca가 우세한 지하수로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은 일반지하수 지역에서 나타나는 해수침투의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3-5-3)으로 지하수의 화학조성은 Ca-Cl2형을 띠게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

수혼합에 의해 지하수내 증가된 K와 Mg 함량도 토 물과의 양이온교환반응으

로 지하수로부터 제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수와 지하수의 SO4/Cl함량비를 살펴보면 해수에 비해 지하수가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Table 3.5.15). 즉, K1-6구간 지하수의 SO4는 Cl 함량과 비교하여 해

수의 혼합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함량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Fig. 3.5.40B).  

지하수내 SO4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는 경석고(CaSO4․2H2O)의 용

해작용과 황철석의 산화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화산암지역에서는 

황철석이 확인되는 바, K1-6구간 지하수의 상 으로 높은 SO4는 해수의 혼합

과 더불어 황철석의 산화반응에 기인하 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하여

는 황동 원소의 결과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고, 황철석이 화산암내 분포한다 하더

라도 타구간에서는 높은 SO4 함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과 SO4 함량이 Cl 함

량에 하여 정의 계를 보여 다는  (Fig. 3.5.40B)은 해결하여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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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단열암반의 역학  특성

   1. 심부 결정질암의 역학 , 열  물성 기  자료

    1.1. 서 론

     일반 으로 암반의 지하수 유동 특성에 한 해석은 수치모델링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모델링 결과에 한 불확실성은 입력인자들의 특성 측면에서 볼 

때 암석의 역학 , 열  물성 등의 입력 자료의 부정확성과 암석의 역학 , 열  

변형에 의한 수리 도도 변화, 균열의 형태  특성 단순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

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 유동 특성 해석의 신뢰도 증진을 해서는 입력자료

의 신빙성을 높이고, 입력자료에 미치는 인자들의 향에 한 정확한 평가가 필

수 이라 볼 수 있다. 

     한 처분장 시스템 설계를 한 구조  안정성 해석에는 일반 구조물과는 

달리 암반의 역학  물성자료 이외에도 열  물성자료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 그 

이유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나오는 방사성물질의 붕괴열을 히 방출시키고, 이 

물질들을 장기간 안 하게 격리시키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본 6  1. 은  우리나라 심부결정질 암석의 역학 , 열  물성을 살펴보기 

한 첫 단계의 연구로서, 심부 시추공 내에서 채취된 시추코아 암석으로 기본

인 암석의 역학 , 열  특성을 실내시험을 통하여 도출하 다. 동  서 지

방의 암석을 상으로 도, 공극률, 탄성  속도, 일축압축강도, 률, 포아송비, 

인장강도, 단강도 등의 역학  물성과 열 도율, 열팽창계수, 비열 등의 열  물

성을 측정하 고 그 결과를 정리하 다.

    1.2. 연구방법

     시료채취를 해 연구지역에 NX 규격 수직 시추공을 심도 500m로 천공하

다. 본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심부결정질 암석의 역학 , 열  물성을 측정하기 

하여 사용한 시료의 채취날짜, 장소, 개수는 Table 3.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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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 Sampling locations.
상시료 동시료 서시료

채취날짜
2000년 10월 31일(심도  0m ～ 200m)

2000년 12월  7일(심도200m～ 500m)

2000년 11월  4일(심도  0m ～ 200m)

2000년 12월  8일(심도200m～ 500m)

장    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역시 유성구

한국 원자력 연구소

개    수
0m ～ 500m 심도에서 깊이 50m당 

시료 2m (11×2m)

0m ～ 500m 심도에서 깊이 50m당 

시료 2m (11×2m)

    1.3. 연구결과

     1.3.1. 역학  물성

     고성  유성지역 시료에 한 역학  물성을 측정한 결과를 그림  도표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비교 자료로 사용한 황등화강암(3-6-27), 거창화강암

(3-6-30), 경기도 지역의 화강암 물성치도 비교 물성으로 기재하 음).

     1.3.1.1. 도

Fig. 3.6.1. Bulk specific gravity with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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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 Summarized results of the bulk specific gravity compared 
with the domestic rock properties.

       

Sample

Properties

라북도 

황등 

화강암

경상남도 

거창 

화강암

경기도 화강암 고성화강암 유성화강암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하한 하한 하한

Bulk specific 

gravity
2.65 2.62

2.59

(25)

2.77 2.65

(30)

2.67 2.66

(33)

2.80

2.11 2.38 2.64

     1.3.1.2. 공극률

Fig. 3.6.2. Apparent porosity with depth

Table 3.6.3. Summarized results of the apparent porosity compared with the 
domestic rock properties.

       

Sample

Properties

라북도 

황등 

화강암

경상남도 

거창 

화강암

경기도 화강암 고성 화강암 유성 화강암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하한 하한 하한

Apparent 

porosity (%)
0.70 0.66

1.44

(25)

4.57 0.70

(30)

0.88 0.82

(33)

1.62

0.24 0.57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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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3. 탄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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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 P and S-wave velocity with depth

Table 3.6.4. Summarized results of the P, S-wave velocity and comparison with the
domestic rock properties.

       

Sample

Properties

라북도 

황등 

화강암

경상남도 

거창 

화강암

경기도 화강암 고성화강암 유성화강암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하한 하한 하한

P-wave 

velocity

(m/sec)

3130 3710
4320

(25)

5630
3264

(30)

3970
3873

(33)

4920

2780 2760 2000

S-wave 

velocity

(m/sec)

1950 1850
2350

(25)

3140
1846

(30)

2110
2299

(33)

2980

1430 1630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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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 일축압축강도

Fig. 3.6.4.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with depth.

Table 3.6.5. Summarized results of th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comparison 
with the domestic rock properties.

       Sample

Properties

라북도 

황등 

화강암

경상남도 

거창 

화강암

경기도 화강암 고성화강암 유성화강암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하한 하한 하한

Uniaxial 

compresive

strength 

(kg/㎠)

1870 1660
1130

(36)

2630
1525

(18)

1930
1352

(17)

2130

70 1170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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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5. 률

Fig. 3.6.5. Young's modulus with depth

Table 3.6.6. Summarized results of Young's modulus and comparison with the 
domestic rock properties.

       

Sample

Properties

라북도 

황등 

화강암

경상남도 

거창 

화강암

경기도 화강암 고성화강암 유성화강암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하한 하한 하한

Young's 

modulus

(X 105  ㎏/㎠)

5.67 6.48
6.07

(17)

13.11
5.78

(18)

7.62
4.78

(17)

6.35

2.79 4.41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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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6. 포아송비

Fig. 3.6.6. Poisson's ratio with depth

Table 3.6.7. Summarized results of Poisson's ratio and comparison with the 
domestic rock properties.

       

Sample

Properties

라북도 

황등 

화강암

경상남도 

거창 

화강암

경기도 화강암 고성화강암 유성화강암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상한

하한 하한 하한

Poisson's 

ratio
0.19 0.21

0.23

(13)

0.35
0.25

(15)

0.39
0.28

(17)

0.39

0.18 0.11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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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인장강도

Table 3.6.8. Summarized results of tensile strength compared with domestic rock
properties.

      Sample

Properties

라북도 

황등 

화강암

경상남도 

거창 

화강암

경기도 화강암 고성화강암 유성화강암

평균

(시료개수)

상한 평균

(시료개수

)

상한 평균

(시료개수

)

상한

하한 하한 하한

Brazilian 

tensile

strength 

(kg/㎠)

91 100
88

(7)

140
78.95

(24)

115.84
94.66

(14)

136.37

80 50.27 40.53

     1.3.1.8. 단강도

Table 3.6.9. Results of shear strength test of a fractured Yuseong granite

Sample 

ID

Area of 

Specimen

 (cm
2
)

Normal 

Stress

(kg/cm
2
)

Peak 

Shear 

Strength

(kg/cm
2
)

Residual 

Shear 

Strength

(kg/cm
2
)

Peak 

Friction 

Angle 

(°)

Residual 

Friction 

Angle 

(°)

Apparen

t

Peak

Cohesion

(kg/cm2)

Joint 

Roughnes

s

Coefficient

JRC

T350

350m
31.7

20.9 13.4 13.0

34 32 0.2 2 - 426.2 19.0 17.2

31.4 20.4 19.7

T400

400m
33.2

20.0 15.6 13.2

37 33 0.1 6 - 825.0 18.7 15.2

30.0 23.2 19.6

T450

450m
35.0

19.0 14.0 11.7

35 32 0.2 4 - 623.7 16.5 15.1

28.4 20.7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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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7. Plot of normal stress vs. shear strength of the core sample from 350 
m depth in the Yuseo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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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8. Plot of normal stress vs. shear strength of the core sample from 400 
m depth in the Yuseo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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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9. Plot of normal stress vs. shear strength of the core sample from 450 

m depth in the Yuseong site.

     1.3.2. 열  물성

     1.3.2.1. 열 도율

     고성  유성화강암 모두 심도 500m의 시료를 상으로 열 도율을 측정하

으며, 시험 결과는 Table 3.6.10에 나타내었다. 두 시료 모두 일반 으로 화강암

이 갖는 열 도도(상온에서 1.73 ～ 3.98W/m;3-6-33) 범 에 속하는 값을 보 다. 

측정 자료 처리는 LabView 로그램을 사용하 다(Fig. 3.6.10, Fig. 3.6.11).

Table 3.6.10. Results of the heat conductivity test.
시료명 온도 (℃) 열 도도(W․m-1․K-1)

고성화강암(심도 500m) 22 2.523

유성화강암(심도 500m) 22 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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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0. Panel of LabView program(Goseong granite, 500m depth).

Fig. 3.6.11. Panel of LabView program(Yuseong granite, 500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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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2. 열팽창계수

     동, 서 각각 심도 0m와 500m 시료에 한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는 

Fig. 3.6.12 ～ Fig. 3.6.15와 같다. 이 결과를 컴퓨터에 내장된 열팽창계수 측정 

로그램으로 분석하여 각 시료에 한 열팽창계수를 구하 다(Table 3.6.11).

Table 3.6.11. Results of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of the granites.
시료명 온도 (℃)

열팽창계수

( 10-6/K )

고성화강암

(심도 :   0m)

0 ～ 50 5.851

50 ～ 100 10.891

0 ～ 500 20.094

고성화강암

(심도 : 500m)

0 ～ 50 4.415

50 ～ 100 12.062

0 ～ 500 19.244

유성화강암

(심도 :   0m)

0 ～ 50 4.996

50 ～ 100 9.963

0 ～ 500 16.551

유성화강암

(심도 : 500m)

0 ～ 50 3.928

50 ～ 100 10.473

0 ～ 500 19.312

     각 값들은 0℃에서 50℃, 50℃에서 100℃, 그리고 0℃에서 500℃의 표값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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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2. Dimension change with temperature(Goseong granite, 0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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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3. Dimension change with temperature(Goseong granite, 500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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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4. Dimension change with temperature(Yuseong granite, 0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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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15. Dimension change with temperature(Yuseong granite, 500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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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3. 비 열

     본 연구에서 비열은 입력보상(power-compensated)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을 

하 으며 측정 결과(Fig. 3.6.16 ～ Fig. 3.6.19)를 시간에 하여 분한 후에 체 

온도차로 나 어주면 비열을 구할 수 있다(3-6-18). 이 방법으로 구해진 비열 값

은 측정된 온도 범 에서의 평균값이다.

Table 3.6.12. Results of the specific heat test in the granites.
시  료  명 비열 (J/g℃)

고성화강암 (심도 :   0m) 1.07509

고성화강암 (심도 : 500m) 1.57583

유성화강암 (심도 :   0m) 0.97694

유성화강암 (심도 : 500m) 1.21246

고성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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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16. Heat flow with temperature(Goseong granite, 0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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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17. Heat flow with temperature(Goseong granite, 500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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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18. Heat flow with temperature(Yuseong granite, 0m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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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19. Heat flow with temperature(Yuseong granite, 500m depth).

    1.4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연구지역 시료로부터 얻은 역학  물성치와 국내 기존자료 비교

  ꠚ 연구지역의 물성치는 지표에서 지하 500m까지의 시추공 코어로부터 50m 

마다 세 개의 시료를 성형하여 각종의 물성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도출

  ꠚ 국내 기존자료는 북 황등지역의 화강암, 경남 거창지역의 화강암을 

토 로 하 고, 경기도 화강암 데이터는 서울 학교 암석역학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험자료를 근거로 하 음

  ꠚ 도의 경우 국내 기존자료와 비슷한 값이 도출됨

  ꠚ 공극률은 유성화강암이 0.82%로 기타 지역보다 약간 큰 값을 보임

  ꠚ P-wave velocity, S-wave velocity 모두 유성화강암이 기타 지역보다 

큰 값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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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ꠚ 일축압축강도, 포아송비  인장강도의 경우 시료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 지만 기타 지역에서 도출된 값의 범  내에 있음

  ꠚ 률의 경우 유성지역 화강암이 기타 지역에 비해 약간 낮은 값이 

도출되었음

  ꠚ 단열의 단강도는 단열이 많이 포착된 유성지역 화강암 시료로 

시험을 수행하 는데 마찰각이 34°～ 37°의 범 를 보임

   • 심도에 따른 각종 역학  물성치의 변화 분석

  ꠚ 연구지역 화강암의 물성은 체 으로 심도에 따라 고성이나 유성 

등의 지역에 따른 특별한 경향은 보이지 않음

  ꠚ 도나 공극률은 심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음

  ꠚ P-wave velocity는 심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S-wave 

velocity는 심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ꠚ 일축압축강도  률은 심도와 시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나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음. 즉 심도와 상 없이 시료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남

  ꠚ 포아송 비도 단히 분산된 형태의 결과를 보이나 심도에 따른 

특별한 경향은 보이지 않음

   • 열  물성치의 변화 분석

  ꠚ 열 도도는 고성화강암이 유성화강암에 비해 30% 정도 낮은 값을 

보 지만 일반 으로 화강암이 갖는 열 도도 범  내의 값임

  ꠚ 열팽창계수는 유성화강암이 고성화강암에 비해 약간 낮은 값을 

보 고, 심도에 따른 특별한 경향은 보이지 않음

  ꠚ 비열은 유성화강암이 고성화강암에 비해 약간 낮은 값을 보 고, 두 

지역 화강암 모두 지표부분보다는 심도 500m 값이 높게 나타남

     재 수행 인 연구부지에서의 각종 역학 -열  시험자료는 고 폐기물

처분연구의 2단계 2차년도까지 계속되었다. 이 결과는 통계 으로 분석되어 최종 

표치로 제시되었으며, 기 처분시스템을 개발하는 기 자료  방사성폐기물처

분장의 Performance Assessment(PA)를 한 THM(Thermal -  Hydraulic - 

Mechanical) 해석의 기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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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압 쇄시험에 의한 연구지역의 기지압 측정

    2.1. 서 론

     일반 으로 암반을 굴착하게 되면, 암반 내에 존재하던 기응력이 교란을 

받아 굴착부 주 의 응력이 재분배된다. 기응력은 상부 피복암(overburden)의 

력에 의한 응력(gravitational stress), 지각운동에 의한 지체구조응력(tectonic 

stress), 지각의 침식 후에 잔류된 잔류응력(residual stress) 등으로 분류된다. 이

러한 응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개는 응력보상법(Flat 

Jack Method), 응력개방법(Overcoring Method), 그리고 수압 쇄법(Hydraulic 

Fracturing Method) 등을 들 수 있으며, 응력개방법에는 공경변형법(Diametral 

Deformation Method), 공 변형법(Doorstoper Method), 공벽변형법(Leeman 

Method) 등이 있다.

     이들 측정법 에서, 수압 쇄법은 시추공을 이용하므로 지하공동 건설을 

한 기  설계단계에 필요한 굴착 이 의 기지압을 측정할 수 있고 지하 심부까

지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그리고 응력을 장에서 직  측정하기 때문

에 기존의 다른 방법에서와 같이 먼  변형률을 측정, 실내시험으로 구한 탄성정

수를 통하여 다시 응력으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의 범 를 일 수 있다

는 장 도 있다.

     암반의 기응력상태(in-situ stress) 는 기지압(initial earth pressure)은 

구조론  지진해석에서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의 공학  설계에서도 요하다. 

한 이것은 력 성분뿐만 아니라 지체구조응력, 지각의 융기  침식, 열역학  

이상거동 등에 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지 에서 값을 측정하고 정량화 하기 

해서는 장에서 직  계측할 필요가 있다. 

     기지압 측정 결과는 세계 으로 지진의 측  원인 규명에서 요한 역

할을 하고 있으며(San Andreas Fault; 3-6-20, 1982, Red River Fault Project in 

China; 3-6-14), 미세지진 연구에서도 리 활용되고 있다. 한 기지압 상태에 

따라 터 이 역학 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 짐에 따라 지하 양수

발 소, 도수터 , 자기 에 지비축기지, 지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지하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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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장고 등의 설계에 실제에 가까운 기지압을 반 할 필요가 생겼다. 특

히 공동 굴착에 따른 응력재분포로 공동주 의 수리  특성이 변화하여 지하수 

흐름에도 향을 미친다. 이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경우 운 이나 폐쇄 후 성

능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지압은 굴착 단계 이 에 측정하는 것이 보편 이다(3-6-6, 3-6-8). 따

라서 암반공학 는 지반공학과 련한 부지조사 단계에 있어 기지압 측정은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 까지 부분의 터 설계  시공

에 있어서 지반의 측압계수에 하여 실제 측정치보다는 추정치를 사용함으로써 

굴착공사시 굴착단면의 응력변화에 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지보의 과소 는 과

다 설계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일반 으로 심도 500m 이내에서는 수평응력이 수직응력보다 비교  큰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3-6-9), 지형학  는 지구조 운동의 향을 받는 지역에서

는 기지압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6-7). 따라서, 터  

 지하공간 설계 시 수치해석의 필수 입력자료인 측압계수는 공사구역에 따라 

반드시 실제 계측에 의한 실측값이 용되어야 하며, 측압계수의 양상에 따라 주

 암반에 가능한 한 비슷한 응력분포를 유지하도록 조화공동(harmonic hole)의 

개념을 고려하여 터  형상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2. 연구방법

     2.2.1. 시험 내용

     본 시험은 GS-01, GS-02(고성)  YS-04(유성) 시추공을 상으로 장응

력 측정을 하여 실시하 다. 시험공은 NX-size(76mm) 직경의 수직 시추공이며, 

일 의 지질은 화강암이다. 시험 과정  결과 해석과 응력계산에 한 상세한 내

용은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 으며, 수압 쇄시험 수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텔 뷰어 검층  시추코아 분석으로 시추공 사  조사  시험구간 선정

   • 심도별 수압 쇄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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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선형 압력감쇄 속도법을 이용하여 균열폐쇄압력 산정

   • 압력-시간 곡선에서 첩을 이용한 균열재개방압력 산정

   • 균열 방향  최 수평주응력의 산출

     2.2.2. 용 기

   • ASTM D4545-8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the       

In-Situ Stress in Rock Using the Hydraulic Fracturing Method"(3-6-1)

   •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Hydraulic Fracturing Stress Measurement"   

TP-253

   • QAIP 2-4, "Conducting and Documenting Analysis/Calculations"

      QAIP 17-1, "Creating, Protecting, and Processing CRWM Records"

      QAIP 17-2, "Processing of Technical Data on the Yucca Mountain Site  

Characterization Project"

   • YAP-SⅢ.3Q, "Processing of Technical Data on the Yucca Mountain Site  

Characterization Project"

     2.2.3 시험공 분석  시험구간 선정

     수압 쇄시험은 시추공의 주상도와 코아  시추공의 공벽 상태를 확인하기 

해 실시한 텔 뷰어 검층 결과를 비교 찰한 후, 공벽의 상태가 비교  양호한 

구간을 선정하여 실시하 다. 시추공벽이 쇄가 심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패커

가 가압되는 동안 손상될 우려가 있고, 공벽에 완 히 착되지 않아 압력이 유실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수압 쇄 시험구간은 쇄 , 리, 기타 불연속

면이 없는 양호한 지  즉 기존 균열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무균열분포연장이 최소 100cm 이상인 구간을 시험 치로 선정하 다(Table 

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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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3. Interval zones of the hydrofracturing test.
공번 지반고 EL(m) 시추심도(m) 시험심도(m) 비고

GS-01

(고성)

105.0 500.0

50.0

100.0

150.0

200.0

250.0

310.0

350.0

400.0

450.0

490.0

GS-02

(고성) 105.0 350.0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230.0

260.0

290.0

320.0

YS-04

(유성)
91.0 350.0

117.5

160.5

234.0

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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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시험장비  과정

     2.2.4.1. 수압 쇄가압(Hydraulic fracturing pressurization)

     시험 장비는 hydraulic fracturing straddle packer system으로 구성되어 있

다(Fig.3.6.20). 이 장비는 90cm 길이의 고무패커 2개를 상하로 60cm 간격으로 장

치한 것으로 두 개의 고압호스가 연결되는데, 하나는 패커를 팽창시키고 다른 하

나는 시험구간을 가압한다.

     지상 장비로는 두 개의 패커와 시험구간에 각각 수압을 높여  두 개의 70 

MPa 용량의 공기작동식 수압펌 가 필요하며, 시험구간  패커에 걸리는 압력

을 실시간 기록하는 기록계가 있어야 한다. 한 노트북 컴퓨터가 당 10개의 데

이타를 기록하기 해 필요하다.

     다음은 수압 쇄시험의 주요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1) 수압 쇄 기구를 조립하고 시운 한다.

  (2) 시험 심도까지 기구를 시험구간에 치시키고, 패커를 가압하여 패커를 원

하는 치에 장착시킨 후 시험 상 구간에 가압을 시작한다.

  (3) 쇄압력 Pc(peak pressure or breakdown pressure)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

구간을 가압한다. 쇄가 발생한 직후, 쇄 를 다소 확장시키기 하여 잠

시동안 계속해서 압력을 가한 후, 펌 를 지시켜 감압을 시작하면 균열폐

쇄압력 Ps(shut-in pressure)에 도달한다. 

  (4)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가압을 하여 균열이 열리도록 한 다음 다시 감압

시킨다. 이때의 압력을 균열재개방압력 Pr(fracture reopening pressure)이라

고 하며 Pc 이하가 된다.

  (5) Pr과 Ps를 실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3회 이상 가압시험을 반복한다.

  (6) 모든 가압시험이 끝난 후, 패커는 원래의 상태로 축소되어지고, 시험구간의 

데이터는 노트북 컴퓨터에 기록, 장된다. 

  (7) 시험장치들은 다음 시험구간으로 옮겨, 술한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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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2. 수압 쇄  형태  방향(Impression packer test)

     수압 쇄 균열의 방향성에 한 자료는 주응력 방향을 얻는데 단히 요

하다. 공벽에 인 으로 만들어진 수압 쇄 균열의 방향성을 알기 하여 임

션패커(Impression Packer)를 탐지계로써 사용한다. 임 션패커는 시추공벽의 

돌출부분이나 틈을 완 히 둘러  수 있는 얇은 반경화성 고무막(임 션 슬리

)으로 둘러싸인 90cm 길이의 팽창성 패커이다.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단열흔

찰시험(Fracture Impression Test)을 실시한다(Fig. 3.6.21).

     다음은 수압 쇄시험의 주요과정을 열거한 것이다.

  (1) 임 션 슬리 의 바깥 면에 방향기 선(Reference line)이 방향측정기 바

깥 면에 표시되어 있는 기 선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디지털 방향측정기를 임 션패커의  부분에 연결시켜 임 션패커를 

시험구간까지 이동한다.

  (3) 임 션패커를 추정폐쇄압력까지 가압한다. 패커의 압력을 약 20～30분 동

안 유지하며 임 션 슬리 에 균열 흔 이 남도록 한다.

  (4)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서 패커는 축소되고 방향측정기와 함께 회수한다. 방

향측정기를 패커에서 분리하여 장되어 있는 정보를 기록한다. 이 정보는 

수압 쇄 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5) 임 션패커의 쇄  흔 을 찰한다. 후속 정 분석을 하여 확인된 

흔 들을 선명하게 표시한다.

     수압 쇄의 방향(최 주응력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은 패커에 표시되어 있는 

수직균열의 흔 과 그들의 평균 방향을 근사하는 직선을 얻기 하여 원형통계학

(Circular statistics)을 용하 으며(3-6-13), 경사진 균열에 해서는 시추공을 

단하는 경사면을 표시하는 사인곡선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다(Fig. 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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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0. Installation of the hydrofracturing test system.

Fig. 3.6.21. Installation of the impression packer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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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직균열    (b) 경사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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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2. Schematic diagram defined the crack of the hydrofracturing test.

     2.2.5. 시험 자료 분석

     수압 쇄시험의 기본 인 자료는 압력자료와 수압 쇄자료의 두 가지 유형

이 있다. 압력자료는 다수의 펌핑 사이클 동안 압력-시간 그리고, 주입되고 회수

되는 유량의 양-시간을 기록하여, 가압과 감압의 반복 기록으로부터  지반 응

력 상태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를 들면 기 쇄압력

(breakdown pressure) Pc, 균열폐쇄압력(shut-in pressure) 는 순간폐쇄압력 Ps, 

그리고 균열재개방압력(fracture reopening pressure) Pr이 그러한 자료들이다. 수

압 쇄시험으로부터 얻어지는 두 번째 자료는 수압 쇄의 묘사와 방 를 포함한

다. 수압 쇄 해석은 ISRM에 의해서 체계 인 해석 방법을 제공하며, 수압 쇄자

료 해석을 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시험에서 자료분석은 미국 Sandia National Laboratory의 Moo Y. Lee 

박사가 개발한 수압 쇄시험 해석 CODE를 사용하 으며 CODE의 Flow chart는 

Fig. 3.6.23  Fig. 3.6.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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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3. Flow chart aboutr data processing of the hydrofractur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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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4. Flow chart for the definition of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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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1. 수압 쇄압력

 가) 쇄압력(Pc)

     Pc는 수압 쇄의 첫 번째 가압사이클에서 발생하는 최고압력으로서 시험 시

에 기록된 Pc값은 바로 도표화 되어지는데, Pc를 결정함에 있어 오차 정도는 

±0.1MPa로 추정된다. Pc값은 내부압력에 응하는 공동(opening)주변 암반

의 강도에 한 문제가 제기되는 설계과정에서 매우 요하다.

     한, 공극수압(Po)은 시험시 압력을 가하여 균열이 발생한 후 완  감압했

을 때의 압력-시간곡선에서 한 구간을 설정하고, 자료처리 과정으로부터 그 

구간의 평균값을 용하여 결정한다(Fig.3.6.25).

Fig. 3.6.25. Data processing for the definition of Pc and Po

 나) 균열재개방압력(Pr)

     Pr은 Lee & Haimson(1989)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결정하 다(3-6-13). 즉, 

첫 번째 가압사이클과 2차 이후의 가압사이클을 첩시키는 방법으로 3차, 4

차 가압사이클 곡선을 이용하여 평균 값을 용하여 균열재개방압력을 얻을 

수 있다(Fig. 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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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6. Data processing for the definition of Pr

 다) 균열폐쇄압력(Shut-in Pressure, Ps)

     본 시험에서는 Lee & Haimson(1989)의 비선형회귀 분석에 의한 이 선형압

력감쇠율법으로 균열폐쇄압력을 결정하 다(3-6-13).

     균열폐쇄압력은 쇄나 균열의 재개방이 일어난 다음 펌  작동을 지한 

이후에 인공 으로 유도된 균열이 다시 닫힐 때의 압력이다. 이 압력은 체

로 균열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과 같다. 이론 으로 유체주입을 지함

에 따라 시험구간에 작용하는 압력감소는 균열이 닫힐 때에 날카로운 변곡

을 보여주게 된다.

     각 싸이클에서 펌  작동 지 이후의 압력-시간 곡선 상에서 압력과 압력

감소치(dP/dt)사이의 함수 계를 도식화하여 이 함수 계에 따라 P와 dP/dt

의 그래 를 얻을 수 있다(Fig. 3.6.27). 그래 의 기울기가 경사일수록 펌

 작동 지 후 쇄 가 아직 개방되어 있을 때의 빠른 압력감소를 뜻하

며, 반 로 완만한 경사는 균열이 닫힌 후의 느린 압력감소를 뜻한다(Lee & 

Haimson, 1989). 그러므로 두 직선의 교차 으로부터 폐쇄압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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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27. Data processing for the definition of Ps

     2.2.5.2. 수압 쇄 균열  방향

     임 션패커 상에 나타난 수압 쇄균열의 흔 과 임 션패커 아래 부분

에 설치되는 디지털 방향측정기의 기 선을 비교하여 방향을 추 한다. 이 측정기

는 스웨덴 REFLEX INSTRUMENT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REFLEX EZ-SHOT으

로 불린다(Fig. 3.6.28; Fig. 3.6.29.).

     

Fig. 3.6.28. Orient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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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 쇄균열 경사도는 수직 는 수직(74～90°)으로 구분하며 자북을 기 으

로 한다. 균열의 방향 분석 시와 측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방향오차는 합하여 ±

0.5°이다.

              (a) GS-01 (심도 450.0m)              (b) YS-04 (심도 32.0m)

    Fig. 3.6.29. Plan surface of crack marking described properly by the impression 
pack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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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3. 응력계산

σv = 0.0272×심도(수직응력의 변화율 2.72g/cm3 용)
σh = Ps                                                      (3.6.1)  

σH = 3σh - Pr - Po 

     수직응력과 수평응력의 비인 측압계수(K)는 최소  최  수평응력에 한 

범  는 평균 수평응력에 한 평균 값으로 나타낸다.

