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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연구제목 

중·져준위 방사성 폐기물해저암반처분장의 위치기준설정 연구 

11. 연구개 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갑다: 

i) 이미 고시 된 ’중 • 저준위 방사성혜기물 처분장 위치기준 (과기처 고시 

제91-7호)올해저암반처분에 적용가능한가를타진하고; 

ii) 한국근해저의 해양환경의 륙수성을분석하여 해저처분장에 대한위해 

요소의 분포 가능성을 진단하며; 

iii) 육상처분을주 적용범위로하여 개발된 고시 제91-7호의 기준외에， 해 

저암반처분장의 부지선정시 준수되어야할위치기준을추가로설정하 

기위한것이다. 

방사능 돼기물 해저 암반처분장은， 인간생활권에 근접한 육상 처분장 

에 비하여 많은장점이 있다. 천혜의 광대한대륙붕공간자원을이용한해져암 

반처분장의 건설은장차긍정적으로고려될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 

서，해저암반처분장의 안정성 확보를목표로하는위치기준의 개발은 매우중 

요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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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다옴과 갈다: 

i) 해양환경의 욕수성 분석: 해저처분장의 안정성애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나， 환경 

영향의 파악; 하구와 연안의 해양학적， 지구화학적， 생태학척 및 퇴적학적 륙성연 

구. 

너) 해저처분장에 대한잠재적 위해요소파악:저탁류얘 의한해저구초물사 . .:ï!사해 

애 관한문헌조사;저탁류의 발생기작분석. 

iii) 해저처분장으로 인한환경영향고찰: 환경영향의 최소화 방안; 혜수중 방사성 물 

질의 제거 및분산과정. 

iv) 한국근해의 해양학척륙성과위험요인분포가능성분석. 

v) 고시 채91-7호 위치기준의 해저적용 가능성 평가 및 중 ·저준위 방사성 혜기물 

해저암반처분장의 위치기준(안)추가제시 

IV. 연구결과 및 활용애 대한 건의 

본 연구의 결과는，중· 저준위 방사성 빼기물해저암반처분장의 부지선정시 준 

수되어야할위치기준의 채안이다. 

천혜의 대륙붕공간자원을이용한해저암반처분장의 건설은장차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할것이다. 정책적으로처분방식율해저암반처분으로결정활경우애는， 

본 연구애서 제안된 해저처분장의 위치기준(안)이 고시된 ’중· 저준위 방사성 빼기물 

처분장의 위치기준’(과기처고시 채91-7호)과동시에 적용될 수 있올것이다. 이률위 

해서는， 위치기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본 연구개 발의 결과로 채안된 해저암반 처 

분장의 기준과상충되는점올해결하기 위하여，고시 제91-7호를 일부보완할필요가 

있다. 

- v -



SUMMARY 

1. Project Title 

Study on the Locational Criteria for Submarine Rock Repositories of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s 

II. Objective and Import뻐ce ofthe Pr，이ect 

πle 0비eαives of this projeα are: 

i)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the previously promulgated "Locational 

Criteria for Repositories of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 

(Ministry 01 Science and Technology , MOST 91-7) to submarine rock 

reposltones; 

ü)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hazards to the submarine repositories by 

analyzing the ocean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eas; and 

iü) To develop locational criteria for submarine rock repositories for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 in addition to the MOST 91-7 criteria 

which was developed primarily for land repositories. 

Submarine repositories have significant advantages over their land counterparts 

locating c10se to the areas of dai1y human activities. Consequent1y, the construction of 

submarine repositories on the vast continental shelves around Korean seas is 

considered to be highly positive. In this context, the development of locational criteria 

prim따i1y targeting the safety of submarine rock repositories is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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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 of the Project 

The contents of the present study 따e: 

i)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marine environment: Search of potential 

hazards to, and environmental impact by, the submarine repositories; 

lnvestigation of the oceanographic , geochemical, ecological and 

sedime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estuaries and coastal seas. 

ii) Locating potential hazards to submarine repositories by: Bibliographical 

search of accidents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submarine structures by 

turbidity currents and other potentials; Review of turbidity currents. 

iii)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caused by submarine repositories: 

Logistic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s in site selection; Removal 

and dispersion processes of radionuclides in sea water. 

iv) Analyses of ocean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and hazard potentials in, 

the Korean seas. 

v) Evaluation of the MOST 91-7 criteria for applicability to submarine 

repositories and the subsequent proposition of additional criteria. 

lV. Resul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proposition of locational criteria which must be 

complied in site selection of the submarine rock repositories of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s. 

The construction of submarine repositories on the vast continental shelves around 

Korean seas should be considered positively. ln case submarine repositories are decisively 

favored by policy , the criteria proposed in this study could be applied coocurrent1y with the 

MOST 91-7 criteria. For this purpose, the MOST criteria need to be modified to clarify the 

extent and to resolve the conflicts with the proposed criteria for submarine repos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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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L 

제 1 절 연구개발의 배경 

현재 국내 전체 발전량에 대한원자력 발전의 벼중온 약 50%에 이르고 

있으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에너지원(源)으로써 원자력은 이제 펼요불 

가결한상항이다. 국내에서 현재 가동중인 9기의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발생 

되는중 ·져준위 방사성 폐기물은그양이 채속증가하고있다. 이에 따라 소 

내 저장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있다. 더욱 현재 2기의 원전이 건설 중 

이므로，수년내에 현 저장능력의 포화률 빼상할수 있다. 따라서 혜기물 영 

구처분장의 조속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중·져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션 구역에서 사용했먼 수건， 장갑， 방 

호용작업복과같은소모품이 대부분이며，이러한중 ·저준위 방사성 혜기물 

처분은 토$t중에 5-8 m 깊이의 도랑(trench)올 파고 매설하는 천충처분 방식 

이나， 땅속또는 암반깊이 동굴올파고그 안에 혜기물올저장하는심층처분 

방식올 사용한다 (지중매몰방식) (Mi1ler, 1975; Chopin and Rydberg, 1980). 

중 • 저준위 방사성 혜기물 처분장 건셜에서 톡히 고려되어야 할점은 

부지의 안정성 문제이다. 이때 ”처분장부지의 안정성”이란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부지의 입지 환경이 처분장에 주는 안정성”이 

란의미와 함께 ”처분장이 주위 환경에 끼치는 환경영향의 안정성”올동시에 

의미한다.처분장부지의 안정성추구를궁극적인목표로하여， 방사성폐기물 

의 육상 천층처분 및 암반내 매몰 처분(육지 동굴 처분)을 주 적용대상 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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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저준위 방사성 때기물처분장위치기준”은이미 개발되어 꾀되었다 

(과학기술처，고시 제91-7호; Appendix A). 그러나 이러한 육지동굴처분방 

법은 처분장과 인간 생활권과의 근접성으로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 

경적인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가능성이 매우높다. 처분장건셜에 대한주민 

의 강한반발이나집단민원， 처분장건설후지하수의 방사능오염또는사고 

시 방사능누출에 따른주민생활권오염등의 환경영향은이 육지동굴처분방 

법 이 지 난 가장 큰 취 약점 이 다 (Chopin and Rydberg, 1980; Turk and Turk, 1984; 

Domenico and Schwartz, 1990). 

방사성 폐기물을 대륙붕 해저의 암반이나 무인도서의 암반내에 동굴 

을 따서 매몰하는 ’해저 암반 처분장(submarine rock repositories)’은 육지동굴 

처분장에 비하여 인간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할수 있어서 이러 한 

취약점을극복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의도로스웨댄이 지난 1988년 발탁 

해안의 수심 5m의 해저변 아래 60m 깊이의 암반속에 건셜한포스마코처분 

장은 세쩨유일의 해저 암반처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차 그 장단점이 

육지처분방식과비교분석될 것이다. 

좁은국토에 많은인구가살고있는우리나라는다행하게도서해와남 

해에 방대한 대륙붕을 가지고 있다. 1990년 말의 안면도 사태 이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부지선정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극도로민감한반응을보 

이는국내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주민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있는 천혜의 대 

륙붕공간자훤을이용한해져암반쳐분장의 건설은장차심도있게긍정적으 

로고려되어야할가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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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중요성 

근해 대륙붕 및 무인도서 등을 이용한 해져 암반 처분장의 부지를 안정 

성에 엽각하여 신중히 션정하기 위해서는，육지 동굴처분장과는달리 해양환 

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육 

상 천층 및 섬층 처분을 주된 적용 범위로 하여 고시된 ”중 ·저준위 방사성 폐 

기물처분장 위치기준tI (과기처 고시 제 91-7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해져 

암반처분 및 도서처분에도 적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육지환경과는 푸 

렷이 다른해양환경의 특수성을 철저히 고려하여 해저암반처분장의 부지선 

정시 준수되어야 활위치기준이 추가로설정되어야 할것이다. 

주민생활권에서 격리된 천혜의 대륙붕공간자원을 이용한해저처분 

장 건설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는 이 시점에서， 중 • 져준위 방사성 폐기물 

해저암반처분장의 안정성추구를궁극적인목표로하여，부지선정에필요한 

위치기준을개발하려는본연구는매우중요한의의를지니고있다. 

제 3 절 연구개발의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육상처분을주 적용범 

위로하여 이미고시된 ”중·저준위 방사성 꽤기물처분장위치기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 암반처분 및 도서처분에도 적용가능하도록 하기 위 해 

서， 한국근해저 해양환경의 제반폭수성을분석하고위해요소분포가능성 

올 진 단하여， 대륙붕 및 도서처분등 해저 암반 처분장의 부지선정 및 부지 조 

사보고서 작성시 준수되어야할위치기준올추가로설정하기 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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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해 양환경의 특수성 

제 1 절 서 언 

해저암반처분장이 건설되는해양환경은지중매몰 방법을사용하는 

육지동굴처분장의육상환경과는판이하게 다르다. 방사성폐기물해저암반 

처분장의 부지를선정할때 그 안정성을확보하기 위해서는해양환경의 특수 

성에 대한철저한이해가션뺑되어야만할것이다. 따라서본장에서는해양 

환경의 륙수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올 위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 인 이 

해를그학문적목표로하고있는해양학의 이론을도입한분석적 방법을통 

하여 해양환경의 륙수성에 대한체계적 분석을시도하려 한다. 이러한분석 

과정을통하여 해양환경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해저암반처분장의 안정성 

에대한 잠재적인위해요소를파악할수있을것이다. 

제 2 절 해양환경에 대한과학적 접근 

해양환경의 특수성을이해하기 위한가장효과적인 방법온’해양학적’ 

접근 방법 이 다. 해 양학(Oceanography; Oceanology)은 해 양환경 에 대 한 종합 

적인 이해를 그 학문적 목표로 하고 있는자연과학의 한 분과이다. 해양학온 

해양환경에서 발생하는여러 현상을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며，물리해 

양학， 화학해양학， 지질해 양학 및 생물해양학의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 4개 

해양학분야의 연구 대상 가운해 방사성 뼈기물혜저처분장과 갈은해저구조 

물의 안정성과 연관되거나，해저구조물로부터 환경변화등의 영향을받을수 

있논 해 양학적 특성은 다음의 예와 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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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물리해양학적 현상: 수온， 염분 및 밀도분포; 해수의 성층화; 해류，조석 

및 조류， 파랑， 쓰나미 등 해수의 운동 

ii) 지질 해양학적 현상: 지구조적 운동(tectonic momvement); 해저지형의 

분포와전화; 해저의 칩식，운반및퇴적;퇴적층층서;퇴적속도분포. 

iii) 생물해양학적 현상: 해양생물군집의 생태; 연안생태계 (ecosystem)의 

안정성; 생태계의 환경영향에 대한 반응. 

iv) 화학해양학적 현상: 해수중용폰물질; 퇴적층의 지화학적 특성; 해수와 

퇴적층간의 물질교환; 해수중 방사성 핵종의 제거 기작. 

다음제3절부터 저1]6절까지는 해양환경에서 나타나는 위 각각의 현상 

올개관하고，각현상으로인하여 해양환경의 톡수성이 해져암반처분장에 끼 

치는안정성과위해성 또는처분장외 존재로 인해 주위 해양환경에 끼치는 

환경영향의 가능성을타진한다. 

제 3 절 물리해양학적 특성 

1. 해수의 온도， 염분 및 밀도분포와성층화 

가. 온도-염분분포 

해양환경의 가장 큰 톡성의 하나는 수심에 따른 수온변화의 륙성 이 

다. 해수는 태양열에 의하여 표층으로 부터 가열되므로 표층은 수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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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하층(심층)은수온이 낮으며，상하두층사0] 에존재하는수온의 변화가 

극심 한 구역을 수온약층(水溫題톰， thermocline)이 라 한다 (Fig. 2-1). 

해수의 또 다른톡징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염분 (salinity)은 

간단히 ”해수 1 kg속에 함유된 고형성분올 gram단위로표시한총량”으로 정 

의되며， 천분율(0/00)로 표시펀다. 전세계 대양 염분의 중앙값 (median)은 

34.69 0
/ 00 이 다 (Drake et al., 1978). 

해수의 밀도 (p)는단위 체적당질량으로정의되며 [g/cm 3]，수온 (t) ， 염 

분 (S) 및 압력 (p)의 함수이 나， 그 중 수온의 영 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해수의 

압축율 (compressibility)이 극히 작기 때문에 압력 의 영 횡t을 가장 작게 받는다. 

예를 들어， t = 20 0 C, S = 35 0/00, P = 1 atm. 일때 해수밀도 p = 1.02478 g/cm 3 이 

다. 담수의 유업이 많은 연안에서 수섬에 따른 염분과 밀도 변화의 예는다음 

Fig.2-2와 같다 (용어 셜 명 :h떠ocline， 염분약층 pycnocline， 밀도약층) . 

나. 성층화 

이와갚은수온과염분분포의 결과로，온대-열대역大洋의 해수는수 

심에 따라 밀도가증가동}는분포 특성을보이며 이를성층화 (Sσatification)라 

한다. 륙히 수온약층에서는수심에 따른 밀도기울기 (density gradient)가커서 

수직적인 해수유동은미미하며， 이때 수온약층은표층과저층 사이의 해수 

혼합을 방해하논 벽으로 작용한다 (Broecker and Peng, 1982). 

2. 해 류 

전항에서 설명한바와같은해수수괴내 밀도분포의 분균일성은해수 

의 유동을 일으키며 대부분의 해류는 밀도류의 성격을 띄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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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표층해류는 바람의 힘어l 의해 흐르는 취송해류 (wind-driven 

currents) 이다. 지구 대기권에서 일정방향으로부는 편서풍， 무역풍 및 극풍 

등의 탁월풍 (prevailing wind)은 대규모의 해류를 일으킨다. 쿠로시오， 멕시 

코 만류， 적도해류둥이 대표적인 예이다. 

3. 따 랑뺑浪) 

따랑은 일반적으로 바람의 에너지가 해변에 전달되어 생성되어 진다. 

따라서 파랑의 크기 는 바랍의 속도(wind velocity), 바람의 지 속시 간 (duration), 

바람이 따도를 밀어가는 거리 (feκh)등에 의폰한다. 

파랑을 나타내는 물분자의 원궤도 운동은 표연 가까이 에서만 크게 나 

타나고수섬에 따라급격히 감소하여 파장의 반에 해당하는수심에서 궤적운 

동은소멸된다. 따라서 따랑의 파괴력은해수면 위에서는문제되나해저변 

에서는 무시 할 수 있다 (Neumann and Pierson, 1966). 

파랑의 한톡별한형태는쓰나미 (tsunami) 이다. 쓰나미는지진해파로 

불리우기도하며，해저지진이나해저화산의 폭발에의해 발생되며파장이 걸 

고수천 km를이동할만큼막대한에너지를갖고있다.쓰나미가연안으로접 

근하면 수심 감소에 따라파고가급격히 증가하여 해안가까이에 해일을 일 

으커육상구조물을파괴하기도하지만，수심증가에 따라급격히 에너지가 감 

소하는파랑으로써의 특성상해저변 아래의 구조물에 대한파괴의 위험은 별 

로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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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석 및조류 

조석은 하루에 두 번씩 해수변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현상을 말하며 

[semi강iurnal tide] , 지구의 자전 운동과 지구에 대한 달과태양의 인력 때문이 

다. 한반도와 중국대륙으로 둘러 쌓인 서해 (황해， Yellow Sea)는 조석파의 진 

행에 수반되는 코리올리 효과 (Coriolis effect)로 한반도 쪽 해안에서는 조차 

(懶差)가 크게 나타나고， 중국측 해 안에는 작개 나타나는 amphidromic motion 

의전형을보인다. 

