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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처분장 후보부지 평가 기본방안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우리나라는 최근 그동안 원자력발 소 내에 간 장을 해 온  방사

성폐기물의 처분을 한 처분장 후보부지를 선정하여 발표하 으며, 이 지역을 

상으로 최종 승인을 받기 한 차를 진행 이다.  폐기물의 처분장 

후보부지를 선정하기 해 그동안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과 진통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 ․기술  측면에서의 안정한 후보부지를 선정하는 차가 우선

된 것이 아니라 사회  이해 계가 가장 요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유사한 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국

내에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여 련 분야의 비 부족과 체계 이지 못한 

차  응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지 부터는 향후 실시될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한 비를 착수하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고  방사성

폐기물은 직 인 사용 후 방사능 물질이므로 그 요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고  폐기물의 처분장은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시 발생한 것과 같은 

사회  인식과 수용 차도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과학 으로 철 한 평가와 검

증을 통해 최종 으로 선정된 지역에 건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  평가와 검

증은 련 학문분야가 종합 으로 참여되어 거시  차원에서부터 미시  차원까

지 철 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한 

평가시스템과 기술지침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최종목 은 국내의 지질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  방

사성폐기물 후보부지의 선정을 한 평가시스템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체계

인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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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해서는 해당 부지의 지질학  특

성을 철 히 평가하여 자연방벽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처분장 후보부지를 선정하기 한 여러 항목  지질학  측면의 

평가 요인과 지침을 종합 으로 도출하고 제안하고자 하 다. 지질학  평가요인

과 지침은 나라마다 고유의 지질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 으로 용하

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질특성에 기반을 둔 평가지침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질학

의 반  분야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질특성과 환경을 평가한 자료를 바탕

으로 지질학  평가요인과 지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 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

기 하여 본 연구는 1단계 3년동안 후보부지 선정을 한 지질학  평가시스템 

기술지침을 개발하고, 후보부지 평가를 한 지질학  인자  선정방안을 수립

하며,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후보부지 선정평가를 한 지질학  항목 개발

     -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해외사례 분석

     -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자료 수집  분석(지질학  특성 심)

     - 국내 지질특성  처분환경에 합한 후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

자개발

○ 선정단계별 평가항목  평가인자간 분류체계 도출

     - 후보부지 선정을 한 평가인자간 분류체계 도출

     - 후보부지 선정단계  평가방식 도출

     - 선정단계를 고려한 평가 세부인자 도출

○ 평가 상인자의 최소조건 기 안 도출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서 

작성

     - 각 단계별 지질학  평가인자의 최소조건안 도출

     - 후보부지 선정을 한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서 작성

Ⅳ. 연구개발결과 

 ○ 후보부지 선정평가를 한 지질학  항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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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지질특성  환경과 련한 처분방식  후보부지 선정기  

비교 연구

   -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기  분석

   -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부지 선정을 한 4개 분류 분야

(Factor) 도출 : 장기안정성(지질), 건설  운 합성, 토지  환

경성, 사회  향성

   - 후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 개발을 해 8개 지질학 문

부문을 상으로 인자 안 도출

   - 국내 지질특성  후보부지 장기안정성에 직  향을 미치는 52

개 지질인자 선정

 ○ 선정단계별 평가항목  평가인자간 분류체계 도출

   - 장기안정성 분야 상으로 부지평가를 한 지질인자의 분류체계 

도출: 부문-항목-인자

   - 도출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후보부지 선정용 평가인자의 분류 : 4

개 부문, 12개 항목, 52개 인자

   - 최종 후보부지 선정을 한 3단계의 평가․선정단계 제안: 검토 상

지역(Preferred area), 후보부지(Candidate site), 제안부지(Proposed 

site)

   - 개발된 후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를 상으로 선정단계별 

평가방식 도출 : 검토 상지역 - 합/부 합  방식; 후보부지  

제안부지 - 비교우  평가방식

   - 평가인자의 분류체계에 따른 3단계별 부지평가용 지질학  세부인

자 도출  분류 : 검토 상지역 단계- 2개 부문, 7개 항목, 12개 인

자; 후보부지/제안부지 단계- 4개 부문, 12개 항목, 48개 인자

 ○ 평가 상인자의 최소조건 기 안 도출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서 

작성

   - 후보부지 선정을 한 3개 단계에서 지질학  평가인자별 최소조건 

연구  도출

   - 단계별 선정평가 방식과 국내 지질조건  지질인자의 성격을 고려

하여 정성  는 정량  최소조건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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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안정성 분야를 상으로 도출된 지질인자  후보부지 선정단

계를 고려하여 총 4개 부문, 12개 항목별로 각 선정단계에서 부지평

가를 한 기술지침서 작성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 국내 종합  지질특성과 과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보부지 

선정 기본방안 확보

   ○ 지질특성별 후보부지 선정을 한 체계화된 조사/평가 차 개발

   ○ 후보부지 선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  지역 지질정보

체계의 개발/확보

   ○ 과학 /체계  연구결과를 토 로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부지 

선정  안정성에 한 국민 불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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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Construction of Basic Evaluation Criteria for Candidate HLW Repository 
Sit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final objectives of the research are to study basically site selection 

criteria and methods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disposal. In order to 

accomplish the final objectives, this study proposes basic concept of site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HLW disposal and develops a geologic database 

system for management of geologic data which will be used for site selection.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Development of geologic factors for candidate site selection

     - Analysis of foreign studies related with HLW disposal

     -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for domestic radwastes disposal

     - Development of geologic factors for candidate site selection and 

evaluation considered with Korean geologic condition and disposal 

environment

○ Construction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evaluation factors of 

candidate sites

     - Construction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evaluation factors of site 

selection

     - Construction of site selection stages and evaluation methods

     - Proposal of detailed factors for site selection on each stage

○ Deduction of minimum requirement of evaluation factors and 

making technical guide for geologic sit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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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duction of minimum requirement of geologic evaluation factors on 

each stage

     - Making a geologic evaluation technical guide for candidate sites 

selection

Ⅳ. Result of Project

 ○ Development of geologic factors for candidate site selection

   - Comparison of foreign site selection criteria related with geologic 

conditions and environments

   - Analysis of Korean site selection criteria for LILW disposal

   - Deduction of four factors for HLW candidate site selection; long 

term safety (geology), appropriateness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land and environment, social impact

   - Proposal of draft parameters of eight geologic functions for 

candidate sites selection

   - Selection of fifty two geologic parameters related with long term 

site safety

 ○ Construction of classification system for evaluation factors of 

candidate sites

   - Determination of classification categories for geologic elements; 

function-item-parameter

   - Classification of site selection element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categories; four functions, twelve items, and fifty two parameters

   - Proposal of three stages of site evaluation and selection; preferred 

area, candidate site, proposed site

   - Determination of evaluation methods of sites evaluation; preferred 

area - conformity/nonconformity; candidate site - comparative 

advantage

   - Determination of detailed geologic evaluation elements; preferred 

area - two functions, seven items, twelve parameters;  candidate 

site - four functions, twelve items, forty eight parameters



- VII -

 ○ Deduction of minimum requirement of evaluation factors and 

making technical guide for geologic site evaluation

   - Deduction of minimum requirement of geologic evaluation factors 

on each stage in qualitative manner and quantitative manner 

   - Making technical guide for site evaluation considered with four 

functions and twelve item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Basic research results for setting up further research foundation 

for site selection 

   ○ Development of systematic site evaluation process considered 

with geologic conditions of candidate sites

   ○ Ap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for public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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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 그동안 원자력발 소 내에 간 장을 해 온  방사

성폐기물의 처분을 한 처분장 후보부지를 선정하여 발표하 으며, 이 지역을 

상으로 최종 승인을 받기 한 차를 진행 이다.  폐기물의 처분장 

후보부지를 선정하기 해 그동안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과 진통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 ․기술  측면에서의 안정한 후보부지를 선정하는 차가 우선

된 것이 아니라 사회  이해 계가 가장 요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유사한 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국

내에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여 련 분야의 비 부족과 체계 이지 못한 

차  응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지 부터는 향후 실시될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한 비를 착수하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고  방사성

폐기물은 직 인 사용 후 방사능 물질이므로 그 요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고  폐기물의 처분장은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시 발생한 것과 같은 

사회  인식과 수용 차도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과학 으로 철 한 평가와 검

증을 통해 최종 으로 선정된 지역에 건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학  평가와 검

증은 련 학문분야가 종합 으로 참여되어 거시  차원에서부터 미시  차원까

지 철 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한 

평가시스템과 기술지침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최종목 은 국내의 지질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  방

사성폐기물 후보부지의 선정을 한 평가시스템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체계

인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와 같이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해서는 해당 부지의 지질학  특

성을 철 히 평가하여 자연방벽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처분장 후보부지를 선정하기 한 여러 항목  지질학  측면의 

평가 요인과 지침을 종합 으로 도출하고 제안하고자 하 다. 지질학  평가요인

과 지침은 나라마다 고유의 지질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 으로 용하

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질특성에 기반을 둔 평가지침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지질학

의 반  분야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질특성과 환경을 평가한 자료를 바탕

으로 지질학  평가요인과 지침을 개발하고자 노력하 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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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본 연구는 1단계 3년동안 후보부지 선정을 한 지질학  평가시스템 

기술지침을 개발하고, 후보부지 평가를 한 지질학  인자  선정방안을 수립

하며,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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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고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과 련하여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한 기술

개발의 내용에 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분 해외에서는 이미 30여년 부

터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토 로 

지층처분의 실질  사업이 일부 가능한 수 이다.

국가명 기 명 주요내용

독일 환경부

- 2003년 지하처분장 운 , 처분장부지선정 원회에서 논의․

결정

- 폐기물 리법 제정(1999), 처분장부지선정 원회

- 부지선정기 : 원회 개발․제안, 환경부 공표

- 원회가 제출한 일정 심

미국 OCRWM

- OCRWM 설립: 지층처분 리업무

- 2002년: Yucca Mt 결정

- 2004년: DOE 허가서 제출, NRC

- 1950～1975년: AEC의 지질연구 착수 권고(1960년 )  

암염층 조사착수

- 1980년: 심지층 우수성 발표(DOE)

- NWPA 제정(1982): 처분연구/사업 활성, 9개 후보부지조사 3

개 압축

- 1988년: Yucca Mt. 연구 착수 등 20년 수행

- 부지선정기  개발

  ․ 부지선정 지침서 (10CFR part 960)

  ․ Yucca Mt의 공 보건, 안 기  (40 CFR Part 197, 

EPA)

  ․ Yucca Mt 허가 규정 (10CFR Part 63, NRC)

- 부지특성평가 반의 감독  Secretary of Energy에 결과보

고 (네바다주  지방정부)

스웨덴 SKB

- SNF 포장공장 후보부지 선정, 건설 일정: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 . 

- 처분 상 모암에 한 정 조사, 시설건설, SNF포장시설 건

설허가

- 지하처분연구시설(Aspo HRL) 건설(‘90～’95), R&D 수행

- SKB의 R&D 로그램으로 수행

- SKB와 SKI/SSI의 결정  단

- 후보부지선별평가  선정 로그램

- 제반 차는 SKB 결정. 실제 지역사회들은 직 인 향. 

최종 정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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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기 명 주요내용

스 스
HSK

NAGRA

- 1970년 국토 상 연구착수, 잠재  처분장부지(Tabular 

Jura지역)

- 1980년 , 지질학  처분장부지 조사에 한 3단계의 략 

수립

  ․ 1단계: 역지표조사, 역  연구

  ․ 2단계: 보다 세부 역으로 처분가능성 조사, 지구물리/시

추조사

  ․ 3단계: 후보부지 종합특성평가

- HSK: 심지층처분부지의 안 성기  개발 역할 

- Nagra: 두 종류의 후보암반(결정질암반/퇴 암)에 한 부지

선정 기  제안

- 정부의 지층처분 타당성평가 실시

- 부지선정 허가 차

  ․ 비조사 허가

  ․ 부지특성평가 허가

  ․ 건설/운  허가

- 각 허가를 한 보고서는 국회 비

일본
NUMO

JAEA

- 2000년: 법령 제정, 수행기  설립(NUMO), 기 리기구 지

정, RWMC

- 2001년: 문헌/ 비조사지역 선별, 부지특성조사 로그램

- 법령과 련조례 근거 3단계 추진

  ․ 비 조사 지역 선별: 문헌조사 후 비조사지역 선정

  ․ 상세조사지역 선별: 비조사 결과 검토 후 상세조사지역 

선정

  ․ 처분장부지 선별: 세부조사 재검토 근거, 다수 지하시설

에서 물리/화학, 지하수유동 세부 검토

- NUMO, 비후보부지 선정조사에 각 단체의 자율  참여 

유도

- JAEA는 Mizunami와 Horonobe에 지하연구시험시설(URL) 

각각 운

- 법령과 조례에서 부지선정 차, 3단계의 기본  용기  정

의

- 기술기 은 지층의 변 , 단층의 양상, 지하수의 향, 유용

한 물자원의 부존가능성 등에 한 내용. 

- 수행 로그램의 수정/보완 요구, 선정과정 각 단계 완수 후 

정부 승인

- 수정 로그램의 결정과 최종처분계획 보완, 의회 승인

- 의회 승인 후, 최종처분계획의 동의 후, 정부가 수정 로그

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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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기 명 주요내용

랑스 ANDRA

- 1991.12: 15년 계획의 R&D 로그램착수

- 국가 리정책 논의  결정(의회)

- 1987년 : ANDRA의 부지선정착수

- 1991.12.30 : 법률 공표-15년 이상 연구실시 요구

- 1995년 : ANDRA의 유력후보지 결정

- 1998년 : 정부의 건설승인

- “처분장 운 후, 기술  안정성확보를 한 심지층처분장 설

계  건설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안문제에 한 책” 발

표(1991.6)

- 3개의 연구 역에 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논의

- 시민의 의사결정 참여

핀란드 Posiva Oy

- 2001년: Decision in Principle(기본방침) 의회인 , 사용후연

료 처분장부지로 Olkiluoto 지역(Eurajoki주) 승인

- 2004년: 지하환경특성평가시설(상용URL)착공

- 『기본방침』에 의거 부지 결정

- 국 상 100개 지역 조사, 4개 지역 세부조사 후 평가 선정

- SNF는 자국 내 구  처분

- 처분 로그램은 1983년에 정부에 의해 최  수립

- 1995년까지 로그램은 원 시설에 의해 수행되고, 그 이후

에는 Posiva Oy에 의해 수행

- 수행기구의 후보부지선별/평가과정  조사지침 개발

- STUK  문가그룹에 의한 결과 검토

- 부지선정 차에 한 주요지침 (1985, 1992)-잠재 인 합

부지 심사, 비조사 결과 발표(STUK검토)

- 부지선정은 『기본방침』에 의거, STUK추천과 지자체 수락 

후, 최종 정부결정/의회인

한  국
한국원자력

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으로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 수행

- 우리나라 역을 상으로 고 폐기물 지층처분을 한 

기본  지질특성 규명

- ‘신기지구조 변동 종합해석을 한 안정지질환경 요건 연구’

를 수행하여 남한지역의 신기지구조 운동  제4기 단층 분

포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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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결과

제1  한반도 지질특성

1. 한반도의 지체구조와 신기지구조운동

 가. 한반도의 지체구조

한반도는 유라시아 의 동쪽 연변부에 치하며, 한반도의 지체구조는 선캠

리아 의 암석이 주로 분포하는 남육괴, 경기육괴, 낭림육괴, 모 육괴와 

생 의 암석이 주로 분포하는 경상분지, 옥천 , 임진 , 평남분지, 두만강

분지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한반도는 국 륙, 시코테-알린, 일본열도 등과 지질

학 으로 한 련을 갖는다. 특히, 한반도의 지질과 지체구조는 일본보다는 

아시아 륙과 유사성이 많으며, 동해는 륙 연변의 연변해로 태평양 의 운동

과 련하여 형성된 후배호분지(back arc basin)로 제3기 이후부터 동해지역이 

확장되면서 형성되었다. 일본열도는 이와 련되어 형성된 화산열도(island arc)

로 한반도와는 매우 다른 지체구조  특징을 보인다. 다만 한반도의 남동부인 경

상분지와 일본 남서부, 한반도의 옥천 와 일본의 히다 (Hida belt)는 동해가 확

장되기 의 유사성을 보여 다.

재 동아시아의 지체구조와 련하여 한반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

고 있다. 첫 번째는 약 250Ma에 형성된 국의 충돌 가 한반도로 연장되는 지 

여부와, 두 번째는 산업시설이 집 된 남동부에서 발견된 활성단층이다. 먼  

국 충돌 의 연장과 련하여,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첫 번째

는 국 충돌 가 한반도를 통과한다는 의견이며(Liu, 1993; Yin and Nie, 1993; 

Ernst and Liou, 1995; Ree et al., 1996), 두 번째는 충돌 가 황해에서 한반도의 

남쪽으로 우회, 제주도 남쪽을 통과하여 일본의 히다  남쪽 경계부로 이어진다

는 의견이다. 자의 경우 국 충돌 가 임진강 나 옥천  는 경기육괴로 이

어진다는 의견으로 세분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한반도 체가 북 국 에 속

하게 된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 임진

강 , 경기육괴의 암석들에 한 SHRIMP를 이용한 정확한 연 자료가 축 되기 

시작하면서 국-한국-일본의 지체구조  연 성에 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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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활성단층과 련된 신기지구조운동 연구는 한반도가 의 경계부가 

아니라 안정된  내부에 치해 있어서 그 동안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부터 양산단층에 한 활성문제가 제기되면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

했다. 특히, 원자력발 소  산업시설의 안 과 련하여 신기 지구조운동에 많

은 심이 집 되면서, 비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련되어 한

반도의 남동부는 한반도에서 신생  지구조 운동의 향을 최근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보고되어 있다. 특히, 양산단층 와 울산단층 에서 계속해서 제4

기 단층들이 발견되면서, 산업시설이 집 되어 있는 이 지역에 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신기 지구조운동과 련된 분야는 구조지질, 지형변화를 반 하는 지형지체구

조, 지진지체구조, 화산활동과 지각 평형과 련된 해안선의 융기 등이 있다

(Yeats et al., 1997). 이들 에서 한반도 남동부에서의 신기 지체구조운동과 

련된 상은 최근의 지형변화와 선형구조의 발달, 제4기 단층운동, 지진발생, 남

동해안의 융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기 보고된 생 응력

체계, 제4기 단층운동 특성  시․공간  활동 형태에 한 연구를 요약해 보고

자 한다.

 나. 신기지구조 체계  응력 체계

동아시아의 신기지구조 체계는 (1) 인도-유라시아 충돌에 의한 륙지괴의 동

쪽으로의 extrusion과 (2) 태평양 과 필리핀 의 섭입 등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제어된다는 것이 일반 인 해석이다. 필리핀 과 태평양 이 각각 섭입하고 있는 

Nankai Trough와 Japan Trench에 가까이 치한 한반도는 상기 두 가지 요소 

 어느 것의 향을 더 받고 있는가는 요한 의문 의 하나이다.

경상분지는 백악기 기에 이자나기 의 북쪽을 향한 섭입의 결과로 발생한 

주향이동단층과 련된 인리형분지로 해석된 바 있으며(Chun and Chough, 

1992), 에오신 후기부터 마이오신까지는 맨틀로부터 hot plume이 상승하여 기인

된 확장변형으로 동해가 형성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다(Maruyama et al., 

1997). 그리고 라이오세부터 재까지 발생한 동아시아의 주요 지구조운동은 

아무리아 의 형성이다. 아무리아 의 서측 경계는 바이칼 열곡이며 동측 경계는 

동해 동부로 추정되고 있다. 유아시아 이 작은 으로의 분리되는 형상은 인도

과 유라시아 의 충돌에 의한 결과이라고 해석되고 있다(Molna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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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ponnier, 1975; Zonenshain and Savostin, 1981). 최근에 Ree et al (2003)은 

한반도 남동부의 일부 제4기 역단층들이 아무리아 이 일본열도 으로 섭입하

기 시작한 동해의 동부에서 일어난 의 수렴(Tamaki and Honza, 1985)과 련

된 압축변형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제안하 다.

최근 Park et al(2006)가 한반도 남동부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들의 변 자료

를 근거하여 σ1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이고 σ3은 거의 수직이라고 보고하 다. 

이는 지진 진원기구로부터 구해진 한반도의 역  응력장에서 최  주응력축의 

동북동～서남서 방향과 유사하다.(Jun, 1991). 그리고 최근 지진의 진앙분포는 울

산단층 동측지괴  동해 앞바다에 집 되어 있으며(최 찬 외, 1998a), 이들 지

진들의 단층면해에 의한 응력해석을 보면 진원기구는 거의 남-북 주향의 역단층

으로, 압축응력 축은 동-서 방향로 추정되고 있어, 제4기 단층들로부터 얻은 응

력장 분석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림 1은 지진연구로부터 구해진 동아시아의 최  

수평주응력(σmax)과 압축방향(P axes)을 도시한 것이다. 제4기 단층의 변 분석

으로부터 구한 σ1의 동북동-서남서 방향은 인도와 유라시아의 충돌로부터 기인

된 응력장 σHmax의 궤 과 잘 일치한다. 이 방향은 태평양   필리핀 의 섭

입과 직  련되어 있는 일본 혼슈 동부의 σHmax 방향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서, 비록 한반도가 유라시아 의 경계부에 치하고 있지만, 응력장은 이들 해양

의 섭입과는 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일본의 응력장 방향은 활성변형 (active deformation zone)의 존재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운동에 의해서 발생된 압축변형작용 성분이 일본열도와 

섭입 에서 흡수되는 반면에, 단성분은 Southern Japan Sea Fault 

Zone(SJSFZ)과 Median Tectonic Line(MTL)에서 흡수되기 때문이다. SJSFZ와 

MTL 사이 지역에서의 σHmax 방향은 략 이곳의 의 속도벡터의 방향과 평

행하지만, SJSFZ을 지나면서  다르게 된다. 이것은 SJSFZ을 따라 발생하는 

활성변형에 의해 운동의 사교이동성분이 흡수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결론 으로 해양 의 섭입에서 기인한 변형은 일본 열도에서 흡수되고, 한반

도는 주로 인도 과 유라시아 의 충돌에 의한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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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아시아의 운동  응력장. (a) 최  수평응력 방향의 

분포. (b) 인도-유라시아 의 충돌에 기인한 응력장(Park et al. 

(2006)).

 다. 제4기 단층운동의 특성

양산단층 와 울산단층 를 따라 발달하는 제4기 단층들의 부분은 남-북 

내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주향과 남동쪽으로의 경사를 이루고, 단층조선이 동쪽

으로 경사하고 있다. 단층의 운동학  특성은 주향이동성분이 우세한 일부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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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하고 부분 상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역단층의 성격을 보인다. 

한 울산단층 에서 실시한 고해상도 탄성  반사법 탐사에서도 5-40m 두께의 

충 층으로 덮여 있는 기반암 상부면이 단층에 의해서 단 된 모습이 인지되며, 

20여 개가 넘는 이 단층들은 모두 동쪽이 상승한 역단층으로 해석되었다(김기  

외, 2000). 이와 같은 제4기 단층들의 방향성과 운동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 단

층들은 최 압축응력이 동-서 방향으로 작용한 제4기 응력 역(stress regime) 

하에서 이동하기에 한 방향으로 배향되어있던 기존 단층들이 재활동하여 형

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단층들의 제4기 재활동의 증거로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부분

의 제4기 단층들에서 찰되는 단층비지 의 두께가 기반암과 기반암사이의 

부에서보다 지표가까이의 기반암과 제4기층과의 부로 오면서 얇아지거나 

비지의 일부가 제4기층 내로 주입되어 나타난다는 것( : 유계, 왕산, 입실, 읍천, 

수렴단층), 둘째, 제4기층은 거의 단열되거나 교란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하 의 

기반암내에는 좁게는 수십 cm에서 넓게는 10m 이상의 폭으로 심하게 쇄되어 

단층각력이나 소단열들이 발달하고 있다는 ( : 왕산, 감산사, 입실, 이화단층)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단층면이 비교  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은 기존 단

층들의 태 를 반 하는 것으로서 양산단층계의 활동과 련된 주향이동단층들

과 제3기 분지형성과 련된 정단층들이 제4기에 재활동함으로서 한 경사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기 단층들로부터 결정된 응력장의 방향을 살펴보면, 최 주응력축은 동-서 

방향을, 간주응력축은 남-북 방향을, 그리고 최소주응력축은 아수직 방향을 가

리키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는데(장태우, 2001), 이는 지진 진원기구로부터 동북

동-서남서 방향의 최  압축응력축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역 응력장

과 유사하고(Jun, 1991), 일본에서의 거의 동-서 방향을 가리키는 최 압축응력 

방향과도 거의 평행하다(Nakada and Okada, 1999). 한국자원연구소에 의해 경상

분지 양산단층 주 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 측망에 의하면, 1994년 말부터 1998

년 반까지 이 지역에 발생한 지진의 진앙분포는 울산단층 동측지괴  동해 

앞바다에 집 되어 있으며(최 찬 외, 1998b), 이들 지진들의 단층면해에 의한 

응력해석을 보면 진원기구는 거의 남-북 주향의 역단층으로, 압축응력축은 동-

서 방향로 추정되고 있어, 부분 남-북 주향인 제4기 단층(주로 역단층)들로부

터 얻은 응력장 분석결과와도 유사하다.