σ h
σ v

 <  K <  
σH
σ v   는 

Kavg = 
(σH+σh)

2⋅σv                  

(3.6.2)  

  

     한편 터  축방향  단면 방향에 한 측압계수는 최 수평응력방향과 터

 축방향이 이루는 각이 θ라면 축방향의 지압성분 σL  터 단면방향의 지압

성분 σT 다음과 같다.

σL = σH⋅cos 2θ+σh⋅sin 2θ,   

σT = σH⋅sin 2θ+σh⋅cos 2θ                                (3.6.3)  

     앞의 식으로부터 터 축방향의 측압계수(KL)  단면방향의 측압계수(KT)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KL = 
σL
σv

 = 
σH⋅cos 2θ+σh⋅sin 2θ

σv                           (3.6.4)

KT = 
σT
σv

 = 
σH⋅sin 2θ+σh⋅cos 2θ

σ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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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연구결과

     2.3.1. 고성지역(시험공 : GS-01)

     GS-01 시험공에서 평균 균열재개방압력은 9.6 ～ 16.767MPa이며 평균 균열

폐쇄압력은 5.367 ～ 11.233MPa이며 시험 심도 150 ～ 200m에서 크게 나타난다.

     본 시험공에서 추정되는 수직응력 σv는 상재하 으로부터 추정한 값이다. 

계산된 평균 수평주응력의 크기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σ h․avg=  8.797MPa              방향 : 75.8°

σ H․avg= 11.040MPa              방향 : 165.8°

     평균 수평주응력의 비는

σ H⋅avg
σ h⋅avg

=1.243  이다.

     수직응력과 수평응력의 비인 측압계수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1.693 <  Kavg < 2.264  이다.

     인장강도는 4.847 ～ 8.66MPa(평균 6.653MPa)로 계산된다.

     임 션패커시험(Impression Packer Test)을 실시한 결과는 10개 시험구간 

모두 수직인 균열이 완 한 연장성을 가지며 180°방향에서 그 흔 이 형성되어 

있고 기존에 존재하는 경사진 균열과 수평 균열에 의하여 교란되지 않은 이상

인 수압 쇄균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쇄균열의 방향(최 주응력 방향)은 144.4 ～ 203.7°(평균 16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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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4. Parameters of the borehole GS-01(Pc, Po, Ps, Pr).
Depth

(m)

Pc
 (㎫)

Po
(㎫)

Ps(㎫) Pr(㎫)
비고

C2 C3 C4 Avg C2 C3 C4 Avg

50.0 16.68 0.00 5.20 5.40 5.50 5.367 9.40 9.70 9.70 9.600

100.0 20.73 0.42 8.40 8.20 8.40 8.333 12.40 11.80 12.20 12.133

150.0 22.86 0.91 11.40 11.30 11.00 11.233 14.30 14.20 14.10 14.200

200.0 20.25 1.46 10.10 10.50 10.4 10.333 13.20 14.00 13.60 13.600

250.0 15.58 1.91 7.70 7.30 7.60 7.533 10.90 10.50 10.80 10.733

310.0 16.55 2.51 7.00 6.70 6.50 6.733 10.80 10.10 10.20 10.367

350.0 21.27 2.87 8.90 8.80 8.80 8.333 15.20 14.20 14.50 14.633

400.0 20.23 3.39 8.70 8.70 8.40 8.600 13.50 13.80 13.50 13.600

450.0 22.03 3.89 10.70 10.60 10.70 10.667 16.60 17.00 16.70 16.767

490.0 22.25 4.24 10.70 10.30 10.00 10.333 16.20 16.30 16.30 16.267

  * 단 도는 0.0272MPa/m(2.72g/cm3)

Table 3.6.15. Direction and inclination of the hydrofracturing crack in the
borehole GS-01.

Depth

(m)

기 선방향

(°)

쇄균열방향(°) 쇄균열

경사(°)
비고

자북 진북

50.0 311.1 16.6(196.6) (9.6)189.6 수직

100.0 150.2 30.7(210.7) (23.7)203.7 수직

150.0 298.7 151.4 144.4 수직

200.0 111.5 170.0 163.0 수직

250.0 175.2 175.2 168.2 수직

310.0 96.5 162.0 155.0 수직

350.0 10.1 154.1 147.1 수직

400.0 182.4 158.0 151.0 수직

450.0 235.1 177.0 170.0 수직

490.0 128.1 173.9 166.9 수직

Avg 165.8

   * 진북과 자북의 편차는 7° 용



- 437 -

Table 3.6.16. Stress ratio and main stress in the borehole GS-01.
th

(m)

σv
(㎫)

σh
(㎫)

σH
(㎫)

σH/σh Kmin Kmax
To
(㎫)

비고

50.0 1.360 5.367 6.500 1.211 3.946 4.779 7.080

100.0 2.720 8.333 12.477 1.494 3.064 4.576 8.597

150.0 4.080 11.233 18.590 1.655 2.753 4.556 8.660

200.0 5.440 10.333 15.940 1.543 1.900 2.930 6.650

250.0 6.800 7.533 9.957 1.322 1.108 1.464 4.847

310.0 8.432 6.733 7.323 1.088 0.799 0.869 6.183

350.0 9.520 8.333 8.997 1.018 0.928 0.945 6.637

400.0 10.880 8.600 8.810 1.024 0.790 0.810 6.630

450.0 12.240 10.667 11.343 1.063 0.871 0.927 5.263

490.0 13.328 10.333 10.493 1.015 0.775 0.787 5.983

Avg 7.480 8.797 11.040 1.243 1.693 2.264 6.653

σh = 0.119z + 4.3798

σH = 0.0089z + 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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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0. Variation of stress with depth in the borehall GS-01.
(○▫ ○▪ : 회귀분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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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1. Tensile sterength of in-situ rock with depth in the borehole G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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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2. Direction of maximum main stress with in the borehole G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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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3. Variation of the stress ratio with depth in the borehole GS-01.

   Fig. 3.6.34. Direction of the maximum and minimum horizontal main stress in the 
borehole GS-01(a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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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고성지역(시험공 : GS-02)

     GS-02 시험공에서 측정된 평균 균열재개방압력(Pr)은 9.70 ～ 14.367MPa이며 

평균 균열폐쇄압력(Ps)은 5.467 ～ 8.933MPa이다.

     본 시험공에서의 수직응력 σv는 상재하 으로부터 추정한 값이며 측정된 

평균 수평주응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σ h․avg=  7.486MPa              방향 : 94.8°

σ H․avg=  9.781MPa              방향 : 184.8°

     평균 수평주응력의 비는

σ H⋅avg
σ h⋅avg

=1.312  이다.

     수직응력과 수평응력의 비인 측압계수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2.485 <  Kavg < 3.265  이고,

인장강도는 5.323 ～ 8.677 MPa 이다.

     임 션패커시험 결과 시험구간에서 반 으로 수직인 수압 쇄 균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쇄균열의 방향(최 주응력 방향)은 164.9～206.7°(평균 

18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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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7. Parameters of the borehole GS-02(Pc, Po, Ps, Pr)
Depth

(m)

Pc
(㎫)

Po
(㎫)

Ps(㎫) Pr(㎫)

C2 C3 C4 Avg C2 C3 C4 Avg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230.0

260.0

290.0

320.0

17.79

16.56

18.91

17.33

17.70

17.92

16.77

17.37

19.26

19.94

19.68

19.69

0.00

0.00

0.29

0.48

0.67

0.98

1.18

1.48

1.81

2.03

2.33

2.75

5.40

5.60

6.90

7.20

7.20

6.80

7.80

8.10

8.20

8.70

9.00

8.90

5.50

5.50

6.90

7.60

7.60

7.00

7.40

8.20

8.40

8.80

8.70

9.10

5.50

5.70

6.60

7.00

7.30

7.00

7.80

8.00

8.50

8.50

8.30

8.80

5.467

5.600

6.800

7.267

7.367

6.933

7.667

8.100

8.367

8.667

8.667

8.933

10.00

 9.80

10.70

10.30

10.30

10.20

11.40

12.80

12.20

13.40

13.90

14.80

 9.90

 9.80

10.30

10.40

10.00

10.60

11.70

12.00

12.20

13.40

13.70

14.20

 9.20

 9.90

 9.70

10.40

10.70

11.00

11.20

11.70

11.70

13.20

13.60

14.10

 9.700

 9.833

10.233

10.367

10.333

10.600

11.433

12.167

12.033

13.333

13.733

14.367

* 단 도 0.0272MPa/m(2.72g/cm
3
)

Table 3.6.18. Direction and inclination of the hydrofracturing crack in the  
borehole GS-02

Depth

(m)

기 선방향

(deg)

쇄균열방향

(deg)

쇄균열경사

(deg)
비고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230.0

260.0

290.0

320.0

185.3

260.3

217.3

 80.3

211.3

202.2

189.5

268.7

 39.5

190.9

171.9

191.6

213.7

195.9

189.3

194.4

181.1

197.7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수직

Avg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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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9. Stress ratio and main stress in the borehole GS-02.
Depth

(m)

σv
(㎫)

σh
(㎫)

σH
(㎫)

σH/σh Kmin Kmax
To
(㎫)

비고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00.0

230.0

260.0

290.0

320.0

0.680

1.360

2.040

2.720

3.400

4.080

4.760

5.440

6.256

7.072

7.888

8.704

5.467

5.600

6.800

7.276

7.367

6.933

7.667

8.100

8.367

8.667

8.667

8.933

 6.700

 6.967

 9.877

10.953

11.097

 9.220

10.387

10.653

11.257

10.637

 9.937

 9.683

1.226

1.244

1.452

1.507

1.506

1.330

1.355

1.315

1.345

1.227

1.147

1.084

8.039

4.118

3.333

2.672

2.167

1.699

1.611

1.489

1.337

1.225

1.099

1.026

9.853

5.123

4.842

4.027

3.264

2.260

2.182

1.958

1.799

1.504

1.260

1.113

8.090

6.727

8.667

6.963

7.367

7.320

5.337

5.203

7.227

6.607

5.947

5.323

Avg 4.533 7.486  9.781 1.312 2.485 3.265 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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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35. Pattern of stress distribution with depth in the borehall G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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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36. Direction of the maximum horizontal main stress with depth in the 
borehole G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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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37. Result of the regresstion analysis of distribution of the stress ratio 
with depth in the borehole G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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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38.  Direction of the maximum and minimum horizontal stress in the 
borehole G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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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유성지역(시험공 : YS-04)

     YS-04 시험공에서 측정된 평균 균열재개방압력(Pr)은 10.767 ～ 17.567MPa

이며 평균 균열폐쇄압력(Ps)은 6.300 ～ 11.000MPa이다.

     본 시험공에서의 수직응력 σv는 상재하 으로부터 추정한 값이며 측정된 

평균 수평주응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σ h․avg=  8.111MPa              방향 : 9.6°

σ H․avg=  9.198MPa              방향 : 99.6°

 

     평균 수평주응력의 비는

σ H⋅avg
σ h⋅avg

=1.132  이다.

     수직응력과 수평응력의 비인 측압계수의 평균값을 계산하면

1.324 <  Kavg < 1.512  이고,

     인장강도는 10.023～16.263MPa 이다.

     임 션패커시험 결과 시험구간 모두 수직인 수압 쇄 균열의 형태를 나타

내고 있으며 쇄균열의 방향(최 주응력 방향)은 85.5 ～ 112.5°(평균 99.6°)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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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0. Parameters of the borehole YS-04(Pc, Po, Ps, Pr).
Depth

(m)

Pc
(㎫)

Po
(㎫)

Ps(㎫) Pr(㎫)

C2 C3 C4 Avg C2 C3 C4 Avg

117.5

160.5

234.0

315.0

328.0

343.5

23.43

27.07

26.00

27.59

25.00

25.99

0.58

1.05

1.74

2.56

2.70

2.88

 7.10

 6.50

 7.50

11.10

 8.40

 8.50

 7.00

 6.40

 7.70

11.00

 8.80

 8.20

 7.10

 6.00

 6.50

10.90

 8.90

 8.40

 7.067

 6.300

 7.233

11.000

 8.700

 8.367

12.20

10.80

12.20

18.50

13.70

12.00

11.80

11.40

12.50

16.50

13.80

13.40

12.50

10.10

12.00

17.70

13.50

13.30

12.167

10.767

12.233

17.567

13.667

12.900

* 단 도 0.0272MPa/m(2.72g/cm
3
)

Table 3.6.21. Direction and inclination of the hydrofracturing crack in the  
borehole YS-04.

Depth

(m)

기 선방향

(deg)

쇄균열방향

(deg)

쇄균열경사

(deg)
비고

117.5

160.5

234.0

315.0

328.0

343.5

319.6

 69.1

347.5

327.5

359.5

301.0

105.0

 99.3

 85.5

 96.5

112.5

 99.0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수직

수직

Avg  99.6

Table 3.6.22. Stress ratio and main stress in the borehole YS-04.
Depth

(m)

σv
(㎫)

σh
(㎫)

σH
(㎫)

σH/σh Kmin Kmax
To
(㎫)

비고

117.5

160.5

234.0

315.0

328.0

343.5

3.196

4.366

6.365

8.568

8.922

9.343

 7.067

 6.300

 7.233

11.000

 8.700

 8.367

 8.453

 7.083

 7.727

12.873

 9.733

 9.320

1.196

1.124

1.068

1.170

1.119

1.114

2.211

1.443

1.136

1.284

0.975

0.895

2.645

1.623

1.214

1.502

1.091

0.998

11.263

16.303

13.767

10.023

11.333

13.090

Avg 6.793 8.111 9.198 1.132 1.324 1.512 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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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39. Pattern of stress distribution with depth in the borehole Y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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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40.  Direction of the maximum horizontal main stress with depth in the  
borehole YS-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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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41. Result of the regresstion analysis of distribution of the stress ratio 
with depth.

    Fig. 3.6.42. Direction of the maximum and minimum horizontal main stress in 
the borehole YS-04(a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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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토의  결론

 

     2.4.1. 기존 시험 자료와의 비교

     2.4.1.1. 세계 으로 측정된 자료

     지 암반은 력에 의한 지반의 자체하  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각운동 등

으로 인한 지형학  는 지질구조  향을 받는 조건에서 기 지압은 지역  

특성  심도에 따라 크기와 작용방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측압계수(K)는 심부에서 1에 가까워지나 천부에서는 최  3 이상의 값도 보

이고 있다. 아래 그림(Fig. 3.6.43)은 세계에서 측정된 측압계수로써 본 시험 자

료와 비교해볼 때 세계의 평균 측압계수보다 상부에서는 크게 나타나며 하부 

심도에서 낮은 쪽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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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43. Comparison with the stress ratio of the study site and literature data 
(Hoek & Brow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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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 국내의 기지압 측정 자료

     국내에서의 측정자료를 종합하여 심도에 따른 수평응력  평균 수평응력 

분포와 본 시험의 수평응력과 평균 수평응력의 분포를 보면 Fig. 3.6.44, Fig. 

3.6.45과 같다(3-6-8, 3-6-29, 3-6-31). 본 시험과 기존의 국내 측정사례를 비교해

보면 심도 100 ～ 200m 구간에서는 기존 결과에 비해 수평응력이 크게 나타나지

만 나머지 구간에서는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 Fig. 3.6.46에서 측압계수의 분포를 보면 지압분포 양상의 상한과 하한

경계의 심부에 도시됨을 알 수 있었다(3-6-8, 3-6-29, 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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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44. Comparison with the horizontal stress of the study site and domestic 
data(최성웅,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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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5. Comparison with the average horizontal stress of the study site and 
domestic data(최성웅, 1997; 임한욱 외, 1991; Haimso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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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46. Comparison with the stress ratio of the study site and domestic data(최성
웅, 1997; 임한욱 외, 1991; Haimso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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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결 론

     고성․유성화강암분포지역의 시추공에서 장 암반의 응력을 측정하고자 

GS-01, GS-02(고성)  YS-04(유성) 시험공에 하여 수압 쇄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을 실시한 주변지역의 지질은 생 화강암이며 공내텔 뷰어 검층을 실시하

여 시추코아  Logging sheet를 비교 분석한 후, 시험구간을 선정하 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고성지역

      ꠚ 고성지역의 GS-01 시험공의 평균 균열 재개방압력(Pr)은 

9.6～16.767MPa이며 평균 균열폐쇄압력(Ps)은 5.367 ～ 11.233MPa이다. 

GS-02 시험공에서 측정된 평균 균열재개방압력은 9.70 ～ 14.367MPa이며 

평균 균열폐쇄압력은 5.467～8.933MPa이다. 

      ꠚ 고성지역의 GS-01 시험공의 경우 최소수평주응력(σh․avg)은 8.797MPa, 

방향은 75.8°이고, 최 수평주응력(σH․avg)은 11.04MPa, 방향은 

165.8°이다. GS-02 시험공의 경우 최소수평주응력(σh․avg)은 7.486MPa, 

방향은 94.8°이고, 최 수평주응력(σH․avg)은 9.781MPa, 방향은 

184.8°으로서, 체 으로 최 수평주응력은 남북방향으로 확인된다.

      ꠚ 고성지역의 경우 GS-01에서 평균 수평응력비는 σH․avg/σh․avg=1.243, 

측압계수(K)의 평균값은 1.639<Kavg<2.264이며, GS-02에서 평균 

수평응력비는 σH․avg/σh․avg=1.312, 측압계수(K)의 평균값은 

2.485<Kavg<3.265이다.

      ꠚ 고성지역의 경우 GS-01에서 수압 쇄시험으로부터 추정된 인장강도는 

4.847～8.660 MPa이고. GS-02에서 추정된 인장강도는 5.323～8.677 MPa 

이다.

   • 유성지역

      ꠚ 유성지역의 YS-04 시험공에서 평균 균열재개방압력은 10.767 ～

17.567MPa이며 평균 균열폐쇄압력은 6.300 ～ 11.000MPa이다.

      ꠚ 유성지역의 YS-04 시험공에서 평균 균열재개방압력은 10.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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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7MPa이며 평균 균열폐쇄압력은 6.300 ～ 11.000MPa이다.

      ꠚ 유성지역의 경우 YS-04 시험공의 경우 최소수평주응력(σh․avg)은 

8.111MPa, 방향은 9.6°이고, 최 수평주응력(σH․avg)은 9.198MPa, 

방향은 99.6°으로서, 최 수평주응력방향은 동서방향으로 측정되었다

      ꠚ 유성지역의 경우 YS-04 시험공에서의 평균 수평응력비는 

σH․avg/σh․avg=1.132, 측압계수(K)의 평균값은 1.324<Kavg<1.512로 

나타난다.

      ꠚ 유성지역의 경우 수압 쇄시험으로부터 추정된 인장강도는 10.023 ～

16.263MPa이다.

     이를 요약하면 Table 3.6.23과 같다.

Table 3.6.23. Summarized hydrofracturing test results.
고성화강암 유성화강암

GS-01 GS-02 YS-04

Pr (MPa) 9.6～16.76 9.7～14.367 10.767～17.567

Ps (MPa) 5.367～11.233 5.467～8.933 6.300～11.000

σh․avg/Dir. (MPa/°) 8.797/75.8 7.486/94.8 8.111/9.6

σH․avg/Dir. (MPa/°) 11.04/165.8 9.781/184.8 9.198/99.6

σH․avg/σh․avg 1.234 1.312 1.132

K 1.639～2.264 2.485～3.205 1.324～1.512

T0 (MPa) 4.847～8.66 5.323～8.677 10.023～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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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암반의 수리 ․역학  인자에 한 실험  상 계

    3.1. 서 론

     원자력발 소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고  방사성 폐기물(High Level 

Radioactive Waste)의 처분에 있어서 처분지역 암반(심부결정질 암석)의 역학 , 

열 , 수리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지하 심부 결정질암반에 건설

될 처분장은 굴착으로 인해 주변 암반의 응력이 재분배되어 그에 따라 암반에 작

용하는 역학  하 이 변하게 된다. 특히, 암반에 지하수 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암반에 작용하는 역학  하 의 변화로 인한 간극의 변화로 기존의 혹은 새로 생

성된 불연속면을 통해 지하수의 유동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고  방사성 폐

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열응력과 그에 따른 

열균열이 발생하여 암반의 각종 역학  특성은 물론 수리학  특성을 크게 변화

시켜 지하공동의 안정성을 하시키고 결과 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유동가능성을 

증 시킨다. 이처럼, 암반의 역학 , 열 , 수리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요함에 본 연구에서는 심부결정질 암석의 열 , 수리 , 역학 인 물성을 분석하

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 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연구내용은 역학 인 하 과 투수계수의 변화와의 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지하 구조물의 굴착으로 인해 주변 암

반의 역학 인 하 이 변화하고 이러한 역학 인 하 의 변화는 지하 암반의 투

수계수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하 암반의 투수계수 변화 양상을 규명하는 

것은 지하수 유동을 악하기 한 기  연구과제가 되므로 역학 인 하 과 투

수계수 변화와의 계에 한 연구는 필수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연구내용은 암석의 단 괴에 의한 괴면에서의 수리 도도 측정

에 한 것이다. 기존의 암반 수리 도도에 한 연구는 부분 역학 인 하 과 

수리 도도의 계에 한 것으로, 응력 증가에 따른 주응력 방향의 수리 도도의 

변화 양상을 찰하는데 을 맞추어온 반면,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에서는 

Stephansson이 제안한 Punch Through Shear Test란 단 괴인성 측정 실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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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리시험이 가능하도록 응용 제작하여 실제 암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 변

형  단  형성에 의한 괴를 모사하고 이 단 괴면을 통한 수리 도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세 번째 연구내용은 암석의 포화도와 그에 따른 역학  물성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국내외 으로 각종 장소등 지하공간 이용이 증하고 있고, 원자력 발

소에서 폐기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지하심층처분이 검토 임에 따라 상 암반

의 수리학  특성에 한 연구가 시 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 지역

의 화강암 시추코어를 채취하여, 함수상태에 따른 암석시료의 단축압축강도, 삼축

압축강도, 착력  률의 변화양상을 측정함으로써 포화도에 따른 암석의 역학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네 번째 연구로서 리면의 거칠기 계수인 JRC를 정량화하는 새로운 방법

을 모색하고자 하 다. Barton의 실험  단강도식의 라미터인 JRC를 정하

는 방법이 시험자의 주 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한 

거칠기 라미터를 소개하고, 새로운 라미터로서 리면의 실표면 과 투 면

의 비로 정의되는 리면의 면 비를 사용하여 JRC를 추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 한다.

     마지막 연구로서 암석의 괴강도와 변형거동의 온도 의존성을 알아보기 

해 고온 삼축압축시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3.2. 연구방법

     3.2.1. 역학  하 하의 암석 투수계수의 측정

     3.2.1.1. 시료의 특성과 성형

     상 암석은  지역의 화강암으로서 시료의 물리 , 역학  특성을 악

하기 해 각종 실내 시험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Table 3.6.24에 제시하 다. 

각 시험항목의 결과는 5회 측정치의 평균값이다.

     공원통(hollow cylinder)형 시험편은 NX 사이즈의 암석시료 심에 직경 

15mm인 드릴 비트로 천공을 하여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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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4. Averaged mechanical properties of Daejeon granite.

Properties Value

Specific gravity 2.63

Porosity (%) 0.71

P-wave velocity (m/sec) 2690

S-wave velocity (m/sec) 1630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132.7

Young's modulus (GPa) 42.9

Poisson's ratio 0.23

Tensile strength (MPa) 8.9

     3.2.1.2. 시험 장치

     실험을 한 장치는 크게 역학 인 부분과 수리 인 부분으로 나  수 있다. 

먼  공원통(hollow cylinder)형 시험편에 역학 인 하 을 가하기 한 하 기, 

시험  시험편의 역학 인 변형을 측정하기 한 장비,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얻

기 한 자료획득장비(Data acquisition system) 등이 있다. 한 수리 인 거동을 

알아내기 해 일정한 수압을 가해 주는 수압펌 , 수압을 그 로 시료 내에 달

시키기 한 연결 부분, 그리고 유량 측정 부분 등이다.

     3.2.1.3. 시험 방법

     시험  완 히 포화된 공원통(hollow cylinder)형 시험편을 Fig. 3.6.47과 

같이 상단과 하단에 패킹을 한다. 시험편 하단의 고무마개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것을 이용하고, 시험편의 상단에는 구멍 사이로 고무호스가 들어가 있는 고무마개

를 이용한다. 물론 이때 이트는 시험편의 상단에 함께 고정된다. 이 게 비

된 시험편을 바이스에 꽉 물리고 3 ～ 4시간 정도를 시험 시 가해질 수 있는 최  

수압인 0.8MPa보다 큰 압력인 1.0MPa를 가한 상태로 유지한다. 이것은 시험편의 

패킹 여부를 확인하고 패킹 과정  시험편 표면의 건조 문제를 해결하여 시험편

을 다시 포화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액화 질소 가스통에서 밸 와 귤 이

터에 의해서 조 된 일정한 압력의 질소 가스가 수압 주입 펌  역할을 하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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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의 상부로 주입되고 이러한 질소 가스가 피스톤의 이트에 힘을 달하여 

피스톤 하부의 물을 일정한 압력으로 공 한다. 시료의 포화와 평형 상태가 확인

되면 투수계수 값을 얻기 해 다시 한번 수압을 확인하고 매스실린더와 울을 

이용하여 하 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동안의 유량을 측정한다.

Fig. 3.6.47. Geometry of the rock specimen.

     3.2.2. 암석의 단 괴에 의한 괴면 수리 도도 측정

     3.2.2.1. 기본 물성 측정

     상 암석 시료의 물리 , 역학  특성을 악하기 하여 각종 시험을 실시

하 고 그 결과를 Table 3.6.25에 제시하 다. 각 측정치는 12회 측정치의 평균값

이다.

     암석 시험편은 화강암의 시추 코어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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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5. Average mechanical properties of Daejeon granite.

           Sample

   Properties

Yuseong granite

Average
maximum

minimum

Bulk specific gravity 2.63
2.81

2.49

Apparent porosity (%) 0.71
1.18

0.42

P-wave velocity

(m/ sec)
2690

3310

1900

S-wave velocity

(m/ sec)
1630

1870

1220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kg/cm
2
)

1300
1770

810

Young's modulus

(  × 10
5
kg/cm

2
)

4.2
5.5

1.6

Poisson's ratio 0.23
0.29

0.19

Tensile strength

( kg/cm 2)
87

108

63

     3.2.2.2. 수리 시험

 가) 시험편의 성형

     Punch Through Shear Test를 한 시료는 코어의 직경과 동일한 크기로 

암석 코어를 단한 후 단면에 심부를 표시하고 sub-coring을 한 원

을 표시한 후 직경이 26mm이고 bit의 두께가 3mm인 sub-coring기에 넣고 

상부에 5m, 하부에 정한 길이로 sub-coring을 하여 Intact portion의 길이

가 20mm가 되도록 하 다. 시료의 재원을 Table 3.6.26에 나타내었다. 

화강암 코어는 지름이 47.7mm로 시험시 삼축셀의 내부 공경에 비해 무 

작은 값을 가지고 있어 고른 압을 주기 힘들 뿐 아니라 균일하지 못한 

압이 가해짐으로 인해 물이 유출된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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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shrink tube를 사용하여 원통형 시료의 외부

를 도포하여 사용하 다. 도포된 시료의 사진을 Fig. 3.6.48에 나타내었다.

     

Table 3.6.26. Dimensions of specimen.
Abbrev. Description Typical Value

H Sample height 54 mm

D Sample diameter 54 mm

a Upper notch depth 5 mm

b Lower notch depth 29 mm

t Notch width 3 mm

ID Inner diameter 26 mm

IP Intact rock portion 20 mm

Fig. 3.6.48. Photograph of specimen.

 나) 시험 장치

     시험 장치는 시험편에 역학 인 하 을 가하기 한 하 기, 압을 가해주

기 한 삼축셀 부와 핸드펌 , 시험  시험편의 역학 인 변형을 측정하기 

한 측정장비,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얻기 한 자료 획득 장비, 수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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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을 알아내기 해 일정한 수압을 가해주는 수압펌 , 그리고 유량을 측

정하기 한 유량 측정부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장비의 개요를 Fig. 3.6.49에 

나타내었다.

     부분 으로 살펴보면 처음으로, 압력을 가해주는 가압부는 Interlaken 사에서 

제작한 Interlaken-2000 system을 사용하 고, 이를 제어하기 하여 정

사에서 제작한 TMaster 201 로그램을 사용하 다. 하  측정 장치는 

load cell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삼축셀 안에 들어가는 Punch Through 

Shear Test를 한 장비는 수리실험이 가능하도록 변형하여 새로 제작하 다.

Fig. 3.6.49. Schematic diagram of assembled testing apparatus.

LVDT
Load Cell

Hand Pump

Release Valve

Nitrogen 
Gas

Water

Measuring 
Cylinder

Computer

Controller

Interlacken

 다) 시험 방법

     우선 시료를 성형하여 진공 챔버에 넣고 3시간이상 포화시킨다. 완 히 포화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 하여 성형된 시료를 시간별로 무게를 

측정하 다. Table 3.6.27에서 보는바와 같이 진공 챔버에서 1∼ 3시간 정도

만 되면 완  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험을 통해 완 한 포화를 

하여 최소 3시간 이상 포화시키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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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7. Change of saturated specimen weight with time.