조석에 의해 해수가 이동하며 조류 (tidal current)가흐르게 되며， 서해 

에는강한조류가분포하는지역이 많다. 조류는흐름의 톡성에 따라왕복성 

과회전성 조류로구분하며，서해의 조류는좁고긴수로의 경우를제외하고 

는 amphidromic motion을 보이는 회전성 조류가 대부분이어서， 한 조석주기 

동안 한 물분자의 운동궤적은 타원형을보인다 [조류타원， tidal ellipse]. 

해저 처분장의 사고로 연안에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조류에 의해 운반 

되나， 한 조석주기 (12시간 25분)가지나면 타원형 궤적을그런 후 다시 원위 

치로 돌아오게 된다. 순간적 인 유출 (impulse source)의 경우는 한 조류타원을 

그리며운반되는 12시간 25분동안의 회석，분산및 기타기작에 의해 일부가 

제거된 다음유출된 지점으로돌아오재 된다. 그러나 연속유출 (continuous 

source)의 경우， 한조석주기 동안의 제거량보다 동일시간 동안의 유출량이 

많을때에는， 해수중 방사능량은시간에 따라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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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화학해양학적특성 

1. 해수의 화학적톡성 

해수에는 지구상에 폰재하는 모든 원소가 녹아 있으며， 그 외에 여 러 

가지 화합물을포함하고 있으며 고형성분의 총량， 즉 염분은 약 35 0/00 이다. 

이 염분은 해수의 이 온강도 (ionic sσ'ength)를 0.72 정도 되 게 한다. 해수의 pH 

는 8.2 :t 0.3 이며，용폰산소가대기와명형을 이룰때 pE는 12.5 정도이다. 

해수 중의 Cl-, Na+, SO/, Mg2+, Ca2+, Sr2+, K+, Br-, F등 소위 주성분은 지 

역이나 계절에 따라 해수의 염분이 변활지라도， 각 성분간의 상대농도비는 

알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알려저 었다 (Table 2-1). 이 러한 관계를 ’일정성분비 

의 법칙’이라고 하며 화학해양학의 기본법칙 중 하나이다. 다만，주성분 가운 

데 하나인 HC03- 만은 pH와 탄산개스 함량에 따라 그 농E가 변화한다. 

인공 및 천연 방사성 원소， 중금속， 용폰기체， 영양소 등 해수 중의 미 

량용폰 성분은 해수-대기， 해수-퇴적물， 해수-생물체 간의 계변을 통한교환 

으로 항상 그 농도가 변화하며 이 런 성분을 비보존성 성분이라 한다. 

2. 해져 퇴적물의 이온교환톡성 

한반도 연안해역에는 점토， 실트(silt) ， 모래와 갚은 쇄셜성 퇴적불 

(clastic sediments)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Chough and Kim, 1981; Chough, 

1983; Lee and Chough, 1989; 이 등， 1989). 서해 안의 조간대 지 역에는 두껍게 

점토충이 발달되 어 있다. 해저 퇴 적물중의 illite, chlorite, smectite, kaolinite 풍 

의 점토 광물은 (식2-1)과 같은 이온교환 반응에 참여하여 금속이나방사성 

핵종의 이동을차단하거나지연시키는역활을 담당할수 있다 (Chest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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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ompositon of sea water. 

Major w/utel and nu(r;entl (mg/kgj 
Chloride 19,350 Strontium 

Sod ium 10,7fIJ Boron 
Su1fate 2,710 F1uoride 

Magnesium 1,290 Si1ica 
Ca1c ium 411 0 , 
Potlissium 399 NO, 
Bicarbonate 142 PO‘ 
Bromide 67 Dissolved 

organic carbon 

Minor wlutCl (，μglkg) 

Lithium 180 Zirconium 
Bc:ry l1ium 6 x 10-‘ Niobium 

Aluminum 2 Molybdcnum 

Scandium 6 x 10-' Sih'er 

Titanium Cadmium 

Vanadium 2 Tin 

Chromium 0.3 Antimony 

Manganese 0.2 Iodine 

Iron 、 Cesium -
Cobalt 005 Barium 

Niζ Io.d 0.5 Rarc earth~ 

Copper 0.5 Tung~tcn 

Zinc 2 Gold 

Gallium 0.03 κ-lcrcury 

Gennaniu ll1 0.05 Thallium 

Arsenic 4 Lcad 

Seknium 0.2 Bismuth 

Rubidium 120 R “ diufll 
Yttrium 1 x 10-' UrJ.l1 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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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4.5 
1.3 
0.5-10 
0.1-6 
oαJ~-2 

O.α)1 4l.05 

03-2 (as c) 

0.03 
0.01 

10 
0 .Q4 

0.05 
0.01 
0.2 

fIJ 

O.~ 

2 
\0-) to \0-' 
0.1 
4 X \0-) 

0.03 
0.01 
0.03 
0,02 

1:-; 10 ’ 
3 . .1 

. -------_ .. - -- ------



Cation A + Cation BX (sw) : Cation B (clay) + Cation AX (sw) --- (Eq. 2-1) 

여기서 양이온 B는방사성 핵종의 이온이며， 양이온A는 Na， K， Mg 등점토광 

물의 구성 핸소이고， X 는전하， sw 는해수， clay 는점토이다. 

방사성 폐기물육상처분장의 경우에는사고에 의한방사정 핵종의 누 

출올차단하기 위해서 핵종에 대한홉착력이 큰천연방벽이 존해하는지역이 

선호된다 (과기처 고시 제91-7호， 저1]5조 3항). 해져 암반 처분장의 경우에는 암 

반내의 방벽외에도정토광물을다량합유하는해져퇴적층。l 제2의 방벽으로 

작용할수있을것이다. 

3. 해수중용폰물질의 이동 

가. 이류와확산 

해양환경에 누출된 방사성 물질둥과 갈은 해수 중 용폰물질온 이류 

(移流， advection)나 확산 (diffu sion)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된다. 이류는용 

매인 해수자체의 운동에 따라용질이 이동되는 현상이며， 해양에서 일어나 

는 확산은 분자확산이 아니라， 해수의 난류운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와확산 

뼈擔散， eddy diffusion) 이다. 해수와함쩨 움직이고 있는성분의 농도C의 시 

간적 변동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ac _ a2c 면C _ a2c ac ac dC 
-= DX--+Dv--+ Dz--- u--- v--- w --+ R(t) … (Eq.2-2) dt -x dx2 . -Y dy2 . -L dZ2 - dX . ay .. 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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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 Y 는수명， z 는수직방향， u， V, W =각방향 이류속도 (crn/s); D =와 

확산계수(cm2js); t =시간 (s); R(t) =각성분이界내에서 일으키는실질적 변 

화에 관한 항이 다. 북대서 양의 방사능원소 228Ra 분포에서 추정된 수평 방향 

와확산 계수 Dx' Dy는 106 cm2/s 정도의 큰 값을 갖는다 (Kaufman et al., 1973). 

나. 수직혼합 

해수의 성층구조 (8σatification)는수직방향의 이류및 와확산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북대서양의 수심별 222Rn분포에서추정한수직방향와확산 

계수 (Eq.2-2의 Dz) 는 101_102 cm2/s에 불과하다 (Broecker, 1982). 

해수중 용폰하는 N0 3' , PO/" Si(OH)4 등의 영 양소， 금속， 방사성 핵 종 

들은 용매 (해수) 자체의 수직 적 혼합이 해수의 성층화로 인하여 방해되므로， 

수평적으로는확산이 용이하나수직적으로는확산되기 어렵다. 

이와 갈이 해수는수온약층을 경째로하여 차겁고 ’무거운’ 심층수 위에 

따뭇하고 ’가벼운’ 표층수가 떠 있는 상태로 단운화 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온 

약층은표층과 심층사이의 해수혼합을 방해하는 벽이다. 이 단순화된 "2-

box model"이 화학해양학에서 표층수와심층수의 물질교환량추정，오염물질 

의 체류시 간 (residence 디me) 추정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된 다 (Broecker, 1982). 

4. 혜수중용폰물질의 제거기작 

바닷물에 녹아있는물질이 해양환경으로부터제거되어사라지는곳 

즉，용폰성분의 ’제거처’를 화학해양학에서 "sink"라하며， 대표적인 sink에는 

다음몇가지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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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물작용에의한제거 

해수내 용존성분 가운데 해양식물군의 대사작용에 관여하는원소는 

식물에 흡수되어 용폰태로부터 업자태가 되어 제거된다. 이들 원소를 

bioactive elements로 분류하며 , N, P, Si등의 영 양소와 Cd, Zn, Se, Ca, Sr, 등의 

금속원소가그 대표적 혜이다. 식물에 흡수된 이 원소들은 생물체의 구성성 

분이되어， 먹이사슬을롱하여다음영양단계의생물체를거치거나，혹은직 

접 생물체가죽은다음에 유기물업자로써 해저변에 퇴적된다. 

나. 스캐 맨 정 (scavenging) 

금속원소 중 Th, Pa, Fe, Pb 등은 해수중에 용폰태로 폰재하기 어렵고 

채변에 흡착되는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수중에 떠 있는 여러 입자의 표변 

에 흡착되어， 입자가침강하는데 따라함째 가라앉는다. 화학해양학에서는 

이러한 원소들을 "particle reactive" 하다고 표현하며， 이처럼 용폰태의 원소가 

해수중 부유업자에 흡착되어 업자와 함께 제거되는 기작을 ”스캐벤정 

(Scavenging) "이 라 한다 (Broecker, 1974; Turekian, 1977; Li, 1981). 

그러나 입자에 흡착되어 퇴적층에 침강된 방사성 물질은 퇴적층에 국 

부적인 농축을초래하고， 탈착 (desorption)으로 인해 장기적인 방사션원의 역 

활을함으로환경에 영향을줄수 있다 (KINS ， 1991). 

다. 직접적인첨전 

해수중에녹아 있는원소들사이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불용성 물 

질올만들고，그생성물질이 침전하는경우를말하지만，대부분의 해수중용 

폰성분의 농도가 낮아， 두 반음물질의 이온 활성도적 (ion activity product) 이 

생성 물질 의 용해도적 (solubility product) 보다 작기 때문에 , 직 접 적 침 전에 

16 



의한제거는기 대하기 어렵다. 그러나폐쇄된 해역에서 증발이 일어나 염분 

이 크채 증가할때는 침전이 가능하다. 

5. 하구뼈口)의 화학적 특성 

가. 하구의순환톡성 

효}구(estuary)의 해수 훈환은， 혼합되는 담수와 해수의 밀도 차이 때문 

에특이한형태를취한다. 하구로유입하는강물은표층을따라바다로흘러 

가고， 하구의 바닥을 따라 쐐기형으로 해수[염수 쐐기， s떠t wedge]가 밀고들 

어온다 (Fig.2-3). 해수와담수는 염수쐐기의 경계변에서 계속적으로혼합되 

며， 혼합으로 염분이 낮아진 (밀도가 낮아진) 해수는표층을 따라 바닷쪽으로 

유출된다. ’염수쐐기’는이 혼합으로쩨속해수를손실하므로，바닷물은계속 

하구의 안쪽을 향하여 흐른다. 따라서， 하구의 표층에서는 강물이 바닷쪽으 

로흐르고， 바닥을 따라서는 강의 상류를 향하는 해수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된다. 

나. 하구에서 일어나는 flocωlation 

강물 속의 부유입자는 표변에 음전하가 분포한 상태로 픈짐 

(suspended load)으로 운반된다. 점토광물등의 쇄셜성 퇴적물이나유기질 및 

무기질의 많온부유입자를가지고하구로강물이 유입되면， 전해질인 해수 

와점차혼합됨에 따라，강물에서는 입자사이의 정전기적 반발력 ( electostatic 

repulsion force)에 의해 부유상태로 존재하먼 입자들이， 전해질 내에서 반발 

력이 상실되며 서로 뭉쳐 큰 멍어리 (flocs)가되어 퇴적물로 갈아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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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cculation & 
Biological Production 

RiverWater 

SC빠enging: • 

Sea Water 

Fig. 2 - 3. A schematic diagram showing typical circulation in an estu하y. 
Radionuc1ides are effectively scavenged by the sett1ing particulates 
produced by the enhanced biological activity in the estuary. 
A ’sa1t wedge' exists at the bottom dragging sediments upstream 
into the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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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하구에서 일 어나는 이 러 한 과정올 flocculation 이 라 한다. 

flocc비a디on으로 바닥에 침전된 퇴적물은 하구의 바닥을 따라 안쪽으 

로흘러들어오는 영수쐐기 (salt wedge)에 밀려，효}구의 바깔쪽으로나가지 뭇 

하고，하구안에 계속쌓이게 된다. 따라서하구에는삼각주둥이 형성되거나 

빠른퇴적이진행된다. 

다. 하구의 왕성한생물기초생산 

농경지나도시의 생활혜수에서유출된 N, P, Si 등많은 영양소가강물 

을 따라 하구에 유입되기 때문에， 강의 하구에서는 해양식물군이 왕성하채 

성장하여 식물의 기초，A..>>산력 (primary productivity)이 높다 (Mann, 1982). 하 

구에서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는 동안 bioactive element는 식물군에 흡수되어 

유기불화되어，결국은입자의 형태로하구의 바닥에 침강되며， salt w잉ge에 

밀려 하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여 하구 내에 쌓이고， 재분해 (re-mineralization) 

되어하구내 식물군의 영양소로다시 사용되므로상당한부분이 하구내에서 

재순환하게된다. 

라. 하구내 오염물질의 축적 

하구에 유입된 용폰 오염물질은 flocculation으로 생성된 flocs이나 유 

기질 업자의 표변에 흡착되어 첨강하여 하구내에 축적된다. 강의 하구는 저 

층을 따라 하구의 안쪽으로 해수가 항상 흐르는 해수순환의 특이성과， 왕성 

한 flocs 생성과 식불 기초생산으로 많은 입자들을 만들어， 중금속이나 방사 

성 핵종등의 오염물질을 ’스캐맨정’하여 바닥에 쌓고， 바닷쪽으로 빠져나가 

지 뭇하게 축적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축적 되 

는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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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하구의퇴적층에축적된중금속이나방사능핵종등의오염물 

질은하구뚝축조나흥수등로강물의 유입량이 변하여 하구내 해수훈환형태 

가급격히 변하거나， 채절적인 수온변동이나유기물부하량 변화에 의해 촉 

발된 용폰산소량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산화환원 준위 (0 xidation -reduction 

potential) 변화등 하구의 화학적 조건이 변하면， 한꺼번 주위의 해양 환경에 

유출되어 치명적인 피해를준다. 

제 5 절 생물해양학적특수성 

1. 연안생태계의 특성 

해저처분장이 건셜될 연안은생태학적으로매우 환경변화에 민감한 

톡성을지닌다. 연안의 대륙붕해역은수심이 낮아(명균 200 m 이하)전수 

층에 태양팡이 투과되고육지에서 강물 등의 지표수를 따라 많은 영양소가 

유입하는곳이기 때문에 식물플랑크톤의 기초생산력이 높다. 이를토대로 

복잡한 먹 이그물 (food web) 이 짜여지고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므로 다수의 

해양동물이 유생시절을 보내는’Nusery ground'로써 먹이 가풍부한 연안해역 

을 선택한다. 톡히， 외해와 차단되어 강한 조류와 파랑으로부터 보호된 만 

(bay)，하구등은많은치어와유생이 성;핸}고，또한오염물질이 외해로확산 

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극히 취약하다 α‘ann ， 1982). 따라서 방사성 

혜기물등에의한연안의오염은해양생태계에심각한영향을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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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물축적 및 생물학적 확대 

해 양생물은 해수에 녹아 있는 농도보다 더 높은 농도로 방사성 핵종， 

중금속， 활로젠화 탄화수소 (농약， 살충제)등의 륙정 성분올 체내에 축적하며 

이를 생물축적 (bioaccumulution) 이라 한다 (Clark, 1986; 심， 1991). 농약 중 

DDT는해수에서의 용존농도는낮으나，해양의 기초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 

으로부터 1차소비자를거쳐최고소비자인 대형어류까지 먹이단계를위로 

올라갈수록생물체내의 DDT 농도는지수합수적으로증가한다. 이렇게 먹 

이단계에 따른생물축적의 증가를’생물학적 확대 (bi이ogical magnification)’라 

한다 (Clark, 1986; 심， 1991). 