기존 단층들의 운동시기를 제4기 단층을 따라 채취한 단층비지의 K-Ar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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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울산단층 는 에오세-올리고세(장태우, 2001)에, 

양산단층 는 후기 팔 오세 내지 에오세에 단층운동이 가장 활발했음을 지시한

다(장태우와 추창오, 1998, 1999). 이 같은 연령을 보이는 단층들이 제4기 퇴 층

을 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제4기 동안 양산단층이 재활동하 음

이 분명하다. 제4기 단층운동의 시기에 해서는 ESR 연령측정(최 찬 외, 

1998a, 2000; 이희권, 2003), TL연령측정(경재복 외, 1999; 경재복과 장태우, 

2001), OSL연령측정 등의 자료로 볼 때 라이오세 후기에 활동 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최후기 단층운동은 유계단층의 2400-2000 yr BP 즉, 홀로세에 발생했

음을 지시한다(경재복과 장태우, 2001). 하지만, 최종 단층운동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4기 단층운동과 련된 연 측정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직 으로 

단층암으로부터 단층운동시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재 ESR 방법 뿐이다. 

최근에 울산단층 에 한 연 측정이 집 되면서 울산단층 에서 많은 제4기 

단층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14C과 OSL 연 측정 방법을 이용하기 해서 필요

한 제4기층이 분포하는 노두가 드물어서 마지막 단층운동의 연 는 알 수 없는 

것이 부분이다. 따라서 단층  주변의 선형구조와 제4기 단층 주변의 트 치 

조사와 같은 체계 인 연구를 통한 마지막 단층운동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제4기 단층의 연구와 련해서  다른 어려움은 단층의 평균 변 율을 구하

는 일이다. 국내에서 지형변화에 근거하여 단층이나 지형의 평균 변 율(Okada 

et al., 1998; 경재복, 1999; 윤순옥과 황상일, 1999)을 일부 구한 것이 있으나, 단

층활동이나 지진사건에 의한 변 는 직 인 값을 얻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제

4기 단층들의 부분이 변 량을 측정할 수 있는 노두가 매우 드물고, 설사 변

량을 얻을 수 있어도 연 측정에 합한 제4기 층이 분포하지 않는 경우가 부

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최원학(2003)은 울산단층 의 제4기 단층들에서 연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단층변 율을 계산하 으며, 그 결과 갈곡리단층은 0.08-0.1 

mm/yr, 왕산단층은 0.31-0.62 mm/yr, 말방단층은 0.08-0.1 mm/yr, 입실단층은 

0.10-0.26 mm/yr의 값을 갖는 것으로 밝 졌다.

이와 같이 앞으로 정 한 지표 단층조사  트 치조사와 더불어 제4기층의 

정확한 연 가 알려진다면, 이를 이용하여 단층의 변 속도와 재발주기를 보다 

정확히 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지질환경에 맞는 단

층의 거동특성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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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4기 단층의 시․공간  활동 형태

한반도 남동부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들의 주향 방향은 양산단층 와 거의 평

행한 북북동 방향과 울산단층   원원사-마동 드러스트 와 평행한 남-북 방

향들이 우세하다. 단층면의 경사가 고각인 경우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우세하

며, 각인 경우는 스러스트단층 혹은 역이동 성분이 우세한 사각이동 단층으로 

나타난다. ESR 수치 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남동부의 제4기 단층 운

동의 특성을 기술한 이희권과 양주석(2007)의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4기 동안에 양산단층 와 울산단층  동부지역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동부 

체에서 주향이동 단층들과 이들과 거의 평행한 역단층 혹은 사각이동단층들이 

함께 활동하 다(그림 2 & 3). 제4기 동안에 우세하게 작용한 동북동-서남서 방

향의 압축응력 방향은 양산단층   원원사-마동 단층 의 주향에 비교  고각

으로 작용하 다. 따라서 한반도 남동부에 작용한 지구조 체계는 고도 인-분

산 단(high drag-distributed shear)보다는  인-결합 단(low 

drag-decoupled shear)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된다(Mount and Suppe, 1987; Lee 

and Schwarcz, 1996; Mount and Suppe, 1992; Lettis and Handon, 1991).

기존의 단층들의 기하학  특징이 단층 재활동의 특성에 큰 향을 미친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반도 남동부에서도 기존의 단층들의 기하학  특성에 의

해 동북동-서남서 압축 응력하에서 양산단층 와 울산단층   원원사-마동 단

층 와 거의 평행한 주향이동단층과 드러스트단층이 함께 활동하 을 것으로 

단된다. 약 65-70만년 에는 원원사-마동 단층  일 (원원사, 마동2 지 )와 

양산단층  북부지역(반곡, 유계, 덕곡지 )에서 스러스트 는 역단층 운동성분

이 우세한 사각이동 단층운동이 우세하게 일어났다. 이 원원사-마동 단층 와 

양산단층  북부를 경계로 하는 만입 (indentor)가 이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사

료된다. 원원사-마동 단층 와 양산단층  남부를 경계로 하는 불록의 경계부에

서는 주향이동 단층(상천, 웅상, 이화지 )이 우세하게 활동하 다(그림 2.2 & 

2.3).

약 50-30만년 까지는 양산단층  남부에서는 주향이동단층이 우세하게 활

동하 으며, 원원사-마동 단층  지역(원원사, 말방, 괘릉, 마동1 지 ), 만입  

내부(왕산, 수렴 단층)  양산단층  북부(유계)에서는 스러스트단층 혹은 역이

동 성분이 큰 사각이동단층이 활발하게 활동하 다(그림 2 & 3). 이후 약 20만

년  이후부터는 양산단층 에서는 단층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울산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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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에서만 역단층 혹은 역이동 성분이 큰 사각이동단층이 활동하 다(그림 

2.3). 

 의 자료를 근거로 약 50만년  이후의 한반도 남동부의 조구조 환경을 유

추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응력방향에 의해 만입  블록이 

서쪽으로 려 그 경계부에 역단층 도는 스러스트단층이 우세하게 발달하 으며, 

양산단층  남부지역에서는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 운동을 일으켰으며, 양산단층

 북부지역에서는 좌수향의 주향이동 단층운동을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단층활동의 시․공간  형태(이희권과 양주석, 2007). (a) 

1,400-1,600ka, (b) 1,100-1,200ka, (c) 800 ka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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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단층활동의 시․공간  형태(이희권과 양주석, 2007). (a) 

650-700ka, (b) 500ka, (c) 400ka, (d) 300ka, (e) 200ka, (f) 100ka ago.

2. 제4기 지질

 가. 서론

제4기는 지구 역사 46억년  가장 최신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질시 이며, 크

게 라이스토세 (260만년부터 1만년까지)와 세 (1만년부터 재까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제4기 동안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기후변

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제4기학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지구상의 여러가지 변화에 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빙하기와 간빙기에 의한 변화 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해수면 변동을 들 

수 있다. 해수면 변동 과정은 해안단구 등 연안 지형에 잘 반 되어 있으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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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제4기 고환경 변화 연구를 하여 일 이 주목을 받아왔다. 해안단구는 (1) 

도에 의해서 기반암이 깎여 나가서 형성된 삭박 평탄면 (해성 침식단구)과 (2) 

도의 힘에 의해서 퇴 물이 쌓인 단구면 (해성 퇴 단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서운, 1973). 단구면의 높이와 단구면상에 쌓인 단구 퇴 층의 생성시기를 안

다면 해안선의 융기속도를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한반도 신기지각운동의 진화

사를 규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의 동고서 의 경동지괴 지형 발달사를 규명하기 하

여 해안지역에 발달한 해안단구에 한 연구가 동해안을 심으로 활발하게 진

행되어 왔다. 지 까지 수행된 해안단구 연구 동향은 (1) 고도를 달리 하는 단구

들의 생성시기의 규명, (2) 동해안과 서해안 사이의 융기/침강 비, (3) 단구지

역의 융기율 산정, (4) 동해 지역의 지각 변동 등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 

1970-1980년 에는 단구의 고도별 분포에 따른 분류 그리고 단구의 생성연

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형학자들을 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지질학자들이 심이 되어 단구 퇴 층 (제4기층)의 층서 연구, 단

구 퇴 층의 퇴 물에 한 물학  연구와 연  측정 등의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단구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단구의 고도 분포, 단구의 생성연  등에 한 통일된 의견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곧 동해안 지역에 발달한 단층의 활동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문제 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단구의 고도 분포와 단구 생성시기에 해 신뢰할 만한 단일 기

에 의해서 재정립 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나. 우리나라 해안단구에 한 기존 연구

해안단구에 한 문 인 연구는 황만익 (1968)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는 강릉, 정동진 일 의 평탄한 지형을 해안단구가 아닌 해안평탄면으로 해석

하고 해성작용을 과소평가 하 다. 이들 해안에 분포하는 평탄한 지형을 해안단

구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1970년 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김서운 (1973)은 포항-울산 사이의 해안에서 단구를 조사하고 라이스토세 

후기에서 세에 걸친 단구층서를 설정하고, 화재면 (90-130 m), 염포리면 

(70-80 m), 화정리면 (50-60 m)/ 방어진면 (30-40 m), 정자리면 (10-20 m), 그

리고 주 리면 (3-7 m)으로 명명하 다. 정자리 단구는 두께 2-6 m의 퇴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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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인 식면이며 나머지 단구 들은 두께 2 m 미만의 퇴 물을 가진 삭박 평탄면

으로 보았다. 단구의 퇴 층에서 해발고도 13 m에 있는 사질 실트층에 재한 

목탄시료에 한 
14
C 연  측정값이 12060±600 yrBP이며 한 체 해안지역에

서 연속 으로 분포하는 정자리 단구를 연구지역 단구의 비  연 층서를 정

하기 한 기 면 (key bed)으로 설정하 다. 한 연구지역의 선상지 퇴 층의 

해발고도 2 m 에서 수집한 해 에 한 연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한반도의 남동 

해안이 1.1-1.4 mm/yr의 속도로 상승하 으며 따라서 한반도의 남동 해안은 

Allerod 때 이미 재의 해수면 고도까지 상승하 었다고 추론하 다. 토탄의 

연 와 정자리층의 형성시기를 근거로, 가장 낮은 선상지 단구인 주 리면은 

postglacial hypsithermal age 때 생성되었고 정자리면은 Allerod 때에 형성되었

다고 추정하 다. 염포리면은 삼척 지역에 있는 두께 10-20 m의 퇴 물로 구성

된 진리면에 비시켜 이 면은 Riss-Wrum 간빙기 동안의 Monastrian 해침기 

때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화재면은 더 이른 시기의 Riss-Wurm 간빙기인 Main 

Monastrian 때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 다. 한 화정리면과 방어진면은 빙하에 

의한 지구  해수면 변동 (glaciaI eustasy)과 한반도의 지각운동이 일시 으로 

정지하 던 Main Wurm 빙하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 다. 

조화룡 (1978)은 용한리 부근에 발달하고 있는 단구를 3단으로 구분하고, I면

은 해발고도 45-50 m, II면과 III면은 각각 해발고도 30-35 m, 10-20 m로 규정

하 다. 한 포항평야에서 시추 시료와 충 층 노두 시료에 해서 
14
C 연  측

정을 실시하고 퇴 물 입도분석을 실시하여 포항지역 퇴 환경에 한 이곡선 

(transition curve)을 작성하 다. 이를 토 로 해성단구 I면은 마지막 간빙기 동

안의 고해수면 때, 해성단구 II면과 III면은 Wurm 빙하기  해수면 안정기 때나 

해수면이 비교  높았을 때 형성되었다고 하 다.

오건환 (1980)은 한반도의 제4기 지각변동을 규명하기 하여 해성단구의 분

포가 비교  좋은 동해안 부 지역과 서해안 부 지역에서 지형조사를 실시하

고 이를 기 로 해성단구면의 비를 시도하 다. 동해안 강원도 평북에서 정동

진 사이의 해성단구를 단구의 구정선 고도에 따라 고 면 (정동진면, 구정선 고

도 80-100 m), 면 (묵호면, 구정선 고도 50-80 m), 면 (방어진면, 구정선 

고도 20-30 m), 그리고 홍 면 (구정선 고도 2-3 m)으로 분류하 으며, 서해안 

부의 라북도 변산반도로부터 충남 태안반도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는 해성

단구를 구정선 고도에 따라 몽산포면 (3단, 20-30 m), 격포면 (2단, 10-20 m), 충

면 (1 m)으로 분류하 다. 동해안의 묵호면과 서해안의 격포면 해안에서 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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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속 으로 분포하고 단구 퇴 물이 기반암의 기복을 채우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두 단구면 상  단구인 정동진면과 몽산포면에 색토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두 단구면이 층서 으로 서로 비가 되며 정동진면 (몽산포면)과 묵

호면 (격포면)의 형성시기는 Riss-Wrum 간빙기 (Last Interglacial Stage)에 해

당될 것으로 추정하 다. 따라서 동해안에 분포하는 해성단구  정동진면과 묵

호면은 서해 부해안의 몽산포면과 격포면에 각각 비되는 동일한 시기에 형

성된 해성단구면으로 보고, 재 이들 단구의 구정선 고도를 고려할 때 한반도의 

동해안과 서해안은 정동진면과 몽산포면이 형성되고 난 후 60-70 m의 지각의 

상 운동이 일어났고, 한 묵호면과 격포면이 형성된 후에도 40-60 m의 상

인 지각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하 다. 결론 으로 한반도의 부는 제4기의 

후반에 들어와서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해 상 으로 60-70 m 정도 융기하 으

며, 서해안은 이와는 반 로 하강했다고 하 다. 

오건환 (1983)은 해안단구에 보 되어 있는 구정선 고도를 이용한 한반도에서

의 후기 제4기 지각운동의 역 인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한반도 남부를 동

해안, 남동해안, 부산만 일 ,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으로 나 어 각 지역에 존재

하는 해안단구들에 해 단구 퇴 물과 단구면의 색, 그리고 구정선 고도를 이용

하여 각 지역의 단구를 비하여 한반도의 지각운동을 논하 다. 그는 강릉의 남

쪽에서 정동진에 이르는 동해안에 분포하는 단구들에 해 구정선 고도에 따라 

단구면의 발달이 뚜렷한 지형면을 표식지로 하여 정동진 단구 (고도 50-100 m), 

묵호 단구 (고도 35-80 m), 죽천 단구 (고도 18-30 m), 그리고 세 단구 (고도 

2-3 m)로 분류하 으며, 포항 장기곳에서 강양리까지의 남동해안에 분포하는 단

구들에 해 구정선 고도에 따라 단구면의 발달이 뚜렷한 지형면을 표식지로 하

여 감포 단구 (고도 75-80 m), 색천리 단구 (고도 30-50 m), 산하리 단구 (고도 

10-20 m), 그리고 세 단구 (고도 1-3 m)로 분류하 다. 부산만 주변의 해안에 

분포하는 단구들에 해서는 구정선 고도에 따라 안리 단구 (고도 35-50 m), 

신암리 단구 (고도 16-30 m), 월래 단구 (고도 9-11 m), 세 단구로 분류하

다. 남해안 일 는 세 단구를 제외하면 하나의 고도만을 가지는 진해 단구 (고

도 16-20 m)가 존재하며, 서해안은 세 단구, 몽산포 단구 (고도 20-30 m), 격

포 단구 (고도 10-20 m)로 분류하 다. 단구들의 구정선 고도는 동해안과 서해

안에서 모두 북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 이들 단구들을 

남동해안에 있는 단구들을 기 으로 단구의 지형특성과 퇴 물의 특성을 이용하

여 정동진 단구, 안리 단구, 그리고 몽산포 단구는 감포 단구에, 묵호 단구,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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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단구, 신암리 단구, 진해 단구는 색천리 단구에, 그리고 죽천 단구와 월내 단

구는 산하리 단구에 비시켰다. 특히 남해안에서 가장 높은 진해단구가 고  단

구인 정동진 단구가 아닌 색천리 단구에 비시킨 것은 진해 단구의 역층이 묵

호 단구와 신암리 단구에서 처럼 하부에 풍화된 주빙하성 사면붕 층 

(cryocolluvium)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단구 퇴 물과 단구면의 색이 오 지

색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여 다는데 근거하 다. 단구의 형성시기에 해서는 특

성을 달리하는 주빙하성 사면붕 토가 색천리 단구와 감포 단구 에 부정합으

로 놓여 있고 한 단구면과 퇴 물의 색을 기 으로 하여 색천리 단구는 최종 

간빙기 (120,000 yrBP)의 해침에 의해서, 그리고 감포 단구는 Penultimate 간빙

기 (230,000 yrBP)에 형성된 것으로 추론하고 이 해안에서의 평균 융기속도를 감

포 단구는 0.4-0.1 m/ky, 색천리 단구는 0.7-0.1 m/ky로 계산하 다. 이 속도는 

일본열도의 태평양 해안을 포함하는 환태평양 지역에서 지체구조 으로 불안정

한 지역의 융기 속도에 비해 훨씬 작다.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산하리 단구가 분

포하지 않는데 이 단구는 최종 간빙기 해수면 극상기 이후 약 100,000 yrBP로 

가정 (융기속도 약 0.1 m/ky)하 을 때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산하리 단구가 형

성된 이후의 최  융기량은 10 m로서 마지막 간빙기 해수면 극상기에서 세까

지의 해수면은 재의 해수면 아래 13 m 보다 더 높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산

하리 단구는 낮은 융기 속도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재의 해수면 로 

분포할 수 없다고 추론하 다. 일만의 북쪽 해안과 남쪽 해안 (장기곳 주변) 

그리고 울산만의 동편 해안과 서편 해안에서 단구들 (특히 색천리 단구)의 구정

선 고도를 각각 비교하여 일만에서는 남쪽 해안에서의 단구들이, 울산만에서는 

방어진 해안에서의 단구들이 고도가 더 높은데 고도차 (약 10 m)가 나는 원인을 

단층운동에 의한 시차  융기로 해석하 다. 즉 두 해안에 형성된 색천리 단구의 

구정선 고도 차이는 단구가 형성되는 동안 일만에서는 NE-SW 방향으로 발달

하는 모리령 단층의 활동에 의해서, 울산만에서는 불국사에서 울산만까지 

NNW-SSE 방향의 축을 갖는 불국사 단층의 활동에 의해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

하 다. 

이동  (1987)은 한반도 동해안 지역의 단구층을 단구면의 고도에 따라 5개의 

단구로 구분하 으며 아래에서 로 갈수록 차수를 높여가면서 단구를 분류하

다. 제1단구 (고도 3-5 m), 제2단구 (고도 10-15 m), 제3단구 (고도 35-42 m), 

제4단구 (고도 50-60 m), 그리고 제5단구 (고도 80-90 m)로 분류하 다. 각 단

구의 표식지는 제1단구로부터 송하면, 나아면, 월성면, 읍천면 그리고 화재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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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 다. 각 단구면의 형성시기는 제2단구의 형성시기와 고지자기 측정 결

과를 근거로 추정하 는데 즉, 제2단구에 발달한 제4기 퇴 층인 나아층의 두께

가 최  6 m인 , 퇴 물의 다짐정도  풍화특성이 김서운 (1973)이 제시한 

14
C 연 측정  샘 링 치에 한 의문을 갖게 한다는 , 제2단구 퇴 층에 

해 실시하 던 
14
C 연 측정 결과 모든 시료가 측정한계를 과한다는 , 그

리고 빙하작용에 의한 지구  해수면 변동 (glacio-eustatic sea level change)

에 근거한, 즉 재의 해수면보다 더 높은 고도 6±2 m의 해수면은 약 125,000 

yrBP 부근에 형성되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제2단구의 형성시기를 MIS 5e로 추정

하 다. 제5단구는 고지자기의 극성이 (-)에서 (+)로 역 되는 지층의 고도를 근

거로 하 다. 이를 근거로 하여 제1단구는 Mid-Holocene 때, 제3단구는 기 

라이스토세 때, 제4단구는 기 라이스토세 때, 그리고 제5단구는 후기 라이

오세 때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 다. 

김주용 외 (1990)와 김주용 외 (1998)는 포항지역의 여남-우목동, 구룡포-정자 

지역의 해안에 발달한 단구에 해 고지자기 연구, 퇴 물의 특성 (입도, 원마도 

등) 분석, 단구의 지형  분포특성 그리고 하안단구와의 비를 통하여 이 지역

에는 고도를 달리하는 5개의 단구가 존재한다고 하 다. 아래로부터 해발고도 수 

m 에 분포하는 제1단구는 세, 제2단구 (고도 7-12 m)는 말기 라이스토세, 

제3단구 (고도 15-20 m)는 기 라이스토세 말, 제4단구 (고도 35-42 m)는 

기 라이스토세 기, 그리고 제5단구 (고도 55-65 m)는 기 라이스토세 말 

내지 기 라이스토세 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 다. 한 김주용 외 (1998)

는 울산시 정자리와 당사리 일 까지 단구의 해발고도가 다소간의 변화가 있음

을 인지하고 단구면의 수 변화 지 이 산하단층이 지나가는 지 이라는 사실로

부터 산하단층의 최근 재활동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 다.

최성길 (1995, 1996)은 포항주변과 강릉-묵호 해안에 있는 해성단구를 고도 분

포에 따라 해성단구 I면 (고도 18 m) 과 해성단구 II면 (고도 10 m)으로 

분류하고 단구의 형성시기에 해서는 포항 주변에서는 단구 구성층 내의 토탄 

(II면)과 I면 형성기의 소하곡에 퇴 된 토탄에 한 아미노산 년  측정결과

를 토 로, 한 강릉-묵호 해안지역의 해성단구에 해서는 I면은 하성단구와의 

비에 의해서 II면은 포항일  해성단구 II면과의 비에 의해 결정하 다. 

해성단구 I면은 최종간빙기의 극상기 (MIS 5e)때, 해성단구 II면은 최종

간빙기후기의 상  온난기 (5a)에 형성되었다고 하 다. 그리고 오건환 (1983)

에 의해 지 된 일만을 경계로 한 북안과 남안의 최종간빙기 해성단구의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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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 다. 그는 한 해성단구 I면과 II면은 한반

도의 동남부 해안에 보편 으로 분포되어 있는 해성면이므로, 아직까지 연  

측정치에 근거한 해성면의 비와 편년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이 지역에 있어서 

제4기 해성면의 비와 편년을 한 시간기 면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하 다. 최성길 외 (2003)는 최근 한반도 남동해안의 읍천지역에 있어서 100 

m 이상의 고도를 갖는 고 해성단구를 구정선 고도의 순서에 따라 읍천단구 I면 

(160 m), II면 (140 m), III면 (120 m), 그리고 IV면 (100 m)으로 분류하 다. 

황상일 & 윤순옥 (1996)은 동해안 덕 곡지역의 해안단구를 인공노두에서 

나타난 기반암의 고도를 기 으로 하여 칠보산면 (고도 35-40 m), 곡면 (고도 

19-24 m) 그리고 가장 낮은 고도 5-6 m의 면으로 나 고 단구 퇴 층 메트릭스

의 토양색 역의 풍화정도, 단구면의 해발 고도 등을 기존 연구와 련지어 칠보

산면은 Mindel/Riss 간빙기 때, 곡면은 Riss/Wiirm 간빙기  기간에 형성되었

다고 추정하 다. 

윤순옥 외 (1999)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와 본리 일 의 해안단구를 

고도에 따라 고 면 (고도 50-90 m), 면 (고도 25-45 m) 그리고 면 (고

도 4-20 m)으로 나 고 이를 더 세분하여 고  I, II면, 면, 그리고  I 

(고도 10-20 m), II면으로 세분하 다. 각 단구들의 형성시기를 기존 연구자들과

의 비를 통하여 결정하 는데, 즉 고  I면은 오건환 (1983)의 고 면과 비시

켜 MIS 11 때, 고  II면은 MIS 9, 면과  I면은 황상일 & 윤순옥 

(1996)의 칠보산면과 곡면에 비시켜 각각 MIS 7 과 MIS 5  기간에 형성

되었다고 추정하 다. 

윤순옥 외 (2003)는 강릉시와 동해시 일 에 분포하는 해안단구에 해 구정

선 해발고도에 따라 세 단구를 포함해서 모두 8개의 단구면으로 분류하고 해

안단구 지형면을 간빙기의 고해면에 응하여 형성된다는  그리고 해안단구 

구정선 고도들 사이의 비고차가 20-30 m 정도로 체로 균일하여 면과 

면, 면과 고 면들 상이의 시간간격을 크게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는 , 그리고 고고 면에서 발견된 역들  상당히 신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

어 지형면들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제하에 재로부터 

거슬러 형성시기를 추정하 다. 즉 세계 으로 리 쓰이고 있는 심해  퇴 물

에서 얻은 산소동 체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면 (고도 40 m)은 MIS 7 

(25-19만년) 때, 고  II면 (고도 70 m)과 고  I면 (고도 90 m)은 각각 MIS 9 

와 MIS 11 (44-30만년) 때, 고고  II면 (고도 110 m)과 I면 (고도 140 m)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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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MIS 13 (51-48만년)과 MIS 15 (63-56만년) 때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 다. 

한 황상일 외 (2003)는 남동해안 경주-울산 경계 지역인 지경리 일 에 구정선의 

해발고도가 155 m인 고고  지경면을 인식하고 MIS 17 (72-69만년) 때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 다. 