Saturation time No. 1 (g) No. 2 (g) No. 3 (g)

Dried specimen 201.51 191.59 181.72

1 Hour 202.04 192.10 182.26

2 Hour 202.07 192.13 182.26

3 Hour 202.07 192.14 182.26

4 Hour 202.07 192.14 182.26

5 Hour 202.07 192.14 182.26

24 Hour 202.07 192.14 182.26

     제작한 bottom piece 에 포화된 시료를 놓고 시료 에 load piece를 끼운 

guide piece를 얹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축 챔버를 덮어 운다. 그리고 

수압펌 에 연결된 호스를 guide piece에 연결하고 bottom piece에서 연결된 

호스를 유량 측정 장치와 연결시켰다. 이 상태로 하 기에 올려놓고 압에 

의한 들뜬 상태를 방지하기 하여 선행하 으로 300kgf를 가하 다. 이후 

압을 3MPa, 4.5MPa, 6MPa로 가한 후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수압 1MPa

을 가하 다. 실험을 해 시료를 장치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면의 건조 상태를 회복시키기 하여 한 시간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하 다.

     시험은 몇 번의 비 시험을 거쳐서 유량이 검출되기 이 부터 측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 다. 처음 원하는 하 까지는 2000kgf/min 의 속도로 가압

하 고 이후 10분 동안 하 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1분마다 유출된 유량을 

측정하고 다시 50kgf를 500kgf/min의 속도로 가압하고 다시 10분 동안 1분

마다 유출된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반복하여 하 을 증가시켰다. 이 반

복과정을 TMaster 201로 로그래  하여 용하 다.

     시험에서는 intact portion이 20mm인 시료만을 성형하여 실험하 다. 그 이

유는 Backers et al(2002)의 시험에서 intact portion의 길이가 20mm, 그 이

하의 조건에서 순수한 단 모드에 의한 시험편의 괴가 발생하는 상을 

찰 할 수 있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3-6-3).



- 462 -

     3.2.3. 암석의 포화도에 따른 역학  물성의 변화

     3.2.3.1. 포화도의 산출

     본 연구에서는 직경 47mm의 화강암 시추코어를 사용하 다. 심도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기 하여 시료간의 심도 차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높이 72 ～

75mm로 단하여 양쪽 가압면을 수평으로 연마하 다. 그런 다음, 진공포화기 속

에서 시료의 90%를 잠기게 하여 60mmHg의 진공압으로 24시간동안 물을 침투시

킨 무게를 완 포화무게로 측정했고, 건조기 속에서 105℃로 24시간 건조시킨 무

게를 완 건조무게로 측정하 다. 이 완 포화무게와 완 건조무게의 차로부터 공

극률을 구하 다. 포화도(degree of saturation)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r=
wGs
e (3.6.5)

여기서, e  = 간극비(void ratio)

w  = 함수비(water content, Mw/M s)

G s  = 비 (specific gravity)

     간극비, 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
n

1-n (3.6.6)

여기서, n = 공극률(porosity)

     식 (3.6.5)과 (3.6.6)를 정리하면,

Sr=

Mw
Ms
Gs

n
1-n

(3.6.7)

     암석시료의 포화도를 원하는 수 에 맞추기 해서는 식 (3.6.7)에서 알 수 

있듯이 M w(mass of water)를 조 해야 한다. M w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w=MSat.-Ms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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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모든 시료의 MSat.를 동일한 조건으로 조 하기 해 완  

포화된 상태에서부터 상온에서 서서히 건조시키면서 목표한 포화무게에 도달한 

직후 압축시험을 실시하 다. 따라서 완 포화시료는 포화기에서 꺼낸 직후 바로 

시험하 고, 완 건조시료는 건조기에서 꺼내어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시험하

다. 그리고, 시험 직 의 시료무게로부터 실측포화도(degree of saturation)를 산출

하 다.

     3.2.3.2. 압축강도시험

     단축․삼축 압축시험은 Shimadzu사에서 제작한 200ton 하 기를 사용하

다. 단축압축시험은 시험편의 표면에 십자형 스트 인게이지를 부착하고 DA100에 

연결하여 변형률과 하 을 기록하 다. 이 게 얻어진 단축 괴곡선 데이터로부

터 최 강도의 50% 수 에서의 할선계수(Secant modulus)로써 률(Young's 

modulus)을 계산하 다. 삼축시험에는 시험편에 일정한 압을 가하는 삼축셀

(Hoek cell)과 유압펌   와 동일한 하 기를 사용하 다.

     포화도는 0, 30, 60, 100%의 4단계로 구분하여 각 포화도마다 단축시험 2회, 

삼축시험 3회( 압 50, 100, 150 kg/cm 2)를 실시하여 Mohr원(Mohr's circle)과 괴

포락선(Mohr's envelope)을 나타내었다. 이때 단축압축시험의 물성은 2회 시험결

과를 평균한 값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변화를 찰하고자 하는 암석물성은 

단축압축강도, 포와송비, 율, 마찰각과 착력이다.

     3.2.4. 리면 면 비에 의한 Joint Roughness Coefficient의 정량화

     3.2.4.1. 리면의 수치화

     리의 표면형상을 각종 수치 인 거칠기 라미터로 표 하기 해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치화 하 다. Fig. 3.6.50는 3차원 이  측정기의 체 인 

모습과 각각의 부분을 도해 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3차원 이져 측정기는 이

져 변 계(laser profilometer), 치 지정 시스템(positioning system), 자료 출력

과 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이져 변

계는 일본 Keyence사에서 만든 LC-2450이고, 치 지정 제어기는 일본 OHM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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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든 PS-20T, PS-101C인데, x축, y축 방향의 제어는 PS-20T에 의해, z축 

방향의 제어는 PS-101C에 의해 이루어진다. 치 지정 시스템은 치지정 제어부

와 작업테이블로 나 어져 있다. 치 지정 제어기의 x축은 좌우로 구동하고 y축

은 후 방향으로 구동하며 z축은 상하운동을 한다. 각 축은 각기 독립 으로 구

동하며 z축의 끝에는 이져 변 계가 연결되어있다. 이져 변 계는 변 계가 

이져빔을 측정 지 에 쏘아 그 측정 지 에서 반사된 빛의 각도로부터 변 를 

측정한다. 이져빔 장의 최소 측정 한도는 0.5 μm이고 센서해드로부터 5cm 떨

어진 지 을 심으로 ±8mm 사이가 가능 측정 범 가 된다. 이져 변 계  

치지정제어부 체를 제어하는 컴퓨터 로그램은 특정 치에 이져 변 계

를 치시키고 이져 변 계에서 읽어들인 측정값을 ASCII 일로 장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측정 변 와 측정 간격만 입력하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

진다.

     Fig. 3.6.51는 3차원 이져 변 계를 이용하여 암석 리의 표면을 수치화하

여 도시한 그림이다. 측정간격은 x, y 방향으로 각각 1mm로 설정하 다. 수치화

한 총 리면의 개수는 200개이다.

Fig. 3.6.50. Schematic diagram of 3D laser profil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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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51. Surface plot of rock joint plane.

     3.2.4.2. 암석 리면의 실표면  계산

     3차원 이져 변 계를 이용하여 암석 리면을 수치화한 결과를 이용하여 

리면의 실표면 을 게산하는 코드를 작성하 다. Fig. 3.6.52에 보이는 바와 같

이 암석 리면은 실표면 , A t와 리면의 x, y축으로 이루어진 수평한 면에 수

직으로 투 했을 때의 투 면  A n으로 표 할 수 있다. Fig. 3.6.53에서 볼 수 

있듯이 리면의 하나의 셀(1mm×1mm)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분할 될 수 있다. 

따라서 리면의 실표면 은 다음의 식으로 구 할 수 있다.

At= ∑
N

cell=1
Ai=(A 1+A 2) cell,1+(A 1+A 2) cell,2+...+(A 1+A 2) cell,N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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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52. Assembly of elementary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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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53. Triangularization of a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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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1 s t  p o s s i b i l i t y ( b )  2 n d  p o s s i b i l i t y

     리 표면이 연속 이고 모든 곳에서 미분가능하다는 조건하에 3차원 이

져 로 일러로부터 읽어드린 각각의 x, y, z 좌표로부터 암석 리면의 실표면

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A t=
⌠
⌡surface [1+( ∂z

∂x
(x,y))

2

+( ∂z
∂y

(x,y))
2

]
1/2

dxdy (3.6.10)

      식을 x 방향으로의 측정 간격 Δx와 y 방향으로의 측정간격 Δy를 이용한 

개별 인 형태로 바꾸면 다음의 식과 같다.

A t=(ΔxΔy) ∑
N x-1

i=1
∑
N y-1

j=1
1+(

z i+1,j-z i,j
Δx )

2

+(
z i,j+1-z i,j

Δy )
2

(3.6.11)

     리면의 실표면 을 구하는 코드는 MatLab(version 5.3)을 이용하여 작성

하 다. 코드내에는 리면의 실표면 을 구하는 코드와 여러 가지 거칠기 라미

터를 구하는 코드도 포함되어있다. 각종 거칠기 라미터에 한 설명은 본  

3.2.4.3에서 하기로 한다. 로그램은 3차원 이져 로 일러로부터 장된 데이

터 일을 입력하면 자동 으로 x좌표, y좌표 그리고 z축 좌표를 읽어 들여 표면

과 각종 거칠기 라미터를 출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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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3. 면 비와 거칠기 라미터의 상 계

 가) 거칠기 라미터의 정의

     거칠기 라미터로는 안선 평균값(center line average, CLA), 평균제곱값 

(mean square value, MSV), 평방평균(root mean square, RMS), 로 일 

1차 도함수의 평방평균( Z 2), 구조함수(structure function, SF), 거칠기 형상

지수(roughness profile index, RP), 평균거칠기각(micro average i angle, 

Ai) 등이 있다. 이들  RMS, CLA와 MSV는 리면의 진폭에 계된 

라미터로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ig. 3.6.54은 라미터 정의를 

한 리면 로 일의 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RMS=[ 1
M

⌠
⌡

x=M

x=0
y 2dx]

1/2

(3.6.12)

CLA=
1
L

⌠
⌡

x=L

x=0
|y|dx (3.6.13)

MSV=
1
L

⌠
⌡

x=L

x-=0
y 2dx (3.6.14)

     여기서, M  = 측정 수, y  = 앙선으로부터 측정된 로 일의 진폭, dx  = 

측정 간격, L = 체 측정 길이이다.

      식을 개별 인(discrete) 형태로 다시 쓴다면 다음과 같다.

RMS=[ 1
n

∑
n

i=1
y 2
i]

1/2

(3.6.16)

CLA=
1
n
∑
n

i=0
|y| (3.6.17)

MSV=
1
n

∑
n

i=0
(y i)

2

(3.6.18)

     Z 2, SF, Rp, Ai 는 리면의 기울기와 련된 라미터로서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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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2=[ 1
n-1

∑
n-1

i=1 (
y i+1-y i

Δx )
2

]
2

(3.6.19)

SF=
1
n-1

∑
n-1

i=1
(y i+1-y i)

2

(3.6.20)

R P=
1

cos(A i) (3.6.21)

Ai=
1
n-1

∑
n-1

i=1
tan -1(

y i+1-y i
x i+1-x i ) (3.6.22)

Fig. 3.6.54. Surface profile of the rock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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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 비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암석 리면의 실표면 (A t)과 투 면 (A n)의 비를 이용하

여 리면의 거칠기 정도를 수치 으로 표 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로그램을 통해 구한 면 비를 여러 가지 거칠기 라미터와 비교 분석하

고 각각의 라미터와의 상 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에서 언 한 면 비

(R S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 S=
A t

A n
(3.6.23)

     거칠기를 나타내는 라미터로 가장 리 사용하고 있는 JRC는 어떤 물리

인 개념으로부터 도출한 라미터가 아닌 단지 Barton이 제시한 단강도 

경험식의 거칠기 항을 나타내는 매개변수일 뿐이다(3-6-2). JRC를 정하는 

과정이 시험자의 주 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을 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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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기를 다른 라미터로 표 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라미터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표 으로는 리형상의 평균 

거칢각, 평방평균 거칢각, 거칠기 형상지수, 랙탈 차원 등이 있다.

     Barton과 Choubey가 제시한 10개의 표  거칠기 형상애 한 JRC값은 두 

가지 거칠기 라미터, 즉 Z 2  그리고 SF와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면 비와 Z 2, SF의 상 계로부터 거꾸로 

JRC값을 면 비의 함수로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3.2.5. 고온삼축압축시험

     3.2.5.1. 시험 장치

     본 연구에서 온도와 압력의 향에 따른 암석의 강도와 변경거동특성을 알

아보기 해 사용한 고삼축압축 챔버의 모식도를 Fig. 3.6.55에 나타내었다.

  1: Piston 2: Head plate 3: Lower plate 4: Core jacket 5: Chamber body 6: Base body

 7: Thermocouple 8: Sealing fitting 9: Hydraulic balance

10: Balance fitting 11: Quick coupling for confining pressure

12: Air out-let 13: Band heater 14: Rock specimen

Fig. 3.6.55. Schematic diagram of high temperature triaxial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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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삼축압축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고온용삼축챔버와 압제어장치, 온도

제어장치 그리고 하 -변  계측  제어장치로 구성된다. 압제어장치는 SBEL

사의 AP-1000 펌 로서 동력으로 압축공기를 사용하고 압력증폭조  펌 가 원

하는 수 의 압을 시험과정 동안 유지시켜 다. 하 제어장치로는 미국 

Interlaken사에서 제작된 최  200톤 하 용량의 Interlaken 2000 시스템을 사용하

다. 이 시험기는 변   하 제어가 가능한 servo-controlled system으로 본 

연구에서 모든 시험은 변 제어로 수행되었으며, 변 속도는 1mm/min로 설정하

다. 시험 의 하 과 LVDT 변 에 한 데이터는 Interlaken의 주 제어장치에 

실시간을 장된다. 온도조 장치는 삼축챔버에 장착된 열 (band heater)와 삼

축챔버내로 삽입되어 암석 시료 주 의 유압유의 온도를 측정하는 열측정장치

(thermocouple), 그리고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여 가열  제어를 하는 온도조 장

치인 OMEGA 4001 J-type Controller로 구성된다. 

     3.2.5.1. 시험 방법

     고온삼축압축시험 차는 다음과 같고 각 부분의 숫자는 Fig. 3.6.55에 나타

내었다.

   • 암석시료(14)를 base body(6)의 하부 이트(3)에 놓고 상부 이트(2)를 

시료 에 놓고 고온용 열수축 코아 자켓(4)을 운다.

   • 열풍기로 열수축 코어 자켓(4)이 상하부 이트와 시편을 감싼 채 착되

도록 수축시킨다.

   • 챔버 몸체(5)를 base body(6)에 조립하고 thermal couple(7)를 챔버 내부로 

삽입하고 삽입부 를 한다(8).

   • 몸체 상부에 유압발란스(9, 10)를 조립하고 air out-let(12)가 닫힌 상태로 

유압유를 챔버 내부에 주입한다.

   • 챔버내에 유압유가 당히 차면 air out-let(12)를 개방하고 피스톤(1)을 유

압발란스(9)를 통해 상부 이트(2) 구면좌 부 와 착되도록 어 넣은 

후에 air out-let(12)를 막는다.

   • 챔버의 조립이 완료되면 압 제어 펌 를 챔버에 부착된 압용 quick 



- 472 -

coupling(11)과 연결한다.

   • 챔버에 장착된 band heater(13)에 온도 조  장치인 OMEGA 4001J 콘트롤

러의 power wire를 연결한다.

   • LVDT를 설치하고 챔버에 선행하 으로 300kgf를 가한다.

   • 원하는 수 의 압을 가한다.

   • 온도 조  장치의 원을 켜고 thermocouple로 챔버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고 

원하는 온도로 설정한다. 시편을 가열하는 속도는 분당 3도(섭씨온도) 이내로 

한다.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그 상태로 약 60-90분간 유지시킨다.

   •  1 mm/min의 하 속도로 시험을 시작한다.

     Table 3.6.28는 시험조건을 요약해 놓은 표이다. 가열온도는 삼축압축챔버와 

열수축 코어 자켓의 사용한계를 고려하여 상온, 50, 100도의 3가지로 하 다. 압

의 벨은 50, 100, 150 kg/cm 2으로 무 압하에서의 시험을 포함하여 총 12번의 

삼축압축시험을 수행하 다.

Table 3.6.28. Test conditions.

Temperature

(〫C)

Confining pressure ( kg/cm 2)

0 50 100 150

Room temp.

≈19

T1

(47.2x74.0)

T2

(47.2x73.6)

T3

(47.2x74.0)

T4

(47.2x74.3)

50
T5

(47.2x74.6)

T6

(47.2x74.0)

T7

(47.2x72.6)

T8

(47.2x73.4)

100
T9

(47.2x73.0)

T10

(47.2x73.4)

T11

(47.2x74.2)

T12

(47.2x73.4)



- 473 -

    3.3. 연구 결과

     3.3.1. 단축 압축 하의 암석 투수계수

     본 연구에서는 공원통(hollow cylinder)형 시험편을 이용하여 단축 압축 

시험편 내부에 수압을 가하여 방사상 투수계수를 측정하 다. 시험편에 수압이 가

해지면, 그 수압에 의해 시험편 내부의 압력수는 시험편을 통해 유출된다. 시료표

면에 맺히는 물방울들은 내부의 압력수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해 유출되는 

것인데, 유량과 수압을 측정하여 방사상 투수계수를 구하 다. Table 3.6.29은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시험  시험편 T0308에 한 실험 결과로써 다양한 단계의 단

축 압축 하 에 한 방사상 투수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하  단계는 

각 시험편의 단축압축 강도(σc)에 한 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 표시는 바

로 앞 단계의 하 에서 제하하여 시험편에 가해진 하 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k 는 투수계수를 나타내고, k0 는 기의 투수계수, kf  는 시험편이 괴되

었을 때의 투수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시험에서 얻어진 기 투수계수의 

평균은 1.213×10-17m2 으로 나타났다. 

Table 3.6.29. Radial permeability test results.
Specimen number: T0308

σ c = 160.7 MPa

σ/σ 0 (%)
k

(×10
-17
m
2
)

k/k 0 σ/σ 0 (%)
k

(×10
-17
m
2
)

k/k 0

0 (k 0 )
* 1.187 1 84.6 3.189 2.687

52.3 1.268 1.068 89.2 6.577 5.541

- 1.255 1.057 92.9 10.760 9.065

64.6 1.395 1.175 95.3 22.860 19.260

70.7 2.412 2.032 96.9 24.820 20.910

76.9 2.050 1.727 99.7 159.900 134.700

81.5 2.750 2.316 k *
f

589.000 496.200

 *) k 0  : original permeability, k f : post-failure perm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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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공원통형 시험편을 이용해 본 방사상 투수계수 시험에서와 같은 

설치 상태에서 단축압축강도 측정 시험을 수행 한 결과, 건조시킨 공 원통형 시

험편의 괴강도는 172.1(±3.02)MPa로 나타났으며, 포화된 공 원통형 시험편의 

경우 169.9(±5.52)MPa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극률이 낮은 화강암에 한 포화상태

의 괴강도는 건조상태의 시험편의 괴강도에 비해서 5% 이내의 강도 하가 

발생한다고 보고 된 연구 결과와도 일치했다(3-6-4, 3-6-12). 방사상 투수계수를 

얻기 한 시험 결과 단축압축강도는 물성 시험에서의 단축압축강도의 80-90%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공원통의 형상으로 인한 요인, 포화에 의한 요인, 그

리고 수압에 의한 요인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시험 과정에서 재하와 제하를 반복

하는 등의 실험 조건의 향이 수리 시험에서 시험편 강도감소의 요인으로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시험 시 수행된 제하 과정은 시험편에 

하 을 안정하게 달하여 시험편의 안정된 괴를 유도하는 실험 인 이 을 가

지며 이  재하 단계에서의 균열의 구 인 열림이나 닫힘 는 균열의 성장으

로 인한 구 변형의 발생으로 인한 투수계수의 구 인 증가 여부를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

     Fig. 3.6.56은 시험편 T0308에 한 시험결과이다. 그래 상의 곡선은 재하 

는 제하 인 시험편의 응력과 축방향 변형률의 계곡선을 나타내고 들은 

재하  다른 단계의 하 에서 축방향 변형률과 그 때의 방사상 투수계수를 기

의 투수계수로 나 어  값과의 계를 나타낸다. 기의 투수계수는 

1.187*10
-17m 2이다. 먼  첫 번째 싸이클에서 시험편에 가해진 하 은 최 강도

의 52.3%이며, 이 때의 투수계수는 1.268*10 -17m 2로 기 투수계수에 비해 1.068

배의 증가를 보 다. 하 이 제거되었을 때 투수계수는 1.255*10 -17m 2로 기 투

수계수보다는 약간 증가하 지만, 이 의 재하시 보다는 감소하 다. 하 이 가해

져 강도의 64.6%, 70.7%, 76.9%, 81.5%, 84.6%의 하  단계에서 투수계수는 약간

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 지만 그 증가량은 미비하 는데, 84.6%에서의 투수계수

도 기 투수계수의 3배 이내의 범 에서 증가를 보 다. 이는 균열이 성장하거나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여 구 인 변형이 생겨 투수계수가 구 으로 조 씩 증

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후 하 의 증가에 따라  빠른 속도로 투수

계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Fig. 3.6.56), 하 이 더 가해져 괴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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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정도의 강도가 작용할 때에는 하 을 쉽게 제어할 수 없었으며, 짧은 시간

동안 완 한 평형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가운데 투수계수가 측정되었다. 이 때의 

투수계수는 격히 증가하여 기 투수계수의 135배 정도까지 이르는 수치로 이

것은 수리 으로 요한 경로가 많이 발생하거나 큰 경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

여 다. 괴시의 투수계수는 5.89×10-15m2으로 측정되었다.

Fig. 3.6.56. Complete stress-strain curv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xial 

strain and the ratio of the radial permeability(k/k0) .

     Fig. 3.6.57도 시험편 T0308에 한 시험결과로서 여기서의 곡선은 재하, 제

하 인 시험편의 응력과 횡방향 변형률의 계곡선을 나타내고 들은 재하  

다른 단계의 하 에서 축방향 변형률과 그 때의 방사상 투수계수를 기의 투수

계수로 나 어  비의 계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도 횡방향 변형률이 격히 

증가하는 구간에서 방사상 투수계수도 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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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57. Stress-lateral strain curve under uniaxial repeated load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teral strain and the ratio of the radial 

permeability(k/k0).

Fig. 3.6.58. Stress-volumetric strain curve under uniaxial repeated load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the ratio of the radial permeability 

(k/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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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58는 시험편 T0308에 해 응력과 체  변형률의 계 곡선을 나타

내고 재하  다른 단계의 하 에 한 방사상 투수계수를 기의 투수계수로 나

어 비와의 계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는 투수계수가 격히 증가하는 구간

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 항복  이 까지는 투수계수의 증가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항복 을 지나면서부터는 투수계수의 증가가 서서히 이루어져 항복

을 지나면서부터는 투수계수가 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6.5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σ/σc of the stress for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except the unloading and the ratio of the radial 

permeability(k/k0) for all testes, and the function formula obtained by the 

regression analysis from the relationship.

     Fig. 3.6.59은 시험편에 각각 다른 단계의 하 이 가해졌을 때의 자료들을 모

두 나타낸 것으로 제하시의 자료들을 제외한 것이다. 수평축은 단축 강도에 한 

응력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고, 수직축은 다른 단계의 하 에 한 방사상 

투수계수를 기의 투수계수로 나 어  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들을 회귀 

분석하여 지수 함수에 근사시켰으며 그 결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80% 이 까지는 방사상 투수계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80% 이후에는 빠

르게 증가하여 90%를 넘어가서는 격히 그 증가 양상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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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시험편이 많은 손상을 받아 내부에 요한 수리  경로가 만들어졌다고 

추정 할 수 있다. Fig. 3.6.60는 수평축이 축방향 변형률일 때의 방사상 투수계수

의 증가양상을 보인 그림이다. 마찬가지로 80%, 90% 부근에서 투수계수가 격

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6.6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xial strain ratio and the permeability ratio, 

and the function formula obtained by the regression analysis from the 

relationship.

     역학  하 이 변화하는 동안, 지하수 흐름에 요한 향을 미치는 투수계

수의 변화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통(hollow cylinder)형 

시험편을 사용하여 다양한 구간에서 단축압축하 이 재하될 때 방사상 투수계수

의 변화를 찰하 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공 원통형 화강암 시험편의 기 방사상 투수계수 측정값은 

1.213×10-17m2으로서 기존에 보고된 문헌과 비교한 결과 화강암의 

투수계수로 타당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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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계수의 시험의 경우, 단축 압축 하 을 재하와 제하 과정을 

반복 으로 가하 다. 제하 과정은 시험편에 하 을 안정하게 달하여 

안정된 괴를 유도하는 시험 상의 장 과 균열의 성장으로 인한 연구 

변형의 발생이나 투수계수의 구 인 증가 여부를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 응력 변형률 곡선상의 선형 구간에서 측정한 투수계수는 

기의 투수계수보다 증가한 값이었고 비선형 구간에의 투수계수는 

기치 보다 격하게 증가한 값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단축 강도의 80%, 90% 수 의 하  하에서 투수계수가 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시험편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러한 

균열들의 결합으로 인해 수리 으로 큰 경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3.3.2. 암석의 단 괴에 의한 괴면 수리 도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압을 3MPa, 4.5MPa, 6MPa으로 변화시키면서 각 압에서 

5회씩의 실험을 실시하 다. 측정된 최  하 과 KIIC  의 값을 나타내면 Table 

3.6.30과 같으며 압에 따른 KIIC  의 값을 도시하면 Fig. 3.6.61와 같다.

Table 3.6.30. Summarized test results.

Confining 

Pressure

(MPa)

Intact portion

(20 mm)

Peak Load

(kgf)
( MPa m )

Mean S.D. Mean S.D. Mean S.D.

3 19.96 1.33 4497 218 129.6 11.76

4.5 19.82 0.70 6251 418 154.0 12.83

6 19.92 0.54 6693 881 179.8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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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61. Relation between K IIC and the confining pressure at the 
intact portion of 20mm.

     Fig. 3.6.6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압이 증가함에 따라 K IIC   가 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들에 한 선형회귀 결과는 다음과 같다.

K IIC=70.38+19.53× (Confining pressure) R 2=0.84145 (3.6.24)

     여기에서 편에 해당되는 70.83은 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의 값으로 추

정할 수 있다. 이 값은 Ingraffea(1981)가 제시한 2.25∼20.6(3-6-11)과 윤정석

(2002)이 제시한 38.17(3-6-28)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인을 보이는데, 이는 포화된 

암석의 경우 포화되지 않은 암석에 비해 응력확 계수의 값이 크게 나타나는 것

에 기인한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화강암을 이용하여 삼축압축하에서 Punch Through Shear Test를 통한 

단 모드 괴 균열면으로의 수리 도도를 측정하 다. 수리 도도는 간극의 크

기를 포함한 값으로 나타내었으며 그래 상에는 k× b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Table 3.6.31, 3.6.32, 3.6.33은 각각 압이 3.0MPa, 4.5MPa, 6.0MPa일 때의 결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3.6.62, 3.6.63, 3.6.64에는 압에 따른 5번의 실험 결과 

 표 인 결과를 1개씩 나타내었다. 각각의 하  단계는 각 시험편의 단 강

도에 한 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k×b의 값은 약 0.1μm3에서부터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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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 다. Table 3.6.31, 3.6.32, 3.6.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  단 하 의 약 

85%에서부터 수리 도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90% 지 에서 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 은 변 -하  곡선에서 비선형 구간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 으로 탄성 역에서 소성 역으로 이하여 구변형과 균열의 격한 증가로 

수리 으로 큰 유동경로가 발생한 것으로 측되는 부분이다.

Table 3.6.31. Permeability test results(Confining pressure = 3.0MPa).
Load/

Peak Load

(%)

k× b  (μm 3)

D-20-3-1 D-20-3-2 D-20-3-3 D-20-3-4 D-20-3-5

75 - - 0.54 0.32 -

80 - 0.26 0.78 2.42 -

85 0.11 0.55 1.02 1.11 -

90 0.39 5.65 3.12 1.15 0.91

95 3.13 4.52 5.61 1.70 3.99

100 18.73 20.82 12.51 14.48 24.73

Table 3.6.32. Permeability test results(Confining pressure = 4.5MPa).
Load/

Peak Load

(%)

k× b  (μm 3)

D-20-4.5-1 D-20-4.5-2 D-20-4.5-3 D-20-4.5-4 D-20-4.5-5

75 - - - - -

80 0.46 - 0.83 - -

85 0.62 1.12 0.98 0.28 -

90 1.56 1.55 1.09 1.92 0.42

95 3.14 1.9 3.5 3.58 2.16

100 9.66 10.11 11.2 9.71 12.88

Table 3.6.33. Permeability test results(Confining pressure = 6.0MPa).
Load/

Peak Load

(%)

k× b  (μm 3)

D-20-6-1 D-20-6-2 D-20-6-3 D-20-6-4 D-20-6-5

75 0.65 - - - -

80 1.06 - - - -

85 0.89 - 0.24 - 0.15

90 1.44 0.3 0.96 0.49 0.17

95 2.06 1.45 1.68 1.59 1.50

100 5.65 7.20 6.36 6.24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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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ion between displacement and load

(b) Relation between load and permeability

Fig. 3.6.62. Typical permeability test results(Confining pressure = 3.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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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ion between displacement and load

      

(b) Relation between load and permeability

Fig. 3.6.63. Typical permeability test results(Confining pressure = 4.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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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ion between displacement and load

(b) Relation between load and permeability

Fig. 3.6.64. Typical permeability test results(Confining pressure = 6.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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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65. Relation between permeability and confining pressure.