제 6 절 지질해양학적특수성 

1. 연안퇴적환경의 톡성 

원양의 해져퇴적물에 생물기원(biogenic)이나 자생기원(authigenic)인 

성분이 많은 것과는 달리， 한반도 연안해역， 특히 서해는 육원성 쇄셜퇴적물 

(terrigeneous clastic sediments)이 주종을 이루며 약간의 폐각및 유기성분을 함 

유하고 있다 (Lee and Chough, 1989; 이 등， 1989). 

연안퇴적환경의 특정 가운대 하나는 변화의 폭야 넓고지역에 따라 

큰차이가나타나는점이다. 이눈퇴적물의 공급원과가깝고，운반매체인 강， 

하천이 분포하며， 퇴적물의 분산을 담당하는파랑， 조류 둥이 연안에서 강화 

되어 나타나며， 연안의 해저지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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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저지형의 변형 

해저지형을 변화시키는중요한요인 가운데 하나는지진이나지전에 

수반된단층작용등의지구조적변화이다. 이러한지구조적 변화에대해 안 

정한 지역은 지진학적， 지구물리적 및 지구조론적인 관점에서 혜측 가능하 

며，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논의를 생 략한다. 

해저지형을변화시키는또하나의 중요한요인가운데 하나는퇴적파 

정(sedimentary process)이다. 여기서 퇴적과정이란， 암석의 풍화에 의한퇴적 

물의 생성부터시작하여，바랍，강물，빙하，파도，조류，해류등에 의한운반과 

퇴적 및 배분배， 퇴적후에 수반되는 지구화학적-광물학적 변화과정 등의 일 

체를포괄적으로지칭하는용어이다. 

3. 저 탁류 (底灣流， Turbity current) 

퇴적물이 부유하고 있는해수눈주위 해수에 비하여 밀도가크고해 

져변의 경사를 따라 아랫 쪽으로 흐른다. 이러한 흐름을 저탁류라 한다 

(Shepard, 1973). 저탁류는 한번 시작되변 경사변올따라흘러 가며 점차 많은 

퇴적물을부유시켜 점차적으로세력이 성장하며 (Auto-suspension), 퇴적물을 

운반-이동시키고 해저변을 침식시킨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처탁류는 해저 

암반을깎아 해저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며， 해저협곡(submarine canyon)은 저 

탁류의 이러한 칩식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Shepard， 1973). 따라서， 저탁류 

는해져처분장에 대한가장중요한위해요소로판단된다. 저탁류에 대하여 

는 다음 제3장에서 상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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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결 언 

본 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해져암반 처분장의 부지를 선정시 안정성 

을확보를목표로하여 해양환경의 륙수성을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을통 

하여 해저 처분장의 안정성에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위해요소(unfa vorable 

factor)이거나， 또는우호요소 (favorable factor) 로써 다음 항목들이 포착되였 

다. 

1. 해수의 성층화는수직적혼합을제한한다. 

2. 해류，조류，파랑등은해수중용폰오염물질의 분산을촉진한다. 

3. 해져퇴적물중점토광물은이온교환작용을통하여방사성핵종의 이 

동을지연시키는역활을할수있다. 

4. 해수중용폰방사성물질이 제거되는기작으로가장중요한것은입자 

에 흡착된 후 침강되는 방법이다. 

5. 하구나만은해수순환의특성상오염물질이외해로확산되지뭇하고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는지역이며， 많은생물군의 치어와유생이 성장 

하는해역이므로생태학적으로환경오염에 극히 취약하다. 

6.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저탁류는 강한 침식작용을 일으키며， 해저처분 

장에 대한가장중요한위해요소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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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저처분장에 대한위해요소 

제 1 절 서 언 

중 ·져준위 방사성 폐기물해저암반처분장의 부지선정시에 가장고려 

되어야할점은부지의 안정성 문제이다. 이 때 ”처분장부지의 안정성”이란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해저처분장이 주위 해양환경으 

로부터 받는위해에 대한안정성”이란수동적 의미와함쩨 ”처분장이 주위 해 

양환경에 가하는환경영향의 안정성”이란능동적 의미를동시에 지닌다. 해 

져암반처분장의 부지선정시에는이 두가지 측면의 안정성 확보가동시에 추 

구되어야할것이다. 

본장에서는수동적 의미의 안정성，즉해양환경의 톡수성에 기인한 위 

해요소가 해저암반처분장에끼칠수있는잠재적위험을포착하여그성격과 

규모를 빼상하고 안정성의 확보방안을고찰하려 한다. 

제 2 절 저 탁 류 (Turbidity Currents) 

앞장에서 논의한바와갈이 해양환경에서존재하는현상가운데 방사 

성 폐기물 해저 암반 처분장에 대한 잠재적 위 해 요소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탁류이다. 저탁류는， 퇴적물이 부유하고 있는 해수의 흐름으로 주위 해수 

에 비하여 밀도가 크고 해저변의 경사를 따라아랫 쪽으로흘러 가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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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을 교란시커 점차 성장하며， 퇴적물을 운반하고 해저면을 침식시킨 

다 (Shepard， 1973). 이 절에서는 저탁류의 연구 역사， 저탁류에 의한 대표적 

사.:ïl사례， 발생기 작， 그 발달 및 소멸과정， 영 향등올 상세히 고찰한다. 

1. 저탁류연구의 역사 

져탁류는 많은퇴적물이 부유된 론강 (Rhone)의 흙탕물이 스위스의 제 

네바湖 (Lake Geneva)로유입되며，호수의 바닥[圖을따라호수물보다밀도 

가큰 유입된 탁류[演流， turbid water]가 흐르는 것이 1930년대에 최초로 관찰 

되 었으며， 미국 콜로라도강후벼 댐의 미드 호 (Lake Mead)에서도 동일한 현 

상이 발생되는 것이 관찰되어 (Gould, 1951), ’저탁류’로불리우체 되었다. 

본격적인저탁류의 연구는， 저탁류가천해의 퇴적물을심해로운반하 

고 대륙사면(continental slope)을 첨식시켜 해저협곡(submarine canyon)을 만든 

다는 Daly (1 936)의 가설에 의해 촉발되어 1937년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 었으 

며， 그 결과로 많은 연구 성과가 얻 어지게 되 었다 (Kuenen, 1937, 1947, 1948, 

1950, 1951 , 1952, 1959, 1964, 1965; Kuenen and Migliolini, 1950; Heezen and 

Ewing, 1952). 이 가운데 Grand Bank:에 부설된 대서양 횡단 해저전션의 절단 

사고에 대 한 연구 (Heezen and Ewing, 1952; Piper et 떠.， 1985)와 저 탁류의 발생 

기작과구조，침식 및 퇴적작용，유체역학적 특성등의 구명을위한실험적 연 

구 (Kuenen, 1937; Middleton, 1966, 1967)등이 그 대표적인 연구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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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탁류에의한때표적사고사혜 

가. 대서양횡단해져전션 절단사고 

다음은 Heezen 뻐d Ewing (1952)의 대서양 횡단 해저전션 (Trans

Atlantic Submarine Telegraph Cable)의 절 단 사고와 저 탁류의 관쩨 에 대 한 연구 

결과의요약이다. 

1920년대에 북미와유럽을연결하는해저전션의 대부분은캐나다동해 

안 Newfoundland 성 앞 GrandBank일대의 대륙붕， 대륙사면 및 대양저를지나 

도록부셜되어 있었으며， 1929년 11월 18일 20시 32분(Greenwich Time)에 진도 

홈慶) 7.2의 해저지진이 Grand Bank일대에서 발생하였다. 이 때 진앙은수심 

1,800 m - 3,600 m 정도의 대륙사변에 위치하여 복잡하게 사방으로 얽힌 해저 

전선망의 중심부에 해당하였다. 이 지 진 직후 18개 회션의 해저전션을 통한 

통신이시간차를두고두절되었으며，그시각이 전신회사의 자동기록기에 기 

록되었다. 이때각각의 해저전션이 절단된위치는북미쪽과유럽쪽양끝에 

서 남은 전션의 전기저항을측정함으로써 정확히 추정되었다 (de Smitt, 1932). 

대륙붕지역에 부설된 6개 회션은 지진발생과동시에 즉각적으로절단 

되었다. 이는직접적으로지연 진동에 의한파괴이거나，이에수반되어즉각 

적으로 발생 한 해저사태 (submarine slump, submarine slide) 때문인 듯 하다 (de 

Smitt, 1932). 이보다더 흥미있는사실은，지진발생후진앙보다점차적으로수 

심이 짚은곳에부셜되었먼 12개 회션의 해저전션이시간차를두고연속적으 

로 절단된 점이다. 해저전션의 절단은 진앙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하여 약 500 

km어l 걸쳐 13시간 17분 동안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절단의 진행 방힘판 대륙 

사변에서 대양저의 심해를향하여 수심이 증가하는 방향。l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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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저전션의 절단 사고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진에 수반된 단층 

(Gregory, 1929, 1931), 해져사태 (Shepard, 1932, 1934), 쓰나미 (Bucher, 1940) 등 

이 절 단을 일으킨 ’agent’로 제 안되 었으나， 어느것도 수심 증가의 방향으로 300 

마일의 장거리에 걸쳐 각각 약간의 시간차를두고 13시간이상의 장시간동안 

계속된 연속적 절단을효과적으로 설명할수는 없었다. 

Heezen and Ewing (1 952)은 이 Grand Bank의 해저전션 절단사고를 지진 

에 의해 촉발(σigerring)된 저탁류의 따괴력에 의한 절단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라한해석은그후동일 사건에 대하여 실시된 SeaMARC-I을이용한새로운 

방법에 의한 연구 (Piper et al., 1985) 결과나， 콩고 해저협곡 (Congo Submarine 

Canyon, Heezen et al., 1964) 등다른지역에서 얻어진 저탁류 연구결과에 비추 

어 타당함이 확인되었다. Heezen and Ewing (1 952)은기록된 각해저전션의 통 

신두절시간과 절단장소사이의 거리로부터 저탁류의 속도를계산하여 평균 

92kn에lf (50 knots)로 추정 하였다. 

Grand Bank의 해저 전션 절단사고가저탁류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는 

Heezen and Ewing (1 952)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자"저탁류가 천해의 퇴적물을 

심해로 운반하고 대륙사연(continental slope)을 침식시켜 해저협곡(submarine 

canyon)을 만든다”는 Daly (1 936)의 가설에 대한검정의 목적과함께， 해저협곡 

의 기원과저탁류의 관계，해저지형을변화시키는칩식작용의 중요’agent’로써 

져탁류의 역활등에관한많은연구가시작되었다. 

나. 콩고 해저 협곡 (Congo Submarine Canyon) 

서 아프리차의 콩고해안에는대륙붕이 ~90km 폭으로넓게 발달되어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인 직선거리 800km 이상되는 콩고 해저협곡이 대륙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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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Congo Submarine Canyon and Fan VaJ ley showing where submarine cables were laid and later broken 
by turbidity currents , Note the canyon hcad enters deep into the Congo Estuary (From Heezen et al.. 
1964). 



완전히 가로질러 수심 약 3，600 m (2,000 fathoms)의 대륙사면 기저부까지 뻗어 

있다 (Shepard, 1973). 콩고 강의 히구 (뼈口， estuaη)에는 삼각주가 형성되지 

않으며， 해저협곡의 상부가 강의 하구 속으로 32 km 이상 들어가 있다. 콩고 

강하구에서 부터 해저협곡을통하여 경사가급한 대륙사연을 따라저탁류에 

의해 운반되어 내려온 퇴적물은， 경사가 완만한 앙골라 심해명원 (Ango1a 

Abyssal Plain)과 만나는 곳에 쌓여서， 심해션상지 (深海屬狀地. deep-sea fan)의 

두꺼운 퇴적층을 이루고 있다 (Fig. 3-1) (Heezen et 외.， 1964). 

콩고 해져협곡을 가로 질러 부설된 루안다 -캉또메 해져전션 (Luanda -

Saδ까lOO'l5Ca밟}은 1887년 부터 1937년 사이 에， 30회 이 상 절 단되 었으며， 대 

부분의 절단사고는 콩고 강이 최대 유량으로 최다량의 밀짐 (bed load)을 운반 

하는시기에 발생되었고， 해안에서부터 200 km 정도떨어진곳에서도 발생되 

었다. Heezen 등(1964)은 협곡일 대의 해저지 형 정 밀조사， 탐성따 탐사， 퇴 적물 

코아의 암석학적 륙성 (core 1ithology) 해석， 협곡내 저서;I.~물군(benthic fauna) 

의 저인망채집 조사，전션절단사고당시의 현장기록등을분석하여，루안다

쌍또메 해저전션의 절단사고는，콩고강의 퇴적물유출로빈번히 발생된 저탁 

류가해저협곡을따라흐르며 절단한것으로해석하였다. 

3. 저탁류의톡성 

가. 발생기작 

격발(1ìπ:ggering): 저탁류는대륙사연과갑은해저의 경사변에 불안정 

한 상태로 쌓여있먼 퇴적물이， 해저지진이나 해져사태 등에 의해 교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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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중에 재부유되고，부유상태의 퇴적물이 포함되여 주위의 해수보다밀도 

가 증가된 이 ”흙탕물”이 중력의 영향으로 경사면의 바닥을 따라 아래로 흘러 

내려가채된다. 

강의 하구에 이어진 해역도저탁류 발생이 손쉬운곳이다. 앞장에서 

기술한바와같이， 입자사이의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부유상태로존재하는 

퇴적물의 부유입자를 가지고 하구로 강물이 유입되어 해수와 점차 혼합됨 에 

따라，전해질인 해수내에서 업자간의 반발력이 상실되며 서로뭉쳐 큰멍어리 

(flocs)가 되어 퇴적물로 갈아 앉는 과정이 flocculation이며， 퇴적물은 하구 입 

구에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된다. 이때 쌓인 퇴적층이 주위의 水理 條件

(hydrographic condition)에 대하여 안정되어 있으면 발달하여 삼각주(del따)를 

형성하게 되지만， 불안정할 때 (예; 홍수기)는간헐적인 붕괴를 일으커 져탁류 

를 발생채 한다. 콩고 강의 하구에 이어져 발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콩고 해저 

협곡은 바로 이러한 과정으로 발생된 저탁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것이 다 

(Heezen et al., 1964). 

정장(Development): 저탁류는 한번 시작되변 경사연을 따라흘러 가며 

많은세립질 퇴적물을부유시켜 점차적으로 밀도가증가하며， 세력이 성장하 

여 점차더욱큰업자까지도부유시키게 된다. 흐름의 밀도가낮은발생의 초 

기 에는 점토 (clay)tf 실트 (silt) 크기 의 업자만 부유되나， 점차 모래 (sand), 잔 

자갈 (pebble) ， 큰자갈 (cobble) 까지도운반하게 되며，저탁류가 이처럼 ’자갈’ 

과함쩨흐르기때문에그침식력이크다. 해저면이경사가크고부유시킬수 

있는퇴적물이 공급되면 점점 더 흐름의 세력이 강하여 지며 이러한성장과정 

을 "Auto-suspension"이 라 한다 (Bagnold, 1962; Middleton,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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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사면은 해저변의 평균경사도가 4.3。정도로 해저면 중가장가파 

르며 (Stowe, 1983), 이 곳에서는 저 탁류가 auto-suspension에 의 해 7해속 성 장할 

수있으며，흐름의 밀도증가에 따라더큰중력이 작용하여그속도도점차증 

가한다. 1929 년 Grand Bank에서 발생된 저탁류의 경우 대륙사변에서눈그속 

도가 시속 92km (약 50 knots) 까지 도달하였다 (Heezen and Ewing, 1952). 