김종욱 외 (2005)는 포항 북부 홍해읍 일 에 분포하는 해안단구를 상으로 

하여 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연 측정 방법을 토 로 단구층

에 한 연  시 구분을 시도하 다. 그는 해발고도에 따라 단구면을 2 단

구 (고도 약 10-25 m)와 3 단구 (해발고도 35-45 m)로 분류하고, 2 단구는 

73-78 kyrBP, 3 단구는 104-127 kyrBP의 연 측정 결과를 토 로 하여 2 단구

는 MIS 5a 시기, 그리고 3 단구는 MIS 5e 시기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 다.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성단구의 분류는 자에 따라 다양한데, 

즉 단구면을 정하는데 있어 지역명을 붙여서 표기하는 방식, 에서 아래로 갈수

록 단구의 순서가 증가 는 감소하는 방식 등이 있고, 고도에 따른 단구면을 분

류하는데 있어 단구 퇴 층 표면의 해발고도 는 단구침식면의 고도 는 구정

선각 (paleo-shoreline angle)의 고도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한 단구의 생성 시기

는 체로 제4기 빙하기와 간벙기의 세계 인 해수면 변동을 이용하거나 심해

 퇴 물의 산소동 원소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연구자들 간에 2 

단구와 3 단구는 고도분포에 한 의견차이가 있으나, 생성 시기는 체로 비슷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도분포 범 가 보통 10 m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단

구는 그 생성연 가 약 80-100 kyrBP 정도이며, 고도분포 범 가 보통 20-30 m

의 고도의 생성연 는 125 kyrBP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반융기율은 

약 0.1-0.2 mm/yr 정도가 된다. 

3.  지진활동

어떤 지역의 지진활동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일정기간동안에 발생가능한 지

진을 확률론 으로 측하기 해서 장기간의 지진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자료는 약 2000여년에 걸친 역사지진 자료와 

1905년 이래의 계기지진자료로 나  수 있다.

 가. 역사지진자료 재평가

한반도의 지진활동 평가에서 피해역사지진이 차지하는 비 이 단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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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진학계에 따르면 동일 지역에서 반복해서 피해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주

기는 약 100-1000년 정도이다. 하지만, 근  지진학의 탄생과 지진자료가 기록 

된지는 약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진 주기를 단하는데 있어서 

피해 역사지진 자료는 단히 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경계부 지역에서는 

지진이 빈발하여 발생주기가 수 10년 내외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의 내부 지역

에서의 지진 발생주기는 상 으로 매우 길므로, 계기지진자료뿐만 아니라 역사

지진자료도 반듯이 해석되어야만 한다.

최근 들어 많은 역사문헌들에 한 번역  D/B 작업이 진행되어, 역사지진연

구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번 연구에서는 번역작업이 완료

된 역사문헌을 상으로 역사지진 자료를 분석하여 총 2,213회의 역사지진 자료

를 획득하 다. 다음은 번 연구에 이용된 참고문헌  분석된 역사지진 발생횟

수이다.

삼국사기 (93회)

고려사 (167회)

조선왕조실록 (1417회)

증보문헌비고 (신라:63회, 고구려:19회, 백제:14회, 고려:154회, 조선:53회)

고려사 요 (고려:93회)

매천야록 (조선:4회)

국조보감 (조선:3회)

승정원일기 (조선:98회)

미암일기 (조선4회)

이재난고 (조선:9회)

동운부군(11회)

고순종실록(조선:11회)

획득된 역사문헌에 기록된 자료로부터 지진원 요소인 지진발생시각, 치  

규모를 구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

-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

- 기술된 피해 내역으로부터 진도 설정 기

    - 피해 면 에 의한 진도 혹은 규모 설정

- 피해 정도  지역  특성에 의한 진앙 결정 기

- 경험 인 진도-규모 환산 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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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기 해 한국천문연구원이 web 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 으나, 삼국시 의 경우는 아직 비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역사지진목록에서 삼국시 는 음력, 고려시   

조선시 는 양력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역사지진의 경우 진앙 치를 결정하는데 많은 오차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단지 “지진이 있었다“와 같이 지진발생 치와 규모를 결정하

는데 필요한 정보가 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지진이 있

었다“와 같은 경우 당시의 수도로 진앙을 결정하 으며, 다수의 감진 지역이 명

시되었을 경우 감진지역을 원형으로 가정하여 심부를 진앙으로 결정하 다. 

역사지진의 경우 문헌상에는 피해 정도  지역 정도가 기술되어 있다. 따라

서 피해 정도에 의한 진도를 결정하기 한 기 이 우선 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해 김성균, 박창업, 명순, 정수 등이 참여하여 피해 정도에 따른 진도

를 결정하 으며, 건설교통부(1997)를 기 으로 추가 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

하 다.

기계기지진자료의 경우 역사지진과 계기기진의 간단계로 감진지역과 진폭

등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 면 에 한 규모 결정식을 구

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역사지진  감진 지역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기

계기지진자료의 규모 결정식을 이용하여 규모를 결정하 다.

이와 같은 역사지진의 단 근거에 따라 총 2,213회의 지진  진앙이 결정된 

1,641개 지진의 진앙분포도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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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213개의 역사지진 자료  진앙이 

결정된 1,641개의 역사지진 진앙분포도.

그간 국내에서도 몇 번의 역사지진자료의 정리를 시도 (김소구, 1978; 정 일 

외, 1980; 엄상호 외, 1983) 하 으나 약 2,000년에 걸치는 동안 기록된 문헌의 

양이 막 하여 완벽한 체계 인 정리는 매우 방 한 작업으로 이는 지진학자 뿐

만 아니라 역사학자  건축학자등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1차

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해를 주었거나, 감진면 이 매우 넓은 규모 지진인 피해

역사지진에 해 우선 으로 분석하 다.

재까지 우리나라학계에서 발표된 한반도의 피해역사지진자료는 일본학자가 

발표한 한국의 역사지진에 한 조사  분석자료를 근거로 평가한 것이 부분

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역사지진자료 원본의 원문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많

았다.  즉 기록이 락되는 경우, 기록을 간략히 하는 경우, 음양력의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 한문 는 번역문만을 제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료의 완 성, 

균일성  통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 피해역사지

진의 원본의 원문을 모두 수집 분석하여 피해역사지진의 정확한 내용을 확보하

므로써 신뢰도가 높은 지진요소, 진도, 지진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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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역사지진의 재평가를 하여 삼국사기, 고려사, 증보문헌비고, 승정원

일기, 조선지진목록, 국지진목록, 황해 기주 지구역사지진 등 국내의 역사기

록뿐만 아니라 국의 역사지진기록을 포함하여, 가능한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

를 심으로 재검토하 다.

우리나라 최 의 지진기록은 서기 2년 8월 신라 유리왕 21년 졸본에서 발생한 

지진이며, 최 의 피해지진은 서기 27년 10월 백제 온조왕 45년에 경기도 주에

서 지진이 발생하 는데, “땅이 흔들리고 사람 사는 집들이 기울어 넘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역사지진에 기록된 피해 상은 다음과 같다.

   ㅇ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다.

   ㅇ 민가가 무 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ㅇ 성문, 성곽이 무 졌다.

   ㅇ 담과 가옥이 무 졌다.

   ㅇ 땅이 갈라지고 샘물이 솟았다.

이와 같은 피해 상과 감진면 이 매우 넓게 기술된 한 규모 지진은 총 

40여회로, 표 1은 피해역사지진의 목록이며, 그림 5는 진앙분포도이다. 표 1에서 

지진규모  조선은 조선지진연구소(1984), ,조는 국의 지진규모를 의미하며, 

수정은 본 연구를 통해 규모를 재평가한 것이다.

그림 5. 40회의 피해 역사지진 진앙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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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月 日
震央地 震度 地震 規模

緯度 經度 地名 李 修正 朝鮮 中,朝 修正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7

89

100

304

458

502

510

664

768

779

1036

1226

1260

1386

1416

1455

1518

1546

1546

1553

1594

1596

1597

1597

1597

1613

1643

1643

1662

1668

1670

1670

1681

1681

1682

1700

1727

1757

1760

1810

12

7

12

10

3

11

6

9

7

4

7

11

6

8

5

1

7

6

6

3

7

2

10

10

10

7

5

7

4

7

10

11

6

6

3

4

6

7

8

2

12

23

5

24

1

23

24

2

29

30

2

20

21

6

7

8

16

30

24

21

25

30

15

12

26

19

29

20

30

30

19

37.4

37.4

35.8

35.8

35.8

39.0

35.8

35.8

35.8

35.8

35.8

38.0

37.7

38.0

36.6

35.4

37.9

38.7

39.4

35.9

36.6

37.4

41.3

41.3

41.3

37.6

35.1

35.5

36.7

35.1

35.1

33.5

38.1

37.4

37.4

35.2

39.9

36.4

39.3

41.7

127.3

127.3

129.2

129.2

129.2

125.8

129.2

129.2

129.2

129.2

129.2

126.5

126.5

126.5

128.7

127.4

126.2

125.4

125.5

128.3

126.7

128.8

128.0

128.0

128.0

127.0

129.0

129.3

126.8

128.1

126.9

126.5

128.6

129.2

128.4

128.1

127.6

126.4

127.4

129.8

慶州

慶州

慶州

慶州

慶州

平壤

慶州

慶州

慶州

慶州

慶州

開城

江華

開城

安東

南原

서울

南浦

平安道

 星州

 洪城

旌善

三水

三水

三水

서울

東來

 蔚山

禮山

中國 

光州

濟州

 揚揚

平昌

三陟

全州

 咸

 釜山

星州

淸津

9

9

9

9

9

9

9

8

8

9

9

7

7

7

7

9

9

7

9

8

9

7

7

8

9

7

8

10

6

8

9

7

9

9

8

7

8

9

6

9

8

8

8

7

8

8

7

8

8

8

8

9

8

7

9

7

7

10

7

8

7.0

7.0

7.0

6.7

6.0

6.7

6.7

7.0

6.0

7.3

7.0

6.7

7.0

7.0

6.5

6.9

7.5

6.8

7.3

7.4

7.0

6.5

7.1

6.9

5.8

6.5

7.1

7.0

6.0

8.5

7.4

7.6

7.3

5.9

6.9

7.2

6.0

5.7

7.3

6.0

7.0

6.3

6.3

5.0

6.3

6.3

6.0

5.3

6.8

6.5

5.3

5.5

6.0

5.0

6.8

6.8

5.3

6.5

5.5

6.0

5.0

7.0

6.0

5.0

5.3

6.0

6.3

4.8

5.3

5.3

5.5

7.3

5.0

6.0

5.0

6.5

6.0

6.5

7.0

7.5

표 1. 피해역사지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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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계기지진(1905-1942)

우리 나라에서 지진계에 의한 측은 1905년 3월 24일부터 조선총독부의 

인천 측소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진 측소는 계속 증가되어 1937년에는 

인천과 서울, 부산, 구, 평양  추풍령등 6곳에서, 1941년 11월에는 원산에

서 계기지진 측이 보고된 것으로 보아 7개 측소에서 지진계에 의한 지진

측을 수행하 고 이는 아마도 해방 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 본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은 주로 일제시  조선총독부 기상 에서 

운 한 지진 측보고서의 기록을 심으로 하 으며 국, 일본  국제지진

자료는 진앙 치, 규모 등의 진원요소 결정을 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 다.  

사용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 국지진목록“(BC1831 - AD1969)

  “조선고 지진고”(2 - 1912)

  "조선지진목록(2-1983)“

  "黃海及其周囲地區歷史地震“(2 - 1949)

  “조선지진보고”(1905 - 1912)

  “조선기상30년보”(1905 - 1934)

  “International Seimological Summary"(1905 - 1942)

  “Annual Report of the Meteorological Observatory of 

    the Government-General of Tyosen"(1916 - 1933)

  “지진년보”(1933 - 1938)

  "Annual Report of the Weather Bureau of Tyosen"(1935 - 1939)

  “조선총독부기상  지진년보”(1940)

  “조선총독부 측소 휘보”(1940)

  “조선기상요보”(1940년 1월 - 1942년 5월)

  “The catalogue of major earthquakes which occured in Japan 

(1885-1950)"

연구 상 기간(1905-1942)동안의 지진자료는 당시 운 되었던 지진계의 숫

자와 분포가 제한되어 양질의 지진요소(발생시각, 진앙, 진원깊이, 규모)를 결

정하기는 어려웠다.  1905년부터 1942년까지 38년간 총 533개 지진이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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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는 년 평균 14회에 달한다. 년도별 지진발생빈도는 표 2와 같다.  

이  110개의 지진에 해 진앙  규모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지진들의 

진앙분포는 그림 6과 같다. 그림에서 진앙의 분포는 남한에서는 지리산일 , 한

반도 부  홍성일 , 북한에서는 평양일 에 집 된다.  이는 1978년 이후 기

상청에서 보고된 진앙의 분포와 체로 일치한다.  그밖에 쯔시마해 에서 동해 

부까지 북동 방향의 연장을 보이고, 만주와 황해에 약간의 지진활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 이다.이는 1978년 이후 1996년까지 19년간 기상청에서 보고한 총 

350회(기상청, 1992)에 비해 훨씬 많은 자료로 이들 20세기 반의 계기지진 

자료를 정량 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반도  인근 해역의 지진 발생 양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자료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자료  일부는 

황해, 동해  일본의 한국 쪽에서 발생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진

은 비교  규모가 큰 지진으로 일본과 국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진앙  규모를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 다.

년도 발생빈도 년도 발생빈도 년도 발생빈도

1905 12 1918 17 1931 22

1906 7 1919 16 1932 20

1907 2 1920 12 1933 18

1908 2 1921 10 1934 23

1909 1 1922 8 1935 22

1910 1 1923 10 1936 33

1911 4 1924 8 1937 12

1912 2 1925 22 1938 20

1913 3 1926 22 1939 27

1914 7 1927 14 1940 26

1915 11 1928 23 1941 20

1916 12 1929 19 1942 7

1917 19 1930 19 계 533

표 2. 1905년부터 1942년까지 연간 지진발생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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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905년부터 1943년 사이에 발생한 지진  진앙과 규모가 

결정된 110개  기계기지진 진앙 분포도

 다. 계기지진

기 계기지진자료는 1905년부터 1942년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남한의 경우 

1978년부터 본격 인 지진 측이 시작되므로 1943년부터 1977년까지 35년 동안 

남한에서 지진자료는 획득되지 못하 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지진연구소(1987)

는 서기 2년부터 1985년까지의 지진목록을 작성, 발표하 다. 즉, 서기 2년부터 

1889년까지 총 1,843개의 역사지진, 1901년부터 1959년까지 58년 동안에 238개의 

지진, 한 1960년부터 1983년까지 24년 동안에 287개의 지진을 포함하여 1981년

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총 2,366개 지진의 발생일시, 규모, 진도  간략한 진앙

치를 기술하고 있다.  

북한의 지진목록의 경우 1960년을 기 으로 1960년 이 의 경우 

  - Ms 4 이상

  - 지진이 일어난 날 : 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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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이 일어난 곳 : 지진에 의한 피해 는 느낌 상이 제일 심한 장소,

     느낌지역만 밝 진 경우  그 지역의 심을 진

  - 지진크기 : 지진의 크기는 지진계로 측된 자료에 의하여 얻은 다음의

             경험식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Ms = 0.77 Io - 0.31

                 Ms = 2.31 g R + 0.8

             여기서 Io는 진 에서의 지진세기이며, R은 지진세기가 4바르인 

             등진선의 평균 반경이다. 

1960년 이후의 경우의  지진의 크기와 세기는 다음의 공식으로 결정하 다.

   ML = lgA + R(세모)

여기서 A는 미끄론으로 표시된 땅의 최 변 값이며, R(세모)는 진 거리(세

모)에 따라 주어지는 함수값이다.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의 지진세기(Io)는 지조

사자료에 기 하여 평가하 다. 

북한의 조선지진목록은 이 기간동안의 한반도에서의 지진활동에 한 유일한 

지진 자료이므로, 1943 - 1977년 사이의 경우 조선지진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하

다. 그러나 조선지진연구소에서 결정한 규모에 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

으며, 기 계기지진자료나 기상청 자료와의 일 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김

성균외(1995)는 1978년부터 1983년 사이의 조선지진연구소와 기상청 지진자료  

복되는 지진에 한 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상 계를 구하 다.

       M= 1.02Mn- 0.21       

  여기서 M 과 M n
은 각각 기상청과 조선지진연구소에서 결정한 규모 값이

다.  일반 으로 조선지진연구소의 규모가 기상청에 비해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

으나 규모가 3일 경우 0.15, 규모가 5일 경우 0.1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본 연구에

서는 규모 보정 없이 조선지진연구소의 자료를 그 로 이용하 으며, 총 144개 

지진의 진앙 분포  규모는 그림 7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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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43 - 1977 사이의 북한 지진목록의 진앙분포도.

1943년 이후 1960년 이 에는 단지 7회의 지진만 분포하며 실제 으로 부분

의 지진은 1960년 이후에 해당된다. 한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

분의 지진은 북한지역에 분포하며 남한지역의 경우 상 으로 매우 게 나타

나고 있다. 1960년 이후의 지진의 분포는 표 2.3과 같다. 1978년부터 1985년 사이

에는 기상청에서도 지진목록을 발표하 다. 북한의 경우 8년간 563회의 지진자료

를 발표하 으나, 기상청의 경우 137회의 지진자료를 발표하 다. 표 3의 북한의 

지진목록에 의하면 1978년 이 엔 년 평균 10회 미만의 지진자료만 표시하 으

나, 1978년부터 최소 연 50회 이상의 지진기록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갑자기 지

진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진 측능력이 확 된 것으로 단

된다. 북한의 지진목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강진으로는 

1980년 1월 8일 발생한 평안북도 군(지진규모 5.6)과 1982년 2월 14일 황해

남도 안악군(지진규모 5.6)이 꼽힌다. 그러나 지진의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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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진발생수

년도

지진발생수

조선지진목록 기상청 조선지진목록 기상청

1960 21 1973 3

1961 2 1974 12

1962 7 1975 12

1963 8 1976 12

1964 14 1977 13

1965 8 1978 56 6

1966 3 1979 60 22

1967 3 1980 57 16

1968 7 1981 57 15

1969 11 1982 125 13

1970 7 1983 86 20

1971 2 1984 63 19

1972 5 1985 59 26

계 712 137

표 3. 1960년부터 1985년까지 연도별 지진발생 빈도

남한의 경우 6.25 쟁을 겪으며 지진 측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63년 3월 

미국 지질조사소(USGS; US Geological Survey)가 세계 표  지진 측망

(WWSSN; World-Wide Standard Seismograph Network)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기상청에 지진계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WWSSN 측망의 구성은 장

주기와 단주기를 각각 3-성분(남-북, 동-서  수직방향의 진동을 기록하기 

함)씩 종이 에 기록하는 아나로그(Analog) 방식이었다. 그 후 1977년 일본제 

지진계 2 를 도입하여 서울과 주 2개소에서 측을 실시하 는데, 이는 지진

의 발생 치와 크기를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측망에도 미달되는 수 이었다. 

1978년 홍성지진 발생 후 지진 측 장비를 보강하면서 1980년 말부터 미국제 

측소용 지진계 3 와 간이 이동식 지진계 2 를 도입하여 서울, 강릉, 추풍령, 

주, 부산  서산 6개소에 설치 측을 시작하 다.  이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치와 크기를 알아내기 한 최소한의 측망으로 일제시 에 일본인들

이 운 하던 측망과 유사한 규모이다. 그 후 기상청은 기상장비의 화 작업

의 일환으로 1991년 8월부터 기상청의 지진 측망을 보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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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1978년부터 지진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림 2.8

은 1978년부터 2007년까지 기상청에서 발표한 진앙을 표시한 것으로 한반도 남

부에서 발생된 지진은 육지에서는 주로 포항-서산을 연결하는  N60-70°W 방향

으로 집 되어 약 100 km 폭의 지진 (Seismic belt)를 형성하면서 바다까지 연

장된다.

그림 8. 1978-2006년까지 기상청 진앙분포도.

북한의 지진 측 실태  측망의 제원에 한 정확한 자료는 구하지 못 하

으나 최근에 국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자료는 1980년 이후 기상청의 지진

측망의 수 과 유사하리라고 단된다.  그림 2.9는 1943년 부터 1985년 까지 

43년 간의 지진자료를 북한의 조선지진연구소(1987)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북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서울-원산을 잇는 

N20°E 방향선 서측에 한정되며 주로 사리원과 평양 근처의 평안도에 집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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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 북쪽에 다소 집 되면서 장진-사리원을 연결하는 NE-SW 방향으로 약간의 

연장성을 보인다.  이 방향성은 황해로 연장되어 한반도 남부의 N60-70°W 방향

의 지진 와 경기만 근처에서 거의 직교하는데 이 지 은 임진강  (Imjingang 

belt; 앙 물자원조사단, 1989)의 황해쪽 연장부에 해당된다.  이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임진강 를 경계로 남쪽과 북쪽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한반도 북부에서는 서울-원산을 잇는 방향선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재 한반도에서는 임진강 와 서울-원산 

방향선을 경계로 지진 발생 양상이 다르고 이들 두 구조 가 재 한반도의 구

조운동을 이해하는데 요한 지질구조임을 의미한다.  한 한반도 내륙에 발달

하는 지진 의 황해 혹은 동해로의 연장을 확인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재 진

행 인 지구조운동과 구조운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정보이다.

그림 9. 1943년부터 1985년까지 북한 지진연구소에서 

발표한 진앙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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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으로 내지진의 분포를 조사하면 많은 지진이 생  혹은 신생 에 

형성된 륙연변부(Continental margin)의 습곡   단층 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분의 천발지진이 변 하기 쉬운 기존 약 (pre-existing fault)의 

재운동(reactivation)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에서 충분한 

지진자료가 축 된 후에는 한반도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과 기존

의 지질구조와 연 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지진원 특성 분석

한반도  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한 지진원 특성자료를 23개를 수집

하 으며, 그 외 최근 발생한 지진  규모 4.0 이상인 4개 지진에 한 focal 

mechanism을 구하여 총 27개 지진의 focal mechanism 목록을 작성하 다(표 4). 

그림 10은 27개 지진의 발생 치와 focal mechanism을 표시한 것으로 한반도  

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부분은 주향이동 단층 운동에 의한 메카니즘과 

다소의 역단층 운동이 첨가된 단층운동 특성을 보여 다. 그러나 부 동해안에

서 역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이 나타나고 황해도 지역에서 정단층 운동에 의한 

메카니즘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인 상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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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te
Location Mag

.

Nodal 
plane 1

Nodal 
plane 2 P-axis T-axis

φ oN λ oE φ
s δ φ

s δ Az. Dip. Az. Dip.

1 1936.07.04 35.20 127.60 5.1 14 64 121 60 67 3 335 42

2 1963.09.06 36.47 130.76 5.7 32 69 129 72 260 2 351 28

3 1963.09.07 36.53 130.79 5.8 25 61 122 79 250 12 347 29

4 1973.11.24 40.25 125.13 4.0 30 70 125.5 75 76.2 3 168 25

5 1976.10.06 35.31 124.18 5.4 199.5 61.8 306.8 61 253 1 163 43

6 1978.08.29 39.18 124.50 4.6 30 75 120.5 84 74.5 5.5 166 15.6

7 1978.11.23 38.37 125.65 4.5 43 75 308.5 75 86 22 176 11

8 1979.12.25 38.82 126.28 3.7 220 70 318 70 268.5 1 358 29

9 1980.01.07 40.22 125.02 5.1 215.7 62.3 309.1 83.6 79 15 176 24

10 1980.07.25 38.88 125.75 3.6 213 65 308 79 258 10.5 353 25

11 1980.09.20 38.30 130.70 4.9 210 60 66 35.5 316 14 83 67

12 1981.04.15 35.78 130.10 5.2 312 75 219 79 266 3 175 19

13 1981.11.19 40.42 127.53 3.4 218.5 80 124 70 262.5 22 169.5 7

14 1982.02.14 38.46 125.65 5.3 245.2 43.8 100.6 52 72 71 174 4

15 1982.02.28 37.00 129.52 4.6 33 75 128.2 70 261.2 4 170.5 26

16 1982.03.27 37.58 125.10 3.7 31 70 126.5 75 78.5 3.5 170 25

17 1982.08.28 37.13 125.90 4.2 37.5 70 137 65 267.8 3.5 176 33

18 1983.01.10 38.79 125.67 3.7 78 59 174 80 220 29 121.8 14

19 1983.09.17 38.33 126.07 4.0 214 85 123 75 259 14 167 10

20 1983.10.11 38.83 125.65 3.8 83.5 80 175.5 80 220 14 310 1

21 1987.04.30 39.48 124.15 3.6 215 70 123 85 256 18 350 10

22 1994.07.25 35.00 124.51 5.5 215.2 37 327.4 74.1 82.5 21.8 200 49.3

23 1996.12.13 37.30 128.80 4.5 181 50 292 65 58 8 158 30

24 1997.06.26 35.82 129.18 4.3 135 52 31

25 2003.03.23 34.97 124.44 4.9 340 60 200 35 84 13 209 68

26 2003.03.30 37.71 123.83 4.7 345 45 180 50 262 1 169 83

27 2004.05.29 36.63 130.05 5.1 337 56 178 36

표 4. 27개 지진에 한 focal mechanism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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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7개 지진의 발생 치  Focal mechanism. 