     Fig. 3.6.65는 각 압별 최종 단계에서의 수리 도도를 구하여 도시한 그래

이다. 압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갈수록 최종 단계에서의 수리 도도의 

측값은 변화가 심하지 않았으며, 이는 압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외부 인 조

건에 보다 덜 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선형 회귀분석을 통

하여 구한 직선의 계식은 다음과 같다.

Permeability(k×b)=A+B×(Confining pressure) (3.6.25)

     여기서, A=29.9,  B=-3.95이다.

     압이 0일 때, 최종단계에서의 수리 도도를 측해보면 약 29.9 μm 3의 값

을 가진다. b의 값을 노치의 두께인 3mm로 계산하면 k = 9.97 × 10
-15m2를 갖는다. 

이는 김정인(2000)이 공원통형 화강암 시험편을 통해 측정한 방사상 투수계수 

5.34 × 10-15m2(3-6-26)과 비슷한 값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강암 시험편을 사용하여 Punch Through Shear Test

를 응용한 실험을 실시하여, 단응력과 이에 따른 단모드 괴로 인한 균열 

(Mode Ⅱ)의 증가에 따른 수리 도도의 변화를 찰하 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 

구간과 비탄성 소성 역에서 균열의 성장에 따른 수리 도도의 변화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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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Punch Through Shear Test를 통한 단강도를 측정한 결과 압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며 기존의 포화시키지 않은 동질의 암석에 

한 연구 결과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 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포화시킨 암석의 경우 강도 하가 약 5% 정도 일어나는 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압이 증가함에 따라 KIIC의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측정된 KIIC의 

값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해 큰 값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포화된 암석의 

경우 포화되지 않은 암석에 비해 응력확 계수의 값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수리 도도의 측정 결과, 단 변형시 최  하 의 약 80% 지 에서 

수리 도도는 증가 양상을 보이며 90% 이후에서는 격한 증가 양상을 

보 다. 이는 균열의  속도가 해당 하  구간에서부터 격히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압이 증가함에 따라 수리 도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압에 

의해 시료의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이 닫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3.3. 암석의 포화도에 따른 역학  물성의 변화

     3.3.3.1. 단축 압축시험에서의 변화

     포화상태에 따른 단축압축강도의 변화는 Fig. 3.6.66.에 나타나 있다. 포화도

가 증가할수록 암석의 강도는 감소하 으며, 감소폭은 포화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

타났다. 이러한 강도 하는 공극수압의 작용으로 인한 유효응력의 하, 시료내부

에 존재하는 미소 균열면에서의 수분흡착으로 인한 미소균열면의 잠재 에 지 

하, 그리고 시료 내부 물입자의 기작용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기 작

용이란, 하 기가 암석을 가압할 때 시료 내부의 물입자의 암석에 비해 상 으

로 부피가 어들지 않음으로써 시료내부에 균열을 유발하는 작용을 말한다. 포화

도가 100% 시료의 경우, 완 건조 시료의 강도에 비해 45%로 강도 감소가 발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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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화상태에 따른 률의 변화양상은 Fig. 3.6.67에 나타나 있다. 이것 역시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완 포화시료의 경

우, 60% 포화시료보다 률이 46%가량 크게 측정되었다. 이것은 30%와 60% 포

화시료의 률이 실험 외 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을 데이터를 얻기 해서는 균질한 시료에 

해 더 많은 실험을 수행해야할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실험결과는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단축압축강도와 률은 감소하

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시료가 내부의 수분으로 인하여 물입자간의 결합력

이 약해지고, 하 에 따른 변형률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6.34은 포화도에 따른 단축시험의 물성치 변화를 도시해놓은 표인

데, 비 과 공극률은 시료간에 거의 차이가 없어서 평균한 값을 사용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아송 비는 포화도에 따라 일 성 있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화도에 따른 함수가 아니라고 단된다(Fig. 3.6.68).

Fig. 3.6.66. Variation of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with degree of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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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67. Variation of Young's modulus with degree
of saturation.

Fig. 3.6.68. Variation of Poisson's ratio with degree
of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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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34. Summarized results of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test under the
various degree of saturation.
목표 포화도 (%) 0 30 60 100

실측 포화도 (%) 5.8 20.7 69.0 94.3

Specific gravity 2.70

Porosity(%) 0.78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 kg/cm 2)
1260 1240 1010 690

Young's modulus

(×105 kg/cm2)
1.83 1.17 0.72 1.05

Poisson's ratio 0.13 0.22 0.24 0.20

     3.3.3.2. 삼축 압축시험에서의 변화

     일정한 압 하에서 포화도 증가에 따른 시료의 역학  특성변화를 알기 

한 시험에서 압이 50kg/cm2, 100kg/cm2, 150kg/cm2로 증가할 때마다의 완 건

조시료의 삼축압축강도는 단축압축강도에 비해 각각 1.10배, 1.42배, 2.02배 증가하

다. 한, 완 포화시료의 삼축압축강도는 단축강도에 비해 각각 1.84배, 2.51배, 

2.77배 증가하 다. Table 3.6.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압 50kg/cm
2인 경우, 완

포화상태의 시료는 완 건조상태의 시료보다 강도가 1.09배 감소하 다. 한, 

압이 100kg/cm2, 150kg/cm2인 경우에도 각각 1.04배, 1.34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포화도에 따른 감소폭이 단축시험보다는 작지만, 삼축압축시험에

서도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감소하는 비교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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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압이 50kg/cm2, 100kg/cm2인 경우, 포화도 60%의 시료보다 완 포

화시료의 강도가 더 크게 나왔다. 이 상은 포화도와는 별개로 본 기 상태의 

암석시료의 물리  성질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비록 같은 코어에

서 암석시료를 성형했지만 석 물질의 입으로 인한 코어의 외견상 물성차이를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같은 심도의 코어에 해 같은 실험을 더 많

이 수행한 다음, 그 평균값으로 그래 를 도시하면 이 같은 오차를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Table 3.6.35. Summarized results of triaxial compressive strength test under the 

various degree of saturation.
목표 포화도 (%) 0 30 60 100

실측 포화도 (%) 3.86 46.2 59.9 96.7

Specific gravity 2.70

Porosity (%) 0.78

Internal friction angle (°) 52 48 39 46

Cohesion ( kg/cm 2) 220 190 240 200

Triaxial compressive strength

( kg/cm 2)

with three levels of

confining pressure

( kg/cm 2)

50 1390 1330 1300 1270

100 1800 1570 1490 1730

150 2550 1990 1680 1910

     마찰각의 경우도 완 포화시료가 포화도 60%인 시료보다 1.18배 더 크게 나

타났다. 이것 역시 에서 설명한 암석시료의 근본 인 물성차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최해문(1992)은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각과 착력이 모두 감소한

다고 언 했는데(3-6-32), 본 연구에서는 착력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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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지는 않았다. 일반 으로 착력은 포화도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지만, 이 실

험에서는 마찰각이 어듦에 따라 상 으로 괴포락선의 y 편이 커져서 착

력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을 수행할 때 포화기에서 꺼내놓고 상온에서 건조시켰다. 그러면서 시료

의 포화도를 자 울로 맞추었고, 각각 시료에 한 실험 수행시간 동안 다른 시

료는 계속 건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료의 실측 포화도를 맞추는데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암석시료의 모든 부분을 균등하게 건조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시료의 앙부분은 포화도가 목표 포화치보다 상당히 높고, 시료의 

표면은 포화도가 거의 0%에 가까웠을 거라고 단된다. 차후에 시료의 모든 부분

을 균질한 포화도로 유지시켜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된다면, 포화도에 따른 더 정

확한 물성치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Servo-controller 시험기

에서 삼축시험을 수행하 다면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취성 괴에서 연성 괴로 

진행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Fig. 3.6.69. Variation of triaxial compressive strength 

under the various degree of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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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70. Variation of internal friction angle under 

the various degree of saturation.

Fig. 3.6.71. Variation of cohesion under the various 
degree of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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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화강암을 상으로 포화도에 따른 물리 , 역학  특성

을 연구하 다. 이를 해서 회수된 화강암 시추코어로부터 시료를 성형하여 포화

도 변화에 따른 암석시료의 단축압축강도, 률, 착력, 내부마찰각의 변화 양상

을 규명하 다. 다양한 압하에서 삼축압축시험을 실행하여 포화도에 따른 시료

의 삼축강도  변형 특성에 한 역학  성질의 변화를 조사하 다.

     포화도시험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단축압축강도는 감소한 반면, 변형률은 계속 증가하여 

률이 감소하 다. 

   • 단축 강도의 감소폭은 완 건조에서 30% 포화상태로의 변화량보다 60%에

서 완 포화상태로의 변화량이 16배 더 크게 측되었다. 즉, 포화도가 커

질수록 강도의 감소폭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포아송비는 포화도에 따라 연속 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서는 포아슨비는 포화도에 따른 함수가 아닌 것으로 

명되었다.

   • 삼축압축시험의 결과, 완 건조상태와 30%, 60%, 그리고 완 포화상태 모

두 압이 증가할수록 괴강도는 증가하 고,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괴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포화상태의 시료의 삼축강도를 

건조상태의 시료에 비교할 때, 포화도에 따른 삼축강도의 감소폭이 단축강

도의 감소폭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포화도가 증가할 때, 내부마찰각은 감소하 지만 착력은 일정한 감소폭를 

보이지 않고 진동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괴포락선의 기울기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3.2.4. 리면 면 비에 의한 Joint Roughness Coefficient의 정량화

     3.2.4.1. 라미터들 간의 상 계

  로그램을 통해 200개의 암석 리면에 한 각각의 라미터들과 면 비와의 

상 계를 다음의 그림들(Fig. 3.6.72부터 3.6.78)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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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72. Relation between areal ratio and RMS.
   

Fig. 3.6.73. Relation between areal ratio and CLA.

Fig. 3.6.74. Relation between areal ratio and 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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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75. Relation between areal ratio and Z2.

Fig. 3.6.76. Relation between areal ratio and SF.
  

Fig. 3.6.77. Relation between areal ratio and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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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78. Relation between areal ratio and Ai.

      Fig. 3.6.75.와 3.6.76.으로부터 암석 리면의 면 비는 Z2, SF와 높은 상

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결과는 JRC가 통계  라미터들  Z2, 

SF와 가장 큰 상 계를 갖는다는 Tse & Cruden(1979)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

한다(3-6-19). Fig. 3.6.79와 Fig. 3.6.80에서는 Z2와 SF와 면 비에 한 회기분석

을 실시한 결과와 회귀식을 보여 다.

     3.2.4.2. 면 비에 의한 JRC의 정량화

     Fig. 3.6.81.는 Barton과 Choubey가 제시한 표  거칠기 형상을 디지타이징 

한 후 단 길이 1mm당 리면의 실표면 과 투 면 의 비를 나타낸 그림이다

(3-6-2).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JRC가 1에서부터 9까지는 면 비의 증가가 느리

지만, 리면의 waveness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11이나 13 단계에서부터는 면 비

가 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결국, JRC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면 비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계를 이용해 JRC를 정량 으로 정함에 있어 암

석 리면의 면 비를 사용하 고, Tse &  Cruden(1979)이  제시한 식으로

부터 면 비와 JRC의 계를 도출하 다(3-6-19). Fig. 3.6.82은 Tse & 

Cruden(1979)이 제시한 식  식(JRC = 32.2 + 32.47 log10Z2)을 용하여 그리고 

Fig. 3.6.83은 식 (JRC = 37.28 + 16.5847 log10SF)을 용하여 JRC와 면 비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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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2 = -2.55838+2.65172×Ratio, R
2=0.93451, SD=0.02115

Fig. 3.6.79.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areal ratio and Z2

SF = -1.21847+1.21557×Ratio, R
2=0.92942, SD=0.01011

Fig. 3.6.80.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areal ratio and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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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81. Relation between areal ratio and JRC proposed by Barton and
Choubey.

나타낸 것이다. Fig. 3.6.82와 3.6.83에서 보면, JRC 11 혹은 13에서 면 비의 격

한 증가 폭을 보이는 Fig. 3.6.81에서의 경우와 같이 뚜렷한 면 비의 격한 증가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략 11이나 13 단계 사이에서부터 면 비의 증가 폭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arton과 Choubey가 제시한 JRC 로 일 각각의 면 비 값을 Fig. 3.6.82

과 3.6.83에 비교해 볼 때 Fig. 3.6.83에서의 JRC와 면 비의 계가 표  거칠기 

형상에 해 JRC와 면 비의 계를 그린 Fig. 3.6.81에 근 함을 확인 할 수 있

다. 결과 으로 거칠기 라미터  Z2보다는 SF에 의한 거칠기의 정량화가 더욱 

신뢰할 만한 값을 산출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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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C = A + B1*Ratio + B2*Ratio^2

   Parameter Value Error
   ------------------------------------------------------------
   A -2088.86408 188.59243

   B1 3815.75356 359.41849

   B2 -1728.79285 171.18834
   ------------------------------------------------------------

   R-Square(COD) SD N P
   ------------------------------------------------------------

   0.8691 1.5826 200 <0.0001
   ------------------------------------------------------------

Fig. 3.6.82. Relation between areal ratio and JRC deduced by using equation, 
JRC=32.2+32.47log 10Z 2 and results of 2nd order polynomial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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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C = A + B1*Ratio + B2*Ratio^2 

   Parameter Value Error
   ------------------------------------------------------------
   A -2133.70815 193.78562

   B1 3905.36836 369.31565

   B2 -1768.95505 175.90229
   ------------------------------------------------------------

   R-Square(COD) SD N P
   ------------------------------------------------------------

   0.8692 1.62618 200 <0.0001
   ------------------------------------------------------------

Fig. 3.6.83. Relation between areal ratio and JRC deduced by using equation, 
JRC=37.28+16.5847 log 10SF and results of 2nd order polynomial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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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면 단강도를 측하는데 있어서 요한 라미터로 사용되는 JRC는 

정과정이 시험자의 주 에 의존한다는 문제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JRC를 

정하는 정량화된 방법을 제시 하 는데, 그것은 리면의 면 비(실표면 /투 면

)를 사용하여 JRC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개의 암석 리면을 이져 로 일러로 수치화한 결과에 해 각종 거

칠기 라미터와 면 비를 산출한 결과, 면 비는 리면의 기울기와 련

된 라미터 즉, 로 일 기울기의 평방평균(Z2) 그리고 구조함수 (SF)와 

상 계가 높게 산출되었다.

   • Barton & Choubey(1977)가 제시한 10개의 로 일 형상을 디지타이징하

여 면 비를 계산한 결과, JRC 11과 13 단계 사이에서 면 비의 격한 증

가가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waveness가 심해지는 것과 련이 있

는데 이로서 JRC를 산정함에 있어서 면 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Tse와 Cruden이 제시한 식을 용하여 200개의 암석 리면 JRC와 면 비

의 상 계를 도시해 본 결과 면 비 사용이 타당하다는 의 결과와 비

슷한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JRC 11과 13 사이에서부터 면 비

의 증가폭이 커지기 시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Barton & Choubey(1977)의 JRC 로 일에 해 면 비를 산출한 값과 

Tse와 Cruden이 제시한 두 개의 식을 사용하여 200개의 암석 리면에 

한 JRC와 면 비를 산출한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거칠기를 정량화 하는

데 있어서 구조함수(SF)가 로 일 기울기의 평방평균(Z2)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Fig. 3.6.83로부터 리면의 JRC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다시말

해, 면 비를 산출할 수 있는 어떠한 실험 인 장치나 방법이 고안된다면 

이 그림은 리면의 JRC를 육안으로가 아닌 수치  라미터를 사용한 정

량 인 정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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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고온삼축압축시험

     상온, 50℃, 100℃로 시편의 온도를 조정하여 최고온도에서 60분에서 90분 

정도 유시시켜  후 각각의 시험온도와 단축압축과 삼축압축하에서 측정한 암석

시료의 최 강도로부터 최 응력을 계산한 결과를 Table 3.6.36에 나타내었다.

Table 3.6.36. Summarized results of uniaxial and triaxial compressive strength 

tests (peak stress, kg/cm2).
Temperature

(〫C)

Confining pressure ( kg/cm
2)

0 50 100 150

Room temp. 1560 2340 2960 3740

50 1670 2230 2750 3330

100 1510 1890 2390 2870

     3.2.5.1. 무 압하의 괴  변형 거동의 온도 의존성

     무 압 상태에서의 최 응력을 비교해 볼 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뚜렷한 

강도 하 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문헌조사 결과 단축압축강도는 시험온도가 상

승할 경우 300〫C까지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은 

조암 물의 체 팽창에 따라 물경계면간의 거리는 작어지고 상로 인력

(attraction)이 증가하여 결합강도가 증 되는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이러한 뚜렷한 강도 변화 양상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실험 외 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 을 것이라 단된다. 다시 말해, 암석시료가 하나의 시추공으로부터 채취

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육안으로 이방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암석 시료가 불

균질하여 그 물성 차이가 주요한 실험 오차로 작용하 을 것으로 사료된다.

     3.2.5.2. 압하의 괴  변형 거동의 온도 의존성

     Table 3.6.36에 고온 삼축압축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압을 50, 

100, 150kg/cm2로 변화시켜가며 측정하 다. 상온에서는 압이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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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강도는 증가하여 압이 50, 100, 150 kg/cm2로 증가될 경우 강도는 각각 

2340, 2960, 3740 kg/cm2로 나타나 상온에서의 단축압축강도에 비해 1.50배, 1.90

배, 2.40배로 각각 증 되었다. 시험온도 50℃ 에서의 고온 삼축압축실험 결과, 상

온에서의 측정결과와 유사하게 압이 증가되면서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 50℃에서 압을 50, 100, 150 kg/cm2로 증 시킬 경우 괴강도는 각

각 2230, 2750, 3330 kg/cm2로 나타나 무 압상태에서의 강도에 비해 각각 1.34배, 

1.65배, 2.13배로 증가되었다. 시험온도 100℃ 에서의 고온 삼축압축실험 결과, 

Fig. 3.6.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온에서의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압이 증가되

면서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100℃에서 압을 50, 100, 150

kg/cm2로 증 시킬 경우 괴강도는 각각 1890, 2390, 2870 kg/cm2로 나타나 무

압상태에서의 강도에 비해 각각 1.25배, 1.53배, 1.90배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Table 3.6.37에 나타내었다.

Fig. 3.6.84. Compressive strength of Daejeon granite versus temperature

under various confin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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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37. Normalized peak strength (σTRIAXIAL/σUNIAXIAL)
Temperature

(〫C)

Confining pressure (kg/cm2)

0 50 100 150

Room temp. 1 (1560) 1.50 1.90 2.40

50 1 (1670) 1.34 1.65 2.13

100 1 (1510) 1.25 1.53 1.90

     Table 3.6.37을 보면 압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괴강도의 증가를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증가하는 정도가 온도가 상승하면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압하에서 괴강도가 온도의 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물입자의 상호 결합력이 서로 다른 열팽창성으로 인해 

균열의 생성, 확  는 로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 압이 50 kg/cm2 일때 시험온도를 상온에서 50℃, 100℃로 각각 증가 

시킨 경우 괴강도는 각각 상온에서 측정한 강도의 95.3%, 80.8% 수 까지 각각 

감소하 다. 그리고 압이 100 kg/cm2 일 때, 시험온도가 50℃, 100℃로 상승될 

경우 강도는 상온에서의 강도에 비해 92.9%, 80.7% 수 으로 감소하 다. 압이 

150 kg/cm
2 일때, 50℃, 100℃에서 측정된 강도는 각각 상온에서의 강도에 비해 

89.0%, 76.7% 수 으로 감소하 다. 의 사항들을 종합해 본 결과를 Fig. 3.6.84

에 도시하 다. 이 그림으로부터 동일 온도에서 압이 증가하면 괴강도는 증가

하고, 동일 압력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강도가 하되는 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6.85에는 압과 최종 괴강도를 도시하여 주응력 평면에서 시료의 

괴 포락선을 도시하 고, Fig. 3.6.86에는 σ-τ 평면상에서의 Mohr 괴포락선을 

상온에서 100℃까지의 각 시험온도별로 비교하여 도시하 다. Fig. 3.6.84과 3.6.8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괴포락선의 기울기가 감소하 다. 

이는 내부마찰각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물입자의 상호 결

합력이 균열의 생성 확   로 약해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Table 3.6.38).

Table 3.6.38. Internal friction angle and cohesion at various testing temperature.
Temperature φ (Degree) c ( kg/cm 2)

Room temp. 60.4 208

50 56.4 252

100 53.4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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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85. Ultimate strength versus confining pressure of 
Yuseong granite at various testing temperature.

       

Fig. 3.6.86. Failure envelopes of Daejeon granite as a function of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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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 삼축압축 시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압이 증가함에 따라 괴강도는 증가하 다. 하지만 압을 증가시켰을 

때의 괴강도는 일정한 온조 조건에서 고온에서 실험할수록 괴강도의 

증가하는 비율이 서서히 감소하 다. 이는 괴강도가 온도의 향을 받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 동일한 압하에서 시험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괴강도는 감소하 다. 이 

한, 괴강도가 온도의 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괴포락선의 기울기가 감소하 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에 따른 착력의 뚜렷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없었

으므로 내부마찰각의 감소를 의미한다

    3.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 소에서 필연 으로 발생하는 고  방사성 폐기

물의 처분에 있어서 처분지역 암반의 역학 , 열 , 수리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 으로,  지역의 시추 화강암을 상 암석시료로 하여 열 , 수리 , 역학

인 물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연구내용은 역학

인 하 을 받는 암석의 투수계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암석이 단모드

로 괴될 때 괴면을 따라 흐르는 유량을 측정하여 괴면에서의 수리 도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내용은 암석의 포화도와 그에 따른 역학 인 물성

의 변화를 보는 것이다. 네 번째 연구로서, 리면의 거칠기 계수인 JRC를 정량

화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리면의 실표면 과 수직한 투 면 의 비를 이용하여 

JRC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암석의 괴강도와 변형거동의 

온도 의존성을 알아보기 하여 고온삼축압축시험을 수행하 다.

     역학 인 하 하의 투수계수의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공 원통형 화강암 시험편의 기 방사상 투수계수 측정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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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10-17m2으로서 기존에 보고된 자료와 비교한 결과 화강암의 

투수계수로 타당하다고 단된다.

   • 투수계수를 구하는 시험에서 단축압축하 을 재하와 제하 과정을 

반복 으로 가하 다. 제하 과정은 시험편에 하 을 안정하게 달하여 

안정된 괴를 유도하는 시험 상의 장 과 균열의 성장으로 인한 구 

변형의 발생이나 투수계수의 구 인 증가 여부를 악하기 해 

수행되었다. 응력 변형률 곡선상의 선형 구간에서 측정한 투수계수는 

기의 투수계수보다 증가한 값이었고, 비선형 구간에의 투수계수는 기치 

보다 격하게 증가한 값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단축 강도의 80%, 90% 수 의 하  하에서 투수계수가 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한 균열이 결합하여 

수리 으로 큰 경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암석의 다 괴에 의한 괴면에서의 수리 도도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unch Through Shear Test를 통해 단강도를 측정해 본 결과 압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며, 포화시키지 않은 동질의 암석에 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 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포화시킨 암석의 경우 강도 하가 약 5% 정도 일어나는 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 압이 증가함에 따라 KIIC의 값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측정된 KIIC의 

값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해 큰 값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포화된 암석의 

경우 포화되지 않은 암석에 비해 응력확 계수의 값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수리 도도의 측정 결과, 단 변형시 최  하 의 약 80% 지 에서 

수리 도도는 증가 양상을 보이며 90% 이후에서는 격한 증가 양상을 

보 다. 이는 균열의  속도가 해당 하  구간에서부터 격히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압이 증가함에 따라 수리 도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 이는 압에 

의해 시료의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이 닫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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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석의 포화도와 그에 따른 역학  물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단축압축강도는 감소한 반면, 변형률은 계속 증가하여 

률이 감소하 다. 

   • 단축 강도의 감소폭은 완 건조에서 30% 포화상태로의 변화량보다 60%에

서 완 포화상태로의 변화량이 16배 더 크게 측되었다. 즉, 포화도가 커

질수록 강도의 감소폭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포아송비는 포화도에 따라 연속 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서는 포아슨비는 포화도에 따른 함수가 아닌 것으로 

명되었다.

   • 삼축압축시험의 결과, 완 건조상태와 30%, 60%, 그리고 완 포화상태 모

두 압이 증가할수록 괴강도는 증가하 고, 포화도가 증가함에 따라 

괴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포화상태의 시료의 삼축강도를 

건조상태의 시료에 비교할 때, 포화도에 따른 삼축강도의 감소폭이 단축강

도의 감소폭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포화도가 증가할 때, 내부마찰각은 감소하 지만 착력은 일정한 감소폭를 

보이지 않고 진동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괴포락선의 기울기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리면의 거칠기 계수인 JRC를 면 비를 사용하여 정량화하는 방법에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개의 암석 리면을 이져 로 일러로 수치화한 결과에 해 각종 거

칠기 라미터와 면 비를 산출한 결과, 면 비는 리면의 기울기와 련

된 라미터 즉, 로 일 기울기의 평방평균(Z2) 그리고 구조함수 (SF)와 

상 계가 높게 산출되었다.

   • Barton & Choubey(1977)가 제시한 10개의 로 일 형상을 디지타이징하

여 면 비를 계산한 결과, JRC 11과 13 단계 사이에서 면 비의 격한 증

가가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waveness가 심해지는 것과 련이 있는

데 이로서 JRC를 산정함에 있어서 면 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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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e와 Cruden이 제시한 식을 용하여 200개의 암석 리면 JRC와 면 비

의 상 계를 도시해 본 결과 면 비 사용이 타당하다는 의 결과와 비

슷한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JRC 11과 13 사이에서부터 면 비

의 증가폭이 커지기 시작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Barton & Choubey(1977)의 JRC 로 일에 해 면 비를 산출한 값과 

Tse와 Cruden이 제시한 두 개의 식을 사용하여 200개의 암석 리면에 

한 JRC와 면 비를 산출한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거칠기를 정량화 하는

데 있어서 구조함수(SF)가 로 일 기울기의 평방평균(Z2)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산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Fig. 3.683로부터 리면의 JRC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다시말

해, 면 비를 산출할 수 있는 어떠한 실험 인 장치나 방법이 고안된다면 

이 그림은 리면의 JRC를 육안으로가 아닌 수치  라미터를 사용한 정

량 인 정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고온삼축압축 시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압이 증가함에 따라 괴강도는 증가하 다. 하지만 압을 증가시켰을 

때의 괴강도는 일정한 온조 조건에서 고온에서 실험할수록 괴강도의 

증가하는 비율이 서서히 감소하 다. 이는 괴강도가 온도의 향을 받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 동일한 압하에서 시험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괴강도는 감소하 다. 이 

한, 괴강도가 온도의 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괴포락선의 기울기가 감소하 다. 본 연구에서는 

온도에 따른 착력의 뚜렷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없었

으므로 내부마찰각의 감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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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내 물리검층

    4.1. 서 론

     시추공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구물리학  시험 방법들은 시추공 물리탐사와 

물리검층으로 별된다. 시추공 물리탐사는 시추공으로부터 수십 내지 수백 m 거

리까지의 상황에 한 고분해능 자료를 얻으려는 목 으로 수행되는데 반하여, 물

리검층은 시추공벽 근 부의 상황에 한 정보를 얻으려는 목 으로 수행된다. 물

리검층은 통상 으로 시추공 개개의 단 로 수행되며, 시추공으로부터 반경 1m 

이내의 체 에 한 여러 가지의 물성변화와 미세 구조에 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물리탐사는 온도와 압력, 지하수 등을 함유한 원 치(in-situ) 상태에서 시추

공 주 의 시추코아 보다 훨씬 넓은 역의 암반  쇄 의 성질을 심도에 따

라 연속 으로 조사한다는 에서 한정된 수량의 시추코아를 이용하는 실내시험

과 차별화 되며, 특히 코어의 회수가 불가능한 암반균열이나 미고결 구간에 하

여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반조사 분야에서 물리검층은 시추공과 교차하는 암상의 역학  성질의 특

성화, 쇄 의 특성화, 지표에서 수행된 조사 결과의 확인을 포함한 부지 특성화

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특히 토목분야에 있어서 지구물리검층의 의의는 무

엇보다도 도, 지진 속도, 비 항 등의 물성값과 율, 포아송비 등 각종 탄성계

수, 공극률, 투수계수, 포화도  수리상수 등 토목설계에 직  필요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제공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더욱이 물리검층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지

상에서의 탐사자료에 비하여 해상도가 높고, 잡음이 은 매우 정 한 자료라는 

에서 큰 이 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물리검층은 시추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  지구물리탐사

라고 할 수 있으며 연속 인 물성 자료의 제공에 의하여 암상, 지층두께, 풍화 정

도를 비롯하여 리 발달상태,  공극율, 도, 비 항, 수층의 연속성, 지하수의 

수질 특성과 이동에 이르기까지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 인 조사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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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으로 국내 토목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물리검층 방법을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 특성의 유사성에 따라서 세분하여 Table 3.6.39에 나타내었다. 