감쇠 (Decay): 대륙사변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온 저탁류는 명균경사가 

0.2。에 불과한 대륙대 (continenta1 rise)나 (Stowe, 1983), 그보다 더욱 완만한 경 

사 (0.2。 이 하) 인 대 양저 (大洋흩， ocean floor) 지 역 에 이 르거나， auto-suspension 

에 따른중력증가로공급되는 에너지가저탁류와해저변 또는주위 해수와 마 

찰 (’ skin fric디on’)로 손실하는 에너지보다 작을 때는 속도가 점차적으로 느려 

지며 세력이 감쇠하기 시작한다. 흐름의 속도가점차느려지는데 따라， 운반 

되먼 퇴적물 업자는큰 업자부터 차혜로퇴적된다. 

나. 저탁류의구조 

호수나수조등에서실험적으로밝혀진결과를보면， 저탁류는머리，몸 

통， 꼬리 등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진다. 머리 (head)는 density 

currents의 ’saline head’ (Keu1egan, 1946)와 유사한 형 태 이 며 (Kerseyand Hsü, 

1976) 수심증가의 방향으로 난류 (띠tur따lrbu띠lla뻐nc야e밍) 상태로 진행하며， 해저 면을 교란 

시 커 퇴 적물을 재부유시 킨다 (al뻐u따1to-폐spe하해ns없ior아n띠1). 꼬리 (때t때ail피1)논 해져 면 및 주위 의 

물과마찰(’skin friction')로，주위 해수와혼합되며 흐름의 경계가점차불명해 

지며 사라지는 부분으로 이 곳에서는 퇴적이 진행된다. 머리와꼬리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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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주요부분이 몸통에 해당하며， auto-suspension으로 부유된 퇴적물을 받 

아드리며 중력의 영향으로 세력을 강화시키며 흐름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부 

분이다. 폼통과꼬리는 l뻐in하 flow의 특정을지닌다. 발생하는도중에 음향 

측심기 (echo sounder)에 기록된 저탁류의 경우에도， 이처럼 세 부분으로 된 구 

조를보이고 있다 (Hay， 1987). 

다. 저 탁류의 퇴 적 작용과 t따bidites 

저탁류가 해져변의 경사가 완만한 곳에 이르러 속도가 점차적으로 느 

려져 감쇠하기 시작되면， 푼짐 (suspended load), 뛰는짐 (sa1tation load), 밑짐 

(bed load) 둥의 형태로운반되먼퇴적물업자눈큰입자부터 작은업자의 차례 

로 퇴 적되 게 된 다. 그 결 과로 graded bed이ng이 형성된 다 (Fig.3-2). 

graded bedding의 기원이 저탁류의 퇴적작용 때문인 것은 최초로 

Kuenen and Miglioriní (1 950)의 연구에 의 해 밝혀 졌 다. 이 러 한 graded bedding의 

한단위는 한 번의 저탁류에 의해 퇴적된 것이며， graded bedding의 단위층(unit 

layer)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퇴적층은 반복적으로흐른저탁류에 의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퇴적구조이며， 이를 turbidite라 부른다 (Kuenen, 1966; 

Reineck and Singh, 1973). 따라서， 퇴 적층에서 turbidite가 발견되 면 그것은 그 

퇴적환경에서 저탁류의 폰재를간접적으로시사하는증거이다. 

4. 저탁류 발생의 가능성이 큰지역 

이상에서 살펴본 저탁류사고관찰의 문헌기록과 발생기작으로부터 

유추하여， 저탁류 발생의 가능성이 큰 지 역의 조건을요약하면 다음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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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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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탁류의 격발기작이 폰재하는지역: 

해저지진 다발지역 (직접적인 격발기작) 

강의 하구(불안정한삼각주퇴적으로，홍수시 격발가능) 

해저협곡의 상부나 인접한지역 (협곡을따라져탁류를흐르게 유도) 

해저변 경사가 심한곳 (해저사태등을유발) 

퇴적물의 안정도가낮은곳(해저사태등을유발) 

나. 져탁류의 성장이 용이한지역: 

해저 변 경사가 섭 한 곳 (auto-suspension으로 성 장 가능) 

다. 저탁류 발생의 증거가나타나는지역: 

turbidite가 발견되는곳의 인접해역 

해저협곡의 인접해역 

이상의 지역은저탁류발생의 가능성이 큰지역이므로해저처분장의 

위치기준셜정시 톡별히 고려되어야할것이다. 

제 3 철 해저처분장에대한기타잠재적위해 

1. 극심한퇴적작용 

퇴적물의 축적은하부에 하중증가를가져온다. 극심한퇴적은빠른하중증가 

로하부의 해저구조물을붕괴시킬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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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해저의 퇴적속도는수 mm/yr 정도에 불과하다. 서해 남동부는 

1.5 - 3.5 mm/yr 정도이나 한반도에 가까운 mud lens의 중앙부는 약 20 mm/yr.로 

없}른속도를보인다 (Kim and Han, 1991). 남해 동부 대한해협 대륙붕에서는 

0.6 - 4.4 mm/yr.로 추정되며 퇴적물의 기원인 낙동강의 하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여， 대한해곡 (Korea Trough) 해저에서는 2.1 mm/yr.의 퇴적속도를 보인 

다 (Kim, 1991). 낙동강이나 섬진강의 하구에는 빠른 삼각주 형성이 일어나 매 

우뻐}른퇴적을보인다. 

제 4 절 결과의 요약 

본장에서는 방사성 폐기물해져암반처분장이 해양환경에서 받는수동 

적의미의 안정성，즉해양환경의륙수성에기인한 위해요소가해저처분장에 

끼칠수 있는 잠재적 위혐의 종류와성격을분석하고，그위험에 취약한지역 

의 조건을파악하여， 다음항목을해저암반처분장의 위치기준설정시 기피대 

상지역에 대한기본자료로써 제시한다 

1. 해저지진다발지역 

2. 강의 하구에 인접한지역 

3. 해져협곡에 인접한지역 

4. 해저변경사가심하고획적물의 안정도가낮은지역 

5. 현세 Turbidite가발견되는곳의 인접 상부지역 

6. 극심한퇴적이 진행되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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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저처분장으로인한환경영향 

제 1 절 서 언 

해저처분장이 주위 해양환경으로부터 받는 위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 

서는앞의 제 3장에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해저 암반 처분장이 주위의 해 양 

에 끼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고찰하려한다. 즉， 해저처분장에서 누출 가능한 

방사성물질에의한해양환경의 오염과정과그 영향을명가하눈것이다. 이러 

한목적을위해서는해저처분장의 방사성물질누출사고를가정하고그로인한 

환경영향을예상하여야할것이며， 이러한누출사고에 의한환경영향을최소화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처분장부지의 해양학적 조건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해양환경에 분포하는 천연 및 인공 방사능 원소의 공급원， 유 

입경로，분산과제거기작등올정리하고， 각핵종의 지화학적 특성을파악하여， 

해저처분장의사고시누출가능한방사성 원소가해양환경에 미치는환경영향 

의 방향성올 예측하고그 대응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analogy’로써 사용하려 한 

다. 이 ’analogy’로부터 해저처분장에서 누출 가능한 방사성 원소의 지화학적 순 

환경로와해양환경내에서의 분산과정 및 해수로부터의 제거기작등올유추하 

여，궁극적으로는해저처분장의 부지선정에서 환경영향의 최소화를추구할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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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양의 방사성물질 

자연쩨에는 태초부터 배경 방사능으로 폰재하여온 천연 방사성 

원소와， 20세기 이후 시작된 강대국들의 핵무기 실혐의 잔폰물인 인공 방사성 

원소등의 많은 방사성 물질이 폰재한다. 이들 각각의 톡성을 살펴보면 다옴과 

갈다. 

1. 해양의천연방사성물질 

가. 천연 방사성 원소의 기원 

지구상에 폰재하눈 천연 방사성 원소는그기원에 따라 "stell따 origin" 과 

"cosmogenic origin"의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진다: 

첫째 무리 낳ell없 O디gin"에 속하는 방사성 원소는， U-238 , U-235, Th-232, 

K-40, Rb-87 및 Sm-147등이 었으며， 이들은 대부분의 다른안정동위원소와 마찬 

가지로멸의 내부에서 수소(H)와헬리움(He}부터 시작되는가벼운핵종들의 연 

속적인 핵융합 반응 [’stellar cooking' 또는 ’stellar nucleosynthesis’라고 알려진 

fusion] 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약 45억년전에 지구가 생성될 때 부터 지구상에 

존재하였먼 원소들이다 (Broecker, 1985; Cox, 1989). 이들 가운데 초기 지구에 

많이 푼포하였을 Al-26 등 반감기가 지구나이에 비해 짧은 핵종들은 이미 모두 

붕괴되어 사라졌고， 긴 반감기를가진 것만이 남아있다 (Table 4-1). 

둘째 무리 "cosmogenic origin"의 방사성 원소는 H-3 (tritium), Be-7, Be-

10, C-14, Al-26, Si-32, CI-36 등으로 (Table 4-2) , 이들 핵종은 지구에 날아오는 우 

주션 탤寅線， cosmic ray)의 입자가대기권의 상부에서 공기의 원자나 먼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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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Radionuclides of stellar origin found on the Earth and meteorites. 

Rndionuclide IIulf- \i fe St <l blc duughtcr 
(1‘i 11 ions of yc‘Hsl I'rn‘ luct 

‘OK 1.28 40C‘n anu 40Ar 
17Rb 49 .7Sr 
1J1w 110 ’"Cc and ''"ßa 
i ‘7Sm 110 "'01 .1 
I70Lu 29 ’ ;011 r 
\87Rc 50 1870S 
23:Th 14 :!(1 ’ I ’ l 、

H’U O. ï2 : 117 1’b 
23.U .\..4 7 간 l‘. 1‘h 

'A number of other radioisotopcs exi~.l hll! !heir hnlf \i \'('s 끼 re tn0 lon r. ’o he 
of use in geochronology. For all pruclicill pllf l'nS L' S !lwy c ‘m be considered 
sl :t l 、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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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Light cosmogenic radionuclides discovered in rain water. 

Atmosphcri‘: Atnwsphcric 
produζI1 ‘’ n r;l h: pwdllι! ’“n LII ,' 

S’ uclidc DI.."Cay (atoms m - 1 ç 1) :\11ζIllh: Dμ·‘ 1) {‘lhlfn 、 :11 - ~ ‘ 1) 
-_.----- ------ --- ----…‘-•--- -----‘ ---- --

t、 JH Il- , 12J5y 2 50(’ W.I.U ‘l v1 
7& EC, 53.4 d XI J .'1’ w‘ 25J d 

10& p- , 1.6 x 1 O~ y :1(,0 J~s r , K7.5 J l -l 
l ‘ C p- , 5736 Y 22 α}() lfts I’-.2.83h 
21r、’a p+,2.(l) y 0.6 l ‘”‘CI i‘.1γ.32 min 
2‘ Na p- , 15.0h JhCl f1-. 3.0 x 10‘ y 11 
l8Mg p- ,2L1 h J~(‘l W , 37.2 min 
16A1 P‘, 7.1 6 x JO" Y 1.7 l ‘'CI W.56min 1(, 
J'Si f1-, 2.62 h .\QAr W. 269 Y 
J1Si P-.280y 



운석물질 (meteoritic dust)과충돌하여 생성되며， 이 생성과정을 "spallation" 이라 

한다 (Chopin and Rydberg, 1980). 우주션량이 시간에 따라 비교적 일정하고， 

cosmogenic nuclide의 생성속도가 우주션 량에 비 혜하므로， 이 들 원소의 지구상 

분포는 정상상태 밟常狀態， steady atate)를 이루고 았는 것이 보통이다. 

해양환경에는이상의 두무리에 속하는모든천연 방사성 원소가폰재하 

고그분포는각핵종의 지화학적 특성에 따라 현저히 다르며， 화학해양학적 연 

구에서는 바로 이 분포톡성의 차이를 해 양현상올 이해하기 위 한 추적자 G훌없 

子， trace디로 사용한다 (Broecker and Peng, 1982). 중요한 천 연 방사성 원소의 표 

층해수중에 녹아있는 방사능량은 Table 4-3과 갈다. 

나. 우라늄쩨열 비평형 기법 

위 천연 방사성 원소중 U-238 , U-235 및 Th-232 는 각각의 붕괴쩨열 

(decay series)을 이루는 여러 딸핵종은 거쳐 궁극적으로는 안정한 납(Pb)의 동위 

원소로 변환된다 (Fig. 4-1) (Friedlander et 없.， 1981). 이 세 계열에 속하는 방사성 

핵종들사이의 방사비평형을추적자로 이용하는지화학적 연구방법을”우라늄 

계 열 비 명 형 기 법 (Uranium-series disequi1ibrium techniques)"이 라 하며， 해 양환경 

에서 일어나는여러 현상의 속도항 (mte term)을추정하기 위한중요연구 방법이 

다. 해저 퇴적층의 퇴적속도 추정 (Kim and Bumett, 1988; Kim, 1991 , Kim and 

Han, 1991; Murphy et al., 1991), 해수의 수직 와확산 및 수펌 와학산 속도 추정 

(Sarmiento et al., 1976; Harada and Tsunogai, 1986), 해수중 중금속 및 방사성 원소 

의 스캐벤정 속도 추정 (Li et a1., 1979; Santshi et a1., 1980; Moore, 1981; Nozaki 

and Yamada. 1987) 등 그 응용분야는 실로 다양하다. 붕괴째열에 속하는 각 핵 

종들의 지화학적 행동의 특성을모식적으로보이연 Fig.4-2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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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Naturallevels of radioacLivity in surfaιe scawatcr. 

Radionuclide 

Potassium-40 
Tri“um eH) 
Rubidium-87 
Uraníum-234 
Uraníum-238 
Carbon-14 
Radíum-깅8 
Lead-21O 
Uranium-235 
Radium-226 
Polonium-2 1O 
Radon-222 
Thorium-228 
Thorium-230 
n잉rium-232 

Con‘;cnlrallon 
(pCi ,-1) 

320 
0.6-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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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2 (‘’.l- Ill.()) X 1ll-! 

(1.0-tl. l\) x 10" 
5 x 10-‘ 

(4.0-4.5) X W- l 

(0.(• 4.2) x 10'• 
2 x 10-‘ 

(O.2-J.l) x 10-' 
(O.b-I.U)) x 1lJ~ 
(O.I-7.S) X t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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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의 인공방사성물질 

현대의 바다에는 19세기 이전에는 폰재하지 않았먼 많은 성분이 녹아 있 

다. 각종 농약， PCB, freon 갈은 할로겐화 탄화수소 (halogenated hydrocarbon)와 

다종의 인공방사성 핵종이 바로 20세기 이후 인간활동에 의해 해수중에 첨가된 

”인류기원 (anthropogenic)"의 오염성분이다 (Clark., 1986). 인공방사성 핵종은 

"fall-out nuclides"으로도 불리우며， 대부분은 1940년대 이후 약 30간 실시된 미 

국， 소련， 프랑스， 중국등의 핵실험으로 해수중에 유출된 것이며， 일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가동이나사고로유출된 것이다. 1986년 펠생한소련 체르노빌 원 

자력발전소의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 핵종 가운데 Cs-134와 Cs-137은 북태평양 

왜 수심 780m에서 채집된 침강입자에서도측정되었다 (Kusakabe et al., 1988). 

인공방사성 핵종은 Table 4-4에 정 리 된 Co-60, Sr-90, Zr-95, 1-129, Cs-137, 

Ce-141 등의 핵분열 산물 (fission product)이나， 핵폭탄 혹은 핵 연료 중의 U-235 

와 U-238이 핵분열시 방출되는 열중성자(thermal neuπon)를포획하여 생성되는 

P'J-239, Pu-240, Am-241 등의 짧우란 원소 (transuranic elements), 그리고 공기의 

구성원소가핵분열 때 중성자를포획하여 생성되는 H-3， C-14 등의 핵종까지 다 

양한종류로구성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가아니고， 방사션구역에서사용했 

먼 수건， 장갑， 방호용 작업복과 갈은 고체상의 소모품어 대종올 이루는 중-저준 

위 방사성 폐기물에 포함된 핵종은 이 인공방사성 원소중 핵분열산물의 성분에 

가장가까운동위원소조성을갖으리라고추정되며， 경우에 따라극히 미량의 

초우란원소도포함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해저처분장의사고시의 환경영 

향을고려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에서 Cs-134, Cs-137, Co-60, Sr-90, 1-129 등의 

방사성 동위원소가나타내는지화학적 행동올파악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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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Radionuclides in natural waters from reactor and weapons fission. 