그림 11은 인 국인 일본  국지역에서의 주응력축의 방향을 동시에 표시

한 것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단층작용을 일으킨 주응력 방향은 거의 수평한 

동북동-서남서 방향을 나타낸다. 같은 내 지역인 국 자료와 비교하면 주응력 

방향이 매우 유사하고 동해 동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반도  그 

주변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주응력은 동쪽에서 유라시아  으로 침강하는 태평

양 의 향뿐만 아니라 서남쪽에서 충돌하는 인도 의 향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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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  일본 서부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지진발생 메카니즘과 주응력축 방향 분포. 

마. 토의

우리나라와 같이 내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지진발생 분포는 산만하게 

분포하며, 발생빈도는 매우 낮으며, 발생주기는 수백년내외로 매우 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지진발생주기  빈도 등을 계산하기 해서는 역사지

진자료의 수집  분석이 최우선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 삼국사기, 

고려사, 증보문헌비고,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문헌을 조사하여 2,213회의 역사지진

자료를 수집하 다. 

지진발생원인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해서는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응

력상태를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가  규모 이상의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응력상태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특정 

지진에 해서만 일부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획득 가능한 모든 외국의 자료를 수집  재분석하여 총 27개의 지진의 메카니

즘을 구하 다.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지진발생 특성은 동북동-서

남서 방향의 수평압력에 의한 수평이동단층 성분이 주를 이루며, 약간의 역단층 

운동성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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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지반가속도와 진도와의 계에 한 연구는 세계 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계기지진의 역사가 매우 짧아 이러한 연구가 매우 부족

한 상황이다. 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 한국 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등이 운 인 가속도 측소에 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라 측소의 타당성을 먼  확인하고 이들 측소의 최 지반가속도 자료를 이

용할 필요가 있다. 

4.  수리지질

 가. 서론

근래에 산업발달과 더불어 에 지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 발 소에서 

필수 으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에 한 안 한 처리문제가 사회 인 이슈로 

두되어 왔다. 고  방사성폐기물(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의 

지하처분지로서 상이 되는 고심도 암반은 체로 결정질 암반으로 지하수의 

유동이 극히 제한되는 불투수성 암반이나, 이러한 암반내에 지구조 인 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에 방사성 핵종거동은 수리지질학  특성 

 지하수의 유동과 한 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부분의 암반 수층은 

복잡한 지구조운동에 향을 받음에 따라 핵종유출의 주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지

하수가 없는 암반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하수의 주 

유동경로 역할을 하는 균열계를 포함하며, 이들 균열계의 특성은 방사성핵종 거

동에 한 향을 미친다.

지 까지 우리나라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지 선정 개념은 지하 500m 이

상 정도의 고심도 결정질 암반에 다 방벽 처분시스템을 건설하고 사용후 핵연

료를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장 주변의 균열계를 따라 침투한 지하수가 

폐기물을 용해하여 방사성핵종을 유출시킬 경우 유출된 핵종은 처분장으로부터 

지하수를 따라 균열계를 통해 자연 생태환경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처분장으로

부터 유출된 방사성핵종의 이동은 지하수의 유동에 기인하며, 결정질 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체계는 지역 인 단열체계 특성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처분장 선정을 한 안정성 평가를 해서는 이와 같은 암반 균열계

를 통한 핵종이동을 지배하는 수리지질환경 특성 규명, 즉 수문지질단

(hydrogeologic unit), 수리 도도(hydraulic conductivity, K), 투수량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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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vity, T), 이류(advection), 분산(dispersion), 확산(diffusion) 등 다양

한 물리화학  메커니즘에 한 이해  해석, 그리고 지하수유동과 련된 자료

축 이 필요하다.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한 심부 균열 의 특성  균열체계 분

석에 한 연구는 국외의 경우 지하시험 시설로부터 조사된 실측자료를 비교함

으로써 균열의 특성에 한 지하수 유동 특성 연구(Carlsten et al., 1989; Rhen 

et al., 1997)와 수리지질, 수리화학, 지하수 동 원소 연구 등(Saito et al., 1999)

이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 균열암반의 지하수 유동 

연구가 있다(김원  외, 1996; 이 하 외 1999; 김용제 외, 2001).

 나. 국내 수층 특성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한 안정성 평가 시 수리지질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수리특성 요소로서 암반  충 수층이 나타내는 수리 도도 분

포, 투수량계수와 비양수량과의 계 등에 한 반 인 특성을 조사하 다(김

용제 외 2007).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된 국가지하수 측망의 보고서를 이

용하여 총 312개 암반 정(202개)과 충 정(112개)을 상으로 수리특성을 분

석하 다(표 5, 그림 12).    그림 13은 국가지하수 측망의 암반  충 수층

이 나타내는 수리 도도의 공간 인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국내 암반 수층의 암종별 수리 도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측소의 기

반암을 크게 화성암, 퇴 암  변성암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한 통계 자료를 

구하 다(그림 14). 암종별 수리 도도의 평균값은 퇴 암 지역에서 -0.94 (0.11 

m/day)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화성암 지역 -1.08(0.083 m/day), 변성암 지역 

-1.36(0.044 m/day) 순으로 암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퇴 암류는 층리의 

발달로 인하여 일반 으로 결정질암에 비하여 투수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국가지하수 측망의 분석 결과도 이러한 경향이 잘 반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변성암은 오래 에 형성되어 단층의 발달이 많은 편이나 일반 으로 

리가 불규칙 이고 연장성이 짧은 특징을 보이므로 지하수 흐름의 통로 역할

을 하는 불연속면의 연결성이 불량하여 수리 도도가 상 으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4d～f는 기반암의 종류에 따른 충 수층의 수리 도도 빈도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충 수층의 평균 수리 도도는 화성암 지역에서 0.23(1.70 m/day)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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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값을 보이며, 퇴 암과 변성암 지역은 각각 -0.058(0.88 m/day), -0.062(0.87 

m/day)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화성암 지역 충  정 기반암의 부분(83%)은 화강암

이며, 화강암과 같은 심성암류는 일반 으로 풍화토층이 사질토이고 하부 풍화암층의 

두께가 두꺼운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수곤, 2003). 화성암 지역의 충

층이 퇴 암  변성암 지역에 비하여 수리 도도가 2배 정도 큰 것은 화강암의 이러한 

풍화 특성과 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암반  충  정이 동시에 설치된 112개 측소에서의 암반 수층과 충 수층

의 수리 도도를 비교한 결과 부분의 측소에서 암반 수층보다 충 수층의 수리

도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충 수층의 수리 도도가 증가할수록 암반 수층의 값도 

커지는 비례 경향을 보 다(상 계수=0.48). 한, 투수량계수의 경우 충 수층의 평

균 투수량계수는 0.85(7.1 m2/day)로 암반 수층의 평균값인 0.52(3.3 m2/day)보다 

약 2.2배 큰 것으로, 표 편차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Darcy의 법칙에 의하면 

단  시간당 단  폭의 수층을 통해 흐르는 지하수의 양은 수두구배와 투수량계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내 지하수의 경우 암반과 충 층의 수두가 부분 거의 같으므로 

암반과 충 수층의 수두구배도 유사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암반과 충

층을 통해 흐르는 지하수량의 비는 두 매질이 나타내는 투수량계수의 상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용할 경우 측망 지하수는 평균 으로 암

반을 통하여 32%, 충 층을 통하여 68% 정도가 흐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암

반

충 암

반

충 암

반

충 암

반

충 암

반

충 암

반

충 암

반

충

한  강 3 3 6 5 8 1 7 3 5 3 3 2 7 3

  강 2 2 6 3 6 3 7 2 5 2 5 2 2 2

낙동강 4 3 8 8 10 8 6 2 2 1 4 3 9 3

남해안 1 1 3 2 1 - 6 3 2 - 1 - - -

동해안 1 1 2 2 7 4 3 1 - - - - 6 3

서해안 1 - 6 5 8 3 6 1 2 2 4 1 2 1

섬진강 1 1 2 2 3 2 2 - 3 2 - - 4 3

산강 1 1 3 2 2 2 - - 1 1 - - 3 2

합  계 26 65 68 49 31 25 50

표 5. 국가지하수 측망 설치 황(NG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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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가지하수 측망의 설치 치 (a) 암반 정 202 개소, (b) 충 층 정 

112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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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리 도도 분포도 (a) 암반 수층, (b) 충 층 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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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반암 종류에 따른 수리 도도 변화. (a)～(c) 균열암반 수층, (d)～(f) 

충 층 수층.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를 국내 지하수의 반 인 상황으로 확  해석하는 데는 

세 가지 문제 이 따른다. 첫째, 국가지하수 측망 측소의 부분이 표고 200 m 이

내에 치하므로 측소 설치 도가 낮은 산악지역 지하수의 경우 본 연구 결과의 

용 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술한 바와 같이 균열 암반과 상부 충  수층의 수리  

연결에 의해 암반 수층의 투수량계수가 다소 과다산정 되었다면 실제 암반을 통하여 

흐르는 지하수량의 비율은 좀 더 낮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지하수 측망 

암반 정의 평균 굴착 심도는 70 m 내외이므로 심부 암반 지하수를 고려할 경우 암반

의 평균 투수량계수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서로 상쇄되는 

결과를 래하므로 두 요인의 향 정도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32%의 수치는 

상향 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다. 결론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한 안정성 평가 시 고려해야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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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층의 수리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충 수층의 평균 수리 도도는 1.26 m/day로 암반 수층 0.076 m/day 보다 

약 17배 크게 나타났다. 암반 수층 수리 도도의 평균과 분산도는 국외의 결정질 균열 

암반과 거의 일치하 다. 충 수층은 수리 도도의 분포로 보아 주로 모래로 구성된 

퇴 층이 종을 이루며, 미사와 자갈의 혼합 정도에 따라 입도분포 특성이 달라지면서 

수리 도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암반 수층의 수리 도도는 암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퇴 암 지역에서 

평균 0.11 m/day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화성암 지역 0.083 m/day, 변성암 지역 0.044 

m/day 순이다. 한편 충 수층의 수리 도도는 화성암 지역에서 평균 1.70 m/day로 

가장 크게 나타나 투수성이 좋은 사질의 풍화토를 형성하는 화강암의 풍화특성이 잘 반

된 것으로 해석된다.

3) 암반  충 수층의 평균 투수량계수는 각각 3.3, 7.1 m2/day이며, 이는 동일

한 수두구배를 가정할 때 국가지하수 측망의 지하수는 암반을 통하여 32%, 충 층을 

통하여 68% 정도가 흐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암반 수층의 

투수량계수 과다산정 가능성  정 개발 심도 하부의 암반 지하수 흐름 등이 고려되

어야 하는 제한 을 가진다.

5. 지구화학

 가. 서론

지각 내 원소의 함량  분포는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인 지질의 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우리나라에는 시생 부터 제사기까지 오랜 지질시 에 걸쳐 생성된 

변성암, 심성암, 화산암, 퇴 암 등 다양한 암석들이 도처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러한 지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원소의 함량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를 들

면, 칼슘(CaO)의 자연배경치는 백악기 경상 층군에서는 0.60%이나, 조선 층군

은 4.00%이다. 화성암류 내 크롬(Cr)의 자연배경치는 심성암류(46 ppm), 화산암

류(45 ppm), 반심성암류(47 ppm)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반 으로 낮은 

함량을 보이는 반면, 선캠 리아기의 변성암류는 이들의 두 배 이상(107 ppm)으

로 높다. 마그네슘(MgO)의 경우에는 같은 심성암에서도 단일 암체별로 각기 다

른 고유의 배경치를 가진다. 를 들어, 트라이아스기의 마천 반려암(3.9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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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치는 백악기 야산 화강암(0.47%)의 약 10배 정도 높은 수 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자연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

을 통하여 국 규모로 주요 원소에 한 “ 국 지구화학 지도”를 발간하 으며 

주요 원소에 한 자연배경치를 설정하 다(이평구 외, 2007). 이러한 국 지구

화학 지도는 ‘국제 지구화학 지도 작성계획’의 표 안(UNESCO 보고서: Darnley 

et al., 1995)을 수하여 제작하 으며, 이는 약 23,696개에 달하는 1-2차 수계의 

하천퇴 물 가운데 입자크기가 150 μm보다 작은 가벼운 표사( 砂)를 표시료

로 채취하여,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 다. 한편 홍 국과 홍세선(2001, 

2002)는 국 주요 기반암을 상으로 방사성원소의 함량(U, Th, K  Rn)을 분

석하 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의 주요원소(방사성원소 포함)에 한 

내용에 해 정리하 다. 

 나. 원소별 지구화학 특성

(1) 구리

국의 Cu 함량은 최  1 ppm부터 최고 2104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

은 23 ppm이다. Cu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에 의해 일차 으로 향을 받

으며, 도로변, 산업지역 등에 의한 인  오염에 의한 향도 나타난다. 역

으로 높은 Cu 함량을 보이는 지질은 선캠 리아기 경기편마암복합체, 고생  옥

천 층군  쥬라기 화강암(주로 경기도)에서 나타나며, 부분 지역에서 45 

ppm 이상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동두천 일 의 서울화강암은 반

으로 30-90 ppm의 높은 함량을 보인다. 경기도 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강

원도 지역으로 연장되어 있는 호상편마암은 Cu 함량이 33-104 ppm 범 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태백시- 월군 상동면과 강릉시 옥계면의 두 형 조선

층군, 화천면 상서면 동부와 화천읍 서부의 경기편마암복합체(호상 편마암  

경기 편암) 등에서 높은 함량(>33 ppm)을 나타낸다. 제천시 남부 황강리 화  

석회암지역에서 높고(>90 ppm), 보은군 북서부-괴산군 남서부의 옥천 층군 

부 지층(og2)에서 높은(>40 ppm) 값이 두드러진다. 문경시에 분포하고 있는 시

미상 각섬암, 옥천 층군 상내리층, 문경형 조선 층군(부곡리층), 화군 춘양

면-소천면의 율리층군  문경시 호계면을 심으로 분포하는 두 형 조선

층군 등에서 높은 함량(평균 37 ppm 이상)을 나타낸다. 이상(點異常)으로 나타

나고 있는 높은 함량(>296 ppm)은 부분 -은-구리 산의 분포와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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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남부  동부(울산층)에 분포하는 하양층군, 경상남도 

북부의 백악기 화산암과 남부의 유천층군 퇴 암(고성층), 경상남도 서부의 선

캠 리아기 변성암, 마 산 화강암 등 일부 백악기 화강암 등은 비교  높은 함

량(>22 ppm)을 나타낸다. 

반면에 일부 쥬라기 화강암( 주, 안동  남원 화강암 등)과 주로 라남도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산암  트라이아스기 함양암체 등은 체로 14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고성군 죽왕면-토성면 일   양구군 해안면 등의 쥬

라기 화강암, 동해시의 반상변정질 편마암 등은 16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

인다. 옥천 층군 하부, 음성분지 동부의 경기육괴  동군의 남육괴의 선캠

리아기 변성암 지역에서 낮은(<17 ppm) 경향이 있다. 청도군 운문면의 백악기 

운문사 화산암, 화군- 주시- 천군에 걸쳐 분포하는 주  안동 화강암, 등 

쥬라기 화강암에서는 낮은 함량(평균 <13 ppm)이 나타난다. 경상북도 북서부의 

쥬라기 화강암과 트라이아스기 함양암체  라남북도에 산재하고 있는 백악기 

화산암  쥬라기 남원 화강암도 낮은 함량(<17 ppm)을 보인다.

(2) 칼슘

국의 CaO 함량은 최  0.11 ppm부터 최고 53.07 ppm의 범 를 보이며, 평

균값은 1.18 ppm이다. CaO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다. 월 군-정선군-삼척시 등 강원도 남부지역에 넓은 규모로 분포하는 

조선 층군에서 높은 함량(>4.51%)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화천군 강동면-춘천시 

북산면 일 의 호상 편마암, 인제군 서화면의 화강편마암, 횡성군 남부지역과 강

릉시 왕상면 일 의 쥬라기 화강편마암 등에서도 2.31-7.20% 사이의 높은 함량

을 보여주고 있다. 안동시- 화군의 쥬라기 안동  주 화강암에서 높은 함량

(>3.76%)이 나타난다. 산청군 서면을 심으로 분포하는 선캠 리아기 회장암, 

함양군 마천면의 트라이아스기 반려암  쥬라기 섬록암 등 화성암 분포 지역에

서 높은 함량(>4.31%)이 나타난다. 무주군의 선캠 리아기 우백질 편마암과 장

수군 남부의 호상 흑운모 편마암, 트라이아스기 심성암인 장계 화강암(장계-장수 

간), 함양 엽리상 화강섬록암-석 섬록암(운  북동쪽), 반려암(남원시 동단), 그

리고 상수군 서부의 팔공산의 쥬라기 섬록암 분포지역에는 높은 함량(>2.43%)을 

갖는 지역이 집된다. 홍성- 산 지역의 원생  화강편마암은 높은 함량

(>3.22%)을 보인다. 제천-단양 일 의 조선 층군 석회암층군 분포 지역은 

부분 7.80% 이상이다. 쥬라기 강화도 화강암과 양평 화성복합체 분포지역은 



- 47 -

부분 높은 함량(2.3-4.9%)을 보인다. 가평군 앙부의 선캠 리아기 변성암류는 

높은 함량(2.3-7.5%)을 보인다. 

반면에 강원도 원덕읍-노곡면 일 에 분포하는 혼성 편마암(소  호산리층)은 

평균값이 0.65%으로 낮은 함량을 보인다. 군 군-의성군 일 의 경상 층군에서 

낮은 함량(<0.47%)이 나타난다. 경산 층군의 신동층군과 하양층군의 함안층  

구층, 백악기 통도사 화강암과 남해군의 미문상 화강암이 낮은 함량(<0.50%)

을 보이고 있다. 함평군의 백악기 퇴 암, 화순군의 평안 층군 퇴 암, 강진읍 

남서부의 편암 등은 낮은 함량(<0.43%)을 보인다. 완주군의 옥천 층군 변성퇴

암, 변산반도-선운산의 백악기 화산암, 남원시 남서단의 트라이아스기 강 알

칼리 화강암 등지에서 낮은 함량(<0.45%)을 나타낸다. 충남분지의 쥬라기 쇄설

성 퇴 암( 동 층군), 서산-당진 지역의 서산 층군 태안층에서는 낮은 함량

(<0.35%)을 보이고 있다. 청원-보은 일 의 옥천 층군의 변성퇴 암류는 0.76% 

이하로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3) 루비듐

국의 Rb 함량은 최  9 ppm부터 최고 1690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

은 142 ppm이다. Rb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

다. 화천군 화천읍 서부 일 의 경기편마암복합체, 춘천시 남부의 춘천 층군 호

상편마암(동산층), 삼척시 원덕읍의 소백산편마암복합체인 혼성 편마암(호산리

층), 철원군 화읍-갈말읍-서면 등의 쥬라기 화강암 등에서는 높은 함량(>248 

ppm)을 나타난다.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죽변면의 선캠 리아기 화강편마암은 

평균값이 288 ppm으로 높은 함량을 가지며, 화군 석포면-소천면과 울진군 서

면-북면 등에 걸쳐 분포하는 홍제사  분천 화강편마암도 평균값이 221-222 

ppm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화순군 남부와 순천시 서부 등지의 화성기

원 화강편마암 지역에는 228 ppm 이상의 높은 집수분지가 인지된다. 무주군 서

반부와 일부 진안군 북동부와 장수군 북부의 선캠 리아기 기반암과 무주분지 

지역의 속 화 에서 높은 함량(>233 ppm)이 범 하게 나타난다. 공주시 

북부의 호상편마암, 부여군 남동부의 화강암질 편마암, 논산시 남동부의 화강섬

록암, 부여군 남부의 쥬라기 화강암 등에서 179 ppm 이상의 높은 함량이 나타난

다. 제천시 동부의 무암사 화강암, 충주-제천-단양 남단의 월악산 화강암, 괴산군 

동남단의 야산 화강암 등 부분 백악기 화강암체에서 하게 높은 함량을

(267-563 ppm) 보인다. 양평군-여주군-이천시에 걸쳐 넓은 지역에 노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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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 비교  높은 함량을 나타내며, 작은 규모의 악산 

화강암 지역에는 높은 함량(>277 ppm)을 나타낸다. 

반면에 화천군 화천읍의 함석류석 화강편마암, 양양시 양양읍- 북면의 일부 

쥬라기 화강암, 강릉시 강동면의 평안 층군, 삼척시 근덕면-노곡면의 율리층군

과 조선 층군, 월군 하동면의 조선 층군 등지에서는 낮은 함량(<102 ppm)이 

나타난다. 경상북도 남동부의 제3기 화산암인 무암질 응회암, 하서리 성 화

산암은 평균 31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이며, 북동부의 문경형 조선 층군

(평균 64 ppm)과 덕군의 트라이아스기 덕 화강암(평균 88 ppm)도 낮은 Rb 

함량을 갖는다. 진주시 미천면- 곡면과 의령군 의면-칠곡면에 분포하는 진주

층과 하산동층은 55 ppm 이하의 낮은 Rb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칠곡층, 함안층

은 평균값이 각각 70과 89 ppm으로 낮은 Rb 함량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고흥반

도, 여수반도, 나주, 무등산 등지의 백악기 화산암 분포지역에서는 81 ppm 보다 

낮은 지역이 많다. 당진군 서부의 태안층, 홍성군-보령시의 편암류  홍성군-

산군 일 의 화강편마암에서는 111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인다. 청원군-괴

산군-충주시 일 의 옥천 층군의 변성퇴 암류와 제천-단양지역의 조선 층군 

석회암 지역에서는 부분 낮다(<142 ppm). 특히 옥천 층군의 부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낮은(<61 ppm) 지역이 집되어 나타난다. 

(4) 마그네슘

국의 MgO 함량은 최  0.04 ppm부터 최고 18.03 ppm의 범 를 보이며, 평

균값은 1.33 ppm이다. MgO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다. 월군 서면-북면-남면의 월형 조선 층군, 평창군 화면의 평창형 

조선 층군(정선석회암), 정선군 정선읍-북면의 두 형 조선 층군과 양구군 

양구읍, 양양시 북면, 인제군 상남면 등의 경기편마암복합체인 호상 편마암  

춘천시 동면의 춘천 층군 구 산층군과 홍천군 화천면의 화강암질 편마암 등지

에서 높은 함량(>2.93%)을 나타낸다. 문경시 마성면-가은읍에 소규모로 분포하

는 문경형 조선 층군(부곡리층)은 3.14-10.46%(평균 5.34%)의 높은 함량을 보인

다. 부곡리층의 좌측에 치하는 시 미상 각섬암과 옥천 층군 상내리층도 평균

값이 각각 3.47과 2.27%로서 높은 함량을 가진다. 함양군과 산청군 서면에 분

포하는 산청 회장암은 부분 1.87% 이상의 높은 함량을 보이며, 함양군 마천면

의 트라이아스기 마천 반려암은 2.77-4.94%의 범 를 갖으며 평균값이 4.14%로 

높은 MgO 이상 를 형성하고 있다. 보성군-순천시- 양시 일 의 반상변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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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암과 곡성군의 화강편마암 등은 높은 함량(>2.16%)을 보인다. 남육괴의 

선캠 리아기 변성암 지역에는 높은 함량(>2.03%)을 보이며, 남원시 동단의 트

라이아스기 반려암 등 염기성 심성암 지역에서도 국지 으로 매우 높다

(3.8-6.3%). 충청남도의 선캠 리아기 편마암복합체와 옥천 층군 변성퇴 암 지

역에서는 부분 1.48% 보다 높다. 제천-단양 일 의 조선 층군 석회암층군

은 거의 모든 집수분지에서 높은 함량(5-17%)을 보인다. 충주 남단-괴산-보은 

서부 일 의 옥천 층군은 2.32% 이상의 높은 함량을 보이는 지역이 많다. 양평

지역의 염기성 화성암복합체는 3.0% 보다 높은 함량을 갖는다. 경기도에 분포하

는 선캠 리아기 변성암류는 부분 평균치(1.33%)를 과하는 지역이 많으며, 

특히 가평군과 남양주시 일 에서는 2.42% 이상 높은 지역이 많다.

조 으로 철원군 김화읍-서면 일 , 강릉시 주문진읍-연곡면 동부, 원주시 

남동부의 쥬라기 화강암 등지에서는 낮은 함량(<0.72%)을 나타낸다. 문경시 가

은읍의 백악기 야산 화강암은 0.17-2.58%의 범 를 보이나, 평균값은 0.47%로 

낮은 함량을 보인다. 청도군 운문면의 운문사 산성 화산암도 평균 0.48%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양산시의 통도사 화강암, 남해군 미조도의 미문상 화강암 

등의 백악기 화강암은 낮은 함량(<0.68%)을 보이고 있다. 익산- 주-김제-정읍 

일 의 화강암과 남원 화강암 등 쥬라기 화강암, 변산반도, 선운산 일 의 백악

기 화산암과 운장산 백악기 화강암과 화산암 등지에서는 낮은 함량(<0.82%)이 

인지된다. 백악기 야산, 속리산, 월악산 화강암은 0.72%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인다. 양평군-여주군-이천시 일 의 넓은 지역과 서울-동두천 일 의 쥬라기 

화강암체 분포지역에서는 부분 지역이 0.9% 이하로 낮다. 작은 암주상의 악

산화강암도 비슷한 수 의 함량을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0.4% 이하로 결핍된 

지역도 있다. 