Table 3.6.39. Several geophysical logging methods used in the engineering geologic survey.
검층 구분 검층의 종류   비고

기검층

자연 검층(SP Log)

기비 항검층(Electric Resistivity 

Log)

인덕션검층(Induction Log)
*

단 극검층(SPR Log)

- 지하수면 치에 상 없이

  용 가능

방사능검층
감마검층(Gamma Log)

감마감마검층(Gamma-gamma Log) 

- 이싱 여부, 지하수면의 

치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용 가능

음 검층

공벽보정형음 검층(BHC Sonic Log)

완 형음 검층(Fullwave Sonic 

Log)

-동탄성정수 유도

유체검층

온도검층(Temperature Log)

기 도도검층(Conductivity Log)

유향유속검층(Flowmeter)

-지하수면 하부에서 용

시추공 
찰검층

시추공텔 뷰어(ATV)검층*

시추공텔 비젼(BTV, BIPS)검층
**

공경검층(Caliper Log)

- 지하수면 하부에서만 용가능

- 지하수면 상, 하부에서 용

  가능

    4.2. 연구방법

     4.2.1. 기본 원리

     4.2.1.1. 기검층

     기검층은 기비 항검층, 자연  검층, 인덕션검층 방법을 포함한다. 

기비 항검층은 지층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주요 물성치 의 하나인 비 항

의 분포를 구하는 검층 방법으로 이극법(Normal), 삼극법(Lateral), Focussed법 등

의 다양한 방법을 용하여 침투심도  향 범 를 조 할 수 있다. 자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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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투수성 단에 효과 인 검층법이다. 인덕션 검층은 지층의 자유도 상을 

이용하여 지층의 기 도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하수면이나 시추공 내의 PVC

이  등의 존재에 향을 받지 않는 이 이 있다.

     4.2.1.2. 방사능검층

     방사능검층의 역으로는 자연감마선검층과 감마감마검층  성자검층 등

이 있으나 이 에서 성자 검층은 사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토목 련 조사에서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감마선검층은 자연 방사능에 의한 감마선의 총량을 

측정하는 검층이다. 암석내에서의 물조성의 미세한 변화는 방사성 물의 함량

과 연 되어 있으므로 자연감마선검층 자료는 시추공을 따르는 지층의 암석구성

에 상응한다. 일반 으로 높은 감마선량은 산성암석의 존재를 의미하고, 낮은 감

마선량은 염기성 암석에 상응하므로 퇴 암 는 퇴 변성암의 자연방사능의 세

기는 화성암이나 다른 종류의 변성암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자연감마선 검층 곡

선은 자연 (SP) 검층 곡선과 비될 수 있으며, 암종의 구분 등에 비슷한 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마선은 비교  높은 에 지를 가지고 쉽게 물체를 투과하

기 때문에 지하수가 차 있지 않은 시추공이나 이싱이 되어 있는 시추공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감마감마검층은 감마선의 컴 턴 산란 효과를 이용하여 지층의 체 도를 

얻어내는 검층방법으로 도검층이라고도 불리운다.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감

마선은 암석 입자내의 자에 의하여 콤 톤 산란을 일으키고, 이때 감마선의 에

지는 손실된다. 만일 주변 물질의 자의 수가 많으면 산란에 따른 감마선 에

지의 손실이 크고 물체 내에 흡수되는 감마선도 많을 것이므로 검출부에 도달하

는 감마선의 수는 어든다. 이와 같은 원리로 지층의 자 도를 측정하게 된

다. 도검층에서의 측정값은 지층의 자 도에 의해 결정되며, 자 도는 지층

의 체 도와 계가 있음을 이용하여 도  공극률을 구할 수 있다. 

     4.2.1.3. 유체검층

     유체검층인 온도검층, 기 도도검층은 시추공 내의 유체 특성을 알려주는 

검층으로 그 자체로서는 토목 계의 조사에서 큰 의미가 없지만 지하수 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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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된 리의 분포  성격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검

층이다. 온도검층은 시추공을 따라 가면서 지층수의 온도를 연속 으로 측정, 기

록하는 검층법으로서, 검출기 맨 아래 부분에 치하는 항형 센서가 온도를 감

지한다. 공내수가 교란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온도검층은 시

추공을 따라 내리면서 수행한다. 일정한 수직 온도구배로부터 벗어난 온도는 쇄

로부터의 지하수 유입이나 유출, 공내에서의 물의 이동 등을 반 한다. 기

도도 검층은 시추공을 따라 가면서 기 도도를 연속 으로 측정, 기록하는 검

층법으로서 센서는 검출기의 맨 아래 치한다. 공내수가 교란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 도도를 측정하기 하여 검층은 시추공을 따라 내려가면서 수행한다. 

     4.2.2. 자료의 획득

     지구물리검층에 사용된 장비는 일본 OYO사의 Geologger-3 시스템(Fig. 

3.6.87)으로, 치(WINCH), 엔코더(ENCORDER), 바테리  SONDE 등으로 구성

된다. 본 검층기는 측정이 매 1cm 마다 이루어지는 고정 검층기이며, G.W 

Combination Unit와 High-Precision Density Logging Module을 이용하여 검층을 

수행하 다. 번 조사에서는 시추공 YS-2, YS-4를 상으로 기검층 역인 

기비 항검층(Norm_16, Norm_64)  자연  검층(SP), 유체검층 역에서 

온도 검층(Temp), 그리고 방사능 검층 역에서 자연감마검층(NGAM)과 감마-감

마 검층(Density, LDS, HRD)이 실시되었으며, 공경검층(Caliper)은 감마-감마 검

층과 동시에 실시되었다. 

Fig. 3.6.87. Photograph of the Geologg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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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연구결과

     4.3.1. YS-2 호공

     시추공 YS-2호공에서 얻어진 물리검층 결과는 Fig. 3.6.8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는 모두 5 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도 트랙에 이어 자연감마검

층(NGAM), 자연 검층(SP)이 두 번째 트랙에 제시되어 있다. 세 번째 트랙에

는 기비 항 검층(Norm_16, Norm_64)이, 그리고 네 번째 트랙에는 온도검층

(Temperature), 공경검층(Caliper)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다섯 번째 트랙에는 

감마-감마 검층(Density, LSD, HRD)의 결과 곡선이 제시되어 있다.

     4.3.1.1. 자연감마  자연  검층

     자연감마검층 곡선은 체로 50～150cps의 분포를 보이며 특정한 발달 경향

을 보여주지 않고, 체 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m 상부의 

자연감마검층은 100cps 이하의 값을 보이나, 그 하부는 체로 80～130cps 정도로 

비교  고르게 분포한다. 특히 26m, 48m, 52 ～ 54m구간, 65 ～ 78m구간, 88m, 

94m 115m, 146m, 174m, 183m  196m 부근에서 나타나는 고감마 구간은 산성

암맥의 입  화강암내의 성분변화에 의한 향으로 단된다. SP곡선은 짧은 

이극법(Norm_16) 곡선에 칭 으로 나타나는 자연 를 보이고 있다.

     4.3.1.2. 비 항검층

     극간격이 40cm의 짧은 이극법(Norm_16)과 깊은 가탐심도를 갖는 160cm

의 긴 이극법(Norm_64) 곡선이 함께 제시되었다. Norm_16 곡선이 각 구간별 

항 분포를 비교  높은 해상도로 반 하고 있는 반면에 Nrom_64 곡선은 반

인 비 항 분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공에서 특이할 만한 은 

Norm_16곡선과 Norm_64 곡선의 분포형태는 유사하나, 165m를 기 으로 상부와 

하부의 비 항 검층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165m 상부에서는 Norm_16

곡선에 비하여  Norm_64 곡선의 비 항값이 높게 나타나나, 165m 하부에서는  

Norm_16의 비 항 값이 Norm_64의 비 항 값과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음이 주

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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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88. Result of the geophysical logging in the borehole Y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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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88. Result of the geophysical logging in the borehole YS-2(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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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65m 부근을 경계로 하여 상부에서는 시추공수에 비하여 지층수의 기 비

항이 높은 값임을 나타내고, 165m 하부에서는 시추공수와 지층수의 기비 항 

값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시사한다. 

     4.3.1.3. 온도  공경 검층

     온도곡선은 13 ～ 18.6。의 분포로서 특정한 온도분포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

고, 일정한 온도 증가율을 보인다. 공경은 이싱 직하부인 15 ～ 17m 부근에서 

약간 넓어지고, 이후 소규모의 쇄 가 존재하는 106m 까지 77mm의 공경을 유

지한다. 106m부터 151m까지는 76mm의 공경을 나타내고, 151m 하부는 75mm의 

공경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0년도에 MP probe를 이용하여 심도 500m의 GS-01 시추공과 

YS-01 시추공에 한 온도 검층결과(Fig. 3.6.89), 회귀분석을 통하여 고성 지역의 

경우, Depth(m) = -213 + 43.39t - 3.03t2 + (4.25×10-2t)3, 유성지역의 경우, 

Depth(m) = -150.36 + 43.53t - 3.28t
2 + (3.92×10-2t)3 과 같은 회귀식을 얻었다. 즉, 

고성지역의 온도 증가율은 37.5oC/km, 유성지역은 25.0oC/km 으로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

     4.3.1.4. 감마-감마 검층

     감마-감마 검층은 도곡선과 LDS 곡선, 그리고 HRD 곡선이 함께 제시되

었다. 도곡선은 1.97 ～ 3.52g/cc 의 범 를 가지며, 지표부터 15m 심도까지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15m 하부는 특정경향을 보여주지 않으며 불규칙

한 분포양상을 보인다. LDS  HRD 곡선은 각각 99 ～ 225cps 와 485 ～ 785cps

의 범 를 보이나, 두 곡선은 거의 동일한 발달경향을 보여 다. 이들 두 곡선은 

도 곡선과 상호 칭 인 발달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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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89. Result of the temperature logging in the deep borehole of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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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YS-4 호공

     시추공 YS-4호공에서 얻어진 물리검층 결과가 Fig. 3.6.90에 제시되어 있다.

     4.3.2.1. 자연감마  자연  검층

     자연감마검층 곡선은 50 ～ 370cps의 비교  높은 분포를 보이며,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체로 80 ～ 150cps 정도로 비교  고르게 분포한다. 특히 48m, 84m, 

118m, 130m, 204m, 219m, 246 ～ 252m 구간, 262 ～ 266m 구간, 270m 부근 등에

서 나타나는 고감마 구간은 산성암맥의 입  화강암의 성분 변화에 의한 향

으로 단된다. SP곡선은 25m 까지는 차 증가하고, 이후 100m 까지 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00m 하부는 특별한 발달양상을 보인지 않으며, ±

200mV의 범 내에서 비교  일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4.3.2.2. 비 항검층

     극간격이 40cm의 짧은 이극법(Norm_16)과 깊은 가탐심도를 갖는 160cm

의 긴이극법(Norm_64) 곡선이 함께 제시되었다. Norm_16 곡선이 각 구간별 항 

분포를 비교  높은 해상도로 반 하고 있는 반면에 Nrom_64 곡선은 그 반

인 비 항 분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조사공에서 특이할 만한 은 

Norm_16곡선과  Norm_64 곡선의 분포형태는 유사하나, 체 인 발달양상을 볼 

때 Norm_16 곡선은 200m 까지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Norm_64 곡

선은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0m부터 325m 구간까지는 

Norm_16 곡선은 차 증가하나 Norm_64 곡선은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체 으로는 상호 칭 인 발달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조사공에서 특이할 만한 은 325m 하부에서는 Norm_64의 비 항값이 

격히 떨어져 Norm_16의 비 항 곡선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325m 상

부에서는 지층수의 비 항 값이 공내수의 비 항 값보다 훨씬 높았으나, 325m 하

부에서는 시추공수와 지층수의 기비 항 값이 거의 유사하게 변화한 것으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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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90. Result of the geophysical logging in the borehole Y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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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90. Result of the geophysical logging in the borehole YS-4(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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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90. Result of the geophysical logging in the borehole YS-4(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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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90. Result of the geophysical logging in the borehole YS-4(continued).

     4.3.2.3. 온도  공경 검층 

     온도곡선은 14.2 ～ 22.3℃의 분포로서 심도에 하여 비교  일정한 온도 증

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 는 나타나지 않는다. 공경곡선은 특별한 이

상 를 보이지 않으며, 23 ～ 90m 구간은 77mm의 공경을, 그리고 90 ～ 275m 까

지는 76mm의 공경을 유지한다. 275m 하부는 75mm의 공경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236m 부근에 존재하는 소규모의 확공구간은 부분 으로 연약한 암질의 

향으로 단된다. 

     4.3.2.4. 감마-감마 검층

     감마-감마 검층은 도곡선과 LDS 곡선, 그리고 HRD 곡선이 함께 제시되

었다. 도곡선은 2.15 ～ 3.56g/cc 의 범 를 가지며, 특정 경향을 보여주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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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분 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LDS  HRD 곡선은 각각 122 ～ 249cps 

와 672 ～ 798cps의 범 를 보이나, 두 곡선은 거의 동일한 발달경향을 보여 다. 

체 구간  HRD 곡선이 특히 작은 값을 보이는 210 ～ 215m 구간은 입암맥의 

향으로 해석된다.

    4.4. 결 론

     자연감마검층 곡선은 YS-2호공은 50 ～ 150cps, YS-4호공은 50 ～ 370cps의 

범 를 보여 다. YS-2호공에 비하여 YS-4호공의 자연감마가 더 분산되어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감마검층 곡선에서 부분 으로 나타나는 고감마 구간

은 산성암맥의 입  화강암의 부분 인 성분변화에 의한 향으로 단된다. 

SP 검층 곡선은 짧은 이극법(Norm_16)에 체로 칭 으로 나타나며, ±200mV

의 범 안에서 비교  일정한 분포를 보인다.

     비 항검층 결과 Norm_16곡선과 Norm_64곡선의 분포 형태는 유사하게 나

타났다. 특이할 만한 은 YS-2호공에서 165m 하부에서 Norm_64의 비 항값이 

Norm_16의 비 항치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YS-4호공에서는 200m부터 Norm_64

값이 차 값소하다 325m부터 격히 떨어져 Norm_16의 비 항값과 유사해진다. 

이는 상부에서는 시추공수에 비하여 지층수의 기비 항이 높은 값임을 나타내

고, 하부에서는 시추공수와 지층수의 기 비 항 값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시사한다. 

     온도검층 결과 본 조사공에서는 모두 일정한 온도 증가율을 보이며, 특별한 

이상 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YS-2호공의 지온 증가율은 1.23°

/100m 로, YS-4호공의 지온 증가율은 2.31°/100m 로 각각 나타나 YS-4호공의 

지온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검층 결과 본 조사지역의 도는 1.97 ～ 3.56g/cc의 범 를 가지며, 부분

으로 변화하기는 하나 체 으로 특정한 경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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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내 Suspension PS 검층

    5.1. 서 론

     지반에 한 내진설계에 있어서 지진발생과 같은 동  조건하에서 지반의 

동  거동 해석은 필수 이며, 이를 해서는 동 단계수(Gd), 동탄성계수(Ed), 동

포아슨비(υ) 등과 같은 지반의 동  물성치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지진응답해

석에 필요한 동  지반물성은 장 탐사시험 는 장 불교란 시료에 한 동  

실내시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본 Suspension PS 검층법(Suspension PS Logging Test)은 시추공을 상

으로 실시되는 장 탐사 시험방법으로 발진원과 수진기가 일체화된 탐 (Probe)

을 공내에 삽입하여 상향시켜 가며 공내에서 발진과 수진을 실시, 각 지층별 P

(Compressional wave), S (Shear wave) 속도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때 측정된 

각 지층별 는 심도별 P , S  속도 값은 지층의 동  물성치 산정에 이용된다.

     이 시험은 장비 특성상 발진원과 수진 이 단거리로 일체화되어 탐사 심도

별로 같이 이동시켜가며 시험이 실시된다. 따라서 시추공을 상으로 하는 여타 

탄성  탐사 방법인 Downhole Test, Uphole Test 등이 갖고 있는 탄성  탐사 

심도가 깊어짐에 따른 발진원과 수진 의 멀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성  수진 

불량 문제가 없으며, Crosshole Test에 비해서는 하나의 시추공에서 탐사가 수행

됨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 이 있다.

     특히 이 시험은 다층 지반에서의 지층별 탄성 속도 측정에 효과 이며, 일

본에서는 연약 지반층에 한 동  물성치 측정을 한 장 탐사법으로 리 이

용되고 있다.

    5.2. 연구방법

     5.2.1. 장비  시험방법

     Suspension PS 검층 장비의 제원  구성은 Table 3.6.40, Fig. 3.6.91, 3.6.9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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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40. Description of the Suspension PS logger.
장     비     명 모델명  제원 비  고

Main body &

Accesory

Suspension PS Logger MODEL - 3660A 일본 OYO Co.

Suspension PS Logger Probe MODEL - 3302A 일본 OYO Co.

Thermal Printer DPU - 5000Ⅱ 일본 Seiko Co.

RG Logging Winch 500 meter Series 국 Robertson 사

Probe

Geophone
Upper Geophone 

/ Lower Geophone

Filter Tube 1m / 2m

H-S Wave Source

Driver

Weight / Battery case

Fig. 3.6.91. Photograph of the suspension PS 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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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92. Schematic diagram of the suspension PS Logger .

     본 탐사 장비는 를 수진하는 수진기 성분에 따라 수평 성분은 Geophone

을, 수직 성분은 Hydrophone을 사용하므로 지하수  하부 지반에 해서 탐사가 

가능하며, 따라서 우선 탐사공에 한 지하수  심도 확인 후 탐사지   구간의 

설정이 선행된다. 탐사 지   구간을 설정 후 Main Body와 Probe를 연결하고 

Probe를 탐사공 내에 삽입하여 상향시켜 가며 일정 간격으로 발진과 수진을 실시

하며 시험을 수행한다.

     이때 각 심도별 실시된 시험결과인 수진된 의 도달속도, 형 등의 측정자

료들은 본체의 Data Logger에 입력 장되고 필요시 모니터상으로 는 기록지

로도 재출력하여 사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 지 의 시험을 수행하여 

탐사 종료지 까지 반복한다.



- 528 -

     이상의 본 시험 수행과정에 한 흐름도는 Fig. 3.6.93과 같다. 

Probe 연결

Probe 삽입

탐사공 선정

탐사 비

측정 심도에 Probe Setting

발  진

탄성  속도 산출

OK

No
형검토

지하수  확인

동 단계수 산출

동탄성계수 산출

탐사구간 선정

시추 주상도

코아 시료

동체 계수 산출

Fig. 3.6.93. Flow chart of the suspension PS Logging test.

     5.2.2. 자료의 획득  처리

     5.2.2.1. 지반 단 속도의 경험  추정방법

     지반의 탄성  속도는 지층의 토질 종류  조성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기 때문에, 따라서 탄성  속도와 지반의 조성상태를 나타내는 장 원 치 시험 

결과를 상호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특히 토질조사시 장의 

표  원 치 시험방법  하나인 표 입시험의 결과와 연계하여 표 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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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N)와 지반의 단  속도(Vs)와의 상 계에 해 많은 연구 분석이 있어 왔

으며, 이를 토 로 많은 경험  산정공식이 재 제안되고 있다(3-6-10, 3-6-16, 

3-6-21, 3-6-22, 3-6-23, 3-6-24, 3-6-25). 이러한 N치를 이용한 지반 토질별 단

 속도(Vs) 추정식을 정리하면 Table 3.6.41와 같으며, 이들 계를 그래 로 도시

하여 나타내면 Fig. 3.6.94와 같다.

     통상의 토질 조성상태를 구분하는 표 입시험의 최  경계 값이 되는 N치 

50회를 기 으로 50회 이하의 토질 지반에 한 토질종류  조성상태별 일반

인 단  속도(Vs) 범 를 경험  추정식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토 지반의 단  속도는 연약 지층(soft, N<4)의 경우 125 ～ 190m/sec, 

간 연약(medium soft, N=4～8) 지층의 경우 125～230m/sec, 견고(stiff, N=8～

15)한 지층의 경우 150 ～280m/sec, 매우 견고(very stiff, N=15～30)한 지층의 경

우 180～350m/sec, 단단한(hard, N>30) 지층의 경우 최소한 230 ～ 350m/sec 이상

의 값을 보이고 있다.

Table 3.6.41. Empirical equation of the velocity of ground shearing wave(Vs).
제안자

토  질  종  류

성토 사질토

今井,吉村(1970) ∙Vs = 76‧N0.33

太田,後藤

(1978)

∙Vs = 69 ‧N0.17∙D∙E∙F

    D : 심도(m)

    E = 1.0(충 세)

      = 1.3(홍 세)

    F = 1.0

 ∙Vs = 69 ‧N0.17∙D∙E∙F

     D : 심도(m)

      E = 1.0(충 세),1.3(홍 세)

      F = 1.09(세립모래층)

        = 1.07( 간 모래층)

        = 1.14(조립질모래층)

        = 1.15(자갈섞인 모래)

        = 1.4(모래자갈층)

Imai(1982) ∙Vs = 97.0‧N0.314

岡本(1989) ∙Vs = 125‧N0.3 ∙

大場,鳥海 (1990) ∙Vs = 84‧N0.31 ∙

今井(1997)

∙Vs = a‧Nb

     a = 102, b = 0.29(충 토) 

     a = 114, b = 0.29(홍 토)

∙Vs = a‧Nb

     a = 81, b = 0.33(충 사) 

     a = 97, b = 0.32(홍 사)

․ Vs : (m/sec)

․ 社團法人 地盤工學 , “Manual for Zonation on Seismic Geotechnical Hazards", p.28, 1998

․ 社團法人 地盤工學 , "N치와 c∙Φ의 활용법“, p.102, 1998

․ PORT AND HARBOUR RESEARCH INSTITUTE EDITOR, "Handbook on liquefaction 

remediation of reclaimed land", p.6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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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Vs 계도표 ( 성토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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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今井,吉村(1970) : Vs = 76‧N0.33    (2) Imai(1982) : Vs = 97.0‧N0.314

                       (3) 岡本(1989) : Vs = 125‧N0.3        (4) 大場,鳥海(1990) : Vs = 84‧N0.31

                       (5) 今井(1997) : Vs = a‧Nb    a = 102, b = 0.29(충 토) 

                       (6) 今井(1997) : Vs = a‧Nb    a = 114, b = 0.29(홍 토)

◂N - Vs 계도표 (사질토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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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今井,吉村(1970) : Vs = 76‧N
0.33   

 (2) Imai(1982) : Vs = 97.0‧N
0.314

    (3) 今井(1997) : Vs = a‧Nb    a =  81, b = 0.33(충 사) 

             (4) 今井(1997) : Vs = a‧Nb    a = 114, b = 0.29(홍 사)

Fig. 3.6.94. Relation between N and Vs in each ground soi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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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질토 지반의 단  속도는 느슨한(loose, N<10) 지층의 경우 160 ～

200m/sec, 간 조 한(medium dense, N=10～30) 지층의 경우 160 ～ 290m/sec, 

조 한(dense, N=30-50) 지층의 경우 230 ～ 340m/sec, 매우 조 한(very dense, 

N>50) 조성상태를 갖는 지층의 경우는 최소한 275 ～ 340m/sec 이상의 속도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3.6.41에서 볼 수 있는 경험식들은 많은 장 탐사시험 결과를 토 로 

회귀분석식을 통하여 제안된 식으로(Imai(1982)식의 경우 1,654개의 측정 자료들

에 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험식임(3-6-10)) 다소의 분산은 있으나 실측결과를 

근거로 제시된 것이라는 에서 용에 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장 여건상 탐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가장 일반 으로 수행되고 

있는 원 치 시험인 표 입시험 결과만으로도 신속하게 비교  신뢰성 있는 지

반의 단  속도 값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5.2.2.2. 지반동 물성치 산정

     Suspension PS 검층 시험을 통해 측정된 탄성  속도  단  속도(Vs) 

값을 이용하여 해당 지층에 한 동 단계수(Gd), 동탄성계수(Ed), 동체 계수

(Kd) 등의 동  물성치를 다음 식으로 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동 단계수  ; Gd  =  ρ⋅ Vs
2

- 동탄성계수  ; Ed  =  2Gd⋅(1 ＋ ν)

- 동체 계수  ; Kd = Ed / 3 ( 1-2 ν )

여기서, ρ = γ/g, γ = 단 량, g = 9.81m/sec

     상기 산정식을 용하기 해서는 탐사 지층에 한 단  속도(Vs)와 함

께 기본 물성치로써 단 량(γ), 포아슨비(ν)가 필요한데, 일반 인 토질종류  

조성 상태별 단 량(γ), 포아슨비(ν)의 범 를 정리하면 Table 3.6.42과 3.6.43와 

같다(3-6-5, 3-6-15, 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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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42. Range of the poisson's ratio(ν) in each condition of composition and soil types.
Soil Type

Poisson's  ration(ν)

Range (1) Range (2)

Soft  clay

0.4  ～  0.5 0.2  ～  0.5Medium  clay

Stiff  clay

Loose 0.1  ～  0.3 ․

Silt 0.3  ～  0.35 ․

Fine sand

Loose ․ ․

Medium dense 0.25 ․

Dense ․ ․

Sand

Loose 0.2  ～  0.35 0.2  ～  0.4

Medium dense ․ 0.25  ～  0.4

Dense 0.3  ～  0.4 0.3  ～  0.45

Silty  sand ․ 0.2  ～  0.4

Sand  and  gravel ․ 0.15  ～  0.35

(1) Roy E. Hunt, "Geotechnical Engineering Techniques and Practices", Mc graw Hill, P.134, 1986
(2) Braja M Das, "Principles of Foundation Engineering", Pws Pub. Co.,3rd Edition, P.179, 1995

Table 3.6.43. Range of the weight density(γ) in each condition of composition and
soil types.

Cohesionless Soils Cohesive and Organic Soils

Soil γ (t/m3) Soil γ (t/m3)

Loose gravel with low sand content 1.6 ～ 1.9 Soft plastic clay 1.6 ～ 1.9

Medium dense gravel with low sand content 1.8 ～ 2.0 Firm plastic clay 1.75 ～ 2.0

Dense to very dense gravel with low sand 

content
1.9 ～ 2.1 Stiff plastic clay 1.8 ～ 2.1

Loose well-graded sandy gravel 1.8 ～ 2.0 Soft Slightly plastic clay 1.7 ～ 2.0

Medium dense well-graded sandy gravel 1.9 ～ 2.1 Firm Slightly plastic clay 1.8 ～ 2.1

Dense well-graded sandy gravel 2.0 ～ 2.2 Stiff Slightly plastic clay 2.1 ～ 2.2

Loose clayey sandy gravel 1.8 ～ 2.0 Stiff to very stiff clay 2.0 ～ 2.3

Medium dense clayey sandy gravel 1.9 ～ 2.1 Organic clay 1.4 ～ 1.7

Dense to very dense clayey sand gravel 2.1 ～ 2.2 Peat 1.05 ～ 1.40

Loose coarse to fine sand 1.7 ～ 2.0

Medium dense coarse to fine sand 2.0 ～ 2.1

Dense to very dense coarse to fine sand 2.1 ～ 2.2

Loose fine and silty sand 1.5 ～ 1.7

Medium dense fine and silty sand 1.7 ～ 1.9

Dense to very dense fine and silt sand 1.9 ～ 2.1

․M. J. Tomlison, "Pile design and construction practice", A View Point Pub., 3rd edition, p.40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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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연구결과

     5.3.1. YS-2호공

     Suspension PS 검층으로 측정된 YS-2호공의 심도별 탄성  속도(Vp, Vs)

와 단 (Vs) 속도를 이용하여 지반 동  물성치를 계산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6.44  Fig. 3.6.95와 같다. 탄성  속도 측정 결과 P 의 속도는 약 

5,000～5,880m/sec, S 는 2,380～3,330m/sec의 범  값을 보인다. 심도에 따른 탄

성  속도(Vp, Vs)는 특정한 경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나 GL.-110m 하부에서는 비

교  일정한 탄성  속도를 보이고 있다. 

     5.3.2. YS-4호공

     Suspension PS 검층으로 측정된 YS-4호공의 심도별 탄성  속도(Vp, Vs)

와 단 (Vs) 속도를 이용하여 지반 동  물성치를 계산한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6.45과 Fig. 3.6.96과 같다. 탄성  속도 측정 결과 P 의 속도는 약 3,22

0～5,880m/sec, S 는 1,880～3,330m/sec의 범  값을 보인다. GL. -40m 까지는 

체 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나, 그 하부는 비교  균일한 분포경향

을 보인다. 특히 GL.-110m 하부에서는 거의 일정한 탄성  속도를 보이고 있다.

    5.5. 결 론

     조사공에 한 탄성  속도 측정 결과 P 의 속도는 YS-2호공에서 약 

5,000 ～ 5,880m/sec, YS-4호공에서는 약 3,220 ～ 5,880m/sec의 범 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S 의 속도는 YS-2호공에서 2,380 ～ 3,330m/sec, YS-4호공에서는 

1,880 ～ 3,330m/sec의 범  값을 보인다. 