Radionuc:lide 

Strontium-90 
lodine-131 
Cesium-137 

Barium-l40 
ZirπcOllium-95 
Cerium-141 
Strontium-89 
Ruthenium-103 
Krypton-85 

Cob외I융O 

Manganese-54 

Iron-55 

Plutonium-2J9 

Hal/-/，야 

28 years 기 

8 days ì-
30 ycars ..J 

13 days 
65 days 
33 days 
51 days 
40 days 
10.3 ycars 

5.25 ycars 

310 days 

2.7 ycars 

24,300 years 

다 1 

A’/I(,{(,‘lr rl'‘1CliOf!. (11 ’'scripl iO Il’ “(IIITιr 

Thcsc arc Ihc fission-producl radioisolopcs 
l1 f grcatrsl signific :lncc bccausc 0 1' Ihcir hiιh 
yiclùs anù b Îl1111gical aιlivil)’· 

Tlic iSOlllpCS from barium-140 through 
krYrto l1 -85 arc lislcd in gcncrally dcιrCa5m); 
orùcr of fission yield. 

FIO I1l IWllfissio l1 IlCutroll rC:lcliolls in rcaιtor‘ 

Fro l1l nO l1 lï‘Sill l1 ncutron rcaιlions in rcaιlors 

16 I'C(II , 211) j< fc. from high-encrgy /lCulrons 
aclillg 011 iron in 、‘’capon harJwarc 

21’ 2W U(n , ')') "'Pu , nCUlrO Il capturc by uranium 



제 3 철 방사성 오염 물질의 누출과분산 

1. 해양오염의 개녕 

우리말의 ”오염 (휩폈”에 유사한 영문 용어는 "contamination"과 

"pollution"의 두 가지가 있으나， 사실상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환경오염이란 

"pollution"을 의미 한다. 먼저 "con tamination" 이 란 단훈히 ”자연 상태의 배경농도 

보다 높은 농도로 물질이 폰재하는 상태’이다 (Johnston, 1976; Cl때， 1986). 

"pollution"은 이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UN의 해양오염(marine pollution)에 대 

한 정의는"인간에 의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해양에 도입된 물질 혹은 에너지 

가，생태계에 피해를주거나，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주거나， 어업 등의 해양활 

동을방해하거나，해수아용의 질이나상쾌함을저하시키는등의 악영향을끼치 

는 것”이다 (SCOR Working Group of the United Nations). 이 정의에 의하면， 

"pollution"이 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i) 자연상태보다 높은 농도 

이어야하고 ii) 인간이 도입한 것이어야하고 iii) 인간이나생태계에 악영향 

을끼쳐야한다. 어느해역에 인간에의해 오염물질이유입되어자연상태보다 

높은농도가되어도생태계에 악영향을끼치지 않으면”오염”이 아니고단훈히 

contamination일 뿐이다 (Johnston, 1976; Clark, 1986). 해양 방사능 오염도 ”배경 

방사능보다높은 정도까지 인간활동에 의해 해양에 도입된 방사성 물질이 생태 

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국한된다.오엽을 일으킨 방사성물질 "1 해수와 

희석되어 배경방사능이하로낮아지면， 오염이 ”사라진것”으로간주된다. 이러 

한 관점에서 환경화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오염의 해결책운 희석이다 (The 

s011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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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시 방사성 오염 물질의 누출 

가. 암석및퇴적층의공극을통한확산 

해저동굴 처분의 경우는 처분장일대의 암반이 해수면 아래에 았으므로 

전 지층이 항상수분으로포화되어 있을것이다. 따라서，사고에 의해 처분장(동 

굴)내부에서 격납용기 외부로수용성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면， 즉시 주위의 

물에의해 암반의 균열이나 암석의 공극을 따라분자확산으로 이동이 시작되게 

될 것이 다. 확산이 장애물없는 순수한 매질(해수)내에서만 일어날 때 일차원 

만을고려하면， 분자확산의 플럭스 (flux) F와，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는 Fick 

의 제 1법칙과제2법칙에 따라각각다음과갑이 주어진다: 

ðC 
F = - Dm ã; --- (Eq.4-1) 

ðC ~ ð2C -- = Dm -- --- (Eq. 4-2) ðt -1/1 ðx2 

여 기서 F = flux (g cm-2 sec-1
) , Dm = 분자확산 계수 (cm2 sec-1

) , C = 농 

도 (g cm-3
) , x = 거리 (cm), t =시간 (sec) 이다. 많온원소의 해수중분자확산 

계수는 보통 10-6 내지 10-5 cm2 sec-1 정도에 불과하다 (Li and Gregory, 1974). 

해저 암반이나퇴적층의 공극을통한분자확산은실제로는이보다더 작은 

확산계수를가진다. 그이유는해당원소나이온이 순수한매질 (해수)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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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것이 아니라，퇴척물업자와충돌해가며 입자사이의 ’꼬불꼬불한경로’ 

를통해 확산해 가야하기 때문이다. 두점간의 꼬불꼬불한경로를통한거리 (t) 

와직선거리 (x) 사이의 비를굴곡율(屆曲훌， tortuosity) 않정의활 때， 실제 퇴 

적물속의 확산계수 Ds 눈 Dm 보다훨씬 작아지고다옴과갈이 주어진다: 

Ds=괜 … (Eq.4-3) 
8‘ 

이때 e = d {f dx 이고， e> 1 이다. 방사능추적자률이용한실측값온북 

태평 양 중앙부 적점토의 경우 82 = 1.8 정도이다 ιi and Gregory, 1974). Eq.4-1 

및 Eq.4-2와Eq.4-3에서 다음식들이 주어진다. 

D~ dC 
=판 τ::: --- (Eq.4-4) 

L. ax 8 ‘ u 

ac Dm a2c -=c = ..... m =-= --- (Eq. 4-5) 
dt 82 ax2 

그러나굴곡률 8의 실제적인측정은매우-번거로우므로，간편하고신뢰성 

어높은 실용적 방법으로전기저항측정법을쓴다. 전류는퇴적물의공극사이 

를확산하고 있는 이온을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굴곡된 똑 갑은 길을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8 2 = 4> f --- (Eq.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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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 립되 며 , 여 기서 ￠는 공극률 (porosity), f 는 구조쩨수 (formation factor)이 며 , 

f=R/ R。 로주어지며， R은 전체 퇴적물 (bulk sediment) 의 전기저항， R。 논공 

극수(간극수， pore w ater) 만의 전기저항이므로 쉽게 측정할수 있다. 구조계수 

f는 공극률 ￠와 근사적으로 다음 관계가 있다 (Berner, 1980). 

f"" e-n 
--- (Eq. 4-T 

여기서， cþ > 0.4 일때는 n = 5 - 5 cþ + 2 cþ2 로주어지며， n값은모래의 경우 약 2이 

고，보통펄의 경우1.8 정도이다. 따라서， 

Dm ... r ...... -n ... -n+l ... -(1-2) e- = 월 = cþ f "" 뼈 = ￠ = ￠ -- (Eq 4-f 

퇴적물내에서 실질적인 분자확산채수 Ds눈， 

Ds = 다1 ￠n-1 = 다1 cþ(1 -2) …- (Eq.4-9) 

로주어전다. 

나. 급격한누출 

방사성 폐기물 해저암반 처분장에서 발생가능한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 

의 또다른 한유형은폐기물수송션박의 운송중사고나，처분장의 붕괴와갈이 

폐기물이 직접적으로해수중에 대량유입되는경우이다. 물론이런 유형의 사 

고는그발생가능성은회박하나， 대비책온마련되어 있어야할것이며，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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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선정은 이러한유형의 사고로인한 환경영횡뇨을최소화할수있는곳이어 

야한다. 

3. 용폰 방사성 물질의 분산 

유출된 오염물질이 핵수에 의하여 분산-회석되 어 배경농도와 비슷해지 

거나，유의수준이하로농도감소가이루어 질때 ’오염’이 제거되었다고표현한 

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해양환경에 누출된 방사성 물질둥과같은 해 

수중용폰물질은해수자체의운동에 따라용질이 이동되는이류 (advection)나， 

해수의 난류운동에 따른 와확산 (eddy diffusion)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분산된다 

(Eq.2-2). 따라서 해류，조류등이 강하고-，파랑이 심하여， 난류확산이 큰 해역 

에서 분산이 빠르체 진행되며 오염물질이 신속히 희석된다. 

제 4 절 용폰방사성물질의 제거 

1. 방사붕괴 

해수중 용존방사성 물질은몇가지 방법으로 제거된다. 첫번째 제거 방 

법은 당연히 방사붕괴 (radioactive decay)이다. 예를들어， 해수중에 유출된 반감 

기 (t 1(2 ) 2.06년의 Cs-134는 연간 약 34%가붕괴 (λ= 0.336 yt1
) 되므로， 방사풍괴 

가제일 중요한제거 기작이다.그러나 반감기가긴 핵종의 경우 방사붕괴에 의 

한제거는 미미하다. 예를 들어， 반감기 214만년의 초우란 원소 Np-237은 붕괴 

상수 λ = 3.27 X 10-7 yr- 1로 연간현폰량의 0.00003% 정도만이 방사붕괴로제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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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따라서 긴 반감기를가진 방사성원소는방사붕괴 이외의 다른기작
에 

의해 제거되며， 해수중에서분해되지 않는중금속이나 할로젠화탄화수소처럼
 

보폰성 오염물질 (conservative pollutant)의 톡성을 보인다 (Clark, 1986). 

2. 스캐 벤 정 (Scavenging) 

해수에 유출된 방사성 원소 가운데 금속성 인 핵종들 (Pu-239, Pu-240, Np-

237 , Am-241 , Co-60 등)은해수중에 떠 있는 여러 입자의 표변에 흡착되어， 업자 

가침강하는데 따라함째 가라앉는다. 이처럼 용폰태의 이온이나원소가해
수 

중 부유입자에 흡착되어 업자의 침강으로 제거되는 기작을 ”스캐
맨정 

(Scavenging) "이 라 한다 (Turekian, 1977; Li, 1981) (제2장 4절 참조). 

그러나스캐벤징은 용존태 (해수)로부터 업자태 (퇴적물)로 방사성 물질 

의 폰재 형태만변하여 국부적으로퇴적층에 농축되는것이며， 퇴적이 계
속 진 

행되면 퇴적층의 심부에 매몰어 해양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기도하지만
， 

환경 이 변화할 경우에는 탈착 (desorption)되 어 해수로 재유출될 수도 있다. 

3. 점토광물의 이온교환역활 

해저 퇴적물중에는 illite, chlorite, smectite, kaolinite등의 많은 점토광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해수중 방사성 원소의 이온과 점토광물내의 Na +, Mg
2+, 

K+둥올교환하여 방사성 원소 제거의 ’ sink’역활을 담당한다(제 2장 4절 참조). 

이렇게 이온교환으로 점토광물에 붙잡힌 방사성 원소는 해수의 조성과pH가크 

게 변하지 않는 한 다시 해수로 유출하지 않는다. 해수는 pH 변화의 폭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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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완충용액의 특성을 가지므로， 이 이온교환 반응은 비가역적 (irreversible)이 

다. (해수의 평균 pH 7.8). 

4. 용폰태로 폰재하는 방사성 원소 

해수중에 다량녹아있는 이온(또는 원소}인 Cl, Na, Mg, S, Ca , K, Sr , 1 둥 

이 지질시대를 통하여 해수 중에 다량 농축되게 된 것온， 용폰태로 안정하게 폰 

재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Table 2-1 참조). 따라서， 해양에 유출된 방사성 원소 

가운데 이 들괴-동위원소인 핵종들은우션 동위원소평형을이루째 되고， 해수로 

부터 쉽게 제거되지 않고오랫동안용폰태로머무르채 된다. Cs-137 , Sr-90, Na-

22, 1-129, Cl-36 등이 그러 한 예이며， 이들 방사성 원소는 방사붕괴나 외해로 분 

산되어 다량의 해수와회석되는방법에 의해서딴유해농도이하로변하게 된다. 

제 5 절 해양생태계에 대한 방사능의 영향 

1. 방사능의 생물학적 영향 

방사선이 물질을통과할때그에너지눈물질에 홉수되어 약화되며 방사 

션의 속도가느려진다. 이때 흡수된 에너지는주위의 분자를 이온화시키므로 

"ionizing radiation"이라 불리운다 (Friedlander et al., 1981). 살아있는 생물체의 

세포속에서 에너지가흡수되면，세포구성의 흥분，자유래디칼(잠ee ra이C떠)생 

성 둥이 초래된다. 생성된 자유 래디칼온세포내에서 산화환원 반응올방해하 

고， 강한 반응성을 지 난 과산화수소 (H 202)등을 형성 할 수도있기 때문에 매우 위 

험하다(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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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생물이 방사션에 피폭되면 그 영향은 개체에 신체적인 장애로 

나타나며， 이를 방사션 피폭의 "somatic effct"라 한다. 이 때의 그 개체에 대한 

somatic effect는 피 폭 즉시부터 1-2 주일 이 내 에 나타나는 급성 (acute)인 경우와 

피폭후수개월 내지 수년후에 까지 장기적인 영향을주는만성 (chronic)인 경 

우가있다. 

사람이나생물의 생식기관이 방사션에 피폭되면 개체에는 영향이 나타 

나지 않으나생식세포내의유전인자가손상될수도있으며，이러한유전인자의 

변화논후손의 유전적 륙정에 영향을미쳐 기형 또는돌연변이를일으킨다. 이 

를 방사션 피 폭의 "genetic effect" 라 한다. 

2. 방사션 물질의 생물축적 

해수에 녹아 있는 방사성 핵종은 중금속이나 할로겐화 탄화수소 (농약， 

살충제)등의 다른보존성 오염물질과마찬가지로 해양생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생물축적 (bi oaccumulation)의 양상을 보인다 (Knauss and Ku, 1983; Clark, 1986; 

Fisher et al., 1987), 영 앙단계 (trophic leve1)를 올라가며 생물축적율이 증가하는 ’ 

생물학적 확대 (biological magnification)’ 의 현저 한 경 향을 보인다 (제2장 5절 참 

조). 방사성 핵종 및 중금속과 마찬가지로보폰성 오염물질인 대표적 할로겐화 

탄화수소 DDT의 영양단계 증가에 따른 생물학적 확대를 보면， 해수중에서는 

0.000001 ppm (= 0.001 ppb)에 불과하나 플랑크톤에서 0.0003-0.1 ppm으로 300배 

-10만배로 농축율이 증가하고 어류 (0.5-1 ppm; 50만-1백만배)를 거쳐 최종소비 

자인 인간에 이르면 6-8 ppm의 체내농도가되어 6백만-8백만배로농축됨을보 

여준다 (Fig. 4-3) (Woodwell et al.,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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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지적한바와갈이，해수가약간의 방사성오엽물질로오염된 

경우에도， 인간이 생태계에서 최상위의 영양단계에 위치하기 때문에，생물학적 

확대를통해 인간에게 전해지는 방사성 물질의 %딴막대하다. 한반도의 근해 

에는많은 양식장과어장이 분포하고있다. 또한，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식단은 

다량의 해산물을취한다. 따라서， 연안해수의 방사능오염으로인한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바로 국민의 전강에 대한 위협이 될 수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저처분장의사고로인한 연안해수의 방사능오염 가능성에 대하여서는충분 

한대비책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제 6 절 환경영향의최소화방안 

자연수계의 오염을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해저암반 

처분장에서 만일 사고에 의해 방사능유출사고가 발생활때， 이 방사능오염에 

의한환경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처분장부지 션정의 일차적인 조건도， 배출 

된오염물질이 다량의 해수와혼합되어 빠른속도로회석될 수 있는지역을택 

하여야한다는것은자명하다. 그외에도양식장，어장등수산업중심지와관계， 

해안휴양시설이나 임해도시 등그 밖의 여러 션별의 조건이 있을 것이다. 