(5) 바나듐

국의 V 함량은 최  2 ppm부터 최고 1000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은 

67 ppm이다. 삼척시 근덕면에 분포하는 율리층군은 101-185 ppm의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삼척시 미로면-신기면-노곡면의 두 형 조선 층군도 102-208 

ppm의 높은 함량을 보이며, 특히 양덕층군 묘 층에서는 151 ppm 이상의 함량

을 보이기도 한다. 경상북도 남동부의 제3기 하서리 성 화산암(평균 243 ppm), 

포항시 장기면의 제3기 무암질 응회암(평균 210 ppm), 경산군 자인면-경주시

의 백악기 채약산 성 화산암(평균 201 ppm) 등은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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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도처에 분포하고 있는 백악기 안산암질암, 경상 층군의 신라역암, 

성포리층 등 하양층군은 높은 함량(>146 ppm)을 나타낸다. 임실 서부와 운장산 

서부의 백악기 화산암 지역에서 높은 함량(120-170 ppm)을 보인다. - 산 

지역의 부 옥천 층군의 변성퇴 암, 공주시 남부의 선캠 리아기 편마암복합

체, 청양군 남부의 선캠 리아기 서산 층군과 원생  화강편마암 지역 등에서는 

높은 이상 (>138 ppm)가 형성된다. 충주 철 화 의 옥천 층군과 황강리 화

의 석회암 지역에는 높은 함량(140-330 ppm)의 이상 가 뚜렷하게 형성된다. 

옥천 층군 부의 변성 이질암 분포지역에서는 높은 함량(140-270 ppm, 최고 

1000 ppm)이 나타난다. 과천-성남-의왕-수원에 걸쳐 남북방향으로 분포하는 선

캠 리아기 변성암류은 131 ppm 이상인 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밖에 주

시와 남양주-양평-가평지역에서는 84 ppm 이상의 높은 함량이 인지된다. 

반면에 철원군 김화읍-갈말읍-서면 일 (23-33 ppm), 화천군 상서면의 서부

(13-33 ppm), 강릉시 주문진읍-연곡면-사천면 일 (20-33 ppm) 등의 쥬라기 화

강암과 정선군 사북읍-고한읍 일 의 평안 층군(20-32 ppm)  조선 층군

(22-33 ppm) 등에서는 낮은 함량이 나타난다. 청도군 운문면의 운문사 산성 화

산암은 평균값이 32 ppm으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한 북서부 지역의 

야산, 월악산  속리산 화강암 등 백악기 화강암도 평균값이 35 ppm 이하로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양산시의 통도사 화강암, 남해군 미조도의 미문상 화

강암 등 백악기 화강암과 육십령 화강암 등 쥬라기 화강암에서 낮은 함량(<42 

ppm)이 나타난다. 암군 남부-해남군-진도와 고흥반도 등지의 백악기 산성 화

산암, 강진읍 서쪽의 선캠 리아기 편암류, 트라이아스기 강 알칼리 화강암, 장

흥 암부의 백악기 화강암 등지에서는 낮은 함량(<29 ppm)이 나타난다. 익산-

주-김제-정읍 일 와 남원시 일 의 쥬라기 화강암, 트라이아스기 강 알칼리 

화강암과 운장산 백악기 알칼리 화강암, 운장산과 변산반도-선운산의 백악기 산

성 화산암 등에서 낮은 함량(<49 ppm)을 보인다. 여주-이천 일 와 포천-기산지

역에 넓게 분포하는 반상의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는 거의 부분 49 ppm 

이하로 낮다. 

(6) 스트론튬

국의 Sr 함량은 최  1 ppm부터 최고 3645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

은 135 ppm이다. Sr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

다. 김천시의 김천, 무풍, 옥산동 화강암, 화군 남서부 지역의 춘양  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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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암  안동시 북동부의 안동 화강암 등 쥬라기 화강암, 선캠 리아기 화강암질 

편마암, 김천시-상주시에 걸쳐 분포하는 시 미상 화강암 등에서는 높은 함량

(>349 ppm)을 나타낸다. 선캠 리아기 회장암, 산청군 신등면의 화강암질 편마

암, 단성면의 화강편마암, 일부 하양층군, 트라이아스기 화강암, 쥬라기 화강암인 

육십령 화강암  거창군 주상면 일 의 거창 화강암, 백악기 진동 화강암  백

악기 성 화산암 등에서는 높은 Sr 함량(>244 ppm)이 나타난다. 남원시 일 의 

쥬라기 남원 화강암, 그리고 그들과 하는 흑운모 편마암, 진안군-무주군의 

우백질 편마암, 정읍시 남부의 단 에 산출되는 쥬라기 엽리상 화강암 등에서 

높은 함량(>304 ppm)이 나타난다. 공주 지역의 선캠 리아기 편마암복합체와 그 

남쪽의 쥬라기 화강암, 그리고 홍성 지역의 선캠 리아기 서산 층군과 후기 

입체인 원생  화강편마암 지역은 431 ppm 이상의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괴

산군 일 의 쥬라기 청주-충주 화강암체 분포지역에서 높은 이상 (336-639 

ppm)가 형성되며, 동군 북부의 일부 쥬라기 화강암체에서도 높은 함량

(540-975 ppm)이 확인된다. 가평군 서부의 쥬라기 화강암은 높은 함량(>226 

ppm)을 보이는 이상 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에 고성군 토성면의 쥬라기 화강암(19-67 ppm), 횡성군 강림면의 호상 편

마암(27-69 ppm), 평창군 평창읍과 월군 수주면의 선캠 리아기 화강편마암

(26-67 ppm), 평창형 조선 층군인 정선석회암과 입탄리층(21-67 ppm), 평안

층군(22-68 ppm)  방림층군(17-70 ppm) 등에서 낮은 함량을 보인다. 문경시의 

두 형 조선 층군, 월악산, 야산, 속리산 화강암 등 백악기 화강암, 그리고 

성주군-고령군의 경상 층군 신동층군과 의성군- 천시의 하양층군 등에서는 71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신동층군의 낙동층과 하산동층, 하양층군 

함안층의 남부지역  백악기 통도사 화강암 등에서 낮은 함량(<85 ppm)이 나

타난다. 양시 남단과 함평 지역의 백악기 퇴 암류, 나주, 진도, 보성군, 여수반

도 등지의 산성 화산암, 군-장성군의 옥천 층군 변성퇴 암, 월출산과 곡성

군 북부의 알칼리 화강암에서 낮은 함량(<77 ppm)을 보인다. 옥천 층군 변성퇴

암과, 무주군 덕유산의 백악기 사이트와 남육괴 남서단의 트라이아스기 

강 알칼리 장석 화강암에서도 낮은 함량(<66 ppm)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논산

- 산 지역의 옥천 층군과 서산-당진지역의 서산 층군 등에서 낮은 함량(<59 

ppm)이 나타난다. 청원-보은-옥천 지역의 옥천 층군의 변성퇴 암류에서는 낮

은 함량(<80 ppm)을 보이며, 악산 화강암체에서도 낮은 함량(<43 ppm)이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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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크롬

국의 Cr 함량은 최  2 ppm부터 최고 1500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

은 72 ppm이다. Cr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

다. 역 으로 높은 Cr 함량을 보이는 지질은 선캠 리아기의 변성암류인 경기, 

소백산  지리산 편마암복합체이며, 부분의 지역에서 평균값(72 ppm) 이상의 

함량을 갖는다. 특히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지에 분포하는 경기 편마암

복합체에서는 지역 으로 140 ppm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는 지역이 많다. 트

라이아스기 양평 염기성 화성암복합체는 높은 함량(>293 ppm)을 보이며, 울진군 

울진읍의 화강편마암도 156 ppm 이상의 높은 함량을 갖는다. 한편 진천군 서부

와 괴산군의 일부 쥬라기 화강암은 국부 으로 높고, 페름기-트라이아스기 백록 

화강섬록암도 비교  높은 (>103 ppm) 함량을 보인다. 백악기 경상 층군의 신

동층군 낙동층에서는 140 ppm 이상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지역이 상 분포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상분지 양소분지의 하양층군에서 평균값 이상의 비교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구미시 도계면-신동면, 성주군 용암면  고령군 

림면 등의 낙동층과 양군 양읍의 청량산층 등에서는 높은 함량(>156 ppm)

을 보여주고 있다. 고생 의 퇴 암류인 조선 층군과 평안 층군은 평균값이 각

각 93과 92 ppm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생  퇴 암류인 동 층군

은 평균값과 유사한 함량(평균 84 ppm)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역 으로 낮은 Cr 함량을 보이는 지질은 쥬라기  백악기 화강암으

로 체 으로, 평균값 이하의 낮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동두천-포천-기

산 일 와 양평군-여주군-이천시 일 에 넓게 분포하는 반상의 쥬라기 화강암

에서는 부분 지역에서 46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작은 규모의 

악산 화강암도 낮은 Cr 함량을 보여 다. 포항시 오천읍-장기면 등의 반심성

암인 왕산 석 반암, 경주시 양북면의 제3기 범곡리 안산암, 쥬라기 화강암인 김

천시의 무풍  김천 화강암, 울릉도의 제4기 퇴 암과 무암 등에서 낮은 Cr 

함량(<28 ppm)을나타내고 있다. 쥬라기 거창 화강암, 백악기 구포 화강암, 김해 

화강암 등에서도 낮은 함량(평균 <30 ppm)을 보이고 있다. 한 화순군 서부, 

암군, 서부, 해남군, 진도, 고흥반도, 여수반도 등지의 백악기 화산암 지역  

담양읍 동부의 쥬라기 화강암, 돌산도의 백악기 화강암과 곡성군 북부의 강 알

칼리 화강암 등에서 낮은 함량(<32 ppm)이 나타난다. 쥬라기 남원 화강암과 익

산시-정읍시 일 의 반상 화강암과 백악기 운장산 알칼리 화강암, 변산반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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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과 운장산의 백악기 화산암 등에서도 낮은 함량(<35 ppm)을 보인다. 

(8) 지르코늄

국의 Zr 함량은 최  4 ppm부터 최고 2060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은 

70 ppm이다. Zr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다. 

태백시에 분포하는 두 형 조선 층군(119-246 ppm), 평안 층군(172-259 

ppm), 월군 하동면- 동면의 두 형 조선 층군(121-217 ppm), 인제군 기린

면의 쥬라기 화강암(115-380 ppm) 등에서 높은 함량(>110 ppm)이 나타난다. 백

악기 야산, 속리산  형제  화강암 등에서도 높은 함량(>108 ppm)을 보인

다. 한 추산 화강암, 마 산 화강암, 동래 화강암 등에서도 높은 함량(>132 

ppm)을 보여주고 있다. 김천시 북서부의 시 미상 화강암은 132 ppm 이상, 그리

고 울릉도의 제4기 퇴 암과 무암에서도 365 ppm 이상의 높은 함량을 보인다. 

산청군 산청읍에 비교  규모를 가지고 산출하는 백악기 섬장암은 118 ppm 이

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곡성군 북부의 트라이아스기 강 알칼리 화강암

으로 부분 145 ppm 이상이다. 백악기 쇄설성 퇴 암과 응회암이 분포하는 화

순군의 무등산 동쪽에서 능주에 이르는 지역(145-202 ppm)과 함평군 남부 지역

(145-188 ppm)에서는 범 한 지역에 걸쳐 두드러지게 높은 Zr 함량을 보인다. 

완주군 동부의 백악기 운장산 화산암에서는 넓은 지역에 걸쳐 높은 함량(>141 

ppm)을 보인다. 남육괴 서쪽 가장자리에 좁게 분포하는 트라이아스기 강 알

칼리 화강암(182-570 ppm)에서는 강력한 Zr 이상 를 형성한다. 태안-서산-홍성 

일 에 넓게 노출된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는 높은 함량(>122 ppm)이 나타난

다. 서울-동두천 지역과 포천-기산일 의 쥬라기 화강암은 83-221 ppm의 범

를 보이며, 국지 으로 더 높은(>221 ppm) 곳도 있다.

반면에 삼척시 하장면의 율리층군(15-34 ppm), 정선군 고한읍-사북읍의 두

형 조선 층군(18-32 ppm)  평안 층군 녹암통(20-34 ppm), 월군 월읍-

북면-남면 일 의 월형 조선 층군(11-32 ppm), 횡성군 강림면의 호상 편마암

(30-34 ppm), 춘천시 동면-북산면 일 의 호상 편마암(19-34 ppm)과 춘천 층군 

구 산층군(29-32 ppm), 인제군 서화면-북면 서부의 함석류석 화강편마암(19-33 

ppm)과 인제읍의 호상 편마암(27-34 ppm), 양양시 양양읍-강 면의 쥬라기 화

강암(26-34 ppm) 등에서는 낮은 함량을 보인다. 울진군 남부에서 덕군까지 동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트라이아스기 해 화강암, 선캠 리아기 원남층군, 백악

기 온정리 화강암 등에서는 낮은 함량(<43 ppm)을 보인다. 안동시 북서부의 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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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 안동 화강암도 17-42 ppm의 낮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강진-해남 지역의 

편암류에서는 41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이 범 하게 나타난다. 제천시-단양군 

일 의 조선 층군 석회암 지역과 충주 지역 쥬라기 충주 화강암의 낮은(<37 

ppm) Zr 함량을 보이는 집수분지가 범 하게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선캠 리아기 변성암류 분포지역에서도 반 으로 28-57 ppm 간으로 낮은 함

량을 보인다. 

(9) 철

국의 Fe2O3 함량은 최  0.3 ppm부터 최고 51.0 ppm의 범 를 보이며, 평

균값은 5.7 ppm이다. Fe2O3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다. 화천군 상서면-화천읍 일 의 경기편마암복합체, 양구군 양구읍 남서

부의 호상 편마암, 춘천시 동면의 춘천 층군 구 산층군, 삼척시 근덕면-모곡면

의 율리층군 등에서는 9.6% 이상의 높은 함량이 나타난다. 경산시- 천시-경주

시에 걸쳐 분포하는 채약산 화산암, 청도군 화양읍-청도읍에 분포하는 주사산 화

산암 등 백악기 성 화산암과 문경시 가은읍-마성면에 분포하는 옥천 층군 상

내리층과 백화리 각섬암 등에서는 높은 함량(>9.4%)이 나타난다. 산청군 시천면, 

하동군 청암면- 양면-하동읍 일 의 반상변정질 편마암과 산청군 서면과 삼

장면, 하동군 횡천면 일 의 흑운모 편마암과 우백질 편마암 지역에는 높은 함량

(>9.9%)이 집되어 나타난다. 보성군-순천시- 양시 일 의 반상변정질 편마암 

지역에는 높은 함량(>9.2%)이 집되어 나타난다. 남원시 동단의 트라이아스기 

반려암 등 염기성 심성암 지역에서도 높다(9.8-12.2%). 충주-제천 일 에 범

하게 형성된 철 화 에 분포하는 옥천 층군 변성퇴 암류 지역의 부분 지

역에서 월등하게 높게(>10.2%) 나타난다. 괴산군-보은군에 걸쳐 노출된 옥천

층군 부에서는 거의 역이 비교  높다(>7.1%). 양평지역의 트라이아스기 염

기성 화성암복합체는 7.6-11.4% 범 의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 

반면에 철원군 화읍-갈말읍-서면과 화천군 상서면의 서부,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사천면의 서부, 그리고 원주시 부론면-문막읍-시정면과 횡성군 서원면 

일  등지에 분포하는 쥬라기 화강암은 낮은 함량(<3.7%)을 나타난다. 의성군, 

구미시 동부  군 군 서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신동층군에서 4.2%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이며, 김천시 남면에서 남서방향으로 성주군 면-벽진면에 걸

쳐 분포하는 시 미상 화강암, 상주시 공성면과 김천시 산면에 걸쳐 분포하는 

쥬라기 옥산동 화강암에서도 낮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경상 층군 신동층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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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지역에서 낮은 함량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낙동층은 부분 

5.0%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인다. 쥬라기 육십령 화강암과 백악기 미문상 화강

암도 낮은 Fe2O3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진도-해남 일 의 백악기 산성 화산암, 

강진읍 서쪽의 편암류와 트라이아스기 강 알칼리 화강암 지역에서는 낮은 함

량(<3.0%)을 보인다. 익산- 주-김제-정읍 일 의 화강암과 남원 화강암 등 쥬

라기 화강암, 트라이아스기 강 알칼리 화강암과 백악기 운장산 알칼리 화강암 

등 진화된 암체에서는 낮은 함량(<4.0%)을 보이고 있다. 태안군-서산시-당진군

의 서산 층군 편암류와 태안층, 충남분지의 쥬라기 퇴 암( 동 층군), 그리고 

서산- 산, - 산, 부여 일 의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는 낮은 함량(<4.7%)

을 갖는다. 백악기 야산 화강암 지역에서는 반 으로 결핍되었다(<2.9%). 

(10) 칼륨

국의 K2O 함량은 최  0.1 ppm부터 최고 7.8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

은 3.0 ppm이다. K2O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

다. 횡성군 서원면-공근면, 원주시 부론면, 평창군 진부면-도암면, 강릉시 주문진

읍-연곡면, 철원군 갈말읍 등의 쥬라기 화강암, 평창군 평면의 호상 편마암  

동해시의 반상변정질 편마암 등에서 높은 함량(>4.1%)을 보이고 있다. 구미시 

옥성면의 쥬라기 화강암, 울릉도의 제4기 퇴 암과 무암, 안동시 길안면의 백

악기 반심성암, 울진군 북면-울진읍의 화강편마암, 화군 화읍의 주 화강암, 

성면의 춘양 화강암 등에서 높은 함량(>4.1%)을 보인다. 장성군- 군 일

의 쥬라기 화강암, 월출산의 백악기 화강암, 강진군의 편암류와 쥬라기 복운모 

화강암에서 높은 함량(>4.2%)이 나타난다. 주시-김제시-정읍시-고창군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쥬라기 엽리상 화강암에서 높은 함량(>4.4%)이 인지된다. 서산-

산-홍성 일 의 반체(4.9-7.5%), 부여 암체의 남부(5.0-6.0%), 산 암체의 

동부(4.9-5.6%) 등 쥬라기 화강암에서 높은 함량이 나타난다. 제천시 동부의 무

암사 화강암, 괴산군 동남단의 야산 화강암과 보은군 동부의 속리산 화강암 등 

백악기 화강암, 그리고 보은군-옥천군- 동군 일 의 트라이아스기 보은 화강암, 

쥬라기 옥천 화강암 등에서 반 으로 높은 함량(>3.2%)을 보인다. 양평군-여

주군-이천시에 걸쳐 넓은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는 부

분 3.5-6.0% 간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며, 서울-동두천과 포천-기산 일 의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화강암과 화성시의 작은 규모의 남양 화강암 분포지역에

서도 반 으로 3.5% 이상의 함량을 보인다. 포천군 북동부와 연천군 남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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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편마암복합체는 4.4-6.0% 수 의 높은 지역이 인지된다. 

반면에 월군 동면의 율리층군, 화천군 상서면-화천면의 호상 편마암과 경

기 편암 등 경기편마암복합체, 양구군 화천읍과 인제군 북면  인제읍 서부의 

함석류석 화강편마암 등은 낮은 함량(<2.5%)을 보이며, 특히 월군의 율리층군

은 0.9-2.4%의 낮은 함량을 나타낸다. 경산시- 천시-경주시에 걸쳐 분포하는 백

악기 채약산 성 화산암, 청도군 북부의 주사산 성 화산암, 문경시 마성면-가

은읍의 시 미상 각섬암과 옥천 층군 상내리층  양군 양읍 일 의 경상

층군 청량산층에서는 2.1% 이하의 낮은 함량을 나타낸다. 완주군의 옥천 층

군 변성퇴 암에서는 2.5%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인다. 서산-당진 지역의 선캠

리아기 서산 층군 편암류와 태안층, 논산- 산 지역의 옥천 층군 변성퇴 암 

등에서 2.3% 이하의 낮은 함량을 나타낸다. 청원군-괴산군-충주시 일 의 옥천

층군의 변성퇴 암류, 제천-단양 일 의 조선 층군 석회암, 옥천군의 고생  

염기성 변성화산암 지역의 부분 집수분지에서는 낮은(<3.2%) 경향이 뚜렷하

다. 

다. 방사성원소의 지구화학 특성

국내외 변성암, 퇴 암  화산암의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 토륨, 포타슘의 함

량을 문헌 조사, 시료채취  정량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개 표 국내 암반 에서 258개 시료들을 MCA로 분석

한 결과 우라늄의 평균함량은 선캠 리아기 화강암에서 7.06±3.89ppm으로 가장 

높으며, 트라이아스기 화강암(4.57±1.51ppm)과 쥬라기 화강암(4.52±1.88ppm), 백

악기 화강암(4.18±2.31ppm)은 비슷한 약 4ppm의 함량을 보인다. 그리고 백악기 

화산암에서 3.21±1.34ppm, 선캠 리아기 변성암에서 2.17±0.89ppm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인다(표 6).

국내 기반암 에서 토륨의 평균함량은 트라이아스기 화강암 29.81±9.08ppm으

로 가장 높으며, 선캠 리아기 화강암 25.23±12.51ppm, 쥬라기 화강암 

17.07±6.92ppm, 백악기 화강암 20.04±11.81ppm 등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선캠 리아기 변성암은 14.06±0.89ppm으로 낮은 함량을 보이며, 백악기 화산암은 

12.60±1.83ppm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포타슘의 평균함량은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에서 5.25±1.28ppm으로 가장 높으

며, 선캠 리아기 화강암 4.83±1.09ppm, 백악기 화강암 4.52±1.15ppm  쥬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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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은 4.01±1.04ppm의 함량을 보인다. 그리고 선캠 리아기 변성암에서 

3.13±1.06ppm로, 그리고 백악기 화산암에서 1.95±0.44ppm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라돈의 평균함량은 선캠 리아기 화강암에서 2.38±1.31 pCi/g으로 가장 높으

며, 트라이아스기 화강암 1.54±0.51 pCi/g, 쥬라기 화강암 1.50±0.65 pCi/g, 백악

기 화강암 1.41±0.78 pCi/g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백악기 화산암에서는 

0.50±2.09 pCi/g 그리고 선캠 리아기 변성암에서 0.73±0.30 pCi/g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인다(표 6). 

연구지역 화강암류의 SiO2 함량과 U, Th, K  Rn 함량이 정의 상 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친석원소인 방사성원소들이 마그마의 결정분화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부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변성퇴 암과 화산암의 경우는 

함우라늄 물의 존재량과 상 계가 있다고 생각된다(그림 15). 



- 58 -

표 6. 국내 기반암의 방사성원소의 평균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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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내 기반암의 우라늄(U), 토륨(Th), 칼륨(K), 라돈(Rn)과 SiO2 

함량사이의 상 계 (+, 선캠 리아기 변성퇴 암; x, 선캠 리아기 화강암, □, 

트라이아스기 화강암; ○, 쥬라기 화강암; △, 백악기 화강암; *, 백악기 화산암).

 라. 국내 우라늄 산의 분포

한반도에 분포하는 우라늄 산은 크게 선캠 리아기의 함우라늄페그마타이트

상과 변성우라늄 산  고생 의 퇴 상(옥천계 우라늄 상)으로 구분된다

(이 구 외, 2007). 

선캠 리아기의 함우라늄페그마타이트 상  옥동 우라늄 상은 충북 단양군 

춘면 동 리 검우실 오리골에 치하며, 지질은 선캠 리아기 흑운모편마암과 

이를 입한 화강암과 페그마티이트로 구성된다. 우라늄은 흑운모편마암과 

하는 페그마타이트의 상하반 에 배태되며, 특히 장석이 열변질을 받아 납석화된 

부분에 우세하게 함유된다. 우라늄 물은 오토나이트와 우라노페인으로 피막상, 

미립 염상으로 발달하여, U3O8 0.03-0.12%의 품 를 나타내기도 한다(김종환, 

1982). 한편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북부와 명주군 연곡면 남부에 치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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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우라늄 상은 시 미상의 흑운모화강암, 복운모화강암, 반상화강암  이를 

입한 페그마타이트암맥으로 구성된다(김종환, 1982).

선캠 리아기 변성우라늄 상은 가평-양평 지역과 공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경기육괴의 앙부인 가평-양평-홍천-춘천 남부 지역에는 선캠 리아기의 변성암

류인 용두리편마암, 용문산편마암, 장락  의암층군으로 불리우는 편마암과 편암

류가 넓게 분포하며, 우라늄 화작용은 규암과 편마암, 는 편암의 층리를 따라 

부존 발달하는 층 규제성 층상 상형과 지질구조선이나 열극을 충진한 맥상 상

형으로 분류된다. 공주함우라늄흑연 상의 지질은 선캠 리아기의 운모편암과 화

강암질편마암이 주이고, 후기에 이를 입한 화강암으로 구성된다. 우라늄 물은 

0.5-1mm 입도를 보이는 흑연편 내에 6-14μm 크기의 우라니나이트로 산출된다.

고생 의 퇴 상인 옥천계 우라늄 상은 품 이긴 하지만 규모 상으

로 알려져 있다. 함우라늄흑색 암은 충북 충주시 매 리에서 충남 논산군 벌

곡면 수락리까지 북동에서 남서로 약 120km 연장 분포한다.