     YS-4호공에는 GL.-40m까지 탄성  속도(Vp, Vs)가 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리의 발달  풍화의 향으로 단된다. 그러나 YS-4호공의 

GL.-20 ～ -40m 구간을 제외하면 특정한 분포 경향을 보여주지 않으며, 체로 

Vp는 5,000m/sec 이상, Vs는 2,500m/sec 이상의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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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44. Velocity of an elasticity wave and dynamic values in the
borehole YS-2.

Depth Vp Vs 동탄성계수 동전단계수 동체적계수 단위중량 포아송비

(GL.-m) (m/sec) (m/sec) (tonf/m²) (tonf/m²) (tonf/m²) (tonf/m 3 ) ( υ)

20.0 5556 2778 5.67E+06 2.13E+06 5.67E+06 2.7 0.33

25.0 5263 2703 5.32E+06 2.01E+06 4.95E+06 2.7 0.32

30.0 5263 2632 5.09E+06 1.91E+06 5.09E+06 2.7 0.33

35.0 5263 2564 4.87E+06 1.81E+06 5.22E+06 2.7 0.34

40.0 5400 3030 6.43E+06 2.53E+06 4.66E+06 2.7 0.27

45.0 5263 2632 5.09E+06 1.91E+06 5.09E+06 2.7 0.33

50.0 5263 2500 4.66E+06 1.72E+06 5.34E+06 2.7 0.35

55.0 5000 2381 4.23E+06 1.56E+06 4.81E+06 2.7 0.35

60.0 5263 2564 4.87E+06 1.81E+06 5.22E+06 2.7 0.34

65.0 5131 2564 4.83E+06 1.81E+06 4.84E+06 2.7 0.33

70.0 5420 2941 6.15E+06 2.38E+06 4.92E+06 2.7 0.29

75.0 5263 2632 5.09E+06 1.91E+06 5.09E+06 2.7 0.33

80.0 5410 2941 6.15E+06 2.38E+06 4.89E+06 2.7 0.29

85.0 5130 2778 5.50E+06 2.13E+06 4.42E+06 2.7 0.29

90.0 5420 2857 5.88E+06 2.25E+06 5.10E+06 2.7 0.31

95.0 5250 2632 5.08E+06 1.91E+06 5.05E+06 2.7 0.33

100.0 5100 2381 4.25E+06 1.56E+06 5.08E+06 2.7 0.36

105.0 5000 2778 5.43E+06 2.13E+06 4.05E+06 2.7 0.28

110.0 5882 3333 7.73E+06 3.06E+06 5.45E+06 2.7 0.26

115.0 5556 2941 6.22E+06 2.38E+06 5.33E+06 2.7 0.31

120.0 5556 3125 6.83E+06 2.69E+06 4.92E+06 2.7 0.27

125.0 5556 3125 6.83E+06 2.69E+06 4.92E+06 2.7 0.27

130.0 5600 3030 6.54E+06 2.53E+06 5.27E+06 2.7 0.29

135.0 5556 3030 6.52E+06 2.53E+06 5.13E+06 2.7 0.29

140.0 5556 2857 5.94E+06 2.25E+06 5.51E+06 2.7 0.32

145.0 5882 2941 6.35E+06 2.38E+06 6.35E+06 2.7 0.33

150.0 5556 2857 5.94E+06 2.25E+06 5.51E+06 2.7 0.32

155.0 5556 2941 6.22E+06 2.38E+06 5.33E+06 2.7 0.31

160.0 5556 2941 6.22E+06 2.38E+06 5.33E+06 2.7 0.31

165.0 5556 3030 6.52E+06 2.53E+06 5.13E+06 2.7 0.29

170.0 5445 3090 6.64E+06 2.63E+06 4.66E+06 2.7 0.26

175.0 5400 2857 5.87E+06 2.25E+06 5.04E+06 2.7 0.31

180.0 5445 2941 6.17E+06 2.38E+06 4.99E+06 2.7 0.29

185.0 5445 2990 6.33E+06 2.46E+06 4.88E+06 2.7 0.28

190.0 5445 2941 6.17E+06 2.38E+06 4.99E+06 2.7 0.29

195.0 5556 3125 6.83E+06 2.69E+06 4.92E+06 2.7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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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도별 탄성  속도(Vp, Vs)

Depth-Velocity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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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도별 지반 동  물성치

Depth-Dynamic Parame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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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95. Velocity of an elasticity wave and dynamic values of a ground with 
depth in the borehole Y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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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45. Velocity of an elasticity wave and dynamic values in the
borehole YS-4.

Depth Vp Vs 동탄성계수 동전단계수 동체적계수 단위중량 포아송비

(GL.-m) (m/sec) (m/sec) (tonf/m²) (tonf/m²) (tonf/m²) (tonf/m 3 ) ( υ)

20.0 3226 1887 2.43E+06 9.81E+05 1.56E+06 2.7 0.24

25.0 4167 2341 3.83E+06 1.51E+06 2.77E+06 2.7 0.27

30.0 3849 2439 3.82E+06 1.64E+06 1.90E+06 2.7 0.16

35.0 4762 2703 5.08E+06 2.01E+06 3.56E+06 2.7 0.26

40.0 4762 2857 5.48E+06 2.25E+06 3.25E+06 2.7 0.22

45.0 5263 2857 5.81E+06 2.25E+06 4.63E+06 2.7 0.29

50.0 5263 2778 5.56E+06 2.13E+06 4.80E+06 2.7 0.31

55.0 5263 2857 5.81E+06 2.25E+06 4.63E+06 2.7 0.29

60.0 5000 2857 5.66E+06 2.25E+06 3.89E+06 2.7 0.26

65.0 5263 2941 6.07E+06 2.38E+06 4.45E+06 2.7 0.27

70.0 5263 2857 5.81E+06 2.25E+06 4.63E+06 2.7 0.29

75.0 5556 3125 6.83E+06 2.69E+06 4.92E+06 2.7 0.27

80.0 5263 2857 5.81E+06 2.25E+06 4.63E+06 2.7 0.29

85.0 5882 3333 7.73E+06 3.06E+06 5.45E+06 2.7 0.26

90.0 5263 3226 6.88E+06 2.87E+06 3.81E+06 2.7 0.20

95.0 5263 3125 6.61E+06 2.69E+06 4.04E+06 2.7 0.23

100.0 5556 2857 5.94E+06 2.25E+06 5.51E+06 2.7 0.32

105.0 5556 2703 5.41E+06 2.01E+06 5.82E+06 2.7 0.34

110.0 5556 2778 5.67E+06 2.13E+06 5.67E+06 2.7 0.33

115.0 5263 2778 5.56E+06 2.13E+06 4.80E+06 2.7 0.31

120.0 5263 2857 5.81E+06 2.25E+06 4.63E+06 2.7 0.29

125.0 5263 2857 5.81E+06 2.25E+06 4.63E+06 2.7 0.29

130.0 5263 2778 5.56E+06 2.13E+06 4.80E+06 2.7 0.31

135.0 5263 2857 5.81E+06 2.25E+06 4.63E+06 2.7 0.29

140.0 5263 2778 5.56E+06 2.13E+06 4.80E+06 2.7 0.31

145.0 5263 2703 5.32E+06 2.01E+06 4.95E+06 2.7 0.32

150.0 5263 2941 6.07E+06 2.38E+06 4.45E+06 2.7 0.27

155.0 5263 3030 6.33E+06 2.53E+06 4.26E+06 2.7 0.25

160.0 5263 2941 6.07E+06 2.38E+06 4.45E+06 2.7 0.27

165.0 5263 2847 5.78E+06 2.23E+06 4.65E+06 2.7 0.29

170.0 5263 2941 6.07E+06 2.38E+06 4.45E+06 2.7 0.27

175.0 5263 2941 6.07E+06 2.38E+06 4.45E+06 2.7 0.27

180.0 5130 2857 5.74E+06 2.25E+06 4.25E+06 2.7 0.28

185.0 5263 2857 5.81E+06 2.25E+06 4.63E+06 2.7 0.29

190.0 5263 2778 5.56E+06 2.13E+06 4.80E+06 2.7 0.31

195.0 5263 2857 5.81E+06 2.25E+06 4.63E+06 2.7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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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심도별 탄성  속도(Vp, Vs)

Depth-Velocity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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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심도별 지반 동  물성치

Depth-Dynamic Paramet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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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6.96. Velocity of an elasticity wave and  dynamic values of a ground with 
depth in the borehole Y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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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처분지질환경 종합분석  정의

   1. 지질환경 요건 검토

    1.1. 요건의 구성

     고 폐기물 심부처분장의 지질학  요건은 처분 폐기물의 격리, 이동 지 

 지연 등의 기능을 가지고, 핵종의 생태계에 출 시 충분한 안  기 을 만족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 모암의 제반 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이 조건들은 처분장 부

지선정을 한 후보부지의 평가단계에서 정 지역․부지를 선별할 수 있는 기본 

인자가 된다. 한, 이들 조건들의 정량․정성  지침들은 시스템의 설계, 안 성

평가  건설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들 요소들은 처분 상 모암의 요건과 련하여 필수 조건(requirements) 

 선호 조건(preferences)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장기  안 성(long-term 

safety), 건설효율성(constructructability), 산업기반 요소(industrial establishment) 

 사회  여건(social aspects) 등으로 구성된다(3-7-5).

• Requirements: absolute conditions, (un)suitable (필수 조건)

• Preferences: advantages, larger safety margin (선호 조건)

     여기서, 필수 조건은 처분장이 반드시 만족하여야 할 인 조건으로서, 

부지확보 과정을 통해서 규정하고 정의되어야 하는 실제 인 조건이다. 만약, 

이들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부지는 부 한(unsuitable) 부지로 간주

된다. 이에 비해서, 선호 조건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요건은 아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들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처분장 조건이 된다. 이

들 선호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안 성 측면에서 상당한 여유(margin)가 발생하

며, 건설과정의 단순화,  환경 향  경제성 등과 같은 장 으로 기 할 수 있

다. 처분장의 장기 인 안 성 확보 측면에서 상기 조건들의 구분은 매우 요한 

사안이다. 필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처분장은 후보부지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만, 부분의 요소들은 가 치를 가지는 장․단 으로 평가되어 처분 모암의 

상 인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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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조건과 선호 조건에 속하는 항목의 그룹들은 크게 처분모암(hostrock), 

산업기반(industrial establishment)  인문사회  여건(social aspects) 등으로 분

류된다(Table 3.7.1). 각각의 항목 그룹들은 모두 2 ～ 5가지 요건/조건

(requirements / preferences)로 구분되며, 이들은 다시 2 ～ 5가지의 다양한 인자 /

요소(parameters / factors)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한편, 2단계 목표인 지질학  

불안정지역 요건을 도출하기 해서는 세 가지 항목그룹들  처분모암에 한 

내용을 심으로 집  검토하기로 한다. 나머지 두 가지 항목인 산업기반  인문

사회  여건은 상업 처분사업 단계에서 처분장 치기  는 부지선정기 에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처분모암과 련되는 정요소들은 분야의 문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크게 5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 암석조성  구조지질(rock composition and structure)

• 지하수 조성(groundwater composition)

• 모암 내에서 핵종이동 시 지능(retardation in the transport of radionuclides 

through the bedrock)

• 조사 용이성(investigability)

• 공동건설  작업환경(rock construction and working environment)

    1.2. 요건의 종류  내용

     1.2.1. 암석조성  구조지질학  요소 

     1.2.1.1. 암종

     필수 조건으로 분류되며, 처분장 역 는 지하 수 백 미터 심도에서 물채

취에 한 경제 ․ 략  타당성이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물자원이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부지선별․평가  선정과정에서 비 있게 고려되어야 할 요건

이다. 즉,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잠재  상과 불균질성 혹은 부 한 모암(unusual 

bedrock)을 제외한다면 이 요건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처분장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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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1. Requirements and preferences regarding to the suitabilities of a 

repository(modified from the SKB TR-01-03).

Group Requirements/Preferences Parameter/Factor

Bedrock

 rock composition and 

structure

- rock type

- structures

- thermal properties

 groundwater composition

- oxygen

- salinity

- other chemical properties

 retardation in the transport 

of radionuclides through the 

bedrock

- hydraulic conductivity

- hydraulic gradient

- flow rate

- properties of the rock matrix

 investigability
- soil cover 

- homogeneity

 rock construction and 

working environment

- stability in rock facilities

- water bearing zones

- radon

Industrial 

establishment

 industrial establishment

- existing industrial land 

- geotechnical characteristics of site

- protected land and competing interests 

- environmental impact during site 

investigations, construction and 

operation, land ownership

 transportation

- existing transport routes

- traffic connections

- safety and accidents

- environmental impact

- accessibility

Social 

aspects

 community resources

- access to labour in the locality or 

region

- business community, industry, 

suppliers

- public services, education

 social aspect

- national support

- stable technical and scientific 

foundation

- broad consultation and open discussion

- voluntary participation by concerned 

municipalities

- local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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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물채취 등을 해 인 인 침입에 의한 험성을 방지하기 한 요건이다.

     선호조건으로서, 유용한 산업재료/ 물의 산출이 없는 일반 인 암종 분포지

역이 해당된다. 타당성검토  부지특성조사 단계 이후에 일반 인 암종의 선호조

건인 암석역학  수리지질학으로부터 간  필수 조건/선호 조건으로 검토될 

것이다. 특히, 부지특성조사 단계에서 지시자로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처분장의 

국지 인 수용시, 상배태 물질의 확장분포 산상이 규명될 경우 처분부지로서 부

합하다. 

     유용 상이 없는 것으로 단되는 지역. 모든 정보는 필수 조건과 선호 조

건을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모암 지층의 지사(history of geology)

는 인자로서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안 성평가그룹에서 부지모델링그룹으로 재

입력은 보고서 내에서 기본지침으로서의 증거보다 더 강화된 안과제로 요구될 

수도 있다.

     1.2.1.2. 소성 단

     필수 조건으로 분류되며, 이 단 의 물성이 주변 암반의 그것과 비교해서 

유사하다는 특성을 나타내지 못할 경우, 역 소성 단 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

러나, 심지층처분장으로 한 역 소성 단  인근의 tectonic lens들은 수용 

가능하다. 이러한 단  내부에 맥암과 같은 역학 강도의 감소를 수반하는 단열

류체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인자이다.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충분한 처분장 체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기 확인 역 

소성 단 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한, 부지특성조사 단계에서, 

정상 인 방법으로 처분장을 배치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조사자료에 의거 배치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처분시스템이 상당한 부분으로 분리․이격되어

야 할 경우, 다른 지역에 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1.2.1.3. 단열

     필수 조건으로 분류된다. 처분터 과 캐니스터 처분공은 역 혹은 국지  

주단열 를 통과하지 않거나, 는 무 가까이에 치하지 않아야 한다. 주 단열

까지의 확보유지 거리는 단계 인 부지조사와 설계과정의 종합분석 업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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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그러나, 실제 거리는 부지 고유성 기능  분석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캐니스터 처분공들은 확인된 국지 인 소규모 단열 와 교차하지 않아야 한다. 

     선호조건으로 고려되는 지침으로는, 단열  국지  소규모 단열 의 분포

도(면 /부피)가 낮은 수치를 보이는 지역이 선호된다.

     일반 으로, 단열( )는 높은 수리 도도를 보이며, 주변 모암분포 역에 비

해서 낮은 강도특성을 갖는다. 역학 인 측면에서 향후 소규모 단열  보다 규

모 단열 에서 큰 변형특성을 상할 수 있다. 양호한 암질과 투수성특성의 분

포면 이 넓을 경우 처분장 배치계획이 용이하게 된다. 

     타당성검토 단계 이후, 기 지침으로서 후속 인 검토를 한 지역을 선정하

므로써, 심지층처분장은 타당성검토에서 확인된 단열 와 련한 양호한 여유를 

가지는 치에 배치될 수 있다. 만약, 정상 인 방법으로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지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부지특성조사 단계 이후, 확인된 역  국지  주단열 까지의 바람직한 

거리는 부지 고유성 정보에 의해 서만 결정 가능하다. 그러나, 비 검토단계에서 

소규모 국지단열 까지는 수 십 미터 그리고, 역단열 는 최소한 100m는 이격 

거리를 유지시키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만약, 소성 단 , 국지  소규모 단열  

혹은 역단열 와 련하여 처분장이 상당한 많은 부분으로 분리 배치되는 등 

비정상 인 방법으로 계획될 경우, 이러한 부지는 심지층처분장으로서 부 하

다. 국지 단열 까지의 최소거리는 처분시스템의 공학  기술로부터 보다 많은 확

실한 검토 후에 추정 가능하다. 그러나, 변형 의 심도 치는 무 불확실하여 

배치계획은 비검토 단계에서조차 결정이 불가능하고, 기술  비 단에 의해 

처분장의 비 정배치에 의해 달성가능하다. 

     참고로, 안 성평가그룹은 계획된 처분장 체  내의 변형 에서 훨씬 더 높

은 신뢰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처분시스템의 공학  기술로 처분장이 모암체  

내에 배치 가능함을 보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를 들어서 역학․수리 분석

에 한 기재 내용은 기본사항으로 포함된다. 이들 분석에 한 신뢰도는 기재 내

용에서 신뢰성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안 성평가그룹은 상이한 안  상이

한 안 성 연 성을 가지는지를 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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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특성평가 후에, 추가 조사공  가능한 한 많은 지표 지구물리탐사의 필

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신뢰도의 증명이 필요한 부문은 부지모델링 그룹과 부

지조사 그룹 사이의 토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1.2.1.4. 암석의 열 특성

     가) 처분장 암반 온도

     지열경사가 높은 잠재 인 지열자원 개발지역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 상심

도에서 기온도의 선호조건은 25℃ 이하의 조건을 추천하고 있다(3-7-5). 이 

인자는 캐니스터 표면에서 최  온도를 제한하기 한 처분장의 설계에 

향을 미친다. 만약, 선호조건이 충족되면 처분장의 형태는 보다 단순화된다.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규모 잠재  지열자원 부존 지역으로 평가된 지역 

제외하여야 한다. 만약, 기온도 최  선호조건 온도를 과하는 경우, 조사

상지역 면 의 규모를 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는, 타당성검토 단계와 같이, 기온도가 최  선호조건 

온도보다 상회하는 경우, 처분장 배치계획의 결정에 신 히 고려하여야 한다. 

선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것에 한 우려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나) 열 도도  열류량

     필수 조건은 아니며, 선호 조건으로 분류되며, 양호한 열 도도는 선호조건

으로서 처분장 크기  배치에 향 요소로 작용한다. 즉, 바람직한 열 도

도 λ는 2.5 Wm-1K-1 보다 큰 환경이 선호된다(3-7-5).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열 도도가 선호조건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 

처분장 크기는 검토단계에서부터 향을 받는다.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 암

종  열 도도에 한 세부 인 지식은 처분장 배치계획에 용되어야 한

다. 그러나, 열 도도가 선호조건 이하로서 불량한( 험) 수 일 경우에 한하

여 열 도도는 고려 상이다(＜2.5 Wm-1K-1).

     련 정보는 1 차 으로 처분장시스템 공학에 필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안

성평가그룹은 정량 인 온도계산에 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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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실제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 단순한 온도모델은 유용할 것으로 

단된다. 

     다) 열팽창계수

     선호조건으로서, 국내 연구 상 암종의 일반 인 물성치 범 와 지나친 불균

질성 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웨덴의 모암의 열팽창계수의 일반 인 분

포특성은 10-6～10-5/K 범 에 속한다(3-7-5).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특별한 련 지침은 없으며,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 

불균질성이 높을 경우, 개략 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균질성의 평가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처분공의 선정은 처분장 건설 기간 에 이루어진

다. 하지만, 열팽창특성 자체는 문제 이 되지 않고, 정량 인 측을 허용하

는 업무에 더 유용하게 용된다.

     불균질성 자료정보의 확보  암종별 상이한 열팽창계수의 필요성 여부가 

주안 이다. 시료채취 없이 이 특성의 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만약, 상이한 

암종 사이의 변화 간격이 문제를 야기할 경우, 안 성평가그룹은 계산에 의

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종별 공간 인 변화에 한 

보다 가정  기재내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1.2.2. 지하수 조성

     1.2.2.1. 산소

     처분장  주변 암반 내에서 지하수의 용존산소(dissolved oxygen) 농도는 

필수 조건으로서, 처분심도에서 무산소 조건이 요구된다(3-7-5). 지하수 내의 용

존산소 성분은 캐니스터의 부식을 야기한다. 무산소 조건의 상은 지하수 조성이 

음의 Eh, Fe2+ 혹은 sulphide의 출 으로 입증 가능하다.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취득 가능 기 /자료는 없으나, 충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으로 단된다.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 

어도 Eh, Fe2+  HS 의 한 인자가 만족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 이나 의문

사항이 없이 필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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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염도

     총고용체(TDS: total dissolved solids)로 표시할 수도 있으며, 필수 조건으로

서 TDS<100g/l 조건이 요구된다(3-7-5). 필수 조건을 만족하기 해서는 높은 

염도분포 지역으로부터 원거리 이격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기 /지침은 없으며,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 처분심도

에서 품질인증 측정 TDS는 이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간혹, 제외 가능한 지역

에서 높은 수치의 TDS가 나타날 때, 이를 수용 가능하다.

     분포특성 상의 신뢰도가 높다 하더라도, TDS는 신규 조사공 내에서 자연

으로 검측․입증되어야 한다. 염도의 변화는 규모의 유동체계변화로 인해 야기

된다. 건설  운 기간에 주의

     1.2.2.3. 기타 화학조성

     일반 인 지하수의 화학조건은 선호조건으로 분류된다. 처분심도에서 불교란 

지하수의 Ph는 6～10 범 에 속하여야 한다. 

     기타 선호조건으로서 화학성분은 처분심도에서, 유기물기원탄소의 낮은 함량

이 요구되는데, [DOC]의 농도는 20mg/l이하가 바람직하며, 0.5mg/l 이하의 

colloid농도가 바람직하다. 한 고암모늄농도와 [Ca2+]+[Mg2+]>4mg/l의 Ca  

Mg 성분이 요구된다.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련 지침은 없으며, 지표수와 무 하다.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 지하 100m 이하 심도에서 6～10의 분포범 가 기 된다.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 선호조건으로 정의된 농도 수치를 벗어난 경우 주의하여야 한다. 상

으로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선호조건을 벗어나는 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 

물시료들은 일부 기 들이 더 이상 만족하지 않기 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특별한 문제 이나 의문사항 없이 필수 조건 만족하게 될 것이다. 

     1.2.3. 모암 내에서 핵종이동시 지능

     1.2.3.1. 암석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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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특성은 필수 조건으로 분류되는 인자로서, 다 방벽개념의 다른 방벽 기

능과 함께 암석의 지연인자는 SSI 규제기 에 부합하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암석 내에서 주요 핵종의 확실한 지연인자는 선호조건으로 분류되며, 이동 

지능(transport resistance)는 104m/y 보다 커야 한다.

     1.2.3.2. 수리 도도

     수리 도도는 선호조건으로 분류되는 인자로서, 낮은 수리 도도는 핵종의 

지연능력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처분공들은 역 혹은 국지 인 주단열  인

근에 배치는 불가능하다. 만약, 이 역이 주변 암반의 수리 도도 보다 크게 왜

곡 상이 없는 경우 외가 인정된다. 만약, 처분 역의 부분이 K<10-8㎧(30m 

규모)인 경우, 큰 장 으로 작용하게 되며 종합  분석과정이 필요하다. 

     단열( )의 수리 도도(permeability for fracture zones and fractures)가 주

로 검토 상이 되므로 지질구조 항목(단열/단열 의 기하학  특성)의 내용과 깊

히 연계된다.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기 련 지침은 없으며,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 암반

에서 부분의 역이 K<10-8㎧로 해석되는 경우 즉, 안 성 여유를 만족하는 경

우 국지 인 세부 용 지침이 필요하다. 

     암반에서 K-분포특성이 기 에 부합되지만, 일부 고유동량 부분은 유동․이

송 모사결과 도출 후 결론에 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FN 결과는 분석결과에 

따라 분포 범 가 확 될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 처분장 상체 에서 암반의 기재정보에 한 신뢰성 제고; 

   • 결정론  변형 와 계통  특성 사이의 투수량계수 분포에 하여 상이한 

가설의 시험; 

   • 계통  단열군에 한 투수량계수 분포를 고려한 상이한 가설의 시험.

     만약, 이러한 분석들이 뚜렷하게 상이한 F-분포특성을 보이면("Transport"

련 부문과 연계), 부지모델링그룹  부지조사는 간섭시험 등 원 치 수리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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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야 한다. 이들 시험은 고도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1.2.3.3. 유량율

     지하수유동량(Darcy velocity on canister scale and the total fracture 

aperture)은 선호조건으로서, 낮은 유동량은 주요 핵종의 지연효과에 큰 향을 

미치며, 한 벤토나이트에 과도한 악 향이 없도록 유동량과 단열틈 크기가 작은 

상태 요구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항

상 피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유동량  작은 단열틈 크기가 처분공 규모에서 

Darcy유속의 크기는 0.01m/y 이하의 요건이 바람직하며 안 성평가에서 최종 

단이 필요하다.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으나,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는 

Darcy유속이 10m 규모에서 0.01m/y 이하인 경우가 유리하다. 안 성평가 과정에

서 최종 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1.2.3.4. 이산 련 유동인자(q, ar, arL/q, etc) 

     역시, 선호조건으로 분류되는 인자로서, 암석 내 미세공극  미세단열 안의 

정체성 유체(물) 속으로 핵종의 확산 상의 잠재력을 좌우하는 인자이다. 스웨덴

의 경우 안 성평가에서 매질확산  매질공극율이 100을 상회하지 않아야 된다

고 정의하 다(3-7-2).

     암석 매질의 물성(매질확산계수 De,  매질공극εr) 특히, 매질의 확산계수

와 공극율이 SR97(1997)에서 분석범 보다 히 낮지 않을 경우에 유리하다. 

수용 가능한 확산심도는 최소한 수cm를 과하여야 한다(3-7-4).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으나,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는 측정

치는 100회 이상이 아니어야하며, 스웨덴 결정질모암에서 일반 인 수치보다 낮은 

값이다. 그 지 않을 경우, 안 성평가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 인 자

료는 비안 성평가를 해 충족될 수 있다. 즉, 시추코아시료의 분석으로 ISI 

과정에서 이미 수행된다.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으나,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는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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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에 한 추산한 통계분포 수치가 F>104y/m로서 큰 fraction에서 유리하다. 이 

조건이 주유동경로에서 확보되면, 실제 인 지연 조건에 효과 으로 작용하게 된

다. 처분장 배치  캐니스터의 치 정 조정으로 부 한 유동경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단은 안 성평가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DFN 특성은 이들 분포특성들이 확산 상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그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상 처분장 체 의 특성기재 내용에 한 신뢰도 개선

   • 결정론   추계  단열  사이의 투수량계수 분포특성에 한 상이한 가

설의 시험

   • 추계론  단열들의 T-분포에 한 상이한 가설에 한 시험

     만약, 이들 분석결과가 F-분포와 하게 상이할 경우, 부지모델링그룹과 

부지조사는 간섭시험과 같은 수리시험으로 이들 사이에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2.3.5. 수두경사

     수두경사는 선호조건으로 분류되며, pressure levels, recharge/ discharge 

areas 등의 특성이 포함되며, 신뢰성있는 지하수유동모델 구축에 필요한 기본자료

가 된다. 만약, 처분장 심도에서 국지  수두경사가 1% 이하일 때 장 으로 작용

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낮은 상태는 장 이 되지 못한다(3-7-5).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1% 이상의 부 합한 높은 수두경사 지역은 부 합하

게 평가 될 것이며,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 기타 정보들은 신뢰성있는 모델을 구

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기  측면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는 지역 선택되어야 하며, 

경계조건에 한 보다 많은 분석/평가 업무는 건설단계  향후 경계조건이 변화

된 상태에서 지하수유동 상의 측에 있어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1.2.3.6. 유동공극  류계수

     특별히 필수 조건이나 선호 조건과 련 요소는 없다. 인자들은 흡착물질 혹

은 장반감기 비흡착성 물질의 지연작용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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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7. 도  성

     도의 차이는 수리지질모델링에 향을 미치지만, 필수조건/선호조건에 

한 근거는 없다. 

     1.2.4. 조사 용이성

     1.2.4.1. 지형

     지형인자는 모든 조사  평가부문에서 요한 기본 정보지만, 1 차  지시

자는 아니다. 타당성검토  부지조사 단계에서  수리지질 부문 내에서 가장 비  

있게 취 될 것이다. 

     1.2.4.2. 토양피복

     선호조건으로 분류되며, 얇은 토양층과 노두가 발달한 지역이 선호되며 이 

들의 분포 면 (비율)과 두께가 정량 으로 조사․분류되어야 한다. 안 성평가와 

련한 선호조건은 아니지만, 소규모 토양 피복은 변형 (deformation zone)의 특

성 규명에 있어서 지표면에서 처분장 심도에 이르는 역의 모암을 단하는데 

매우 요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으나, 부지특성평가 단계 이후에는 무

하다.

     1.2.4.3. 균질성

     모암의 균질성은 시․공간 으로 처분모암의 특성  처분장의 성능과 향

에 한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이 요소는 선호조건으로 간주된다.