본절에서는해저 처분장의 위치선정시 해양의 방사능오염에의한환경 

영향의 최소화를기할수 있는 방안을다각적으로조사하여，위치기준셜정시 추 

구하여야할방향을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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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수의 체류시간이 짧은해역 

어떤 물질의 한 resovoir내의 체류시간 (Residence Time)이란"그물질의 

한분자 (또는 원자)가 resovoir내에 명균적으로 머무르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전세계 대양 심층수의 체류시간은 약 1 ，000년이다 (Broecker and 

Peng, 1982). 이는바닷물의 분자하나가수온약층아래 심층으로들어가면 약 

1 ，000년을머무른뒤에야표층로나온다는의미이다. 또다른 예는，서해 해수 

의 체류시간은 약 5-6년 정도로추정된다 (Nozaki et al., 1991). 따라서 서해 해수 

에 ”녹아있는” 오염물질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수와 함쩨 평균 

적으로 5-6년은머무르게 된다. 

이와마찬가지로해양에서 어느물질의 체류시간은”그물질의 한분자 

가 해수중에 용존태로 평균적으로 머무르는시간”으로 정의된다. 즉， 한 원소가 

해양에유입되어 용존태로 해수중에 폰재하다가 입자태가되어 퇴적층으로사 

라질때까지머무르는시간에해당한다. 해양에서각원소의 체류시간은실제 

적으로는다음식 (Eq.4- 1O)에 의하여 계산된다. 

해수중 총 용존량 (kg) ID_ 체류시 간 (년)= … (Eq.4- 1O) 
공급또는제거속도(kg/년) ,-, 

해수중에녹아있는물질은여러가지 방법으로해수로부터 제거된다. 따 

라서， 해수중에 용존하는 물질이 해수보다 긴 체류시간을 가질 수는 없다. 여 러 

원소의 대 %t수내 체류시간과 해수중 농도사01 에는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 

다 (Fig.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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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역에 유출된 방사성 오염물질은， 그 방사성 원소와동위원소 관계인 

성분의 해양체류시간이 짧을수록제거의속도가빠르다. 예를들면，방사성원 

소 Co-60과 1-129는 그들의 안정 동위원소 (해수중 Co-59 와 1-127로 폰재)의 해 

양체류시간이 각각 104.6년 (약 4만년) 및 10 5.6년 (약 40만년) 정도이므로(Fig.4-

4), 동일한 조건하에서 Co-60의 제거속도가 1-129보다 약 10배 정도 빠르리라고 

추정할수었다. 

이보다더욱중요한것은， 해수가 한해역에 머무르는체류시간이 짧을수 

록，그해역에유출된 방사성오염물질이 빨리사라진다는점이다. 

2. 수괴의 성층화가심하지 않은해역 

해수의 성층구조 (Sσatification)는 수직방향의 이류및 와확산을 어렵채 

만든다. 해수중 용존하는 방사성 핵종들은 해수 자체 의 수직 적 혼합이 해수의 

성층화로인하여 방해되므로표층수에 유입된 방사성 물질이 수직적으로혼합 

되기 어렵다. 성층화된 해역에서는물질의 하방이동이 업자의 스캐벤정에 의해 

서 만 가능하다 (제2장 4절 3， 4항 참조). 

스캐벤정에 의해 심층으로 이동되어 심층수와 되적층에 장시간 농축된 

오염물질은해수의 수온분포가변할때 (즉， thennocline이 약화될 때) 일시에 표 

층수로유출되될 가능성이 있다 (Fig.2‘ 1 참조). 연안에서 봄철에 식물플랑크 

론이 대번성하는 "Spring Bloom"현상온 영양소농도가 높은심충수가 겨울동안 

냉각되어온도차0]가없어진표층수와혼합되므로발생하는것이다. 스캐벤정 

에 의해 심층수에 장기간 농축되어온 방사성 물질이 thennocline이약화될 때 일 

시에표층수에공급되면표층의생태계에치명적인피해를줄수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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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층화가심한해역은오염물질의 수직적 확산이 저해될 뿐아니라，오염물질을 

농축하였다가 간헐적으로 배출하는 역활을하므로， 처분장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사료된다. 

3. 外海와해수유통이 원할한곳 

해저처분장의 사고로 해양에 누출된 방사능 오염물질이 다량의 해수와 

희석되어 생태계에 무해한 배경방사능 이하로 농도가 감소하려면， 그 해역이 

외해 (外海)와원활한해수유롱이 이류어지는곳이어야한다. 이런 관점에서， 

폐쇄된 만 ( embayments), 왕복성 조류의 흐름이 가능한 해협이나수로(제2장 3 

절 4항 참조)， 생 태 학적으로 매우 취 약한 하구 (아래 5 항 참조) 등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톡히 강의 하구는 염수쐐기와담수의 혼합과정과연관된 해수순환의 

특성으로오염물질이 외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는곳이 

므로 절대적으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장 4절 5항 참조). 

4. 오염물질의 분산이 빠른해역 

비록 외해와 해수가유통된다하여도， 그 외해의 수괴가 수명적， 수직적으 

로정체되어 있눈곳은오염물질의 신속한회석을바랄수 없다. 처분자의 부지 

로는조류， 해류， 파랑 및 난류확산(와확산)이 활발한해역으로 개방되어있어， 

누출사고 발생시 오염펀 해수가외해로신속히 퍼질 수 있는해역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상해역에서 해수의 체류시간을추정하는것은매우중 

요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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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생물의 생태학상중요한지역이 아닌 곳 

연 안해 역 (coastal waters)이 란 대륙붕의 끝인 200m 수심부터 육지쪽의 해 

역을지칭하며 해양생태학상다음두가지 관점에서중요하다 (Mann， 1982): 첫 

째， 연안해역은생물생산력 (biological prod uctivity) 높은곳이며; 둘째， 이 곳은 

생태학적으로매우취약한 (vulnerable) 곳이다. (제2장 5절 1 항참조). 

연안대륙붕해역은전 수층에 태양광이 투과되어 광합성이 활발하고또 

해져의 유기물이 광분해되어 영양소로공급되고， 육지에서 영양소가유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식물기초생산력과2차생산이 높아， 이를먹이로하는 많은해양 

동물이 치 어와 유생을 카우는 ’Nusery ground'로써 사용한다 (Mann, 1982). 톡히 , 

강한조류와파랑으로부터 보호된 만 (bay), 하구등은 많은 치어와유생이 성장 

하고이 유생들은성체에 비하여 환경오염에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방사성 폐 

기물등에 의한이들해역의 오염은전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초래한다. 

또한， 해저처분장의 부지는 학술적 또는 산업적으로중요하다고 판단되 

어관련 법규에의하여 보호되고있는해양생물의 생태계가존재하는피하여야 

할것이다. 

6. 수산엽 중심지에 인접한지 않은곳 

연안해역에는주요수산물의 어장과많은양식장이분포한다. 해수가약간오 

염된 경우에도 ’생물학적 확대’를 통해 인간이 섭취하는 오염물질의 %t은 막대 

하다. 전통적으로해산식품을선호하는한국인의 식단올고려할때， 연안어장 

과양식장의 방사능오염은 바로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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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해져처분장의부지는주요어장이나양식장이 밀집된 해역등의수산업 

중심지에 인접하지 않은곳이어야한다. 

7. 주요해안휴양지와인접치 않은곳 

바다는 인간에게 휴식의 공간을제공한다. 이 휴식공간온중요한관광자 

원으로활용된다. 해져처분장의부지는해안관광자원으로중요한해수욕장，해 

상공원등과인접하지 않은곳이어야한다. 

제 7 절 결과의요약 

앞 절에서 인용한 ”오염의 해결책은 희석이다 (The solution to pol1ution is 

di1ution. )"란 말은 환경오염의 해결책에 관한 요점윷 합축하고 있다. 해저처분 

장부지선정의 기본방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다량의 해수와뼈}른회석이 

일어날수 있는해역을선택하는것이다. 또한해양생태계나 인간에재 미치는 

방사성오염의 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지역을선택하여야할것이다. 본장에 

서 얻어진 결과를요약하면 다음과같다. 

1. 해수의 해역내 체류시간이 짧은곳 

2. 수괴의 성층화가심하지 않은해역 

3. 外梅와해수의 유통이 원활한곳 

4. 난류확산이 강하여 용폰물질의 분산이 빠른 해 역 

5. 해양생물의 생태상중요한지역이 아닌곳 

6. 수산업 중심지에 인접한지 않은곳 

7. 주요해안휴양지와 인접치 않은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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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한국근해의 해양학적특성 

제 1 절 서 언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제 2, 3, 4 장에서 방사성 돼 기물 해저처분장의 안 

정성과 관련되어 도출된 분석결과를 한국의 근해의 동해， 서해 및 남해 등 각 

해역에 적용하여， 각해역의 지역해양학적인 톡성을파악하고， 위해요소분포 

가능성을 진단하고， 해양 방사능 오염이 각 해역에 끼칠 수 있는 환경영향의 특 

성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겠다. 륙히， 각 해역에 있어서 위험요소의 분포가능 

성 중점적으로 기술하려한다. 

지금까지 시도한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ft한국근해 각 해역의 해양학적 

륙성은무엇이며， 해저처분장에 대한 위험요인이 폰재하는가?ft 하는 물옴에 답 

하기 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는， 한반도근해의 해양학적 륙성을고찰하여， 

해져암반처분장의 안정성을저해하는위험요인의 폰재가능성을진단하여야 

할것이다. 본장에서는 한반도근해 (동해，서해 및 남해)의 각해역에 대해서 

이러한예측이시도될것이다. 그러나，해저처분장의부지 입지와관련된각해 

역에 대한사회 및 경제지리학적 평가는본 연구의 범주 밖이므로논의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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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해의 해양학적특성 

1. 동해의 기원과해저지형 

동해 (East SEa, Sea of Japan)는 전형적 인 연해 (Marginal sea)이지 만 심해 

의 성격올 많이 띄고 있다 동해는수심이 깊은 울릉해분， 일본해분 및 야마토 

해분 등 3개의 해분 (海益， basin)과 이들 해분 사이를 가르고 있는 수심 500m 정 

도의 Korea Plateau, Oki Bank, Yamato Rudge, Kita-Yamato Ridge등의 융기부로 

이루어져 있다 (Fig. 5-1) (Chough, 1983). 동해의 기원에 관한 학설을살펴보면， 

대체적으로북서 태평양의 호상열도인 日本列훌의 뒤에 Back-arc spreading에의 

한쾌저확장으로형성되었다는것이 일반적인통설이다 (Fig. 5-2). 심해저시추 

쩨획 (DSDP; Deep Sea Drilling Project)으혹 동해의 야마토 해분 북동부 (DSDP 

Site 299)에서 시추된 코아의 분석결과를보면， 동해저의 확장윤 올리고세 말 (3 

천만년전)에서 마이오세 초 (2천5백만년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Karig et 

떠.， 1975), 자력탐사 자료로부터 추정한 확장의 축은 남동-북서 방향으로 존재 

한다 (Fig. 5-3) (Hilde and Wageman, 1973). 

동해에는 해안을따라 폭 20 km 이하의 좁온 대륙붕이 폰재하고， 잘 발 

달된 대륙사변을 가지고 있다 (Fig. 5-4). 

2. Turbidite 분포와 저 탁류 발생 가능성 

동해의 울릉도와 포항사이 2,000 m 이상의 심부인 울릉해분 (Ulleung 

Basin)과 그 동북부의 Korea Plateau에는 Pleistocene 이후 퇴 적 된 turbidite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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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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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physiographic features of the East Sea. Ulleung I. G. = 
Ulleung Interplain Gap, which connccts the U l1eung Basin to the 

slightly deeper Japan Basin in the 11011h. (Chough.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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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 Possible spreading centers in the East Se:! illterpreted I‘ rom 

magnetic anomalies. (Hilde and Wagcrnan,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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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 Bathymeσic chart of the Ullellllg Basin ‘ East Sea. Contollrs in 

meters. (Chough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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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다 (Figs. 5-5, 5-6, 5-7) (Chough, 1981; Chough, 1982; Chough, 1983; Chough 

and Bahk, 1984-85; Lee et 떠.， 1991). 제 4장 2절 에서 논의 한 바와 갈이 해저 에서 

발견되는 turbidite를 포함하는 지층은 저탁류 발생의 간접적 증거이며 (Kuenen 

and Migliolini, 1950; Kuenen, 1966; Reineck and Singh, 1973), 가까운 해 역 에서 현 

세또는지질학적으로근래에 저탁류가흘렀음을지시한다. 

울릉해분에서 발견되는 turbidite 속에 함유된 중광물 분석에 의하여， 이 

turbidite를 이룬 퇴적물의 근원을추정한 연구 결과는， 퇴적물의 주요 공급원이 

한반도 동해안과 인접 대륙붕 지역임을 보여준다 (Chough, 1981; Bahk and 

Chough, 1983). 따라서， 이 turbidite-를퇴적시킨 져탁류는 한반도 동해안의 대륙 

사변에서 흘러 왔음을유추할수 있다. 

동해의 대륙사면에는 해저지진에 의해 격발되는 해저사태(undersea 

l뻐dslide)가종종발생하는것을보여주는간접적인증거가 많이 나타나고었고 

(Lee et al., 1991; Kim, 1991), 울릉해분에 Pleistocene 이후의 turbidite가 많이 나 

타나는것으로며루어보아， 한반도동해안의 대륙붕과대륙사변에는저탁류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리라고사료된다. 

동해안대륙사변의해저협곡분포여부는아직자세히파악되어 있지 않 

지 만 앞으로 PDR (Precision Depth Recorder; 정 밀옴횡똑심기)， Sea Beam, Side 

Scan Sonar 등을 이용한 해양탐사에 의해 그 분포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3. 해류순환 

동해와태평양과의 해수교환은수십 130 m 미만의 3개 해협 (대한，쏘야， 

쓰가루)을통하여 이루어짐으로(즉，표층으로유입되었다가표층올따라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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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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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동해의 심층수는오랫동안머무르게 된다. 해류의 분포를살펴보면， 

동한난류(쓰시마 난류)가 대한해협을통하여 동해로흘러들어가 40 0 N 이남지 

역의표층에 흐른다. 동해의 밖으로유출하는흐름은쏘야해협과쓰가루해협 

을 통한다 (Hata, 1962; Yoon, 1982). 

동해는조석이 약하여조류는매우미약하다. 

4. 수직혼합 

동해는수온약층이 잘 발달되고성층화되어 있어 수괴의 수직혼합이 어 

렵기 때문에， 표층수에 유출된 용존 방사능 오염물질의 제거는 해수중 입자에 

흡착되어 업자태가되고 입자와 함께 침강되어 심층수나퇴적층으로운반되는 

"particle scavenging"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제 2장 4절 참조). 심층수로 이동 

된 방사성 물질은 동해고유수와 함께 그 체류시 간인 300-400년 가량 머무르거 

나， 다시 scavenging 되어 져층으로 제거 될 것이다. 

5. 체류시간과 동해고유수 

동해의 수백 m 수심보다 아래에 있는 심층수는 ”동해고유수 (East Sea 

Proper Water)'’라불리우며， 수온과 염분 (0.1-0.3 oC 34.07 0/，∞)이 낮고높은용 

폰산소농도 (5 mllL)가특정적이다. 이 동해고유수는동해 북부의 해수가 겨울 

철 심하게 냉각될 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tani. 1972; Moriyasu, 

1972). 높은용폰산소농도로미루어， 동해고유수의 체류시간 (Residen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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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짧으리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방사성 탄소를 사용한 연구 

(Gamo and Horibe , 1983)나 Ra-226을 추적자로 사용한 연구(Harada and Tsunogai, 

1986)에 의하면 동해고유수의 체류시간은 300-400년으로 결코 짧지 않다는 것 

이 밝혀졌다. 이 때， 심층수괴의 ”체류시간”은 "renewal time" 또는 "ventilation 

time"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동해의 심층수인 동해고유수가표층수와혼합되는 ventilation time에 비 

하여， 동해수 전체의 체류시간은 더욱 걸어 700-1000년으로 추정된다 (Harada 

and Tsunogai, 1986). 따라서， 동해의 표충수에 유출된 용존 방사능 오염물질 중 

긴 반감기를가진 것들은수층내에 장기간머무르게 될 것이다. 