6. 암반공학

 가. 기응력

일반 으로 지하공동의 굴착으로 주변암반에 발생되는 안정성 문제는 지 암

반의 기응력조건과 암반강도 조건에 상당한 향을 받는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이 심도가 깊은 지역에서는 과도한 응력값에 의한 취성 괴의 우려

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에 국내 기응력의 분포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그동안 측정된 장 수압

쇄자료를 바탕으로 경기육괴, 경상분지, 옥천습곡  등 주요 지체구조구 역

에 형성되어 있는 기응력장의 분포특성을 조사한 배성호(2005)의 연구결과를 

검토하 다.

경기육괴, 경상분지  옥천습곡  역에서 측정된 수평응력성분들과 심도에 

한 회귀분석결과, 개별 역별로 지질학  특성에 따라 기응력과 심도와의 

상 계수는 큰 차이를 보 는데 옥천습곡 에서 가장 높은 값을, 경상분지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분지 역의 낮은 상 계수는 심도

별 응력이방성이 다른 역에 비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과는 경상분지 자체는 퇴 지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기응력측정이 경상분

지내 생 에서 신생  3기에 걸쳐 발생된 여러 차례의 조산운동으로부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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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화성암 지역과 규모 단층 의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주원인의 하나

로 여겨진다.

개별 지체구조구 역에서 최  수평응력의 평균 방향성은 NE∼ENE 방향으

로 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  수평응력의 작용방향이 경기

육괴 역의 경우 진북기  50°∼90° (N50°E∼EW)에 집 된 반면, 경상분지에

서는 10°∼70° (N10°E∼N70°E)의 넓은 범 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

습곡 에서는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표성을 가지기는 다소 어려우나 60°

∼90° (N60°E∼EW) 범 에서 상 으로 높은 빈도를 보 다.

수압 쇄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된 국내 기응력의 제반분포특성은 다음

과 같다. 

1) 15m∼310m 심도 구간에서 최  수평응력은 0.90 MPa∼21.13 MPa 범 의 

값을 가지며, 최소 수평응력은 0.55 MPa∼11.51 MPa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16). 수평응력 성분과 심도 상호간의 상 성 분석결과에서는 다음 

선형 회귀식이 가장 높은 상 성을 보 다.

 

    

 최  수평응력의 작용방향은 특정 방향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심도별로 큰 이

방성을 보 다.  우세 방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진북 기  70°∼90° 

(N70°E∼EW) 범 에서 상 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평균 약 77° (N77°E)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최  수평응력                      (b) 최소 수평응력

그림 16. 수평응력성분의 심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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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주요 산맥들의 분포는 NS∼NE 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그림 17). 

따라서 NS∼NE 방향으로 발달된 재의 주요 산계들은 생  백악기에서 신생

 3기에 걸쳐 EW∼NW 방향으로 발생된 여러 규모 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되

었다는 지질학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 국내 암반내 형성되어 있는 최  수

평응력장은 EW∼NW 방향이 우세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기응력 측

정결과에 의하면 최  수평응력의 방향성은 평균 으로는 지질학 으로 추정된 

방향에 부합된 경향을 나타내나, 조사가 수행된 지역이나 지질조건, 규모 단층

의 존재 여부  치에 따라 큰 이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최 수평응력 의 평균방향성 분포도.

3) 15m∼310m 심도구간에서의 평균 측압계수는 0.52∼4.91 범 , 최  측압계

수는 0.83∼5.63 범 로 큰 분산도를 가지며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8). 

다음 식은 심도에 따른 평균측압계수 와 의 상한과 하한 경계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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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18. 심도에 따른 측압계수(K)의 변화.

심도증가에 따라 측압계수의 분포 범 가 좁아지며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

나, 지역에 따라 100m 이상의 심도 구간에도 3.0 이상의 높은 측압계수를 나타

내는 과잉 수평응력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수평 응력비는 1.03∼1.95 범 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부에서 

천부 역으로 갈수록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심도 50m 미만에서 측정

된 자료의 경우 지형의 향을 받는 지역에 비해 평탄한 지역의 수평응력비가 

상 으로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측압계수 변화 형태를 바탕으로 기응력의 심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류

한 결과, 특징 으로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심도 증가에 따라 감소  안정화

  - 특정 심도 기  변화양상의 뚜렷한 변화

  - 일정 심도 범 내에서 일정

  - 국부  과잉 수평응력장 형성

 나. 국내 암종별 공학  특성

국내 역에 리 분포하는 화성암, 변성암  퇴 암의 표 암종에 한 공

학  특성에 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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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원, 김수정(2006)에 의해 수행된 한반도의 암종별 공학  특성의 상 성 분

석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약 6,000 여개의 시험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국내 암종별 물리   공학  특성을 규명하 다.

1) 암종별 일축압축강도는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질암인 화강암과 

편마암이 퇴 암에 비하여 높은 강도를 보이는데, 일부 결정질암석과 사암은 

2,000   이상의 강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인장강도는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 암이나 결정질암석이나 강도 자체의 특징  구분이 없는 것

으로 보이는데, 이는 암석의 인장강도가 암석내부의 미세결함에 의하여 지배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2) 암석의 률은 그림 21과 같이 셰일의 률이 다른 암석에 비하여 하

게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화강암에서도 낮은 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는 암석의 풍화도에 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착력과 내부마찰각의 분포는 각각 그림 22와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체 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양상을 나타내며, 화강암의 평균 착력이 다

른 암석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고 내부마찰각은 평균치가 50-60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이며 분산도도 다소 큰 편이다

그림 19. 암종별 일축압축강도의 

분포특성.
그림 20. 암종별 인장강도의 분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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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암종별 률의 분포특성.

그림 22. 암종별 착력의 분포특성.
그림 23. 암종별 내부마찰각의 분포 

특성.

4) 국내 암종별 특성치의 분포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축압축강도를 제외한 암

석특성은 반 으로 정규분포 양상을 나타내었다. 암종별 강도특성은 퇴 암의 

경우 사암과 석회암이 셰일보다 반 으로 양호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

은 심부 지하 구조물의 건설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화강암과 편마암의 경우 

유사하게 퇴 암보다 우수한 강도특성을 보 다.

 다. 암종별 임계변형률 특성

임계변형률은 방사성 폐기물 지하처분장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 으로 실험실시험으로부터 구해진 일축압축강도와 률로

부터 임계변형률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계변형률은 괴시의 변형률보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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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작게 나타난다(Sakurai, 1981). 실험실시험에서 구한 임계변형률을 지암반에 

용하는 방법이 요한 해결과제로서, 토질의 경우 실험실시험의 임계변형률과 

장 토질의 임계변형률이 거의 일치하지만 암반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

험실시험에서 구해진 암석과 지암반사이의 계를 규명해야 한다. 한 실험실

과 지암반사이의 임계변형률의 계는 암종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심부 지하구조물의 안 기 을 

수립하기 해서는 국내 암석에 한 많은 양의 임계변형률 자료가 요구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2007)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국내 암석물성자료에 

해 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 임계변형률, 기응력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약 

1,200여건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일축압축강도는 최  4 MPa에서 최

 325 MPa의 범 를 나타내었으며, 탄성계수는 0.2 GPa에서 80.1 GPa의 범

를, 임계변형률은 0.05%에서 2%의 범 를 보 다. 그림 2.24는 실험실시험에서 

얻어진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에 해 도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일축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는 선형 인 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들에 한 회귀분

석에서 선형회귀분석이 가장 높은 상 계(R
2
=0.682)를 보 으며, (탄성계수)= 

6.271+ 0.216*(일축압축강도)의 계를 보 다. 

그림 2.25와 그림 2.26은 일축압축강도와 임계변형률 사이의 계를 나타낸다.  

흙과 암석에 한 임계변형률과 일축압축강도를 분석한 박시  등(2007)의 연구

에 따르면 임계변형률은 일축압축강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타나내고 

있으며, 암석의 경우 임계변형률이 0.1 %에서 1 %의 범 를 보인다고 보고하

다. 한 일축압축강도가 0.05 MPa인 토사에서 200 MPa이 경암에 이르기 까지 

그 분산폭이 강도에 크게 향을 받지 않으며 일정한 범  내 (약 10%)에서 연

속 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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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실험실시험에서 얻어진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와의 계.

그림 25. 실내시험에서 산정한 임계변형률.



- 68 -

그림 26. 암종에 따른 임계변형률 분포.

그러나, ISRM(1981)에서 제시한 암석과 흙의 경계기 인 1 MPa이상의 암석

에 해서 조사된 본 연구에서는, 약 40 MPa 이하의 일축압축강도를 제외한 범

에서 임계변형률은 일축압축강도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2.24에서와 같이 일축압축강도가 탄성계수와 비례 계를 보이고, 임계

변형률은 이들의 계로 정의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계변형률을 그림 2.26에

서와 같이 암종으로 구분하는 경우 암종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경향성을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나, 실험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한 경향성을 단하기는 무리

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임계변형률과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의 계, 그리고 암종에 따른 변

화경향 등은 지속 인 자료추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계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향후 추가 인 자료 확보를 통하여 국내 암종에 한 임계변형률

의 경향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향후 시공 장에 

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 국내 지질조건과 시공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의 추

가가 요구된다.

그림 27은 Hoek(2006)이 제안한 기응력과 일축압축강도를 고려한 무차원 

임계변형률에 해 분석한 그래 이다. 낮은 일축압축강도/ 기응력의 조건에서

는 임계변형률의 분포가 넓게 나타났으나 일축압축강도/ 기응력이 높은 경우 

일정한 임계변형률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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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지응력으로 무차원화된 임계변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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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제안부지 선정을 

한 기술지침안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표달성을 한 1차년도 연구의 수행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국내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기   지침과 련된 

연구가 그동안 본격 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련된 국내의 자료가 

많지 않은 계로 후보부지 선정평가를 한 지질학  항목 개발을 해서 먼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한 해외사례를 수집․분석하 다. 해외사례의 

수집은 스웨덴, 미국, 일본, 핀란드, 독일, 스 스 등을 상으로 각국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한 연구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 다. 이를 이용하

여 각국의 지질특성  환경과 련한 처분방식  후보부지 선정기 을 비교 

검토하 다. 한,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한 국내의 지질학  특성에 한 자

료를 심으로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 으며, 최근 선정된  방사성폐기

물 처분 후보부지와 련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기 도 

분석하 다. 이를 토 로 국내 지질특성과 처분환경에 합한 후보부지 선정평가

용 지질학  인자를 개발하 다. 이 과정에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부

지의 선정을 한 4개 분류 분야(factor)를 도출하 는데, 도출한 분야는 부지

의 지질학  특성을 심으로 한 장기안정성, 건설  운 합성, 토지  환경

성, 사회  향성 등이다. 이 에서 부지의 장기안정성 항목을 심으로 후보

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개발을 해 구조지질학, 제4기지질학, 지진학, 수

리지질학, 지구화학, 지질공학, 암반공학, 물리탐사 등 8개 지질학 공부문을 

상으로 평가인자의 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국내 지질특성  후보부지의 

장기안정성에 직  향을 미치는 52개 지질인자를 선정하 다.

둘째, 선정단계별 평가항목과 평가인자간 분류체계를 도출하기 해 후보부지 

선정을 해 술한 평가인자를 상으로 인자간 분류체계를 도출하 다. 분류체

계는 상인자의 고유특성과 해외 련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분야(factor)-부문

(function)-항목(item)-인자(parameter)의 4개 단계로 설정하 다. 이  본 연구

에서는 장기안정성 분야(factor)를 상으로 지질학  에서 부지평가를 한 

지질요소를 분류체계별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체계로 분류한 인자는 최종 인 

제안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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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제안부지의 선정 단계와 각 단계별 평가방식을 제안하 는데, 최종 제안부

지 선정을 해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후보부지(candidate site), 제안부지

(proposed site) 등 3단계의 평가․선정단계를 제안하 다. 개발된 제안부지의 선정

평가용 지질학  인자를 상으로 각 선정단계별 평가방식을 도출하 으며, 평가

방식은 검토 상지역은 합/부 합을 결정하는 결정론  방식과 후보부지  제

안부지의 경우는 비교우  평가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단

계를 고려한 평가 세부인자를 각 부문  항목별로 도출하 다. 이는 각 부문별 

특성과 우리나라의 지질학  특성을 고려하고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처분

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인자들을 검토하여 최종 으로 도출하 다. 각 세부

인자는 술한 부지 선정의 3단계별로 차별 으로 용․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

으며, 정량 인 특성 값과 정성 인 성질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평가 상인자의 최소조건 기 안 도출과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서 작

성을 해 먼  부지선정의 각 단계별로 지질학  평가인자의 최소 조건안을 도

출하 다. 제안부지 선정을 한 3개 단계에서 지질학  평가인자별 최소조건을 

연구하여 1차 인 조건안을 도출하 으며, 단계별 선정평가 방식과 국내 지질조

건  지질인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성  는 정량  최소 조건안을 도출하

다. 이 최소 조건은 처분장의 장기안정성을 확보하기 한 지질학  인자들의 기

으로서, 부지조사, 설계, 시공, 운  등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 조건의 기

은 물론, 부지선정 단계별 평가방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별화 되어 

용될 수 있도록 도출하 다. 술한 연구방법을 토 로 본 연구의 1차년도 연

구에서는 최종 으로 후보부지 선정을 한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안)을 작성

하 다. 기술지침(안)은 장기안정성 분야(factor)를 상으로 도출된 지질인자와 

최종 제안부지 선정단계를 고려하여 총 4개 부문, 12개 항목별로 각 선정단계에

서 부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기술지침(안)은 수립에 있어 합리

성과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우리나라 지질환경을 최 한 고려하여 각 부문 

 항목별 특성에 한 평가가 부지선정 단계별로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 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외의 유사 지침에 한 면 한 검토가 진행되었

으며, 국내의 기술지침이 IAEA 등 세계 인 기  는 지침의 수 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2. 부지선정 평가항목  항목별 최소조건 기  도출



- 72 -

 가. 후보부지 선정 평가항목  선정단계 도출

(1) 후보부지 선정 평가분야(factor)

고  방사성폐기물의 제안부지를 선정하기 한 평가분야(factor)는 크게 4

개로 도출하 다. 이는 처분장의 장기안정성(long-term safety) 항목, 건설  운

합성(construction and operation feasibility) 항목, 토지  환경성(land and 

environment) 항목, 사회  향성(societal impact) 분야 등이다. 처분장의 장기 

안정성 분야는 지질학  에서 자연방벽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질매체의 특성

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핵종의 격리(isolation), 지연(retardation) 성능을 평가하고, 

핵종의 이동  확산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건설  운 합성 분야는 처분장 건설을 한 부지의 합성과 장기 으로 

처분시설을 운 할 경우의 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암반공학  

특성, 교통  운반시설, 기존의 산업단지, 지상  지하의 시설, 건설비용, 그리

고 부지조사의 가능성  편의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토지  환경성 분야는 후보부지 선정지역의 인문지리  상황과 처분장을 건

설  운 함에 따른 주변의 환경 향에 해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 상지역과 련한 법률  보호  개발제한 상황, 토지이용 황  계획, 

기존의 인  개발 상황, 그리고 환경  향 등에 해 평가하여야 한다. 

사회  향성 분야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정  건설과 련한 사회  제

반요인에 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평가하기 한 요인으로는 국가  법규, 

행정 역  차, 인구, 경제성, 노동성, 사회기반시설, 주민 건강, 사회  수용

성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분류된 분야(factor)를 기반으로 각 분야별 세부인자의 분류체계를 

도출하 다. 즉, 각 분야 하 에 평가 부문(function) - 항목(item) - 인자

(parameter)를 복수로 설정하여, 매트릭스 체제를 갖춘 평가인자 분류체계를 도출

하 다. 이에 따라 장기안정성 분야는 4개 부문, 12개 항목, 52개 인자로 구성되어 

처분부지의 장기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군집화하여 분류하 다.

(2) 제안부지 선정단계 도출

최종 인 제안부지를 선정하기 해서는 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과 차

를 걸쳐야 한다. 범 하고 무수히 많은 지역을 상으로 하나의 처분장을 선정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안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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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은 단계 으로 평가 상지역 는 지 의 역과 수를 여 나가는 것이 

효율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안부지 선정단계를 3단계로 도출하 다. 첫번

째 단계에서는 부지선정을 한 기 단계로서 부지선정  평가시스템과 기술

지침을 확정하고 평가인자와 부지선정 방법론을 결정한 후, 이를 토 로 기 조

사와 평가를 거쳐 우선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을 복수로 설정한다. 검토

상지역은 체로 역 인 지역을 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실제 장조사보

다는 기존의 자료  참고문헌 등을 토 로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 

기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최소 조건에 합 는 부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결정론  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결정된 검토 상지역만을 상으로 부지의 합성 조사와 

평가를 통해 후보부지(candidate site)를 도출한다. 도출된 후보부지는 상황에 따

라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다. 단수의 후보부지가 도출되었을 경

우는 이에 한 정 조사를 통해 최종 제안부지로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 과

정에서 단수의 후보부지가 최종 제안부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도 있으므

로 가  복수의 후보부지를 설정하는 것이 권고된다. 후보부지 선정단계에서는 

결정론  방법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비교우  개념을 바탕으로 복수의 검토 상지

역  각 인자별 최소조건 는 지침을 상 으로 만족하는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단, 이 과정에서도 필수 인 인자에 해서는 결정론  

방법으로 최소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선정 상에서 제외한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후보부지를 상으로 한개 내지 두개의 제안부지

(proposed site)를 선정한다. 이 제안부지는 장 정 조사와 세부특성 평가를 통

해 최종부지로 제안되며, 조건이 만족될 경우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후보부지는 매우 신 하고 종합 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보부지 선정단계에서 조사·평가되어야 할 인

자에 하여 정성   정량  최소조건을 도출하여 제안하 다.

나. 선정단계별 평가 부문-항목-인자간 구조  분류 

술한 바와 같이 제안부지 선정을 한 평가 요소와 그 하부 인자들의 구조

체계를 정립하고, 최종 인 제안부지를 선정하는 단계를 도출하 다. 이러한 과

정을 토 로 제안부지 선정단계별 세부 평가인자를 분류하 다(표 7). 단,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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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지질학  에서의 장기 안정성 항목에 해서만 평가 부문-항목-인

자의  분류체계를 설정하 으며, 기타 3개 분야에 해서는 문분야가 아닌 

계로 세부 인자의 도출  분류를 수행하지 않았다.  

장기안정성 분야에서 도출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제안부지 선정용 평가인자를 

분류하여 4개 부문(function), 12개 항목(item), 52개 인자(parameter)로 구성하 다. 

개발된 제안부지의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를 상으로 제안부지의 선정단계

별로 고려하여야 할 세부 평가인자를 각각 도출하 으며, 일부 인자는 3단계에 

모두 용되나 일부 인자는 각 단계에 차별 으로 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표

7). 

다. 평가인자의 최소조건 기 (안) 도출 

평가 상인자의 최소조건은 후보부지 선정지침 작성에 있어 요한 부분이

다. 이는 후보부지로서의 안정성과 자연방벽의 성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 평

가인자별로 최소한의 요구기 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이 그동안 국내 지질특성을 평가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국

내의 부문별 지질자료와 해외의 인자별 최소조건을 비교․검토하 다. 이를 토

로 국내 지질조건을 고려한 인자별 최소조건(안)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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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Items Parameters
Preferred

areas

Candidate

sites

Proposed

sites

Geology and Topography

Lithology

Rock type ○ ○
Plutonic rock

Felsic
Basic

Volcanic rock
Felsic
Basic

Metamorphic rock
Slate
Schist
Gneiss

Sedimentary rock
Clastic
Carbonate

Diversity ○ ○ ○
Homogeneity ○ ○
Volume ○ ○
Ore ○ ○ ○

Classification
Distribution

Area
Volume
Depth

Operation
Period
Volume

Ductile 

structures

Mylonite zone ○ ○ ○
Type
Length
Width
Location
Orientation
Distance
Fold ○ ○
Type
Length
Location
Orientation
Distance

Foliation ○ ○
Type

Orientation

Brittle 

structures

Fault zone ○ ○ ○
Type
Length
Width
Location
Orientation
Distance

표 7. 부지선정 단계별 분야, 항목, 인자에 한 분류



- 76 -

Functions Items Parameters
Preferred

areas

Candidate

sites

Proposed

sites
Geology and Topography

Brittle 

structures

Joint ○ ○
Type
Length
Location
Orientation
Spacing
Roughness

vein / dyke ○ ○
Type
Length
Width
Location
Orientation
Distance

Neotectonics

Active fault ○ ○ ○
Type
Length
Width
Location
Orientation

Recurrence rate
Age of last movement

Displacement
Displacement rate

Distance
Earthquake ○ ○ ○
Volcano

Type
Size

Age of last activity
Distance

Uplift / Subsidence / Erosion ○ ○
Weathering

(exposed 

rock)

- Soil cover ○ ○ ○

- Depth ○ ○

Topography - Topographical gradient ○
- Quaternary deposits ○ ○

Rock mechanics

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 Strength ○ ○
- Deformation modulus ○ ○
- Fracture geometry ○ ○
- Rock mass quality ○ ○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 ○

- Thermal conductivity ○ ○
- Geothermal gradient ○ ○

 Initial rock 

stress

- Magnitude and ratio of 

 in-situ stresses 
○ ○

표 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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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Items Parameters
Preferred

areas

Candidate

sites

Proposed

sites

Hydrogeology & Geochemistry

Hydrogeology

- Hydrogeologic unit ○

․Aquifer ○

․Confining beds ○

- Hydraulic conductivity ○ ○

- Transmissivity ○ ○

- Hydraulic gradient ○

- Groundwater flow ○

․Velocity ○

․Distance ○

- Gas transport properties ○

 ․Fracture network ○

- Diffusion ○

․Diffusion rate ○

- GW body types ○

․Stability ○

․Residence time ○

․Mixing ○

- GW pathway ○

Geochemistry

- pH ○

- Eh ○

- Fe2+, HS- ○

- TDS ○ ○

- DOC ○ ○

- Organic and others ○

- Retardation factor ○

- Isotopes ○ ○

․18O and D ○ ○

․3H ○ ○

․14C ○ ○

- Groundwater age ○

․H-3, C-14, Cl-36 ○

- Ca2+, Mg2+ ○

- Radionuclides(Ra, Rn) ○

- Pyrite, Biotite ○

Meteorology & Natural Hazards

Meteorology
- Precipitation ○ ○

- Storm ○

Natural 

Hazards

- Landslides ○ ○

- Flood ○ ○ ○

표 7. 계속

최소조건은 제안부지 선정기 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  정량 인 기

 는 분포범 를 설정하 다. 한, 최소조건 설정시 부지선정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 상지역 선정 단계에서는 체로 결정론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외지침을 심으로 최소조건을 설정하 으며, 제안부지 선정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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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교우 가 가능하도록 선호지침을 심으로 최소조건을 도출하 다. 그러나, 

재 단계에서 국내에 확보되지 않은 인자별 최소조건은 해외의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평가기 을 참고하여 최소조건을 도출하 다. 이에 한 세부 인 

연구결과는 다음 의 제안부지 선정 기술지침에서 함께 설명한다. 

3.  후보부지 선정 기술지침안 도출 

본 연구에서는 제안부지를 선정하기 해 지질학  에서 장기안정성 평가

를 한 기술지침서를 작성하 다. 기술지침서에 제시한 기술지침안은 도출된 지

질인자와 제안부지 선정단계를 고려하여 총 4개 부문(function), 12개 항목(item)

별로 각 선정단계에서 부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기술지침안의 구성은 각 요소마다 그 요소의 법 근거, 요구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한 기술  배경을 설명하 다. 그리고, 핵심사항인 지침안을 검토 상지

역과 후보부지 선정단계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 다. 이때, 제안부지 선정을 

한 지침안은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안부지 선정시에는 도출된 지침안 

외에 다양한 조사와 평가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요소별로 

서술한 지침안을 토 로 평가를 하기 해 기본 으로 요구되는 자료와 정보를 

제시하고, 이 자료  정보의 황  취득방법에 한 간략한 설명을 하 다. 

도출된 기술 지침안은 APPENDIX 1과 같다.

4. 토의

1차년도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연구기간 동안 많은 자료의 검토와 우리나라 

지질특성에 한 심도있는 고려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

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을 한 

본격 인 연구가 미비한 계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지질특성을 완벽하게 

반 한 인자별 최소조건  기술지침이 도출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

출된 인자별 최소조건에 한 수정이 향후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목 에 부합되는 연구방법과 내용을 구성하여 국내 지질특

성을 반 으로 재검토하고, 부족한 자료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해서

는 집 인 연구개발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지질특성을 구명하기 

한 이러한 추가  연구는 방사성폐기물의 안 한 처분을 해서는 필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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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연구에 많은 산과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수정된 결과를 도출할 경우 국내 

기술로 부지의 선정과 처분시설 설계  시공이 가능할 것이다.