     1.2.5. 공동건설  작업조건

     1.2.5.1. 공동시설의 안정성

     필수 조건으로 분류되며, 암석의 강도, 단열( )의 기하학  분포특성  

기지반응력 등은 처분장 역에서 처분터  혹은 처분공 주변의 심각한 안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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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 인 강도  변형 특성의 출 은 장 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 기지반응력

     필수 조건으로서, 신장  팽윤 혹은 기타 지나친 괴 상은 처분 역 내의 

부분 구역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능 인 사항은 부지고유 자료 

분석에 의해 입증된다. 처분장 심도에서 일반 인 선호조건이다. 일반 으로, 

70MPa 보다 훨씬 낮은 상태가 바람직하다(3-7-5).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으나,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는 건설 

/이후 터 주변의 응력조건  암반의 안정성 분석결과는 처분장 심도  

배치계획에 주로 용된다. 만약, 신장  일반 인 안정성 련 문제를 해결

할 없이 등, 정상 으로 처분장을 구 할 수 없을 경우, 그 부지는 부 하

며 포기하여야 한다. "core discing" 상을 보이는 경우 터  굴착시 암반의 

팽윤 문제에 착할 수 있다.

     추정 응력치는 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600m 이상 심도에서 불확실성은 무 커서 계획 모델의 상태에 하여 아

무런 해답을 구할 수 없다. 실제 인 기부지조사 이후에, 처분장 공학은 

역학 인 분석을 마치게될 것이다. 고도의 정 성을 갖는 응력모델은 터 건

설 측  배치계획의 최 화에 필요하다.

     나) 응력변화 측 Future loads(seismicity, glaciation) 

     타당성검토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으며, 측에 있어

서 불확실성에 련한 비교분석 근거 한 없다. 만약, 안 성평가그룹이 이

러한 기재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에 한 필요성을 개진하여야 한다. 

     다) 암석물성(intact rock: E, σ, compressive strength etc) 

     필수 조건 는 선호 조건으로 분류된다. 추가 인 팽윤 혹은 기타 여굴 상

은 처분 역 내의 부분 구역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단 암석의 강도

와 변형특성은 국내 암석의 일반 인 특성 범  내에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암반강도  변형율 등의 특성은 국내 연구 상 암반의 일반 인 조건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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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물성이 선호된다.

     타당성검토 단계에서는 상 암종에 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건을 

도출할 수도 있다. 

     부지특성평가 단계에서는 만약, 암석의 강도가 국내 일반 인 암석물성의 범

를 이탈할 경우,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단 암석의 강도는 원 치 응력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계획된 처분장 체  내에서 변형율  암반강도에 한 

보다 높은 신뢰도가 안 성평가에서 열  향과 같이 미래를 측하는데 

필요하다. 부지조사와 연계되는 암반물성의 측은 처분장 배치계획  건설 

용이성을 추정하는데 용된다. 

     건설 용이성의 측은 부지 내에서 건설재료에 한 제반 비교분석이 포함

되지만, 안 성 련한 직 인 요도는 없음. 양호한 건설용이성은 큰 장

으로 작용할 것이다.

     1.2.5.2. 지하수 류체(water bearing zones)

     가) 단열  단열

     선호조건으로 분류되며, 단열  단열 의 기하학  분포특성에 한 정보가 

요구된다. 터 의 배치/ 치는 응력조건과 단열발달 방향을 근거로 결정된

다. 큰 내부마찰각을 갖는 암반이 선호된다. 

     타당성검토 단계에서, 단열  단열 의 기하학  분포특성이 용될 것이

며, 부지특성조사․평가 단계에서 한 단열  단열 의 기하학  분포특성

을 포함하여 기능에 한 암석역학  분석이 요구된다. 

     이 자료들은 처분장시스템 구축에 주로 이용되며, DFN(discrete fracture 

network)모델은 암반의 변형율  강도를 계산하는데 입력자료로 활용 가능

하다. 이 인자들은 한, 안 성평가그룹의 역학 분석에 포함되며, 안 성평

가그룹은 역학 분석이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분석결과

가 문제 이 나타날 경우, 안 성평가그룹은 이에 한 개선 에 심을 가

져야 한다.

     나) 류체의 수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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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조건으로 분류되며, 건설단계에서 처분터 과 교차하는 단열 의 투수량

계수는 T<10-5m2/s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토 충 되어있는 상태가 선

호된다. 그 지 않은 경우, 그라우   기타 험 방지 기술을 용하여야 

한다. 변형 로 정의된 부분에 한 수치들은 주어진 기 치 이내에 존재한

다(3-7-5). 따라서, 부지는 재 에서 추가조사를 통해서 정성이 확보

될 것으로 상된다.

     단열 에 한 T-분포의 신뢰도(기하학  특성 포함)는 제한 이다. 그러나, 

처분장으로 간주되는 역 내에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있다. 터 과 교차

하는 모든 단열  특성은 건설용이성 분석을 해서 조사․제공되어야 한다.

     1.2.5.3. 라돈개스(radon)

     선호조건으로 분류되며, 종사자의 호흡기 계통의 건강 유지에 깊은 련이 

있다. 지하수 내의 농도의 라돈(Rn)  라듐(Ra) 조건이 선호되며, 암석 내에의 

우라늄(U) 물 함량이 낮은 모암이 선호된다. 

     술한 요건의 종류  내용들은 스웨덴의 장기 인 고 처분 연구 결과

로부터 정리하 으며, 이를 요약하여 Table 3.7.2.에 수록하 다. 

Table 3.7.2. Geologic conditions and preferred ranges for a repository(SKB TR 
01-03).

factor parameter requirements preferences
desired 

range

 rock 

composition 

and 

structure

-rock type ore potential o no ore

-structures

fracture(zone

)
o

plastic shear o

-thermal 

properties

conductivity o

heat capacit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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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2. Geologic conditions and preferred ranges for a repository(SKB TR 
01-03)(continued).

factor parameter requirements preferences
desired 

range

 groundwater 

composition

-oxygen

DO o ～0

Eh o negative

Fe o presence

HS presence

-salinity
TDS o 100g/ℓ이하

salinity o 35g/ℓ

-other chemical 

properties

pH o 6～10

DOC o 20mg/ℓ이하

colloid o 0.5mg/ℓ이하

ammonium o low con.

[Ca
+2
]+[Mg

+2
] o low con.

 retardation 

in the 

transport of 

radionuclides 

through the 

bedrock

-retardation resistance o o 10
4
m/y이상

-hydraulic 

conductivity
K o 10-8m/y이하

-hydraulic 

gradient
i o 1%이하

-flow rate q(Darcy) o 0.01m/y이하

-properties of 

the rock 

matrix

diffusivity o low

porosity low

 

investigability

-soil cover thin cover o

-homogeneity o homogeneous

 rock 

construction 

and working 

environment

-stability in 

rock facilities

stress

(σmax/σmin)
o stable(～1)

-water bearing 

zones

fracture zone o clay, narrow

T o 10
-8
m
2
/s이하

-radon Rn, Ra, U o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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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불안정지질환경 요건 분류안

    2.1. 요건의 구성

     불안정지질환경지역 요건이라 함은, 고 처분장의 건설  운 으로 인한 

안 성에 나쁜 향을 미치게 될 잠재 인 요소들에 하여 자국의 자연환경 특

성을 토 로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기 지침으로 설정하고 이를 처분장 치기

에도 용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한, 2단계에서 이들 요건들은 지질환경 특

성에 한 내용에 국한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의 요건들은 상용처

분사업 단계로 진입하는 처분장 후보부지 선별, 평가 과정에서 반 하여야 할 요

소들로서 이번 검토 단계에서 제외시켰다. 

     술한 요건의 종류  내용들 에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황에 비추어 

필수 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들은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하 다(Table 

3.7.3.).

•  Rock mass stability, seismicity/seismic risk 

• Geologic setting including degree of fracturing in the rock

• Hydrogeology and hydrogeological setting

• Geochemical phenomena 

    2.2. 부문별 특성

     2.2.1. Rock mass stability, seismicity/seismic risk 

     암반의 장기 인 지질안정성은, 처분장이 지질학  시간 단 에 속하는 십 

만년에서 수 백 만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질의 안정성을 측할 수 있어야 한

다. 이 부문에는 지진발생 험, 단층활동, 지반융기/침강/침식  화산활동 등에 

한 재발 빈도를 확률론 으로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들 인자에 한 정량 인 평가는 장기 인 측, 분석을 토 로 주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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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 일본의 연구 결과를 토 로 북한지역의 특성을 포함)의 분석․ 측 결과

들과 비교․검토를 통해서 최종 종합 인 평가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2.2.2. Geologic setting

     불안정지질환경지역 요건으로 분류되는 단열  단열 의 분포특성은 처분

장  처분공과 교차/통과하지 않아야 할 규모와 특성을 정의하여야 한다. 재까

지 조사 정리된 단열 의 규모  분류 방법들은 부분 학문 인 측면에서 근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부문의 학문  제반 이론이나, 객 인 사실들

은 특정 과업의 목 이나 기능 특성에 따라서 조정 혹은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당해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 이나 지침으로 재확립되어야 한다. 단열( )의 특성

은 처분터 과 처분공에 해 요소로 인식되는 최소 규모 즉, 처분터 과 교차 가

능성 는 최  허용 규모를 정의하여야 한다. 

     정의된 단열 의 분포특성은 처분안 성평가에서 필요로 하는 방사성핵종의 

상 유동경로로서 정의되어질 것이다. 

     2.2.3. Hydrogeology and hydrogeological setting

     처분공 혹은 처분동굴과 교차하지 말아야 할 최소규모의 단열 에 한 수

리특성과 처분장 역(근계 역)에 한 수리지질학  특성의 정의가 요구된다. 이 

항목에 한 구체 이고 정량 인 정의는 계속 인 조사․원 치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서 분류하고 정량화해 가야 할 것이다.

     2.2.4. Geochemical phenomena 

     지구화학  부문의 처분장에 한 주변 환경 조건은 술한 바와 같이 다양

한 필수 조건과 선호 조건들로 구성할 수 있다. 지하심부에서는 이러한 선호조건

들을 부분 수용 가능하거나, 부지고유성 특성평가 단계에서 상당한 수 까지 만

족하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후보부

지 선별․평가 단계에서부터 주의하여야 할 내용으로 낮은 pH 농도를 갖는 탄산

수의 분포지역에 한 경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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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3. Classification of the desirable geologic condition for repository area.

Technical factors Desirable conditions: Required data

•Rock mass 

stability, 

seismicity/seismic 

risk 

∙Low seismic hazard zones: Index map isoseismic zone

∙No evidence of post glacial faulting: List of quaternary faults 

∙Removed from current seismic activity, seismically active faults, 

major structural zones: List of seismic faults and activity 

•Geologic setting 

including degree 

of fracturing in 

the rock

∙Large volumes of homogeneous rock properties: Fracture zone 

class  

∙Few major structural features in the rock: Distribution and 

descriptions  of major structural features 

∙Wide spacing between major structural features in the rock: 

Fracture zone class, high order (site scale) 

∙Fewer fractures, fracture zones or fault evident between the 

major structural features: Index of block scale for rock mass

•Hydrogeology and 

hydrogeological 

setting

∙Low regional topographical slope and low local relief:  Index map 

of topographical slope 

∙Low groundwater flow velocity regime: Velocity at disposal depth

•Geochemical 

phenomena 

∙High pH in deep groundwater: Occurence of groundwaters with 

low pH

∙Low background radioactivity: Index map of radon gas

∙Low geothermal gradient: Geothermal gradient / heat flow by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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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분시스템 개발을 한 지질환경 특성 

     2단계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의 단계목표는 기 처분시스템 구축을 

하여 우선 으로 「처분환경 역에 한 주요 설계 라미터 평가  도출」

과 기 처분시스템의「종합성능평가를 한 처분유동경로 정의  입력인자 생

산」을 한 수행 방향으로 략을 수립한 바 있다. 

 

    3.1. 기 처분시스템 개요

     3.1.1. 기본개념

     사용후핵연료 지하처분시설과 련하여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방사성

폐기물이 처분될 콘테이  크기와 무게, 폐기물 콘테이 로부터 열발산량, 폐기물

이 재된 콘테이 의 인수방법과 재 비율, 콘테이 에 포장된 폐기물이 재될 

수직 처분공(disposal hole)의 배치, 개념  장시설의 지질학  환경(암종), 지하

수 조건, 처분장의 지형과 암질 등이다. 여기서 언 되진 않았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기본시설은 약 500m 깊이의 화강암질 암반(2단계 우선검토 상 암종)에 

그리고, 상 처분심도 주변에서 지표까지 연장되는 두 개의 규모의 단열( ) 

사이에 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검토하 다. 한, 비 심지층처분시스템은 공

학 방벽 시스템을 포함한 심지층처분시스템에 을 맞추고 있다. 폐기물의 형

태, 덮개, 완충재와 뒷채움재를 포함한 공학  방벽시스템은 방사성물질을 기 

단계에서 출을 지/지연시키는 기능을 하며, 자연 으로 조성된 방벽시스템에 

의해 둘러 쌓여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처분 시설에 한 이러한 개념의 개선․보완 작업은 

3단계 종료 시 인 2006년까지 지속되어 안 성과 비용 분석을 통해 시스템 설계

를 더욱 연구, 발 시켜 한국형처분시스템으로 완성되어 갈 것이다. 한, 최종 개

발된 한국형처분시스템은 실증시험을 통하여 수정․개량되어 상용처분사업의 착

수에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3.1.2. 개념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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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78년 578MWe의 발 량의 고리 1호 원자로를 설치하여 상업 으

로 원자력 발 소를 운 하기 시작했으며, 오늘에 이르러 략 16,400MWe 발

량의 18개의 원자력 발 시설(4개의 캐나다 수․우라늄원자로(CANDU)와 14개

의 가압경수원자로(PWR))을 갖고 있다(3-7-3). Fig. 3.7.1.은 1979년부터 2000년까

지 연간 생산된 사용후핵연료 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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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7.1. Spent nuclear fuel inventories annually generated from the Korean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trend of the average discharge burnup.

     에서 보듯이 2000년 후반기까지 사용후 PWR연료의 총 양은 5,710( 략 

2,510tHM)이며, 사용후 CANDU 연료의 총량은 략 2,310tHM으로 추정된다. 

2000년 1월 산업자원부에 의해 최종 결정된 "제 5차 장기 력수 계획"에 따르면 

가동 인 원자로 2기가 폐쇄될 정이고, 재 건설 인 원자로 2기와 추가 건설 

정인 8기 원자로를 합쳐, 총 26개의 원자로로 발 을 하여 재 원자력 발 량

의 두 배를 공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자력에 지 발 량의 비약  성장은 오

래된 원자로와 재 가동되는 원자로를 계획 으로 폐기하는 것과 결합되어 사용

후핵연료 리를 해 계획을 세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에 2006년까지 고 폐기물 장시스템의 기 을 설정하는 

것을 목 으로 고 폐기물 처분기술개발을 한 장기간의 R&D 로그램을 착

수했다. 지 까지 한국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의 지하 장시설과 련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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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  장소도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일반 으로 연구에서 화강암 분포지역이 고

려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폐기물 콘테이 에 담겨져 처분 터 의 바닥에 시추

된 시추공에 놓여지게 되는데 콘테이 의 배열의 형태, 터 과 처분공 사이의 거

리뿐만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을 콘테이 에 넣는 방법에 해 고 폐기물을 

한 처분 개념을 확정한 부분의 나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재 처분시설이 치하게 될 지역 특성에 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본 연구에 사용된 많은 설계 인자와 기 이 일반 이거나 는 가정에 의한 

것임을 밝 둔다.

     3.1.3. 설계 기

     설계 기 은 설계와 련하여 처분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는 통제 요소로서 

제시된 특정한 값이나 그 범 뿐만 아니라 처분시스템의 구체 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 인 지침 기 은, 고 방사성폐기

물의 개념  처분장소가 한국의 주요 암종인 화강암반에 치하고, 지하에서 지표

로 확장되는 두 개의 규모 단층  사이에서 500m 깊이에 치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암석의 질은 지표 부근의 풍화가 많이 된 암석에서부터 처분시설이 

치하게될 깊이의 합한 암석까지 다양하다. 처분시설의 설계를 해 두 개의 주

요 단층  사이의 거리는 략 7km에서 10km정도이며, 처분장의 배치는 에 열

거한 주요 구조 인 특징과 부합될 수 있어야 하겠다. 기 지하처분시설 개념에 

있어서 가장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처분장이 그 기능을 유지할 때까지 

완충물질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의 온도가 100℃아래로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 처분시스템을 설계시 주요 설계 제약은 다음 요소를 포함한다.

   • 처분에 필요한 패키지된 총 사용후 연료재고량 : 36,000tHM(3-7-1)

   • 붕괴열(40년의 냉각) : PWR는 385 watt/assembly , CANDU는 2.28/bundle 

   • 콘테이  사이의 공간을 채우기 한 물질 : 탄소강

   • 사용후핵연료의 패키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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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ꠚ 사용후핵연료의 장기간 무결함을 확보하기 해 콘테이  내의 사용후핵

연료온도는 공기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ꠚ 물리․화학 인 방벽으로 벤토나이트 완충물질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해 

처분 콘테이 의 표면온도는 100℃ 이하여야 한다.  

     ꠚ 근계 역(near field) 주변의 심각한 방사성 물질의 분해를 막기 해 콘테

이  표면의 최  방사선 조사량(dose rate)은 500mSv/hr이하가 되어야 

한다. 

     ꠚ 콘테이 에서 상되는 간극이 물로 채워지더라도 콘테이 는 Keff값이 

0.95이하의 임계값을 유지해야만 한다.

     ꠚ 콘테이 는 10MPa의 벤토나이트 완충물질의 팽창압과 5MPa의 지하수의 

수압 등 500m에 달하는 처분 깊이에서 콘테이 에 외부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역학 응력을 견뎌야 한다.

   • 폐기물의 배치 순서 : 사용후 CANDU연료를 먼  쌓고, 사용후 PWR 연료

를 나 에 쌓는다.

   • 뒷채움 설계 : 벤토나이트 완충물질로 충진된 수직 시추공

   • 장시설의 배치 : 단일-규모의 장시설

   • 폐기물 처분양 : 50년이라는 처분장의 운  수명에 의해 조

   • 열  제한 : 처분 콘테이 의 표면 온도는 100℃ 이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패키지 배치 : 4 PWR assemblies와 297 CANDU bundles

   • 시추공의 간격 : 3m(CANDU), 6m(PWR)

   • 수평갱도 사이의 간격 : 40m

     3.1.4. 처분장 시스템 설계

     사용후핵연료 지하 장시설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방사성폐기물이 

처분될 콘테이  크기와 무게, 폐기물 콘테이 로부터의 열발산량, 폐기물이 재

된 콘테이 의 인수방법과 재 비율, 콘테이 에 포장된 폐기물이 재될 수직 

시추공의 배치, 개념  장시설의 지질학  환경(암종), 지하수 조건, 폐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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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될 장소의 지형과 암질 등이다(Fig. 3.7.2).

   Design
Constraints
and Criteria
•Thermal

Defines Transfer to
Underground:
•Shaft dimensions
•Hoist specifications
•Emplacement throughput

Defines Underground
Transporter Design
•Transporter size
•Transporter design

Defines Underground
Facilities and Processes
•Emplacement drift design
•Disposal drift dimensions 
•Intersection radii
•Ventilation design
•Construction sequence

Defines Borehole and
Backfill Design:
•Borehole spacing
•Borehole depth
•Buffer/backfill design

Defines Surface
Facilities and
Processes:
•Crane & equipment
sizes
•Pool sizes
•Process design
•Throughput
•Facility layout

     Disposal
     Canister
      Design
•Canister size
•Canister weight
•Canister material
•Volume & waste
form per canister
•Transfer cask
dimensions

Cost: 
 Waste Package

Cost:  
Underground 

Facility

Cost:
Shafts & Hoists

Given Design Specifications

Waste Form,
Volume, and
Throughput

Cost:
Surface Facilities

Cost

Fig. 3.7.2.  Flow diagram for geologic repository system design.

     3.1.4.1. Underground Facilities

     배치 터  규모, 시추공 이격 거리, 처분공의 배치와 방사성폐기물 인수 일

정에 한 정의  련된 주요 제약 을 근거로 개념 인 처분시설에 배치를 결

정한다. 그림 3은 처분 역, 수직 운 갱도 구역(Service shaft complex), 수직 환

기시설 구역(Ventilation exhaust shaft complex)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하 공간의 

모습을 보여 다. 체 인 시설은 시추와 발 기술을 사용하여 건설되어질 것이

다. 시추와 발  공법은 알맞은 각도를 갖고 교차 굴착하여 여굴 공간을 최소화하

여 유동 인 배치가 가능하게 한다.

     Fig. 3.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처분시스템은 각 수직 갱도 구역을 연결

하기 해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처분장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공통 터 을 포함

하고 있다. 체 처분시스템의 경계는 진입/시설운 과 환기 기능을 하는 주변 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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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3.  Isometric view of the preliminary conceptual geological repository.

     처분 역은 8개의 처분구간으로 구획․구성된다. 40m의 터  공간을 기

으로 하여 각 구역은 42개의 배치 터 (emplacement tennel)과 지하 처분장의 건

설과 처분시설 운 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안 배치 터 로의 진입과 환기에 사용

되는 두 개의 panel tunnel을 포함한다. 아래쪽 좌측에 치하는 사용후 CANDU

핵연료가 처분될 역은 총 38개의 터 (34개 배치터 과 4개의 구획터 )로 이루

어져 있다. 배치 터 의 길이는 250m이며, 분리벽을 설치할 입구에 6m의 끝 연

벽(end standoff)과 12m의 연벽(standoff)를 설치한다. 시험 으로 추천되는 배

치터 과 시추공의 규모는 Fig. 3.7.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용후핵연료 콘테이

의 기술 인 문제와 안 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한 배치를 고려해 보면 

체 인 지하 시설은 략 4km
2의 역이 필요하다. 

     3.1.4.2. 심지층처분장 규모  배치 검토

     처분터 과 처분공의 역학  안정성을 측정하기 하여 안 률이 계산되었

다(Fig. 3.7.5.). 안 률이 3보다 작은 지 은 단지 지하 굴착 공간과 굴착 표면에

서 리가 교차되는 지  가까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 표면으

로부터 1m보다 깊은 깊이의 암석 내부 역에서는 안 률이 5보다 크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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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4.  Engineered barrier design concept for the reference repository.

장시설의 설계는 불연속 암반에서조차도 역학 으로 비교  안 한 것으로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불연속성에 한 향이 리 개수가 증가할수록 상승하기 때

문에, 장시설의 설계를 최종 으로 결정하기에는 더욱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3.1.4.3. 공학 방벽(Enginnered Barrier System)

     비개념에서 공학 방벽 시스템은 방사성 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출을 막

을 기의 덮개 개념으로 지질학  방벽과 같은 천연방벽에 의해 둘러 쌓여 있다. 

공학 방벽 시스템은 폐기물의 형태, 폐기물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재, 지하시설물

에서 다른 인공  항목, 완충물질, 뒷채움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공학 방벽 시스

템에서 설계될 항목은 폐기물 형태, 폐기물 캐니스터 포장재, 그리고 벤토나이트 

완충물질이다. Fig. 3.7.6은 본 연구에 용된 기 폐기물 패키지와 공학 방벽  

시스템의 개념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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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용을 한 PWR연료의 회복 능력과 사용후 PWR핵연료와 CANDU핵연

료의 한 특성 차이 때문에 기  콘테이 는 그림 6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사

용후 PWR핵연료와 CANDU핵연료가 분리되어 캡슐화 된다. 각 사용후핵연료에 

한 콘테이 의 구성 재료와 체 인 크기는 장소에서 다루어지는 과정과 캡

슐을 만들기에 한 크기로 정확히 설계된다. 자세한 캡슐화 과정은 제작의 기

술  타당성과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더욱 설계될 것이다. 

     벤토나이트는 투수성, 높은 흡착능력, 자체 인성질, 높은 내구성을 가지기 

때문에 완충물질로 고려되고 있다. 지하 시설물들과 처분시설로의 경사로  진입 

수직갱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거나 각 요소들이 정확히 인되었는지에 한 확인

하는 것은 처분시스템에 한 성능평가(Performance assessment)의 결과에 따라 

발 시켜 나가야만 한다. 

     재 고려되고 있는 처분개념은 터  바닥에서의 수직공 배치와 배치터 의 

연속 인 뒷채움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 처분장은 특히, 배치터 에

서는 폐기물 배치 후 즉시 혹은 50년에서 100년 동안 회복 작동을 모니터링을 한 

후에 뒷채움 작업을 하게될 지도 모른다. 뒷채움 작업은 지하 공간에 한 폐쇄를 

더욱 보충하는 역할로서 수행되기 때문에 뒷채움 시간과 방법은 처분 안 성, 비

용, 정책  문제(재사용을 한 회수 혹은 안  규제의 변화)로 볼 때 요한 요

인이다.

     3.1.4.4. 운 , 폐기  폐쇄(Operation, Decommissioning and Closure Concepts)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들은 폐기물 이송 시스템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인

수하여 지하 장시설로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하고, 처분 콘테이 를 이용해 사용

후핵연료를 재포장한 후 처분 캐니스터를 배치하기 해 장시설의 입구로 이동

시키는 목 으로 설계된다. 기  설계는 사용후 PWR핵연료와 CANDU핵연료를 

분리하여 설계된다. 

     CANDU와 PWR핵연료의 폐기물은 이동 용기에 담겨져 사용후핵연료 인도 

 포장건물(SFRPB)에 도착될 것이다. SFRPB에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콘테이

로 포장되는데, 두 폐기물의 규모와 방사능 , 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

에 사용후 CANDU와 PWR핵연료는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처리되고 포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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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회수 감시 리 로그램은 상치 못한 방사능 오염을 모니터링할 것이고, 

지하와 지상 시설물에 경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회수감시운  로그램

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체를 통해 공기를 추출하여 입력된 수치를 이용해 

방사선의 세기를 측정한다. 정상 인 작동상태 하에 우연히 핵종이 방출되면 배치 

수직공간 상부의 지표 시설에 있는 고효율의 미립자 공기(HEPA)의 여과 시스템

이 활성화되어 정상 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  단, 폐쇄 시간과 기 처분시스템의 공정은 

비용과 안 성 분석을 통해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2. 기 처분시스템의 처분환경특성 정의 

    3.2.1. 지질구조  설계인자

     지질구조  지체구조 련 인자들은 기 처분시스템 설계 시에 아래와 같

은 부문에 입력 는 기여하게 될 것이다(Table 3.7.4).

     • 지하수유동 개념모델링, 

     • 유동력, 유속, 유동모델링

     • 설계심도 결정  THM 해석

     • FEP 목록 작성

    3.2.2. 수리지질학  설계인자

     기 처분시스템설계를 한 수리지질 련 인자들은 아래와 같은 부문에 입

력 는 기여하게될 것이다(Table 3.7.5).

     • 주 유동경로 특성  생태계까지 경로 특성

     • 3-D 단열체계

     • 지하수유동 특성  모델링

     • 공동배치계획, 유입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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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4. Design parameters of the geographic and tectonic condition in the study area.

항  목
인자 특성

고 성 유 성

지 형
․평균경사도: 13～20% 

․산록완사면

․평균경사도 : 8～10%

․잔구성구릉

융기/침강율
․융기: 0.356～0.5m/ky

․침강: 0.056m/ky

지열류량 ․78～88mW/㎡ ․64～74mW/㎡

지열경사 ․실측 : 37.5℃/km ․실측 : 25℃/km 

    3.2.3. 지화학  설계인자

     기 처분시스템설계를 한 수리지질 련 인자들은 아래와 같은 부문에 입

력 는 기여하게될 것이다(Table 3.7.5.).

     • 주 유동경로 특성  생태계까지 경로 특성

     • 지하수문체계해석, 유동모델링, 유동시간 추정

     • 유동모델링 결과 교차 비교분석, 신뢰성제고

Table 3.7.5. Design parameters of the hydrogeologic condition in the study area.

항  목
인자 특성

고 성 유 성

최 /최소

주응력비
․σmax./σmin.: 1.2～1.3 ․σmax./σmin. : 1.1

단열분포특성

․주방향 : NNE, NE

․단열간격: 21 ～ 106m;

․단열틈: 0.33mm

․교차확률: 90～150
o
에서0.04/m미만

․주방향 : NNE, NW

․단열간격 : 0.3 ～ 1.35m

․단열틈 : 0.7 ～ 1mm

․교차확률 : 60
o
에서 4.5/m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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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5. Design parameters of the hydrogeologic condition in the study area(continued).

항  목
인자 특성

고 성 유 성

 국지 단열

평균 길이/간격

․주방향 : ENE

․2.5/0.9 km

․주방향 : NNE

․2.11/1.1 km

투수성단열 

분포특성

․투수성단열 비율: N/A

․비율: 10.5%

․단열빈도: 0.07～1mm

․단열틈: 4.5mm～10mm

․교차확률: 60℃에서 4.5/m미만

수리지질 

단 층의

유효수리 도도

․상부 : 1.12×10
-12
m/s 

․하부 : 1.00×10
-12
m/s

․상부 : 5.27 ～ 8.61×10
-10
m/s

․하부 : 2.45 ～ 5.96×10
-10
m/s

암종/암석화학
․흑운모화강암; 

․조립질

․복운모 편상화강암

․조립질～ 립질

지하수 Type ․Na-HCO형 ․Ca(Na)-HCO형 

pH ․9.0～9.9 ․9.9～10.3

δ18O, δD(‰) ․-10.0 ～ -8.2, -71.1 ～ -56.4 ․-10.4 ～ -8.4, -73.7 ～ -65.8

Tritium (TU) ․0～5.0 ․0～12.8

δ
13
C, δ

34
S(‰) ․-17.9 ～ -4.5, 3.2 ～ -6.3 ․-19.7 ～ -15.4, 3.0 ～ 6.4

Eh ․-38 ～ -79mV ․-20 ～ -230mV

DO ․7.5 ～ 9.7mg/L ․7.8 ～ 9.5mg/L

TDS ․74 ～ 133mg/L ․85 ～ 105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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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암석역학  설계인자

     기 처분시스템설계를 한 암석역학  련 인자들은 아래와 같은 부문에 

입력 는 기여하게될 것이다(Table 3.7.6).