제 3 절 서해의 해양학적특성 

1. 해져지형 및퇴적욕성 

서해 (황해， Yellow Sea)는 전체가 대륙붕으로 이루어진 Epicontinental sea 

로써 대부분의 해역은수심 80m 내에 불과한 천해로， 지난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으로 형성된 해침지형이다 (Fig.5-8). 해안션의 형태가복잡하게 굴 

곡되어 있는톡유의 Rias 해안을이루며， 많은 만과소만이 분포하고， 다수의 섬 

이 있 다 (Fig.5-9). 

서해에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부터 많은 강이 유업하여 퇴적물의 공급 

량이 많다. 서해는중국과한반도의 여러 하천들，톡히 황하와양자강등에서유 

입되는 다량의 쇄셜성 퇴적물이 쌓이는 지구조적으로 매우 안정된 퇴적중심지 

(depocente끼이 다 (Chough,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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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퇴적물분포를 살펴보면， 해안과도서에 인접한지역에는세렵질 

올포함한조립질 퇴적물이 분포하나，나머지 대부분의 해역은셰립질 퇴적물로 

엎혀있다 (Fig. 5-10). 세립질 퇴적물， 폭히 점토광물온 이온교환으로해수중의 

용존 방사성 원소나 중금속을 제거하는 륙성이 있다 (제4장 4절 3항 참조). 서 

해저 세립질 퇴적물외 점토광물 함량분포는 Fig.5-11과같다. 

2. 해수순환 

서해는 조석 (빼협， tide)이 강하고 amphidro때C 효과에 의 해 한반도 쪽에 

는 큰 빼差 (tidal range)가 나타나고 빼滅가 강하다. 강한 조석과 이 에 수반되는 

강한조류로해수가활발하게 혼합되어 성층화가방지되므로，수평적-수직적으 

로오염물질의 확산이용이하다. 

3. 화학적특성 

서해눈 중국과 한반도에서 많은 강물이 유입하여 전체적으로 저염분이 

며 부유질， 및 영양소의 농도가높고오염물질의 유입도 많다. 

서해는강한조류로해수가잘섞이고육수의유업이 많으므로해수는빠 

른속도로’갱신’된다(왜냐하면，해수가잘혼합되며， 외양으로밀려 나가므로). 

Pb낀O과 Po-21O등의 방사화학적 추적자를사용하여 연구된 결과를보면， 이 해 

역내의 해수는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5-6년에 불과한 짧은체류시간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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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zaki et al. , 1991). 이는 동해수의 700년 - 1 ，000년이나 동해 고유수의 300 -

400년 (Harada and Tsunogai, 1986) 되는 체류시 간에 비 하여 극히 짧은 시 간이 다. 

서해수의짧은체류시간으로미루어용폰오염물질이 머무르는시간도동해보 

다 월등히 짧을 것이 다. 이 때， 해수의 체류시간은 오염물질이 씻겨 나가는데 

걸리는시간 - 즉， "flushing time"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해양생태학적특성 

서해에는수심이 얄은다수의 햄이 었고， 조차가매우크게 나타나므로， 

해 안을 따라 넓은 조간대가 분포한다. 강한 조석작용과 함께 다수의 큰 장이 유 

입하므로 전형적인 하구가 발달한곳이 많다. 다종의 해%똥물과어류가이러 

한 천해 지 역을 유생과 자치 어를 %t육하기 위 한 Nursery ground로 사용하므로， 

생태학적으로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한 해역이다. 또한 많은 어장과 양식장을 

지난 해역으로수산업상으로도중요한위치에 있는해역이다. 

서해의 또 하나의 특정은 잔척사업 이 완료되거나 계획중인 곳이 많다는 

점이다 (Fig. 5-12). 근래 서해안과남해안에 집중적으로간척 매립 등대대적인 

연안개발사업이 추진되고있으며，이로말미암아해양생산력의 기본이 되는연 

안생태계가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그황폐화가우려되고 있다. 또서해안은 인 

구밀집의 해안도시와산업기지가다수분포하여 해양오염에 취약한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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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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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의 간척 및 때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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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남해의 해양학적 특성 

1. 해저지형 및 퇴적특성 

첨강해안으혹서의 특정등이 서해와유사하며， 상당한 면적의 대륙붕과 

수많은도서가 다도해 (archipelago)를 이루고 있다. Rias 해안으로 방하기 이후 

에 해침으르형성된 많은만과소만이 었다. 

남해동부에는 낙동강에서 년간 약 1천만톤의 퇴적물이 공급되며 가덕도 

-낙동강하구간에는 거대한삼각주가형성되었으나， 하구뚝축조이후로퇴적 

특성의 변화가깊이있게 연구되지 않고있다. 낙동캉과소규모의 섬진강(구혜

하동-광양) 및 탐진강(강전)을제외하고는쇄셜성 퇴적물을공급하는큰강은 

없다. 섬진강의 퇴적물공급량은많지 않으나그하구에는삼각주의 형성이 진 

행되고있다. 

2. 해수순환과 해 양화학적 톡성 

Kuroshio의 지류가 남해를지나동해로유입하며， 상당한조석이 나타난 

다. 유량이 많은 낙동강이 공업지대를 지나유입하고 그하구 가까이는부유질 

및 영양소농도가높고오염물질의유업이 많다. 외해와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진해 만， 마산만 등에는 상습적으로 적조행灣， Red Tide)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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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생태학적 및수산엽상특성 

수 많은 연안 양식장과 청정해역 (Blue Be1t)이 존재하며， 고급어종의 대 

규모어장이 많아국내 연안어업의중심해역이며，동해，서해，남해중총어획량 

이가장많온해역이다. 

소만과만아 많고，상당한조간대가 분포하여서해와함께자치어성장 

$댁을 위 한 Nursery ground 로써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여 생태적으로 해 양오염 

에취약한해역이다. 

제 5 절 결과의요약 

지금까지 본장에서 살펴본한국근해 각해역의 륙성 가운데중-져준위 

방사성폐기물해저암반처분장부지의 안정성과관련된 내용만을요약하면 다 

음과갑다. 

1. 동해의 저탁류 발생 가능성 

잘 발달된 대륙사변을 가지고 있고， 울릉해분과 Korea Plateau어11 turbidite 

가 많이 발견되며， 추정된 퇴적물의 주꽁급원은 한반도동해안과인접 대륙붕 

지역이다. 따라서， 이 turbidite를퇴적시킨 저탁류는한반도동해안의 대륙사 

변에서 훌러 왔음을유추할수 있다. 

동해의 대륙사변에는해저지진에 의해 격발되는해저사태가자주 발생 

효}눈 것을 보여주는증거가 있고， 울릉해분에 Pleistocene 이후의 turbidite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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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타나는것으로미루어 보아， 동해안의 대륙붕과대륙사변에는저탁류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리라고 사료된다. 

2. 동해수의 체류시간 

심층수인동해고유수의 체류시간은 300-400년이고， 동해수전체의 체류 

시간은 700-1 ，000년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해에 유출된 용폰 방사능오염물 

질 중낀 반감기를가진 것들은해수내에 장기간머무르게 될 것이다. 

3. 서해-남해의 퇴적톡성 

서해는지구조적으로 안정된 퇴적중심지이며，서해 대부분의 해역은 많 

은점토광물을포함한세립질 퇴적물로엎혀있다. 남해의 동부에는낙동강에서 

다량의 퇴적물이 공급되어 빠른 퇴적이 잔행되며， 가먹도-낙동강 하구간에는 

거대한삼각주가형성되고있다. 

4. 서해의해수순환 

서해는강한조석과이에수반되눈강한조류로해수가활발하게혼합되 

어 성층화가 방지되므로， 수평적-수직적으로 오염물질의 확산이 용이하다. 

5. 서해-남해의 화학해양학적 특성 

서해는전체적으로저염분이며 부유질， 및 영양소의 농도가높고오염물 

질의유입도많다. 서해의 해수는 5-6년의 짧은체류시간을보임으로，용존오염 

물질이 머푸료는시간도동해보다월등히 짧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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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의 진해만， 마산만등 외해와해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곳에는 

상습적으로 적조統爛， Red Tide)가 발생 한다. 

6. 서해-남해의 생태학적 록·성 

많온 만과 하구 및 넓은 조간대가 분포여 해 양생물의 N ursery ground의 

역활을 담당하므로 생태학적으로 환경변화에 취약하다. 어장과 양식장 많아 

수산업상으로도 중요한 해 역이다. 

근래서해안과남해안에 집중적으로간척， 매립 둥대대적인 연안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연안생태계가크채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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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해저암반처분장의 위치기준개발 

제 1 절 방향의 설정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제 2장 (해양환경의 륙수성)， 제 3장(해저 처분장 

에 대한 위해요소)， 제 4장(해저처분장으로 인한환경영향) 및 제 5장(한국근 

해의 해양학적 특성) 까지 여러 관점에서 시도된 분석의 결과를종합하고체계 

화하여， 다음 장에서 본 연구개발의 결론으로써 제시하고자 하는”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해저처분장의 위치 기준”의 문항으로 사용 될 수있도록 부지의 

조건을구체화하여 정리하는것이 그목적이다. 또한"과기처고시 제 91-7호” 

와이 연구에서 도출된 해저처분장기준(안)사이의 상호관계를 평가하려한다. 

이러한 I헝가에 의하여，둘사이의 상충관쩨나보완관쩨가 밝혀지게 되어야만， 

합리적인 기준이 도출될 수있을것이며，추후설정된 기준의 엄격한적용이 가 

능할것이다. 

제 2 절 연구결과의종합 

1. 각장에서 얻어진결론 

저1]2장 부터 저r]5장 까지 결론으로 제시 된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 하면 다 

옴과같다. 편의상각장에서 결론으로제시한각문항에 번호를붙여서 구분하 

기로 한다 (예로써 #2-3은 ”해져퇴적물의 이온교환작용”에 관한 결론을 가르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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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적조건 

#2-1. 해수의성층화는수직적혼합을제한한다. 

#2-2. 해류，조류，따랑등온해수중용존오염물질의 분산올촉진한다. 

#2-3. 해저퇴적물은이온교환작용으로방사성물질의 이동을지연시킨다. 

#2-4. 해수중 용폰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는 기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입 

자에 홉착된 후 참강되는 방법이다. 

#2-5. 하구나 만은 해수순환의 특성상 오염물질이 외해로 확산되지 뭇하고 

퇴적물과함쩨 장기간축적되는지역이다. 

#2-6. 하구나만은 생물군의 치어와유생이 성장하는 해역이므로생태학적 

으로환경오염에극히취약하다. 

#2-7. 반복적으로 발생효}는 저탁류는- 강한 침식작용을 일으키며， 해저처분 

장에 대한가장중요한위해요소로판단된다. 

(제3장) 외해요소 및위험지역 

#3-1. 해저지진 다발지역 :저탁류격발 

#3-2. 강의 하구에 인접한지역 :저탁류격발위험 및 빼른퇴적 

#3 ‘ .3. 해져협곡에 인접한지역 :저탁류증거 

#3-4. 해저변 경사가심하고퇴적물의 안정도가낮온지역 :저탁류격발 

#3-5. 현세 Turbidite가 발견되는곳의 인접 상부지역 : 저탁류 발생 증거 

#3-6. 극심한퇴적이 진행되는지역 :하중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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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환경영향이 적은지역 

#4-1. 해수의 해역내 체류시간이 짧은곳 

#4-2. 수괴의 성층화가심하지 않은해역 

#4-3. 外海와해수의 유통이 원활한곳 

#4-4. 난류확산이 강하여 용폰물질의 분산이 빠른 해 역 

#4-5. 해양생물의생태상중요한지역이아닌곳 

#4-6. 수산업 중심지에 인접한지 않온곳 

#4-7. 주요해안휴양지와인접치 않은곳 

(제5장) 혼댁근혜의륙성 

#5-1. 동해안해저에는저탁류발생의 가능성이 매우높다. 

#5-2. 동해수의 체류시간온 700-1 ，000년으로극히 길다. 

#5-3. 서해는지구조적으로 안정된 퇴적중심지이며 세립질 퇴적물로 옆혀 

있다. 

#5-4. 남해의 동부낙동강하구에는빠른 퇴적이 진행된다. 

#5-5. 서해는수명적-수직적으로오염물질의 확산이 용이하다. 

#5-6. 서해수는 5-6년의 짧은체류시간을보인다. 

#5-7. 서해와 남해의 천해역은 해양생물의 N ursery ground의 역활을 담당하 

므로생태학적으로환경변화에 취약하다. 

#5-8. 서해와남해에 대대적인간척과오염으로연안생태계가이미위협받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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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의재분류 

위에 나열한 항목들은제 2장에서 제 6장까지의 결론에서 제시한내용 

을요약한 것이다. 이 항목들을 다시 각 항목의 성격에 따라 6개 분류군으로 

나누변다음과갈다. 

A. 저탁류의 위해에 관한 항 

#2-7 , #3-1 , #3-2, #-3-3, #3-4, #3-5 , #5-1 

B. 급격한퇴적의위험에관한항 

#2-5 , #3-2, #3-6, #5-4 

C. 오염물질의 분산에 관한 항 

#2-1 , # 2-2, #2-5 , #4-1 , #4-2, #4-3, #4-4, #5-2, #5-5, #5-6 

D. 오염물질의 제거에 관한 항 

#2-3 , #2-4 

E. 해양생물의 생태에 관한항 

#2-6, #4-5 , #5-7 , #5-8 

F. 인간생활과 관련된 항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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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의 분류군내 종합 

여기서，각분류군 A-F에속하는항목들을비교하여，극히 일반적인 항 

목온벼리거나필요에 따라구체화하고， 각분류군내에서공통되거나유사한 

항목을 통합하여 정리 한 다음애， 분류군별로 새로운 번호를주면: 

가. 처분장은강의 하구， 해저협곡， 또는 현세 터비다01트가발견되논 

곳에 인접한지역이나，해저변경사가심하고퇴적물의 안정도가 

낮거나해저지진이 발생하논지역에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3-

1, #3-2, #3-3, #3-4의 통합) 

나. 처분장은급격한퇴적작용으로빠른하중증가를초래 할수있는 

하구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5 , #3-2, #3-6의 통합). 

다. 처분장은외해와원활히 유통되어 해역내의 해수 체류시간이 짧 

고， 오염물질의 분산이 활발한 곳이어야 한다. (#2-2, #2-5, #4-1 , 

#4-3 , #4-4 통합; #5-2, #5-5, #5-6 포함) 

라. 처분장의부지는해수가수명 및수직적으로정체되어 있는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1 , #4-2, #5-5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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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장의 부지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올 지 연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자연적 작용이 활발한 곳이 어 야 한다. (#2-3, #2-4 통합) 

바. 처분장은해양생물의생태상중요한지역이어서는아니된다. 톡 

히 하구나 만내 에 위 치 하여서는 아니 된 다 (#2-6, #4-5 통합) 

사. 처분장은수산업의 중심지나중요한휴양지와 인접치 않은곳에 

위 치 하여 야 한다 (#4-6, #4-7 통합) 

제 3 철 고시 제 91-7호의 해저 적용 가능성 검토 

본절에서는 1991 년 11월 22일자로고시된 ’과학기술처 고시 제 91-7호’ 

(부록 1)(이하”고시 제 91-7호”라함)의 적용범위를확대하여，동일한기준올 

해저 암반 처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의 여부를 항목별로 조사하 

려한다. 

1. 고시 91-7 위치기준의 해저적용 가능성 점검 

방사성 폐기물의 육상암반내 매몰처분(육지 동굴처분) 및 천층처분장 

을주적용대상 범위로하여 이미 고시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위 

치 기준 (고시 저11 91-7호)"을 점검하여 해저암반처분장에도 적용가능한가분 

석한다. 이하， 편의상 각각의 기준을 ”육상기준”및 ”해져기준으로 약칭한다. 