한, 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기술지침의 안은 제외지침과 선호지침이 

체로 정성 으로 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 지질인

자에 한 표 값 혹은 평균 값을 반 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서 언 한 추가  연구를 통해 정성  기술지침에서 한 단계 발 된 

정량 인 기술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량  지침은 부지선정 시 발

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 인 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부지선정의 가  요한 기 이 되는 지

질구조  신기지체구조 항목은 해외의 기 을 인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지질의 

고유특성을 반드시 악하고 이에 부합되는 확실한 지침을 도출하여 장기 인 

부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마다 지질환경이 다르며 이에 

따른 지질학  변동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자체의 지침과 기 을 도

출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최종목표 달성을 해서 향후 수행되어야 할 연구방향  내

용에 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차년도에는 후보부지  제안부지 평가를 

한 지질학  인자  선정방안 수립을 해 평가용 입력인자를 선정하고 인자별

로 정량 인 분포범 를 제안하며, 선정된 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단 격자의 크기를 제안하여야 한다. 한 선정된 평가 인자를 토 로 인자별 가

치를 가  정량 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수행을 해서는 

방 한 기존 자료가 필요하나 국내에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목 에 일치

하도록 취합된 연구자료는 많지 않다. 한, 인자별 가 치를 정량 으로 설정하

기 해서는 기존의 연구자료와 함께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응용통계기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

분시설의 운 결과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AHP 방법을 동

원한 문가 설문기법 등을 이용하여 인자별 가 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3차년도에는 후보부지  제안부지 평가와 선정을 한 지질정보체계 개발을 

해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 로 최종 인 후보부지 선정지침을 제시

하며, 부지의 조사  평가의 수행 차를 개발한다. 한, 부지선정을 한 역

․지역  지질정보체계를 개발한 후, 2단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계속 인 연구

를 수행한다. 부지의 조사․평가 수행 차를 도출하기 해서는 기존에 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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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소 부지조사 기 , 해외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조사기 ,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조사기  등을 참고하여야 한

다. 한, 지질정보체계는 향후 후보부지  제안부지의 조사․평가 자료  결

과 등에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필요한 것으로서 효율 인 DB 로그

램 개발을 한 알고리즘 개발이 요구된다.

제3  결  론

본 연구의 최종목 은 국내의 지질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제안부지의 선정을 한 평가시스템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체계 인 처분장 제안부지 선정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해 1차

년도 연구에서는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처분장 제안부지를 선정하기 

한 여러 항목  지질학  측면의 평가 요인과 지침을 종합 으로 도출하고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먼  후보부지 선정평가를 한 지질학  항목을 개발하

다. 이는 각국의 지질특성  환경과 련한 처분방식과 후보부지 선정기

을 비교 연구하고,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기 을 분석한 

후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부지 선정을 한 4개 분류 분야를 도

출하 다. 도출된 4개 분야는 장기안정성(지질), 건설  운 합성, 토지 

 환경성, 사회  향성 등이다. 그리고, 후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

자 개발을 해 8개 지질학 문부문을 상으로 국내 지질특성  후보부

지의 장기안정성에 직  향을 미치는 52개 지질인자를 선정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단계별 평가항목  평가인자간 분류체계를 도

출하 다. 먼  장기안정성 분야를 상으로 부지평가를 한 지질인자의 분

류체계를 부문-항목-인자의 순서로 도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4개 부문, 

12개 항목, 52개 인자를 정리하 다. 한편, 최종 후보부지 선정을 해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후보부지(Candidate site), 제안부지(Proposed site)

의 3단계 평가․선정단계를 제안하 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후보부지 평

가방식은 검토 상지역은 합/부 합의 방식으로, 후보부지  제안부지는 

비교우 의 평가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 다. 최종 으로 평가인자의 분류체

계에 따른 3단계별 부지평가용 지질학  세부인자를 도출하고 분류한 결과 

검토 상지역 단계에서는 2개 부문, 7개 항목, 12개 인자를 평가하고, 후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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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안부지 단계에서는 4개 부문, 12개 항목, 48개 인자를 평가하는 것

으로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 상인자의 최소조건 기 안을 도출하고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서 안을 작성하 다. 후보부지 선정을 한 단계별 

선정평가 방식과 국내 지질조건  지질인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성  

는 정량  최소 조건안 도출하 다. 이를 토 로 장기안정성 분야를 상으

로 도출된 지질인자  후보부지 선정단계를 고려하여 총 4개 부문, 12개 항

목별로 각 선정단계에서 부지평가를 한 기술지침서 안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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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기여도

  1차년도 연구개발 목표별 달성도와 이에 따른 외기여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후보부지 선정평가를 한 지질학  항목 개발

각국의 지질특성  환경과 련한 처분방식과 후보부지의 선정기 을 비

교하 으며,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기 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부지 선정을 한 4개 

분류 분야(Factor) 도출하 으며, 이  장기안정성(지질) 분야에 하여 후

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 개발을 해 8개 지질학 문부문을 상

으로 인자별 안을 도출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질특성  후보부지 

장기안정성에 직  향을 미치는 52개 지질인자를 선정하 다.

 ○ 선정단계별 평가항목  평가인자간 분류체계 도출

장기안정성 분야를 상으로 부지평가를 한 지질인자의 분류체계를 도

출하 는데, 이는 부문-항목-인자의 형태로 도출하 다. 도출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후보부지 선정용 평가인자를 4개 부문, 12개 항목, 52개 인자로 각

각 분류하 다. 최종 후보부지 선정을 한 3단계의 평가․선정단계를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후보부지(Candidate site), 제안부지(Proposed site) 

등으로 제안하 다. 개발된 후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를 상으로 

선정단계별 평가방식을 도출하 는데 검토 상지역은 합/부 합 방식, 후

보부지  제안부지는 비교우  평가방식으로 도출하 다. 평가인자의 분류

체계에 따른 3단계별 부지평가용 지질학  세부인자 도출  분류를 통해 

검토 상지역 단계 2개 부문, 7개 항목, 12개 인자, 후보부지/제안부지 단계 

4개 부문, 12개 항목, 48개 인자를 선정하 다.

 ○ 평가 상인자의 최소조건 기 안 도출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서 

작성

후보부지 선정을 한 3개 단계에서 지질학  평가인자별 최소조건을 도

출하 다. 단계별 선정평가 방식과 국내 지질조건  지질인자의 성격을 고

려하여 정성  는 정량  최소조건안을 도출하 다. 그리고, 장기안정성 

분야를 상으로 도출된 지질인자  후보부지 선정단계를 고려하여 총 4개 



- 83 -

부문, 12개 항목별로 각 선정단계에서 부지평가를 한 기술지침서를 작성하

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고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을 한 부지선정에 

있어 기본 이면서도 필수 인 평가요소와 차이며, 이는 주 기 과 탁

연구기 이 최근 수행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없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될 경우 국내 지질특성을 최 한 고려한 최

의 부지선정 기술을 확보하는 요한 기반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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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 연구는 향후 고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을 한 본격  연구의 선행 

기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본격  연구를 수행하기 이 에 련분야의 

연구방향  연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한 사  검토개념의 연구이다. 

한, 이 연구에서는 본과제의 수행시 처분장 선정을 해 필요한 자료  연구방

법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과제의 성공  수행  체계  

진행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반드시 본격  

형연구과제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 인 고  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격  지층처분 연구를 해서는 지층처분과 련한 다양한 연구기 이 력

하여 체계 인 사 기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은 

우리의 사회환경을 한 매우 요한 사업이므로, 국가의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련분야의 다양한 문연구기 이 함께 체계 이고 효율 인 사 기획을 실시

하고, 이를 토 로 연구의 본격  수행이 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연구

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반드시 지층처분의 실제 업무에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하

며, 이러한 연계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정성을 확보한 지층처분사업

을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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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 e n d i x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부지 선정 

기술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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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지질  지형(Geology and Topography)

1. 항목 :  암질(Lithology)

1.1 법 근거

  ․IAEA Safety Series No 111-G-4; USNRC 10CFR 60.122; SKB TR-00-12; 

NUMO(개요조사지구 선정상의 고려사항)

Guideline 1 (Safety series No. 111-G-4 1; IAEA, 1994)

처분장의 지질은 처분장이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처분장으로부터 생태계로 방

사성핵종의 이동 혹은 출을 억제시키기 한 기하형태, 물리   화학  특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Guideline 2 (Safety series No. 111-G-4 1; IAEA, 1994)

처분장을 수용할 암반의 깊이와 부피가 처분장을 수용할 만큼 충분해야하며, 

상 암반은 방사성핵종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단층이나 단 와 같은 

지질학  불연속면에서부터 충분히 거리가 있어야 한다. 처분장의 지질조건은 

상 으로 단순하고 일정한 것이 선호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지질조건을 쉽

게 특성화할 수 있으며, 측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지질구조가 별로 없거

나 방사성핵종의 이동통로가 쉽게 측정될 수 있는 층이 선호된다.

Guideline 3 (EFQ: Evaluation Factors for Qualification) (Siting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as; NUMO, 2002)

a. 지층에 지진, 단층활동, 화성활동, 융기, 침식 등에 의한 상당한 변 의 흔

이 없어야 한다.

b. 미래에 지진, 단층활동, 화성활동, 융기, 침식 등에 의한 상당한 변 의 가능

성이 어야 한다.

c. 제4기에(즉, 최근 1.7 Ma 동안에) 퇴 된 미고결 퇴 물의 기록이 없어야 한다.

d. 경제 으로 가치있는 물자원에 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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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4 (Site-specific Evaluation Factors) (Siting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as; NUMO, 2002)

최종처분장을 결정할 때, 경제 으로 가치 있는 물자원이 있는 PIA는 배제될 

것이다.

Guideline 5 (Technical Report TR-00-12; SKB, 2000)

처분장의 암반은 지하 수백 m 내에서 채  가능한 물자원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Guideline 6 (Technical Report TR-00-12; SKB, 2000)

처분장의 암반은 가치 있는 암석이나 산업 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선호된다.

처분장의 암반은 흔한 암종이 선호된다.

처분장의 암반은 많은 라돈을 방출하지 않는 암종이 선호된다.

  ․요구조건: 

     - 상지역의 암질은 자연방벽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

건을 가져야 한다.

     - 상지역의 지질조건은 인공방벽을 설치하여 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한다.

     - 경제 으로 가치가 있는 물자원의 기록이 없어야 한다

     - 처리장의 암석은 석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즉, 수백 미터 깊이 안에

서 채굴될 수 있는 경제 으로 가치 있는 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미래에 어떤 암석이나 물이 유용해질지 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폐기

장은 일반 으로 흔한 암종에 치하는 것이 선호된다.

1.2 기술  배경

   1. 검토 상지역과 제안부지에 분포하는 암종은 암체가 비교  균질하고 암

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심성암이 선호된다. 염기성 심성암과 산

성 심성암 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암체가 크고 균질한 산성 심성암인 화

강암체가 많이 분포하므로 화강암체가 가장 선호된다.

   2. 석회암 지역이나 탄  지역은 제외된다.

   3. 선호지역에는 가능한 은 수의 암종이 분포하는 것이 선호된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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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이 단순할 수록 설계나 공사 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지고 측

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4. 선호지역에는 과거에 채 한 흔 이 없어야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유용해

질 가능성이 있는 석이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

   5. 제안부지의 경우 정 조사를 통하여 심성암체에 포획되어 있는 석회암이나 

변성퇴 암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포획체는 약 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피해야 한다.

   6. 상이 된 암체는 시설이 들어설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

다.

1.3 지침(안)

  1.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제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단일 암종이어야 하며, 석회암  탄 지

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2: 처분장 모암에 경제 으로 유용한 물이 분포된 지역은 제외한다.

  1.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단일 암종이거나 단순하며 심성암이 선호

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모암 분포지역은 경제 으로 유용한 물이 분포하지 않

는 지역이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 모암의 암종은 균질한 특성을 가진 암반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 모암은 암체의 체 이 가능한 큰 암체가 선호된다.

1.4 요구자료/정보

   1. 지질도 : rock type, diversity, 미래 ore 가능성 단.

     - 1:25만 도폭은 국에서 이용 가능, 1:5만 도폭은 부분의 지역에서 이용 

가능. 1:2만5천 도폭은 거의 이용 불가.

   2. 제안부지의 암체 내에 암상의 변화와 포획체의 존재여부를 보여  수 있는 

정 지질도.

     - 제안부지 단계에서 상세조사에서 새로 만들어야 함. 1:1만 축척 이상.

   3. 상의 치, 개발 시기 : 과거 ore 황 단.

     - 업진흥공사에 보고된 자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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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추조사나 물리탐사의 결과가 반 되어 암체의 크기를 보여  수 있는 암

체의 3차원  분포도.

     - 제안부지 단계에서 상세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야 함.

2. 항목 :  연성지질구조(Ductile structures)

2.1 법 근거

  ․IAEA Safety Series No 111-G-4; USNRC 10CFR 60.122; SKB TR-00-12  

  

Guideline 1 (Safety series No. 111-G-4 1; IAEA, 1994)

처분장의 지질은 처분장이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처분장으로부터 생태계로 방

사성핵종의 이동 혹은 출을 억제시키기 한 기하형태, 물리   화학  특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Guideline 2 (Safety series No. 111-G-4 1; IAEA, 1994)

처분장을 수용할 암반의 깊이와 부피가 처분장을 수용할 만큼 충분해야하며, 

상 암반은 방사성핵종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단층이나 단 와 같은 지

질학  불연속면에서부터 충분히 거리가 있어야 한다. 처분장의 지질조건은 상

으로 단순하고 일정한 것이 선호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지질조건을 쉽게 

특성화할 수 있으며, 측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지질구조가 별로 없거나 

방사성핵종의 이동통로가 쉽게 측정될 수 있는 층이 선호된다.

Guideline 3 (EFQ: Evaluation Factors for Qualification) (Siting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as; NUMO, 2002)

a. 지층에 지진, 단층활동, 화성활동, 융기, 침식 등에 의한 상당한 변 의 흔 이 

없어야 한다.

b. 미래에 지진, 단층활동, 화성활동, 융기, 침식 등에 의한 상당한 변 의 가능

성이 어야 한다.

c. 제4기에(즉, 최근 1.7 Ma 동안에) 퇴 된 미고결 퇴 물의 기록이 없어야 한다.

d. 경제 으로 가치있는 물자원에 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Guideline 4 (Technical Report TR-00-12; SKB, 2000)

만약 역  연성 단 가 암반의 다른 부분과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을 보이지 못 한다면, 역  연성 단  지역은 배제된다.

그러나 지구조  즈(tectonic lense; 연성 단 가 피해간 지역)은 처분장으로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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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조건:

    - 연성 단 의 특성이 암석의 다른 부분의 특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

이지 못 한다면, 역 인 연성 단 는 피해야 한다. 그러나 역  연성 

단  내에 균질하고 단작용을 거의 받지 않은 부분(‘tectonic lense')이 

있을 수 있다.

2.2 기술  배경

   1. 연성 단 는 원암과는 다른 하나의 다른 암종으로 취 될 수 있으며, 연

성 단 를 따라서 단층이나 리 등의 발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성

단 가 지나는 곳은 피해야 한다.

   2. 소규모의 연성 단 는 규모의 연성 단 에 비해서 향은 으나 역시 

약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 으로 불리하다.

   3. 규모의 습곡구조는 일종의 선형구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습곡축을 따라

서 지하수의 유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습곡구조가 발달한 지역은 상 으

로 불리하다.

   4. 부분은 리나 균열은 엽리구조를 따라서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엽리구조가 발달한 지역은 상 으로 불리하다.

2.3 지침(안)

  2.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제외지침 1: 처분장 모암에 규모의 연성 단 가 발달하는 지역은 제외한

다.

  2.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에 규모의 연성 단 , 습곡구조 는 엽리구조가 

발달하지 않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모암에 소규모의 연성 단 가 상 으로 은 지역이 

선호된다.

2.4 요구자료/정보

   1. 연성 단 의 치, 길이, 폭.

     - 검토 상지역 단계에서는 기존에 발간된 도폭, 지질도, 지질구조도를 이

용 가능함. 제안부지 단계에서는 상세 지질도, 지질구조도를 작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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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축척 이상)

   2. 습곡구조의 치, 규모, 방향.

     - 검토 상지역 단계에서는 기존에 발간된 도폭, 지질도, 지질구조도를 이

용 가능함. 제안부지 단계에서는 상세 지질도, 지질구조도를 작성해야함 

(1:1만 축척 이상)

   3. 연성 단 , 습곡구조, 엽리구조를 표시한 구조도.

     - 검토 상지역 단계에서는 기존에 발간된 도폭, 지질도, 지질구조도를 이

용 가능함. 제안부지 단계에서는 상세 지질도, 지질구조도를 작성해야함 

(1:1만 축척 이상)

3. 항목 :  쇄성지질구조(Brittle structures)

3.1 법 근거

  ․IAEA Safety Series No 111-G-4; USNRC 10CFR 60.122; SKB TR-00-12

Guideline 1 (Safety series No. 111-G-4 1; IAEA, 1994)

처분장의 지질은 처분장이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처분장으로부터 생태계로 방

사성핵종의 이동 혹은 출을 억제시키기 한 기하형태, 물리   화학  특

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Guideline 2 (Safety series No. 111-G-4 1; IAEA, 1994)

처분장을 수용할 암반의 깊이와 부피가 처분장을 수용할 만큼 충분해야하며, 

상 암반은 방사성핵종의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단층이나 단 와 같은 

지질학  불연속면에서부터 충분히 거리가 있어야 한다. 처분장의 지질조건은 

상 으로 단순하고 일정한 것이 선호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지질조건을 쉽

게 특성화할 수 있으며, 측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지질구조가 별로 없거

나 방사성핵종의 이동통로가 쉽게 측정될 수 있는 층이 선호된다.

Guideline 3 (EFQ: Evaluation Factors for Qualification) (Siting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as; NUMO, 2002)

a. 지층에 지진, 단층활동, 화성활동, 융기, 침식 등에 의한 상당한 변 의 흔

이 없어야 한다.

b. 미래에 지진, 단층활동, 화성활동, 융기, 침식 등에 의한 상당한 변 의 가능

성이 어야 한다.

c. 제4기에(즉, 최근 1.7 Ma 동안에) 퇴 된 미고결 퇴 물의 기록이 없어야 한다.

d. 경제 으로 가치있는 물자원에 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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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4 (Technical Report TR-00-12; SKB, 2000)

역  단층 나 지역   단층 가 처분장의 터 이나 공동을 통과하거나 가

까이 지나가서는 안된다.

기 부지조사나 설계 시에는 respect distance(터 과 단층 와의 필요한 최소

거리 + 단층  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 거리)가 사용될 것이나, 최종단계

에서 실제 거리가 필요할 것이다.

Guideline 5 (Technical Report TR-00-12; SKB, 2000)

처분장의 공동은 확인된 지역  소 단층 와 만나지 않아야 한다.

처분장 암반의 단열은 도(단열의 면 /암반의 부피)가 높지 않아야 한다.

  ․요구조건:

    - 상지역에서 단열 (fracture zone)를 피하여 처분장을 치시킬 수 있어

야 한다.

    - 심층 처분장이 단층 에 해서 좋은 치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

한다. 단층 의 도가 높아서 처리장이 많은 부분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지역은 피해야한다.

3.2 기술  배경

   1. 먼  단층 에 한 분류가 필요하다. 단층 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법은 스웨덴의 경우에서 인용한 것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표

를 바꾸기 해서는 국 인 단층 에 한 DB화가 선행되어 하며, 이 DB

에 따라서 상  비율에 따라서 길이나 폭의 분류 기 이 달라질 수 있음. 그

러나 DB화가 어렵다면 이 표를 그 로 사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됨.)

명칭 길이 폭 기술방법

역  단층 > 10km > 100m 결정론

지역   단층 1-10 km 5-100 m 결정론

지역  소 단층 10 m - 1 km 0.1-5 m 통계

소규모 단층 < 10m < 0.1m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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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단열 ) 분류기  (Technical Report TR-00-12; SKB, 2000)

   2. 검토 상지역 선정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단층 는 결정론 으로 기술할 

수 있는 역  단층 와 지역   단층 이다.

   3. 제안부지에 발달하는 연장이 지역  소 단층 와 소규모 단층 를 통계처

리하여 상호 비교를 통하여 더 많은 지역을 제외한다.

   4. 제안부지에 발달하는 리들을 통계처리하여 상호 비교하여 리의 빈도가 

더 높은 곳을 제외한다.

   5. 암맥은 보통 기존의 단열면을 채우면서 발달한다. 따라서 암맥이 많다는 

것은 단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암맥 자체도 주변의 암석에 비해

서 응력이 집 되어 리의 빈도가 높다. 따라서 암맥이 많은 지역은 상

으로 불리하다.

3.3 지침(안)

  3.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제외지침 1: 처분장에  단층 와 지역   단층 가 존재하는 지역은 제외

한다.

  3.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에 가능한 한  단층 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선호된

다.

   선호지침 2: 처분장에 가능한 한 지역  소 단층 나 소규모의 단층 가 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에 가능한 한 리의 간격이 넓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에 가능한 한 암맥의 발달이 은 지역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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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요구자료/정보

   1. 지역에 발달하는 모든 단층 의 치, 길이, 폭.

    - 역  단층 는 재 도폭이나 논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하의 

단층 는 제안부지 단계에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함.

   2. 지역  소 단층 와 소규모 단층 의 통계처리 자료.

    - 제안부지 단계에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함.

   3. 지역에 발달하는 리빈도의 통계처리 자료.

    - 제안부지 단계에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함.

   4. 지역에 발달하는 암맥빈도의 통계처리 자료.

    - 제안부지 단계에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함.

4. 항목 :  신기지체구조(Neotectonics)

4.1 법 근거

  ․IAEA Safety Series No 111-G-4; USNRC 10CFR 60.122; SKB TR-00-12; 

NUMO(개요조사지구 선정상의 고려사항)

Guideline 1 (Safety series No. 111-G-4 1; IAEA, 1994)

처분장을 수용할 암반은 미래의 지체구조  상(기후변화, 신기지구조운동, 지

진, 화산, 융기)에 의해서 처분장의 격리능력을 손상시킬 만한 향을 받지 않아

야 한다.

Guideline 2 (NEF: Nationwide Evaluation Factors) (Siting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as; NUMO, 2002)

항공사진, 물리탐사, 문헌조사에서 규명된 활성단층을 포함한 지역은 1차 선정지

역에서 제외된다.

Guideline 3 (SSEF: Site-specific Evaluation Factors) (Siting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as; NUMO, 2002)

활성단층은 반복되는 활동, 상당한 변  는 다른 자연재해를 일으키므로, 다음

과 같은 기 에 해당되는 지역은 PIA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 NEF에서 확인된 정보 외에 다른 정보에 의해서 활성단층이 확인된 지역.

b. 단층 쇄 나 주변의 변형 에 포함되는 지역.

c. 분기된 단층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d. 과거 수백 는 수천년 동안에 활동한 습곡이나 굴곡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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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4 (NEF: Nationwide Evaluation Factors) (Siting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as; NUMO, 2002)

다음 수만년동안 마그마 활동의 범 를 고려했을 때, 제4기 화산의 심에서 

15km 내의 지역은 PIA에서 제외된다.

Guideline 5 (SSEF: Site-specific Evaluation Factors) (Siting Factors for the 

Selec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as; NUMO, 2002)

제4기 화산의 심에서 15km 이상 벗어난 지역일 경우, 만약 다음 수만년 동안 

마그마의 입이나 분출이 분명하게 상되는 지역은 PIA에서 제외된다. 추가

로, 상당한 열효과가 기 되는 곳, 즉 높은 산성열수나 상당한 열수 류가 상

되는 지역도 PIA에서 제외된다.

Guideline 6 (Technical Report TR-02-18; SKB, 2002)

 다음 빙하기가 도래할 경우에도 처분지의 심도가 200-500 m 이상 유지될 수 있

어야 한다.  

Guideline 7 (개요조사지구 선정사항; NUMO, 2002)

 지난 100,000년 동안 300 m 이상 융기가 있었던 지역은 배제한다. 

  ․요구조건: 

    - 상지역과 그 인근지역은 처분시설의 안정성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활

성단층, 화산, 지각 융기 는 침강 등 지각변동을 유발하는 신기지체구조 

요소와 그 활동이력이 분포하지 않아야 한다.

4.2 기술  배경

   1. 활성단층은 가장 험하고 측하기 힘든 요소로 지역 내에 존재한다면 그 

지역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2. 한 지역에 근 한 활성단층이 활동할 때에 그 주변 지역에 damage zone

을 형성하거나 단층에서 분기되어 새로운 단층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근

한 곳도 제외되어야 한다. 활성단층의 근 지역의 단은 활성단층의 운

동특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며, 이는 세부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다.

   3. 정  지질조사를 통해서 활성단층의 운동특성을 악하여 damage zon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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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방향을 상하고 상 인 비교를 통해서 불리한 지역을 제외한다.

   4. 과거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있을 경우 지표 는 지하에 활성단층이 존재

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에도 지진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검토 

상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제4기에 화산활동이 있었던 곳은 지질이 복잡하고 측하기 힘들 뿐 아니

라, 미래의 화산활동은 지질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 화산활동의 가능

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되어야 한다.

   6. 빙하기/간빙기의 변화 주기는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장주기 (수천~수만

년)의 지구환경 변화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빙하기/간빙기의 변

화 주기는 기반암의 상승과 침강, 해수면 변동, 지역 응력장 변화, 단층 활

동, 지하수 흐름 등에 큰 향을 미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7. 빙하가 녹을 때에는 빙하에 의한 무게가 제거되면서 빠른 수직 상승 

(uplift)이 발생할 수 있다. 높은 상승율을 보이는 지역은 활성단층을 수반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반 로 매우 낮은 상승율을 보이

는 곳에서는 잠재  활성단층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며,  차후의 규

모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8.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에는 강물에 의한 침식 (erosion)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른 퇴 물 퇴 에 

의하여 침강 (subsidence)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으므로 

이에 한 정보도 요하다. 