     • 시스템설계  THM 해석

Table 3.7.6. Design parameters of the rock mechanical condition in the study area.

항  목
인자 특성

고 성 유 성

비 ․2.38～2.67 ․2.64～2.80

공극률(%) ․0.57～0.88 ․0.55～1.62

일축압축강도(kg/㎠) ․1170～1930 ․610～2130

탄성계수(105kg/㎠) ․4.41～7.62 ․1.75～6.35

포아송 비 ․0.11～0.39 ․0.14～0.39

인장강도(kg/㎠) ․50.3～115.8 ․40.5～136.4

내부마찰각(°) ․60～62 ․50～52

착력(kg/㎠) ․210～250 ․290～330

 율(×10
5
kg/㎠) ․4.41～7.62 ․1.75～6.35

열팽창계수 ․8.16～10.61 ․6.65～10.63 

thermal conductivity ․to be defined ․to be defined

thermal capacity ․to be defined ․to be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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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분안 성평가를 한 지하수 유동경로 특성

    4.1. 유동경로의 정의

     4.1.1. 기본구상  개념화

     처분안 성 평가 업무의 주요 핵심은, 처분된 방사성핵종이 처분공으로부터 

출되어 지하매질을 거쳐 지상 생태계에 얼마만한 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지하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매질의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 재까지 거론된 개념 인 근은 매질의 정의를 한 

역을 처분터 과 교차할 수 없는 최소 단열 와 이들로 구획되는 내부 역 등, 크

게 두 개로 구분하여 단순화하므로써 기 처분시스템의 평가에 도달하는 것이다:

     • 처분장 역(repository domain): 처분공에서 주유동경로까지의 암반블

으로 정의하고, 매질의 개념은 다공성연속체(porous continuum)로서 

추계론  단열암반(stochastic fractured rock)개념과 단일단열 (처분터

에 상교차 허용 최 규모) 등 두 개념으로 근 

     • 주유동경로(main conductive feature): 원계 역에 해당하는 술한 처

분장 역의 가장자리인 주단열 의 경계지 에서 지상생태계에 이르는 

구간을 주유동경로(MCF : Main Conductive Feature)로 구분하고, 이 단

열 의 지질환경의 시․공간  변화 특성을 평가․정의한다. 

     방사성핵종의 통과가 추정되는 이 두 개의 역 체를 포함하는 처분유동

경로(RRP: Reference Release Pathway)를 기 처분시스템의 종합안 성평가를 

한 지하수 유동경로로 비 정의한다(Fig. 3.7.7, 3.7.8).

     가상 처분장 역에서 유동경로에 한 평가는 추계론   결정론  개념을 

동시에 용한다. 즉, 단열망체계(frature network system)의 모사와 공동과 교차

하는 허용최  규모 단열  특성의 정의를 통하여 체 처분유동경로의 개념을 

정의한다. 정의된 단열망을 통해서 가능한 pathway cases를 도출하고, 이 역 

내에서 수리․지화학  인자의 특성을 정의한다. 이 역의 정의에서 처분공동/처

분공 외곽에서 주유동경로에 진입하는 경계지 까지의 상 최소 유지할 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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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정의하고 이 구간에서의 지하수유동시간에 해 평가․제안될 것이다.

     주유동경로에 한 평가는 처분장 역과 경계지 부터 지상 생태계에 이르

는 구간의 원계 역에 한 지질환경의 다양성  변화특성을 단순화  개념화

하는 방향으로 근한다. 주유동경로는 상 처분장 역(처분공, 처분공동)과 교차

가 허용되는 상 최 규모 이상의 크기를 갖는 모든 단열 로 정의된다. 이 부문

은 3 단계에서 확 ․ 용하여 정의하기로 계획하 으며, 2단계에서는 처분장 역 

심으로 그리고 주유동경로는 참고문헌을 통해서 추정․정의하 다.

     처분지질환경의 평가는 다양한 분야의 종합 인 해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

로, 각 분야별 평가기술의 선진화는 state-of-the-art 에서 신뢰성 있는 방법

을 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극 화하기 하여 국내 실정

에 부합되는 정매질과 지형  특성을 고려한 장자료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Biosphere
Wells/Streams

Disposal area 

4

5 9

Biosphere
Wells/Streams

Biosphere
Wells/Streams

7

6

10

8

6

Main pathway domain

Repository  domain 

MCP-1/2

RCP-1/2

Fig. 3.7.7. Reference Pathway Cases for the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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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특성, 지구조응력, 단열체계

- 다공성연속체개념
- 단열암반유동경로

- 단열대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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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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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ctured reservoir
(단열저류체)

MC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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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y Domain

  Fig. 3.7.8. Base concept of a release pathway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reference disposal system in Korea.

     상기 요건들을 종합 평가하므로써, 처분공에서 지상 생태계에 이르는 체 

처분유동경로 반에 걸쳐서 유동경로의 pattern을 수 개의 특성으로 분류 단순화

한 reference pathway case에 한 integrated condition으로 정의되는 모형을 제

시하게 된다. 이 결과는 지하수문체계의 다양한 거동특성을 수리․지화학 인 제

반 상을 연계해석하여 비교하므로써 생산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한다. 

자료의 부족이나 기타 여건으로 인하여 표 인 특성 도출이 어려운 경우, 

expert elicitation 근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한편, EDZ 역에 한 연구는 2단계에서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3단계 이

후 실증시험단계를 감안하여 심도있게 근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특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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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면에서 역학 -수리 -열  거동특성에 한 연구를 심으로 개해 나갈 계

획이다. 시스템개발과 련된 업무는 3단계 반까지 부분 마무리 하는 방향으

로 계획하 다.

     한, 안 성평가의 주요 안문제은 처분장으로부터 방사성핵종의 이동 상

에 한 규명이므로, 이동경로의 특성평가에 한 신뢰성제고에 주안을 두어야 한

다. 이동경로에 한 제반 특성평가 결과는 확률론  해석  표값 도출에 주안

을 두고 근하고자 한다. 

    4.1.2. 유동경로의 등 별 지질환경 조건 

     기 처분시스템의 종합안 성평가를 한 체 처분유동경로의 정의는 아래

와 같이 2개 역으로 구분한다. 한편, 주유동경로 역은 산화  환원 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한다. 

     • 처분장 역: 설계 처분심도에서 처분장가장자리의 주유동경로 경계에 이

르는 구역에서 유동경로

     • 주유동경로: 처분장 역과 경계에서 지상생태계까지의 경로로서 아래와 

같이 두 개 역으로 세분

     • 환원 역  산화 역: 

한편, 유동경로의 등 별 지질환경 조건은 Table 3.7.7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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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7. Preliminary Suggested values of the hydrogeologic condition for a 
repository domain and flow pathway for the safety assessment for the 
reference disposal system in Korea.

처분장 역 주유동경로: 하부환원 주유동경로: 상부산화

Rock composition and structures

Major

fracture

zone

․간 격 : 2km

․길 이 : 1km

Local

fracture

zone

․unknown

Bedrock

fracture

․set : 고경사각 2개조

․단열빈도 : 2개/m

․단열틈 : 1mm

․set : 고경사각 2개조, 

경사각 1개조

․단열빈도 : 3개/m

․단열틈 : 1.2mm

․set : 고경사각 2개조, 

경사각 1개조

․단열빈도 : 5개/m

․단열틈 : 1.5mm

Groundwater composition 

Oxygen

Eh(mV)
․-60～-46(no O2) ․-60～-46(no O2) ․28～100

Salinity ․Na-HCO형 ․Na-HCO형 ․Ca(Na)-HCO형

Cl(mg/L) ․7.5～8.4; 4.5～6.3 ․7.5～8.4; 4.5～6.3 ․7.5～8.4; 4.5～6.3

pH ․8～10 ․8～10 ․6～7

Na(mg/L) ․12.5～16.8; 11.6～39.8 ․12.5～16.8; 11.6～39.8 ․12.5～16.8; 11.6～39.8

Retardation in the transport of radionuclides through the bedrock

K(effective) ․5.0×10
-11
m/s ․5.0×10

-9
m/s

gradient ․i : 0.01 ․i : 0.01 ․i : 0.05

fracture 

fillings

․zeolite, calcite, illite, 

chlorite

․zeolite, calcite, illite, 

chlorite

․calcite, illite, chl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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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도별 연구목표  달성도

   1. 단계 목표(2단계)

     • 결정질암류 심부지질환경 비평가: 

       ꠚ  수 의 국내지질환경자료에 의한 심부처분타당성 평가

     • 지질방벽특성 평가기술 확보: 

       ꠚ 자연수내 C-14 연 측정기술  동 원소 분석기술

       ꠚ 지하수유동 추 자시험  분석기술

   2.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성도

(%)

∙신기지구조 

운동인자 

비평가

∙국내분포 단층  4개 등  분류, 진앙지 첩 분석: 

  -1:백만축  지진,단층분포도

  -국내단층의 1～4등  규모별 특성분류  재활동시기 구분

∙개략 인 융기/침강율: 

  -한반도의 융기/침강 상의 장기  특성에 한 국내기

술 황분석

  -융기(동) 0.056m/Ky; 침강 (서)0.5m/Ky

∙지열분포 황도, 지열류량 배경 표치: 

  -평균: 동(평균89;27～175mW/m2), 서(84～125mW/m2)

  -한반도내 지열지역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

   화산활동 련 지역, Fissure type 지역, 제3기 지역

  -지열지역 이외지역의 지온증온율: 23.56～25.34℃/km

∙불안정 지질환경지역 평가요건 설정

  -지체구조, 4기단층, 지진, 화산, 융기/침강 등 5개 항목군  

외 pH 지하수 산출지역

  -불안정한 지구화학지역: pH, 고TDS, 고Pco2의 산화환

경 조성 탄산수산출지역  생성기원 규명

∙국내분포 단층  규모별 구조․지화학  index 제시

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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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성도

(%)

∙심부암반의 

투수성단열 

특성 평가 

․인자 

도출

∙ 생 화강암: 동형(고성), 서형(유성) 선정

  -연구시추 치  심도: 

   Landsat, DEM을 이용한 역선구조 해석, 물리탐사 이용

  -연구지역 주변의 역선구조 해석

∙ 장시험: 2～4개소/지역, 200～500m 시추조사  모니터

링 장치(Multi-packer) 설치 

  -지질/수리/지화학특성자료 수집  분석

  -시추공에 한 코아로깅  단열 물 분석

∙조사공내 fracture scanning  image data 처리/분석: 총연

장 2,050m

  -일정구간별 정압주입/수 강하시험:총 141구간(시험구간 

3～10m)

  -공내 음 주사검층(BHTV)

  -수평  분포특성: 

   동형:괴상암반, 고경사/ 경사단열조(NNE/ENE), 수평

단열조, 단열수 총25개/500m, 닫힌 유형

   서형: 3개조 고경사단열조(NW,NS)와 경사단열조, 단

열빈도(약 3.9개/m), 투수성단열(약 9.4%)

  -수직  분포특성: 

   동형: 지표하 지하500m까지 동일한 특성

   서형: 지표하 약160m 기  상하부 역 구분가능

∙단열분포 체계 인자별 확률론  값: 

  -방향성: 

   동형: 5%미만의 투수성단열로 부분 단힌 단열); 

   서형: 체  투수성단열의 비 은 약 10.5%

  -단열간격(산술평균): 

   동형: Set1;65.4m, Set2;85m, Set3;212.5m

   서형: Set1;0.9m, Set2;1.0m, Set3;2.7m

  -단열틈: 단열조

   동형: 산술평균(1㎜), 기하평균(0.33㎜)

   서형: 고경사단열조 기하&산술평균(0.7&1.5㎜), 수평

(1&2㎜), 투수성단열군(Set1&2:4.5&7.5㎜), 수평

단열조(15&/17.5㎜)

  - 동형 부지규모 DFN모델:

   3-D rock block size 확률론  표체 : 576.8m3)

∙단열암반 투수성인자 확률론  값:

  -유효수리 도도: 2.45～5.96×10
-10
㎧

∙단열 의 삼차원  투수성이방성 특성(6성분)

  -이방성수리 도도(m/sec,): 4.37×10-9,  5.11×10-9, 6.32×

10
-9
, 7.13×10

-9
, -1.36×10

-9
, -4.44×10

-9
.

∙추 자시험  해석 기술:YS-02, YS-02-1, YS-02-2

  -일부 multi channelling flow 상

  -K:4.02×10
-8
～8.81×10

-9
m/s, 공극율:0.01～0.046, 평균선형

속도:1.05×10-7m/s, Dispersivity:0.332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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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성도

(%)

∙심부암반의 

지화학  

특성 평

가․인자

도출

∙심부암석  단열 물의 지화학  기본특성:

  -0～500m심도 14구간 암석화학  2차변질 물의 물조

성  화학성분 도출

  - 동형:흑운모화강암, 500m 심부까지 단열 가 거의 없

고 체 으로 신선한 암상

  - 서형:복운모화강암, 단열 물(일라이트, 녹니석, 방해석, 

녹염석, 카올리나이트 등), 국지 인 화작용 첩

∙심부지하수 지화학  특성, 동 원소 성분

  - 동형:하향～ 수평방향의 지하수유동특성

  - 서형:0～500m심도의 14구간 지하수의 장자료, 주요

화학성분, 미량원소분석, pH=9～10

  - 서형의 O-18, H-2, H-3, C-13, C-14, S-34분석  해석

∙동 원소 성분 분석/해석기술:

  -자연수내 C-14(T1/2≒5,730y) 분석기술(직 흡수법) 확보: 

기존의 복잡하고 측정시간이 긴 벤젠합성법을 체

  -자연수내 SO4내 S-34분석기술확보

∙C-14 이용 pre-emplacement 지하수 유동시간

  -2450±270BP 추정(모니터링자료 추가 분석 )

  -지하수연  20,000yr까지 추정가능

∙심부지하수의 지화학  진화과정 규명

  -심부지하수: pH≃9.0,　Na-HCO3형; 천부지하수: pH≃7.

0～8.0,　Ca-HCO3형

  -유성지역 심부지하수의 유형․진화과정 비평가: 

   강수→토양층→화강암반 단열 ( 성Ca-HCO3형)→규산

염 물과 물-암석반응, 수소소모반응 진행→ 심부순환․

긴 체류시간 TDS증가․pH증가→2차 물 침 , 용존이온

종 조 , Na-HCO3형 지하수로 진화(카올린, 스멕타이트

등 2차 물생성)

∙장기  환경동 원소특성을 이용한 천부․심부 지하수문

체계 특성규명

  -천부지하수(100m심도) 체류시간: 50년이하

  -심부지하수는 500～1000m고지 로부터 함양

  -약200m심도부터 심부지하수특성

∙지하수의 지화학특성과 단열  분포특성 연계 해석

  -유성지역:시추조사  BHTV분석결과의 단열특성과 MP

설치 격리구간에 한 지화학  특성 비교

  -단열빈도와 수리 도도가 큰 심도에서는 천부지하수혼합

특성 확인

30 100



- 582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달성도

(%)

∙심부암반의 

암석역학

 특성 

평가․인

자 도출

∙Hydrofracturing시험에 의한 지반응력분포해석:

  -고성:Pr=9.6～16.7MPa, Ps=5.3～11.2MPa, 

   σH/avg: 11.0MPa/165.8°, σh/avg: 8.797MPa/75.8°, 

   σH․avg/σh/avg=1.2, 1,639<Kavg<2.264

  -유성:Pr=10.7～17.5MPa, Ps=6.3～11.0MPa,         

   σH/avg: 9.1MPa/100°σh/avg: 8.1MPa/9.6°, 

   σH/avg/σh․avg=1.1, 1,3<Kavg<1.5

  -심도별 응력변화: σH=0.0089Z+6.1285

  -최 주응력방향: 동지역 남북방향, 서지역 동서방향

  -측압계수(GS-01): K=1.234, Kavg=127.46Z-0.816

∙심부암석의 열응력 하의 역학  특성 도출

  -열삼축압축시험

  -Thermal expansion coef.: 12.026/10.473×10-6/K

  -Heat conductivity: 2.523/3.541W/m․K

  -Specific heat: 1.573/1.212J/g℃

∙심부암석의 역학 물성 기 자료

  -국내기존자료와 비교

   ( 북 황등지역, 경남 거창지역, 경기도 화강암)

  -깊이에 따른 각종 물성치의 변화분석: 

   비 , 공극률, S-wave 속도, 률 등은 변화가 거의 없

음; P-wave 속도는 깊이에 따라 증가; 

   포아송비는 분산된 형태, 깊이에 따른 변화양상은 없음

  -Uniaxial strength:117～193M㎩; Φ=50～62°

∙암반의 수리 ․역학  인자의 실험  상 계 분석

  -암반불연속면의 수리 도도 값의 실험  도출, 기 투

수계수의 평균은 1.213×10-17m2

  -포화도에 따른 물성변화실험 수행

  -Joint Roughness와 Joint Surface Area의 상 계 분석

∙공내검층결과 이용 단열암반물성 비교 해석: 수행

  -검층항목: 온도, 자연감마, 기비 항검층, 도검층

∙단열암반내 공동주변 수리학  안정성 해석

  -단열암반내 공동건설시 지하수체계변화특성해석: 

   조사/설계자료 수집  분석, 지하공동내 단열분포특성분

석, 지하수 변화 모니터링 분석, 물시료채취(지상 측공 

 MP설치공)  지화학분석

  -공동상부 리방향성/수리특성 고려한 해석: UDEC 이용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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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련분야에의 기여도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분야에서 생산된 자료는 비록 제한된 범 의 규

모에 한 도출결과이지만, 장기 인 지질안정성, 심도별 지하매질의 구조 , 수

리 , 지화학   역학  제반특성은 「기  처분시스템 설정  안 성 평

가」에 주요 입력인자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단열체계의 정량화 기술  환경

동 원소 용기술 확보는 국내 기술수 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있으며, 련 

기술분야 ( 처분 사업 혹은 지하공간 련산업 등) 커다란 자극제가 되어 

재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에서 국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

는 지하공간 사업의 하나인 지하유류비축사업은 사업의 목 은 다르지만 근 

방법과 개념이 유사한 지하공간의 안 하고 효율 인 활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는 에서, 실제 장 자료 수집 등 연구단계인 본 처분연구 과제에서 많은 도

움을 받았다. 본 과제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 기술 력 정을 체결하고, 본 과제 

수행과 련하여 개발․확보된 신기술들을 최 한 목시키는데 주력하 다. 향

후에도 이러한 기술 력 계는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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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추가연구의 필요성 

   1. 배 경

     재까지, 2단계 목표인 기 처분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주로 

처분 역에 한 지질환경특성을 정의하고 정량화하는데 주력하 다. 한, 본 

과제의 3단계까지 목표는 고 폐기물의 상업  처분사업의 시작 이 에 비하

여야할 가장 필수 인 기본사항  하나인 우리나라 고유의 자연환경  제반 사

업 요건에 부합되는 한국형처분시스템을 구축․개발하는데 있다. 물론, 구축된 한

국형처분시스템은 실증단계를 거쳐 최종 상업처분 사업의 기본 개념으로 활용하

게 될 것이지만, 국가 처분정책이 부재한  단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

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국의 실정에 맞는 처분시스템이 가능하며, 

안 성 한 확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연구방향

     향후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 분야의 과제 수행은 3 단계 목표인 한국형처분

시스템 개발을 한 한국의 고유한 지질환경특성에 한 객 인 평가와 가능한 

한 정량화를 목표로 정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3 단계에서는 2 단계의 처분

역 심의 특성 도출에서 원계 역으로 확  용하여, 처분장에서 지상 생태계

에 이른 체 유동경로에 한 구분과 특성 정의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즉, 근계

역인 처분장  처분장 주변 역으로 정의되는 주 유동경로에 이르는 심부지

질환경 특성을 구체 으러 정의하여야 한다.

     한, 주 유동경로에서 심부 처분환경에서 지상 생태계에 이르기까지의 구조

, 수리   지화학 인 환경 변화에 한 구분  특성의 정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3 단계 이후에는 개발된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실증시험 연구 단계로 진입하

여 상용 처분사업에 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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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타연구에의 응용

   1. 기술  측면

     지질구조의 발달  장기  변화에 한 평가기술, 그리고 지하매질의 암

석․ 물상의 장기안정성 평가기술은 처분장의 지질안정성 평가기술 발 에 기여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인자들은 처분개념설정  안정성평가에 활

용될 것이다. 한 지하수문환경 특성평가의 기술수  제고를 통하여 고 방사

성폐기물처분 성능평가기술을 확보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도시의 지하공간 

활용에 한 안정성 평가기술발 에 효과를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인공동 원소를 이용한 동 원소수문학의 응용분야의 확 는 이 분

야에 한 한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에서  안 성검토, 음용수의 오염 평가, 

지하수문환경의 오염, 지하수의 연 측정  고기환경 연구의 기  등 다양한 분

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산업  측면

     지질환경 평가기술 에서, 단열체계  지하수 유동로 분석기술은 도시지하

공간, 지하발 소, 지하 유류  식품 장소 등의 지하공간 건설의 안정성 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단열암반의 특성과 이에 지배되는 

지하수 부존체계 해석기술 발 에 기여하여 지하수의 개발, 지하수 오염 측  

방지기술의 발 과 함께 이 분야의 경제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다. 

     국내여건상 각종 심부지하공동시설의 건설  운 을 한 심부지질환경과 

지하수문체계 조사  평가기술에 활용되며, 지하수자원 리사업과 련하여 지

하수 부존체계 해석  지하수 환경보 방안  각종 산업폐기물  생활쓰 기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오염  방재 책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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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경제 측면

   • 신기지구조운동인자 비평가:

     지질환경특성 평가 에서, 지질학  장기안정성 련 인자들은 장기 인 자

연환경 변화특성 자료의 추 이 요구되므로 소규모, 지속   장기  지원

개념이 실한 분야이다. 한반도의 기본 인 지질자료 축 은 국토개발사업

에 필수 인 항목이며, 이 부문은 주로 기 과학 분야에 속한다. 하지만, 이 

부문의 자료축   해석에 한 기반이 구축되지 못할 경우, 향후, 폐기물

처분사업과 같이 이러한 자료가 필요한 사업의 착수시 이에 한 부담은 경

제 으로 특히, 시간 인 부담이 사업자에게 돌아가며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 심부암반의 투수성단열 특성평가․인자 도출:

     단열체계  지하수 유동로 분석자료들은 처분시스템설계에 기본입력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안 성평가에 필요한 처분장 주변의 단열체계망 모델링에 유

용하게 이용된다. 한편, 이 기술은 도시지하공간, 지하발 소, 지하 유류  

식품 장소 등의 지하공간 건설의 안정성 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단열암반의 특성과 이에 지배되는 지하수 부존체계 해석

기술 발 에 기여하여 이 분야의 경제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다. 

   • 심부암반의 지하학 특성평가․인자도출:

     지구화학  근방법으로서 지하수의 화학 거동에 한 근은 지하수유동

체계 해석에 있어서 물리 인 상에 의한 근에 있어서 신뢰성 향상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 핵종이동해석에 요구되는 지하수환경에 

한 화학  진화요건을 제공하게 되며, 동 원소 이용기술은 IAEA의 력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심부암반의 암반역학 특성평가․인자도출:

     시스템 개념설계 특히, 공동의 개념설계에 기본 자료로 제공될 정이다. 투

수성 단열특성 자료와 심부단열암반의 수리특성은 공동 내부로 지하수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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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 해석에 필수 인 입력인자로 사용된다.

     국내여건상 각종 심부지하공동시설의 건설  운 을 한 심부지질환경과 

지하수문체계 조사  평가기술에 활용되며, 지하수자원 리사업과 련하여 지

하수 부존체계 해석  지하수 환경보 방안  각종 산업폐기물  생활쓰 기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오염  방재 책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재 한국석유공사와 기술 력 정을 체결하여(2002. 5) 기술  정보교류에 

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설계, 건설  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

열암반 내 지하수유동 해석에 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정보자료를 공유하므로써 지하심부의 실측 자료에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

고 있으며, 연구소의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등 국가사업에 있어서 상호보완  역

할을 제공하므로써 상당히 정 인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기 된다.

    2.2. 사회 측면

   • 최근에, 방사성폐기물처분과 련한 정 인 해외소식이 많이 하고 있는 

해이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고 폐기물처분 시설부지 결정이 의회를 통

과하여 건설단계에 곧 진입하게 되었으며, 핀랜드는 올해 에 부지를 선정

하고, 부지특성평가  안 성 평가 착수하 으며, 건설인허가(2010)  2020

년  운 계획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0년  운 목표 

부지선정 작업이 완성단계에 이르 으며, 일본은 원자력 원회의 결정으로 

500～1000m 심도 지하처분연구시험시설 3개소 추진키로 결정되어 의욕 인 

분 기에 쌓여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공통 인 특성 의 하나는 상업  

처분사업의 시작으로부터 처분시설의 운 시 까지 30～40년의 기간이 소요

(부지선별 평가, 부지선정, 부지특성평가  안 성평가, 검토  건설인허가 

그리고 시설건설과 운 인허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사성페기물 처분사업 부진 특히, 부지선정에 

어려움 여 히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반핵에 한 인식의 호 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고 처분연구는 확실한 정부정책의 부재와 함께 

아직도 뚜렷하게 설정된 방향이 없으며 당연히 기단계의 연구수 에 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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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시설운 에 이르기까지 30～40년의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는 외국의 사례를 극 으로 활용하여 2, 3단계의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추진 략이 수립되기를 기 해야 할 것이다. 

   • 재까지 수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는 환경 련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이 

꾸 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부지질환경분야는 우리 연구소 내에서 5～6명 정

도의 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련분야의 활동과 인지도는 상당한 수 에 이르

러 있다. 특히, 산업체(한국석유공사)와의 기술 력 정 체결로 소규모 정  

인력의 인지도는 그 기여도가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석유비축시

설은 그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설계, 건설 등에 있어서 상당

한 정보와 기술교류가 상호 보완 으로 이루어질 경우 큰 기 효과가 산․

연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다양한 외 력 증 와 다변화로 실추된 원자

력산업 특히 폐기물 련 분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선진 외국의 선례를 

함께 활용하므로써 국민 인지도를 증 할 수 있을 것이다.

    2.3. 기술 측면

   • 신기지구조운동인자 비평가:

     우선 으로 개략 인 융기/침강율은 신뢰성은 불확실하지만 처음으로 정량

 자료도출을 시도해 보았으며, 주변 인 국가들의 자료들과 비교 검토하여 

장기모니터링이 기 된다. FEP 목록에 실제 자료로 입력이 가능할 것이다. 

     지질구조의 발달  장기  변화에 한 평가기술, 그리고 지하매질의 암

석․ 물상의 장기안정성 평가기술은 처분장의 지질안정성 평가기술 발 에 

기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인자들은 처분개념설정  안정성

평가에 활용될 것이다. 특히, 처분사업의 기단계인 부지선정 업무에 있어

서 부지선정 기 (부지 치기  : siting criteria)의 용 검토에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심부암반의 투수성단열 특성평가․인자 도출:

     단열체계  지하수 유동로 분석자료들은 처분시스템설계에 기본입력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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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것이며, 안 성평가에 필요한 처분장 주변의 단열체계망 모델링에 유

용하게 이용된다. 가상 처분장 주변의 단열망 모사는 주유동경로까지의 유동

경로해석에 기본 인 틀을 제공하게 된다. 

     한 암반지하수 부존체계 해석기술 발 에 기여하여 지하수의 개발, 지하수 

오염 측  방지기술의 발 을 기 할 수 있다. 

     한 고 방사성폐기물처분 성능평가기술 확보를 통한 지하수문환경 특성

평가의 기술수  제고는 최근 도시의 지하공간 활용에 한 안정성 평가기

술 발 에 효과를  수 있을 것이다. 

   • 심부암반의 지화학 특성평가․인자도출:

     지구화학  근방법으로서 지하수의 화학 거동에 한 근은 지하수유동

체계 해석에 있어서 수리 인 상에 의한 근에 있어서 신뢰성 향상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 핵종이동해석에 요구되는 지하수환경에 

한 화학 요건을 제공하게 되며, 동 원소 이용기술은 IAEA의 력연구

를 수행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

다.

     환경  인공동 원소를 이용한 동 원소수문학의 응용분야의 확 는 이 분

야에 한 한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에서  안 성검토, 음용수의 오염 평

가, 지하수문환경의 오염, 지하수의 연 측정  고기환경 연구의 기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심부암반의 암반역학 특성평가․인자도출:

     시스템 개념설계 특히, 공동의 개념설계에 기본 자료로 제공될 정이다. 투

수성 단열특성 자료와 심부단열암반의 수리특성은 공동 내부로 지하수의 유

입량 해석에 필수 인 입력인자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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