이 명가에서는 다음의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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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및해저에공통으로적용가능한 위치기준은 ”육-뼈공톰” 

육상에만국한하여 사용하면 해저에는무관한기준은 ”육-상국한” 

해저에만국한하여사용하면육상에는무관한기준은 l’혜져국한” 

로표현하였고， 필요에 따라이유를간략히 설명하였다. 

육상기준(고시 제 91-7호)의 초항벌 평가 

제 1 조(목적): 육혜공통 

제 2 조 (정의): 육혜풍흥 

제 3 조(기상조건): 육혜공홈 

제 4 조(지표면) 1 항: 육상국한 
제 2조 6항에 의 하면표층수란 당수， 
엽수 (혜수)톨포함하여의 지표연상에 
존재하는모든물”로정 되므로， 

되해수며는， 따 표라층셔수 해이저고처，분 해저장。면이 경우 지표면이 
”표면배수”란표현은불가능하다. 

제 5 조(지질학적 상태): 

제 1 ， 2 ， 3 ， 4 ， 5항 육혜공홈 

제 6 항 혜저국한 
쩍용법위롤 해저 동굴처분의 경우로 
한쩡하고있으므로，현행대로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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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표층수): 육상국한 

제 7 조(지하수): 육상국한 

제 8 조(지진): 육해공톰 

제 9 조(생태학적 특성): 육혜공룡 

제 10 조(수자원의 이용성): 육상국한 

제 11 조(기타제반환경): 육혜공릉 

제 12 조(공학적 방벽) 육혜공룡 

제 13 조(준용) 혜저국한 

재 2조 6항에 의하면 해수는 
표층수로 쩡의되므로모순이다. 
따라셔，육상에만 국한하여 
사용하여야한다. 

지히수의 기준은육상어l만국한하여 
사용하여야한다. 

해저처분장은상수원과는무관 

준용가능한범위가너무 :L괄적으로 
폐기업자애채위임되어 있으묘로， 
구체적으로명기할필요가있다. 

이상에서 제 4조 1 항， 제 5조 6항， 제 7조， 제 10조에서 해저환경은본질 

적으로육상기준과상충되지만， 이 조항들의 적용범위가육상에만국한되는 

것을다음과 같이 기준내에 명시하면 모순점이 해결될 것이다. 즉， 다음과 갑 

이 보완을건의한다(진한글씨가보완을위한첨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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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 4 조(지표면 상태) 영 제 233조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지표면 상태는 

다음과 갈다. 

1. 처분장은표면배수가 잘되고내부투수가어려운곳이어야한다. 

(보완) 

제 4 조(지표연 상태) 영 제 233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지표면 상태는 

육상동물 쳐환의 경우 다음파 같다. 

1. 처분장은표면배수가 잘되고내부투수가어려운곳이어야한다. 

(현행) 

제 6조제 6 조(표층수) 영 제 233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표층수의 

분포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장인접지역의지표면에는지하수로충전될수있는표층수 

체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 

2. 처분장과가장가까운표층수와의 거리는폐기물중의 방사성 
핵종이 표층수역으로 이동하여 방사성핵종 방출에 의 한 

환경영향이 없을만큼충분히 떨어져야한다. 

3. 처분장은홍수，댐의파손，해수의 작용이나기타인위적인 

사고로 인한내수면의 범람시 예측수위보다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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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제 6조제 6 조(표층수) 영 제 233조저11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표층수의 

분포상태는 육상동굴 쳐환의 경우 다음과 같다. 

(현행) 

1. 처분장 인접지역의 지표변에는지하수로충전될 수 있는표층수 

체가가능한한분포하지 않아야한다. 

2. 처분장과가장가까운표층수와의 거리는폐기물중의 방사성 

핵종이 표층수역으로 이동하여 방사성핵종 방출에 의 한 

환경영향이 없을 만큼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3. 처분장은홍수，댐의 파손，해수의 작용이나기타인위적인 

사고로 인한내수면의 범람시 여1측수위보다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 7 조(지하수) 영 제 233조제 1항제 3호에 의한지하수의 분포상태는 

다음과갈다. 

1. 처분장주위의 지하수위는 단층작용， 해수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변동과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아야한다. 

2. 천층처분일 경우처분장주위의 최고자하수위는처분트벤치 

하부보다 가능한 한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처분장주위의 지하수유동및유속은가능한한작아야한다. 
4. 처분장주위의 지하수유동계통내에서 방사성핵종의 
예상지연시간은그핵종이 충분히 붕괴되어 인간생활권에 

영향을미치지 않도록길어야한다. 
5. 처분장주위의 대수층은지하;뉴유동계통상가능한한다른 

대수층과연결되어 있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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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제 7 조(지하수) 영 제 233조제 1항제 3호에 의한지하수의 분포상태는 

육상통굴 쳐훈의 청우 다음과 갈다. 

(현행) 

1. 처분장주위의 지하수위는 단층작용， 해수작용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변동과계절적인 변동이크지 않아야한다. 
2. 천층처분일 경우처분장주위의 최고자하수위는처분트맨치 

하부보다 가능한 한 낮은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처분장주위의 지하수 유통 및 유속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4. 처분장주위의 지하수유동체통내에서 방사성핵종의 

예상지연시간은그핵종이 충분히 붕괴되어 인간생활권에 

영향을미치지 않도록길어야한다. 

5. 처분장주위의 대수층은지하수유동계통상가능한한다른 

대수층과연결되어 있지 않아야한다. 

제 10 조(수자원의 이용성) 영 제 233조제 1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의 이용조건과관련하여 처분장온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완) 

제 10 조(수자원의 이용성) 영 제 233조저11 1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자훤의 이용조건과관련하여육상동굴쳐분의 경우 
처분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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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해저처분장위치기준(안)의 제시 

본장의 2절을통하여，중·저준위 방사성 때기물해저암반처분장의 위 

치기준의 실질적 조항으로써， 과기처 고시 제 91-7호와 함째 동시에 적용아 가 

능한 7개항(가항~사항)을도출하였다. 또， 3장에서는과기처 고시 제 91-7호 

를해양환경에 적용가능한가를살펴보고，그보완책올제시하였다. 최종적으 

로본 연구개발에서 도출된 7개항의 위치기준(안)과 고시 91-7호사이의 상충 

혹은상호포함관계를확인하여야할것이다. 두위치기준사이에 상충됨이 

없는것이 확인되면，본연구에서 도출된 기준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해 

저암반처분장의 위치기준으로제시될 것이다. 

1. 고시 제 91-7호와 관체 (고시된 관련 조항의 번호를 괄호안에 표기; 고시된 

관련 조항이 없올 때는 * 표시) 

가 항에서 사 항까지를고시 91-7호와 대비하여 항목별로 점검하면， 

가. 처분장은 강의 하구， 해져협곡， 또는 현째 터비다이트가 발견되는 곳 

에 인접한지역이나，해저변 경사가심하고퇴적물의 안정도가낮거나 

해저지진이 발생하는지역에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 (제 5조 6호) 가항의내용이더욱새부적이나，고시된현행조항에포함 

될 수 있다. 해저지진은 고시 제 8조에 포함되므로 생 략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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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장은급격한퇴적작용으로빠른하중증가를초래 할수있는 지역 

에 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 (*) 추가기준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 

다. 처분장은외해와원활히유통되어 해역내의 해수체류시간이 짧고，오 

염물질의 분산이 활발한곳이어야 한다. 

• (*) 추가기준으로설정할펼요가있다. 

라. 처분장의부지는해수가수명및수직적으로정체되어 있는곳에위치 

하여서는아니된다. 

• (*) 추가기준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 

마. 처분장의부지는방사성핵종의이동을지연시키거나제거할수있는 

자연적 작용이 활발한곳이어야한다. 

• (제 5조 3호와유사) 마항은’지연 및 제거 작용’을요구하나，고시 기준 

은’천연 방벽의 폰재’를규정하고 있다. 해수층에는 방벽이 있을수 없 

으므로，추가기준으로셜정이 바람직하다. 

바. 처분장은해양생물의 생태상중요한지역이어서는 아니된다. 톡히 하 

구나 만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9조 3호) 바 항은해양생태계의 기본적 안정구조를유지하기 위해 

불톡정의 해양생물군의 유생을보호의 대상으로하고있으나，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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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륙정 생물군집만을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태계 전반에 걸친 

보호의효과는미미하다. 고시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 처분장은수산엽의 중심지나중요한휴양지에 인접치 않은곳에 위치 

하여야한다. 

• (*) 추가기준으로셜정할필요가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도출된 추가기준은고시된 기준과상충되 

지 않는다. 단지，몇경우에눈고시된기준이추상적인데 반하여，제시된추가 

기준온구체적이거나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두기준사이의 절충이 가능 

하다. 이 연구의 최종적목표인추가거준올아래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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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해저암반처분장의 위치기준(안) 

가. 해저암반처분장은저탁류에 의한침식의 위험이 있는강의 하구，해저 

협곡， 또는현세 터비다이트가발견되는곳에 인접한지역이나，해져변경사 

가심하거나퇴적물의 안정도가낮은지역에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나. 처분장은급격한퇴적작용으로빠른하중증가를초래 할수 있는 지역 

에 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 처분장은 외해와 해수 유통이 원활하여 해역내의 해수 체류시간이 짧 

고， 오염물질의 분산이 활발한곳이어야한다. 

라. 처분장은해수가수명 및수직적으로정체되어 있는곳에위치하여서 

는아니된다. 

마. 처분장의 부지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지 연시 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자연적 작용이 활발한곳이어야한다. 

바. 처분장은해양생물의 생태상중요한지역이어서는아니된다. 톡히 하 

구나만내에 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사. 처분장은수산업의 중심지나중요한휴양지에 인접한지역에 위치하여 

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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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과학기술처 고시 제 91-7 호 

중져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위치기준 

제 1 조 (목적 ) 이 기준은원자력법 시행령 제 233초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 이하 ”혜기물”이라한다)의 지중매몰장소(이하”처분장” 

이라한다)의 위치애 관한기술기준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정의)이 기준애서사용하는용어의 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처분장”이란혜기물을처분하는처분시설이위치하는장소를말한다. 

2. "천층처분”이란지표연하가까이에 천연방벽 또는공학적 방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3. "동굴처분”이란 암반내 또는지표면하의 동굴에 천연방벽 또는공학적 

방벽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올 말한다. 

4. 천연 방벽”이 란 처분장의 지표 및 지하구조로소 방사성핵종의 이통을 

지연시 킬 수 있는자연적인 방벽구조를 말하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혜기물을둘러싼토양및 암반등을포함한다. 

5. 공학적 방벽”이란폐기물처분시설로부터 빼기물 및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 연시키거나 제한할수있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6. 표층수”란 담수， 염수를 포함하여 지표면상얘 존재하는 모든 물을 말한다. 

7. "지하수”란지표변하애폰재하는모든물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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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기상조건) 영 쩨 233조제 1항 저， 2호의 규정에 의한기상초건은다음과갈다. 

1. 처분장은강우및강설등으로인하여 안전운영얘 영향을미치는 

곳이어서는아니된다. 

2. 처분장은태풍，돌풍，쓰나미，해일등으로인하여 안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곳이어서는아니된다. 

제 4 조(지표면 상태) 영 제 233조저111 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지표면 상태는다음과 

갈다. 

1. 처분장은표연배수가 잘되고내부투수가어려운곳이어야한다. 

2. 천층처분일 경우의 처분장은기후의 변화또는침식작용，풍화작용등의 

영향으로표토의 심한 변화나그우려가 없는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쩨 5 조(지질학적 상태) 영 제 233조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지질학적 상태는 

다음과같다. 

1. 처분장은방사성핵종의 이동을충분히 지연시킬수있는지층또는균질 

71 반암내애 위치하여야한다. 

2. 처분장은풍화，침식，산사태 및화산등과같은지표면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중의 방사성핵종 이동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혜측되는 

지 역에 위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처분장은가능한한방사성핵종의 홉착력이 있어야하며，특히 장반감기의 

방사성 핵종이동을지연시키는천연방벽이 발달한지역이어야한다. 

4. 동굴처분일 경우처분장의 기반암또는지층은균열이 많고석회암이 

존재하는곳이어서는 아니된다. 

5. 동굴처분의 경우처분장은구조적으로동굴이 안정되고강도가큰 

기반암에위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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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저동굴처분의 경우，처분장은저탁류에 의한침식이나해저사태의 

위험이 없는곳애위치하여야한다. 

채 6 조(표층수) 영 제 233초저111항쩨 3호의 규정에 의한표층수의 분포상태는 

다음과갈다. 

1. 처분장인접지역의지표면애는지하수로충전될수있는표층수쩨가 

가능한 한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 

2. 처분장과가장가까운표층수와의 거리는빼기물중의 방사성핵종이 

표층수역으로이동하여 방사성핵종방출얘 의한환경영향이 없을만큼 

충분히떨어져야한다. 

~. 처분장은홍수，댐의 파손，해수의 작용이나기타인위적인사고로인한 

내수연의 법랑시 얘측수위보다상부어1 위치하여야한다. 

저117 조 (지하수) 영 제 233초 저11 1 항 제 3호에 의한 지하수의 분포 상태는 다음과 갈다. 

1. 처분장주위의 지하수위는단층작용，해수작용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변동과계절적인 변폼이크지 않아야한다. 

2. 천층처분일 경우처분장주위의 최고자하수위는처분트랜치 하부보다 

가능한한낮은곳얘 위치하여야한다. 

3. 처분장주위의 지하수 유동 및 유속은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4. 처분장주위의 지하수유동계통내에서 방사성핵종의 예상지연시간은 

그핵종이 충분히 붕피되어 인간생활권에 영향을미치지 않도록 

길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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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장주위의 대수층은지하수유통계통상가능한한다른대수층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채 8 조(지진) 영 채 233조 채 1항쩨 4호애 의한지진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장은처분시설의 안전성을위하여 장기간얘 걸쳐 역사적으로지진 

발생빈도，규모및 전도가낮고또한그와갈이 。쩌상되는지역이어야한다. 

2. 처분장은지진의 발생에 의해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활성단층지역이나그와잘은지역에 인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생태학적 특징) 영 쩨 233조제 1항 제 4호에 의한생태학척 톡징과관련하여 

처분장운기타관련법으로지정보호되고있는생태계가존재하지 않는곳이어 

야한다. 

체 10 조(수자원의 이용성) 영 쩨 233조제 1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한수자원의 

이용조건과 관련하여 처분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얘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기타채반환경 등) 영 제 233조제 1항쩨 4호의 규정에 의한기타채반환경 

여건은다음각호와갚다. 

1. 처분장은가능한한굴착작업 및 이에 관련된 시추사실이 없는지역에 

위치하여야한다.다만，그러한사실이 있을경우에는충분한공간을 

설정하여 처분장의 지형변화가능성을최소화할수 있는곳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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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장의 위치는 지표수 관리채계의 통합， 얘상밖의 방사성핵종 이동 

현상애 대한대비，방사성핵종의 이동현상을측정할수 있는충분한 

공간을확보할 수 있는지역이어야한다. 

3. 처분장은군사활동으로인하여처분장안전운영에 영향을미치는 

지역이거나고로 인한방사성핵종이동의 증가가예상되는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처분장은폐기물을 안전하재 수송하는E빼， 척합한교통조건을갖춘 

지역이거나교통시설의 건설이 용이한지역애 위치하여야한다. 

5. 처분장은가능한한토지이용의효용성이 낮은지역에위치하여야하며 

비행장이 있거나고압송전션，통신션 및 가스와석유수송로등이 지나가는 

장소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 조 (공학적 방벽) 처분자의 위치기· 채 3조 내지 채 8조의 규정올 만족시키지 뭇 

할경우에는처분장에 공학적 방벽의 설치를통하여 수리-지질학적으로부족한 

성질이 보완될수있도록이를설계에 반영하여야한다. 

제 13 조(준용)폐기물을해저동굴또는도서에 처분할경우채 3조내지 제 11초의 기 

준을적용하기 어려운사항얘 대하여 폐기업자는외국의 기준을준용할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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