4.3 지침(안)

  4.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제외지침 1: 처분장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거나 활성단층에 근 한 지역은 제외

한다.

   제외지침 2: 처분장 인근에 지진활동이 있었거나, 활성단층과 연계한 지진의 

발생이 상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3: 처분장과 그 인근에 제4기 화산활동이 있었거나, 앞으로 화산활

동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4: 처분장은 최근 100,000년 동안 융기율이 0.35 mm/년 이상인 지역

은 제외한다(IAEA Safety Series No. 111-G-4; NUMO(개요조

사지구 선정상의 고려사항); 조화룡(1978); 김종욱 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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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제외지침 1: 처분장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거나 활성단층에 근 한 지역은 제외

한다.

   제외지침 2: 처분장 인근에 지진활동이 있었거나, 활성단층과 연계한 지진의 

발생이 상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3: 처분장과 그 인근에 제4기 화산활동이 있었거나, 앞으로 화산활

동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4: 최근 100,000년 동안 융기율이 0.35 mm/년 이상인 지역은 제외한

다(IAEA Safety Series No. 111-G-4; NUMO(개요조사지구 선

정상의 고려사항); 조화룡(1978); 김종욱 외(2005)).

4.4 요구자료/정보

   1. 지역에 발달하는 모든 단층 의 치, 길이, 폭.

    - 기존에 활성단층이 많이 존재하는 곳은 한반도 남동부의 양산단층 와 울

산단층 임. 이 지역은 제외되어 하며, 제안부지 단계에서 정  지질조사

가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트 치조사도 실시되어야 함.

   2. 지역  소 단층 와 소규모 단층 의 통계처리 자료.

    - 제안부지 단계에서 정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

   3. 지역에 발달하는 리빈도의 통계처리 자료.

    - 제안부지 단계에서 정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

   4. 지역에 발달하는 암맥빈도의 통계처리 자료.

    - 제안부지 단계에서 정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

   5. 해안 단구의 형성연 , 고도 조사자료

    - 재 이용 불가능

5. 항목 :  풍화(Weathering)

5.1 법 근거

  ․NUMO(개요조사지구 선정상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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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1 (개요조사지구 선정사항; NUMO, 2002)

 풍화   토양의 종류와 두께에 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단, 풍화   토양

으로 덮이지 않은 신선한 암반 노두가 많이 노출된 곳이 좋으며, 특히 토양의 두

께는 10 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요구조건:

    - 처분부지에서 핵종의 이동에 향을 미치는 풍화   토양의 분포가 가

 좁고 두께는 얇아야 한다.

5.2 기술  배경

   1. 토양은 기반암 에 무산소 상태를 형성하기도 하며, 방사성 핵종을 흡수하

기도 한다. 한 토양의 두께는 기반암 내의 지하수 흐름의 경계조건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토양의 두께가 최 한 얇게 분포하여야 한다.

   2. 기반암 상부에는 풍화 가 분포하며, 풍화 의 최상부에는 토양이 분포하

게 된다. 이들 토양  풍화 는 모암의 종류, 지역의 기후와 식생에 따라 

그 분포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5.3 지침(안)

  5.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제외지침 1: 처분장 내 토양의 두께가 두꺼운 지역은 제외한다.

  5.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내 토양의 두께가 가능한 한 얇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내 풍화 의 두께가 가능한 한 얇은 지역이 선호된다.

5.4 요구자료/정보

   1. 토양의 종류, 심도 (정  토양도)

     - 재 이용 가능

   2. 모암의 종류 (지질도)

     - 재 이용 가능

   3. 식생 피복의 종류 ( 존 식생도)

      - 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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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후  분포 양상 (기후도)

      - 재 이용 가능

6. 항목 :  지형(Topography)

6.1 법 근거

  ․SKB TR-00-12; USNRC 10CFR 60.122

Guideline 1 (Technical Report TR-00-12; SKB, 2000)

 수두경사 (hydraulic gradient)를 최소화하기 하여 지형 구배가 낮은 지역을 선

호한다.

  ․요구조건:

    - 처분시설의 안정성  건설 용이성을 고려하여 지형의 구배가 낮은 지역을 

선호한다.

6.2 기술  배경

   1. 지형은 가장 기본 인 지역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암체의 분포 특성, 지하

수  지표수의 흐름 등에 한 략 인 정보를 지형에서 악할 수 있으

며, 해수면 변동이나 강수 양상의 변화와 련하여 홍수 범람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악할 수 있다. 

   2. 한 지역의 식생이나 동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 주거 등 

사회환경도 지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부지선정에 있어서 

지형 정보를 매우 세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제4기 비고화 퇴 층의 두께는 신기지체구조 는 지형변화의 이력을 지시

하는 것으로서, 비고화 퇴 층의 두께는 얇은 지역을 선호한다.

   4. 제4기 비고화 퇴 층의 분포지는 비교  최근에 형성된 활성단층 는 분

지경계단층의 존재를 암시한다. 뿐만아니라, 비고화 퇴 층은 지하수의 유

동  경계조건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 층의 두께가 얇은 지역을 선

호한다. 

6.3 지침(안)

  6.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제외지침 1: 처분장 내 지형구배가 한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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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내 지형구배가 가능한 한 완만한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에 제4기 비고화 퇴 층의 두께가 가능한 얇은 지역이 선

호된다.

6.4 요구자료/정보

   1. 수치 지형도

     - 재 이용 가능

   2. 제4기 지질도

     - 재 이용 불가능, 주요 하천 주변의 제4기 비고화 퇴 층의 분포를 략 

악할 수 있는 정보 이용 가능

■부문 : 암석역학(Rock mechanics)

7. 항목 :  역학   열  특성(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7.1 법 근거

  ․SKB TR-00-12; IAEA Safety Series No 111-G-4; USNRC 10CFR

Guideline 1 (Safety series No.111G; IAEA, 1994)

처분장의 지질계통은 처분성능 요건을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처분장으로부터 

생태계로 방사성핵종의 이동 혹은 출을 억제시키기 하여 처분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하형태, 물리   화학  특성 등 복합 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처분 부지의 지표  지하 특성은 지상 시설  지하 작업장의 최  계획의 

용과 한 채굴 기 에 따라 모든 공동의 시공을 허용하여야 한다.

  ․요구조건: 

    - 처분공의 장단기 변형이 Canister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처분공 사용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여굴(overbreak)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처분부지에서는 심각한 안정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처분공 주변의 최  온도 T는 100℃보다 작아야 한다.

7.2 기술  배경

   1. 암석의 강도는 상 부지내 터  는 처분공 주변의 안정성에 큰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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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따라서 표 인 기반암의 평균 인 강도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상 처분심도의 기 암반 응력에 비하여 매우 큰 값을 가

져야 응력에 의한 취성 괴를 유발하지 않는다.

   2. 변형계수는 터   처분공 굴착시 응력에 의한 변형정도를 좌우하는 변수

이다. 따라서 표 인 기반암의 평균 인 변형 물성 값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아야 하고, 변형계수가 높을수록 굴착으로 인한 터   처분공의 변

형이 작게 생긴다.

   3. 균열 도는 암반의 역학  물성에 좌우하는 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상

부지내 터  는 처분공 주변에 안정성문제를 크게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균열 도로 존재하여야 한다.

   4. 암반상태는 상부지내 터   처분공의 안정성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지수이다. 따라서 암석의 강도, 균열 도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는 암반분

류법(RMR, Q-system, GSI 등)을 참고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열팽창계수는 암반 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암반이 팽창하는 정도를 나타

내는 변수이다. 따라서 열팽창계수는 기반암의 평균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부지 내 암종별 계수 값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야 한다.

   6. 열 도도는 처분공에서 발생하는 열을 주변 암반으로 달하는데 향을 

주는 변수이다. 따라서 열 도도는 기반암의 평균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아야 하고, 상 처분심도에서의 비교란 온도는 일반 인 지  온도와 차

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한 지열에 지의 추출의 높은 가능성을 가진 지

역은 피해야 한다.

7.3 지침(안)

  7.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해당없음

  7.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우리나라 표  기반암의 평균 인 강도 값을 가

지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한 우리나라 표 인 기반암의 평균 인 

변형 물성 값을 가지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 모암은 처분시설의 안정성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균열

도가 가능한 한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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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지침 4: 처분장 모암은 처분시설의 안정성문제를 크게 유발하지 않을 정

도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5: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한 낮은 열팽창 계수의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6: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한 낮은 열 도도를 갖는 지역이 선호된다.

7.4 요구자료/정보

   1. 신선암의 역학  물성 (일축압축강도, 인장강도, 포아송비, 변형계수 등)

   2. 불연속면의 역학  물성 (수직  단강성, 단강도  잔류강도 등)  

기하학  특성(방향, 길이, 도 등)

   3. 지하수의 상태, RQD, 기응력 값, 터   처분공의 방향

   4. 기반암의 비열, 열팽창계수, 열 도도  암반 내 온도

8. 항목 :   기 암반 응력(Initial rock stress)

8.1 법 근거

  ․SKB TR-00-12; IAEA Safety Series No 111-G-4; USNRC 10CFR

Guideline 1 (Safety series No.111-G-4; IAEA, 1994)

처분장의 지질계통은 처분성능 요건을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처분장으로부터 

생태계로 방사성핵종의 이동 혹은 출을 억제시키기 하여 처분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하형태, 물리   화학  특성 등 복합 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처분 부지의 지표  지하 특성은 지상 시설  지하 작업장의 최  계획의 

용과 한 채굴 기 에 따라 모든 공동의 시공을 허용하여야 한다.

  ․요구조건: 

    - 과도한 스폴링(spalling) 는 다른 과도한 여굴(overbreak)이 처분 부지내 

많은 역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8.2 기술  배경

   1. 기 암반 응력은 지하 처분장의 역학  단기  장기 안정성에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계획된 처분심도에서의 기 암반 응력은 한국의 표 인 

기반암의 평균값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일반 으로 유리하다. 

한 최 와 최소주응력의 비가 클 경우 굴착으로 야기된 유도응력에 의하여 

터  주변에서  괴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정수압 상태에 가까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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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안정하다.

8.3 지침(안)

  8.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해당없음

  8.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처분시설의 안정성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응력 크기와 응력비를 가지는 지역이 선호된다.

8.4 요구자료/정보

1. 기 암반 응력의 크기, 방향

2. 최 와 최소주응력의 비율

■부문 : 수리지질  지구화학(Hydrogeology and Geochemistry)

9. 항목 :   수리지질(Hydrogeology)

9.1 법 근거

  ․IAEA Safety Series No 111-G-4; USNRC 10CFR 60.122; SKB TR-00-12

Guideline 1 (Safety series No.111G; IAEA, 1994)

수리지질학  특성과 지질환경의 구성은 처분장 내 지하수 흐름을 제한하는 경

향을 가져야 하며 요구되는 시간동안 폐기물을 안 하게 격리할 수 있어야 한

다.

  ․요구조건:

     - 역 /지역 으로 주 단열 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 근처에는 처분터

의 치를 피해야함. 단, 투수도가 주변지역의 암반으로부터 편향되지 않

을 경우에는 외일 수 있음

     - 처분장 격리암반의 수리 도도는 낮을 수 록 유리함. 수리지질  지구화

학 function 체에 한 통합분석이 필요함

     - 지하수 모델링에 필요한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가 축 되어져야 함

     - 법의 보호가 용되는 지역은 제외되어야 함

9.2 기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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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 / 역 인 수문지질단 에 한 수리지질학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

며, 특히 수층과 비 수층에 한 자세한 특성화  확인이 요구된다.

   2. 제안지역의 격리암반 특성은 신선하고 균질할 수 록 좋다. 스웨덴의 경우  

 K<10
-8
m/s 이 선호되며(Technical Report, TR-00-12), 이와 같은 낮은 

수리 도는 방사성핵종의 이동에 지연역할을 한다. 단열 가 발달되어 있

는 처분장의 구성암석은 제외되어야 한다.

   3. 제안지역의 투수량계수 역시 작을 수 록 좋다. 스웨덴의 기술보고서

(TR-00-12)에 따르면 TR는 10
-5
m
2
/s 이하인 수리지질환경조건을 만족해

야 한다.

   4. 수두경사는 지하수 유동을 지배한다. 제안지역의 수리경사도는 처분장을 

기 으로 해서 1% 이하를 선호한다. 그러나 비록 수두경사가 작다고 할지

라고 다른 평가 요소에 큰 향을 항상 미치는 것은 아니다.

   5. 지하수 유동의 기작에 한 평가뿐만 아니라 유동방향  유속에 한 분

석은 방사성핵종 출이 지하수 유동과 매우 한 계가 있음에 따라 

처분장의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 매우 요한 인자이다. 제안지역은 처분장

에서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지하수 유동 거리가 매우 길고 유속이 느린 

곳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6. 제안지역의 가스이동특성은 격리암반 역의 수리지질학  특성과 한 

계가 있는데, 특히 균열 의 크기, 연결성 등에 의해 제어된다.

   7. 제안지역의 구성암체는 확산 깊이가 암반내로 수 cm 이하의 특성을 갖는 

수리지질학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8. 방사성 핵종 출에 한 측은 모델링에 의해 모사 될 수 있다. 모델링

에 필요한 입력자료는 다양하지만 특히 방사성핵종 이동 모사를 지배하는 

요인으로서 지하수 유속  지연특성을 들 수 있다.

   9. 부지선정의 안 요건 평가에 요한 요소로서 장기 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의 진화양상과 지하수체의 안정성이 측되어져야 한다. 이

와 같은 측을 하여 과거의 지하수체 진화를 분석하고 고수리지질학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지하수체의 종류를 분석하기 해서는 

지하수체간의 안정성, 체류시간, 혼합정도가 악되어야 한다.

   10. 제안지역과 주변지역의 지하수 유동 경로와 오래기간동안 유동경로의 변

화특성을 악하여야 한다.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지표까지 발달되어 있

는 지하수 유동경로를 통해 빠르거나 느린 속도로 유동하는 지하수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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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부는 제안지역에 한  합성의 지시자로 이용된다.

9.3 지침(안)

  9.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해당없음

  9.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수문지질 단 가 가능한 한 단순하고, 수층  

피압층이 발달하지 않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수리 도도가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투수량 계수가 작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수두경사가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5: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지하수의 유속이 느리고, 배출지역까지

의 유동거리가 먼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6: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균열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아 가스 

이동이 제약된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7: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확산 속도가 느린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8: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안정성, 체류시간, 혼합특성의 지하수체

의 종류가 악된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9: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지하수 유동경로가 단순한 지역이 선호

된다.

    

9.4 요구자료/정보

   1. 제안부지  후보부지의 지하수 분포  유동 특성을 해석하기 한 지표

지질조사 자료(선구조분석, 암석과 충 층이 분포, 암종별 분포  특성, 

지질구조 발달상태 등)

   2. 수문지질도 작성, 지하지질구조 도출, 쇄  공간  분포 악 등을 한 

지표물리탐사자료  

   3. 제안부지  후보부지를 구성하고 있는 수문지질단 와 수리지질학  특성을 

보여  수 있는 역/정  수문지질도

   4. 지역 / 역 인 수문지질단 들의 지하수 함양과 배출 특성( 치  물수지)

   5. 제안부지  후보부지 내 수문지질단  분석자료물-암석 상호작용 자료

   6. 제안부지  후보부지 주변의 다양한 지하수체에 한 수리화학  분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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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동 원소 자료

   7. 제안부지  후보부지의 구성암석에 한 물분포자료  수리특성자료

10. 항목 :   지구화학(Geochemistry)

10.1 법 근거

  ․IAEA Safety Series No 111-G-4; USNRC 10CFR 60.122; SKB TR-00-12; 

원자력법 시행령; 자연재해 책법

Guideline 1 (Safety series No.111G; IAEA, 1994):

처분장의 지구화학  특성은 높은 pH(6-10), 낮은 Eh(무산소, Fe(II), sulfide 함

유 지하수), 낮은 용존성분(TDS<100g/l, DOC<20mg/l, colloids<0.5mg/l, 낮은 

암모늄 함유, Ca
2+
+Mg

2+
>4mg/l)  오래된 연령의 지하수 등 핵종의 출이 발

생하지 않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

  ․요구조건:

    - 지질  지하수의 지구화학  특성은 처분시설로부터 인근 환경으로 핵종의 

출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가져야 함

10.2 기술  배경

   1. 지하수의 pH는 용존 화학성분뿐만 아니라 방사성 핵종의 거동에 인 

향을 미친다. 처분장을 기 으로 혼합되지 않은 지하수의 수소이온농도는 

6-10범 에 있어야 한다. 특히, 3단계에서는 -100m 이하에 있는 지하수는 

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2. 산화환원조건은 방사성 핵종의 용해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반

으로 환원조건에서는 핵종의 용해도가 낮아 핵종이동을 감시킨다. 제

안지역은 처분장을 기 으로 용존산소가 없어야 하는데, 지하수 내 용존산

소는 canister의 부식, fuel dissolution, solubility, buffer와 모암의 sorption 

properties에 향을 다. 보통 용존산소는 토양 (soil zone)에서 소모되므로 

부분의 처분장 심도에서의 지하수는 용존산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

만 리(fracture)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용존산소를 포함한 지하수가 도달

할 수 있다. 이는 산화환원 가 음의 값을 나타내고 Fe(II) 이온과 황화

물이 존재함으로 알 수 있다. 특히 3단계에서는 최소한 Eh, Fe2+, HS- 의 

하나는 만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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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하수내 용존되어 있는 이온들의 함량은 핵종의 거동에 향을 미친다. 

제안지역의 총용존고형물총량은 100mg/l 이하를 만족해야한다(SKB 

Technical Report, TR-00-12). 2단계에서는 기 이 요구되지 않으며, 처분

장에 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 지하수인 경우 기 치 이상도 허가될 수 있다.

   4. 지하수의 동 원소 분석은 지하수의 기원, 이동  체류시간을 제공한다. 

제안지역에서 지하수의 동 원소 함량은 H-3와 C-14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5. 제안지역 지하수내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은 dissolved organic carbon으

로 나타내는데 함량은 20mg/l 이하를 선호한다. 그 외에 콜로이드 함량은 

0.5mg/l 이하, 낮은 암모늄함량, [Ca
2+
]+[Mg

2+
]가 4mg/l 이하, 라돈(Rn)과 

라듐(Ra) 함량이 낮은 지하수를 선호한다(SKB Technical Report, 

TR-00-12).

   6. 지하수연령 측정은 일반 으로 H-3, C-14, Cl-36 등의 동 원소로 측정을 

한다. 제안지역 지하수는 오래된 연령(백만년 이상)을 선호한다.

   7. 처분심도 내 지하수의 용존산소가 없음을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할 때, 암석 

내의 Fe(II)  sulphide minerals인 황철석과 흑운모 등의 물 연구를 통해 

redox potential을 규명하여야 한다. 

10.3 지침(안)

  10.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해당없음

  10.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은 가능한 한 수소이온농도가 6-10의 범 에 분포하는 지

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은 용존 산소가 없는 지역(낮은 Eh  Fe
2+
, HS

- 
존재)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은 가능한 한 용존고형물총량이 낮은 지역(TDS<100g/l)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수는 가능한 한 동 원소  H-3과 

C-14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5: 처분장 지역은 일반 으로 용존 화학성분의 함량이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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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지침 6: 처분장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수의 연령은 가능한 한 오래된 지역

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7: 처분장 지역은 암석이 물상평형학 으로 환원상태인 지역이 선

호된다. 

10.4 요구자료/정보

   1. 제안지역내  주변지역의 지표수  지하수의 수리화학  분석 자료

   2. 제안지역 구성암석의 지구화학  분석자료(열역학 분석자료, 물-암석 상호

작용 자료)

   3. 제안지역의 기상자료  토양수분 함량 분석 자료

   4. 암석의 구성 물, 물의 화학성분, 물 공생 계

   5. 물 상평형

■부문 : 기상  자연재해(Meteorology and Natural Hazards)

11. 항목 :  기상(Meteorology)

11.1 법 근거

  ․IAEA Safety Series No 111-G-3.1; DOW/LLW-64T; 자연재해 책법

Guideline 1 (Safety series No.111G-3.1; IAEA, 1994):

처분장의 기상은 처분시설의 설계, 인허가  운 에 있어 상치 않은 극단의 

기상조건 향을 히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되어야 한다.

Guideline 2 (DOE/LLW-64T; USDOE, 1987):

강우량 는 강우강도가 처분시설 는 지표수 배수구조물에 피해를  수 있

을 정도로 많은 지역은 피해야 한다. 기상조건이 한 mass wasting, 침식, 

slumping, 산사태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피해야 한다.

  ․요구조건:

    - 기상의 변화가 연평균 기상조건과 큰 차이가 없으며, 연평균 강우는 연평균 

증발산 가능량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11.2 기술  배경

   1. 강우는 지하로 침투되거나 지표를 따라 유출되는데, 지하로 침투되는 강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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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설치된 처분시설에 부정  향을  수 있다. 한, 강우강도가 클 

경우 지상에 설치된 처분시설의 운 성  안정성에 향을 미치므로, 강

우강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2. 태풍은 지상에 설치된 처분시설의 안정성에 치명  향을  수 있으므

로, 한반도를 심으로 한 태풍의 이동경로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이동경

로와 그 향권에서 최 한 멀리 치한 지역을 추천한다.

11.3 지침(안)

  11.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해당없음

  11.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한반도 연평균  강우량보다 작은 

강우량을 가지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일 강우강도가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 지역은 한반도  인근지역의 태풍 경로에서 최 한 원거

리의 지역이 선호된다.

11.4 요구자료/정보

   1. 한반도  인근지역 기상자료

     - 기상청 자료를 통해 재 이용 가능함

12. 항목 :  자연재해(Natural Hazards)

12.1 법 근거

  ․IAEA Safety Series No 111-G-3.1; USNRC 10 CFR 61.50; U.S. 

DOE/LLW-64T; 자연재해 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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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1 (Safety series No.111G-3.1; IAEA, 1994):

처분장 지역은 홍수, 산사태 는 침식 등이 처분 시스템의 안 요구사항을 충

족시키는데 향을  수 있을 정도의 빈도 혹은 강도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Guideline 2 (USNRC 10CFR 61.50; DOE/LLW-64T; USDOE, 1987):

처분장 지역은 mass wasting, 침식, slumping, 산사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Guideline 3 (USNRC 10CFR 61.50; DOE/LLW-64T; USDOE, 1987):

처분시설에 피해를  수 있을 정도의 홍수 속도를 가지는 지역은 처분장으로

서 합하지 않다. 계 으로 지하수 가 상승함을 암시하는 지역은 피해야 한

다. 100년 빈도의 범람원과 경사의 자연사면도 피해야 한다.

  ․요구조건:

     -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처분시설이 심각한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12.2 기술  배경

   1. 산사태와 사면붕괴는 지상에 설치된 처분시설의 운 성  안정성에 요

한 향을 미치므로, 산사태 발생가능성 측  사면안정성 수치해석을 

통해 발생가능성이 최 한 낮은 지역을 선호하다.

   2. 홍수범람은 지상에 설치된 처분시설의 안정성과 운 성 뿐만 아니라, 일부 

지하 처분시설에도 요한 향을  수 있으므로, 과거 홍수범람이 발생

하지 않은 지역을 선호한다.

12.3 지침(안)

  12.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제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과거 홍수범람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은 제외

한다.

  12.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산사태  사면붕괴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 선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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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호지침 2: 처분장 지역은 과거 홍수범람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선호된다.

12.4 요구자료/정보

   1. 산사태 측지도, 사면안정성 해석 결과

     - 국에 한 자료는 재 확보할 수 없으나, 상지역에 한 해석은 가능

   2. 한반도 홍수이력, 홍수 측지도

     - 국에 한 자료는 재 확보할 수 없으나, 상지역에 한 해석은 가능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3820/2009

    제목 / 부제  처분장 후보부지 평가 기본방안 구축 (1)

연구책임자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 자)

고 용 권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

연 구 자  부 서 명 배  석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

김 경 수 (          〃          )

김 건  (          〃          )

류 지 훈 (          〃          )

박 경 우 (          〃          )

지 성 훈 (          〃          )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09. 8

 페 이 지   127 p.     도  표  있음(○), 없음(   )   크  기 21×29.7cm

 참고사항  원자력 장기과제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비 여부 외비(   ), __ 비

 연구 탁기    계약  번호

 록 (15-20 내외)

국내의 지질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  방사성폐기물 후보부지의 선정을 

한 평가시스템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체계 인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방안을 구축하

으며, 처분장 후보부지를 선정하기 한 여러 항목  지질학  측면의 평가 요인과 지

침을 종합 으로 도출하고 제안하 다. 지질학  평가요인과 지침은 나라마다 고유의 지

질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 으로 용하기 곤란하므로, 국내의 지질특성에 기반

을 둔 평가 지침을 도출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질특성과 환경

을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질학  평가요인과 지침을 개발하 다. 연구 결과는 후보부

지 선정을 한 지질학  평가시스템의 기술 지침을 제공하고, 후보부지 평가를 한 지

질학  인자  선정방안을 수립하며,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체계를 개

발하는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국내의 지질특성, 후보부지 선정 평가시스템, 지질학  평가요인, 

지질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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