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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KURT 주변 지역에 한 부지특성모델  지질모델 (Version 1)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분을 고려함에 있어, 처분 역의 지질 환경에 한 

부지 특성 연구는 필수 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처분 역의 지질 환경은 

지층 처분장의 건설 안 성 뿐 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안 성에 한 

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질 환경은 처분 역에 한 암석  물 등

의 지질, 처분 역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과 수리지질 특성 등의 

다양한 부지 특성 자료를 포함하는데, 이 에서도 특히 처분 역의 지질구조  

특성이 부지 고유의 지질 환경 특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주요한 기본 자료가 된

다. 이는 처분 역에 존재하는 단열 나 단층 의 지질 구조가 지하수의 흐름을 

좌우하여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수리지질특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인자가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련된 연구에서 항상 연구 지역에 한 지질 

구조 모델 (지질 모델)을 우선 으로 도출해야 하며, 지질 모델을 기 으로 다양

한 장 조사를 수행하여 수리지질 모델, 지화학 모델  지질 역학 모델 등의 

부지특성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  과정을 부지특성화 과정

이라고 정의하며, 부지특성화 과정은 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분을 연구하거나, 

처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 인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 은 199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질 특성 연구 

에서 지표 조사와 KURT 주변 지역에 굴착된 시추공 지질자료를 이용하여, 연

구지역에 한 첫 번째 지질모델을 제시하는데에 있으며, 이 지질모델을 활용하

여 향후 수리지질모델, 지화학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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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조사를 이용한 지질구조 분석

     - 국지 역의 선구조 분석

     - 부지 역의 선구조 분석

     - 부지 역의 지구물리탐사 분석

○ 시추공 조사를 이용한 지질구조 분석

     - 단열  도출

     - 단열 의 방향성 도출

     - 단열 의 분류

○ 지질모델 작성

     - 연구지역의 지질모델 요소 구분

     - 연구지역의 지질모델 도출

Ⅳ. 연구개발결과 

 ○ 지표 조사를 이용한 지질구조 분석

   - 국지규모의 수치 지형도의 지형 구배 이용하여 총 88개의 선구조를 

도출하 음. 도출된 선구조는 남북 방향의 주향이 주를 이루었고, 북

서 방향의 선구조가 2차 선구조 그룹을 형성하 음. 

   - 국지규모의 수치 지형을 활용한 도면 분석을 이용하여 65개의 

선구조를 도출하 으며, 지형 구배를 활용하여 도출된 선구조의 주 

방향과 일치하 으며, 동서 방향의 선구조가 2차 그룹을 형성하 음.

   - 국지규모의 역에서 도출된 선구조의 길이는 일반 인 수정규분

포 보 음.

   - 부지규모의 역에서 총 14개의 선구조가 도출되었으며, 주 방향은 

남북방향으로 이루어짐.

   - 지표지구물리탐사에서 9개의 지구물리이상 가 도출됨

 ○ 시추공 조사를 이용한 지질구조 분석

   - 시추공에서 시추공 음 주사검층 (Borehole televiewer)을 활용하여 

단열을 구분하 으며, 이 단열의 빈도 분석 결과 5ea/m 이상의 

빈도를 갖는 역을 단열 로 정의함



- III -

   - 체 시추공의 단열을 스테 오네트에 도시한 결과, 연구지역의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은 총 4개의 그룹으로 방향성을 구분할 

수 있음

   - 단열 의 크기를 SKB의 기 을 인용하여 구분함

 ○ 지질모델 작성

   - 연구 지역을 구성하는 지질모델의 요소로서 상부 토양   풍화 , 

상부 경사 단열 , 심부 역의 단열 , 하부 기반암으로 구분함

   - 상부 토양   풍화 는 시추공 코아 분석, 지구물리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출하 으며, 10～20m의 깊이를 갖고 분포하고 있음

   - 연구지역의 단열 를 도출하기 해 단열 의 분류 기 을 

이용하여 각 시추공에서 단열 를 도출한 결과, 지표 근처에서 

도출된 단열 는 공통 으로 30도 이내의 경사를 갖는 단열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지질모델의 한 요소로서 삽입

   - 각 시추공별로 단열자료를 분석하여 단열 의 정의에 기 하여 

시추공별 단열 를 구분하 음

   - 시추공별로 구분된 단열 , 지표지구물리탐사결과, 선구조 분석 

결과, 시추공 코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지역의 지질모델 

(version 1)을 구축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에서 부지특성모델 구축의 기본 

모델로서 지질모델을 도출

   ○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부지 선정에 한 지침 제공 

   ○  방사성 처분 부지의 효율  안정성 평가를 한 지질모델 

구축에 기여

   ○ 과학 /체계  연구결과를 토 로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부지 

선정  안 성에 한 국민 불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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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Construction of geological model (version 1) around KURT area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40% of total electric supply in Korea is from the atomic energy. As 

increased the electric power generation from atomic energy, the amount of 

radioactive waste would be increased simultaneously. At present, the 

radioactive waste was stored at the atomic power plant. 

Generally, a radioactive waste from atomic power generation should be 

disposed at its produced country. And, the geologic repository is 

recommended as a disposal method of radioactive waste. Recently,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was selected to 

Gyeong-Ju.

As a consideration of geologic disposal, it is necessary that the site 

specific study on the geological environment was carried out around disposal 

site. It is caused that geological environments are an important factors on a 

construction of repository and disposal safety of radioactive waste. The 

geologic environments include the petrology, meneralogy, geo-chemical and 

hydro-geological properties of groundwater. Especially, the geo-structures 

near a repository area is considered as a basic function, which explain the 

site specific geological environment. Because the geo-structural fracture zones 

and faults can be a water permeable features, the groundwater flow and 

geo-chemistry of groundwater  in deep environment are governed by water 

permeable structures. Therefore, the geological model should be firstly 

constructed in site characterzation program. A hydrogeological model and 

geochemical model are followed by a geolog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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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ite characterizaion around research site i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the several geological investigations were carried out since 

1997. Especially, the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was 

constructed to understand the deep geological environments in 2006. At 

recent, the deep boreholes, which have 500m depth inside the KURT and 

1,000m depth outside the KURT, were drilled around the KURT to confirm 

the geological model.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onstruct the 1st version of geological 

model around KURT area based on the surface geological investigation and 

borehole investigation beside recent drilled borehole (DB-01, DB-02). And, the 

1st version of geological model will be supported to construct the 

hydrogeological model and geochemical model.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Analysis of geological structures using surface investigation

     - Lineament analysis in a local scale model

     - Lineament analysis in a site scale model

     - Analysis of geophysical survey in a site scale model

○ Analysis of geological structures using borehole investigation

     - Fracture zone analysis

     - Fracture zone orientation analysis

     - Classification of fracture zone

○ Construction of geological model 

Ⅳ. Result of Project

○ Analysis of geological structures using surface investigation

     - Total 88 lineament structures were obtained from topotraphic map in 

local scale area. The orientation of lineaments have two patterns; the 

first one is NS trend and the second one is NW trend lineaments.

     - Total 65 lineament structures were obtained from summit level map in 

local scale area. The orientation of lineaments have two patter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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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ne is NS trend and the second one is EW trend lineaments.

     - The length of lineaments in a local scale have a tendency with 

log-normal distribution.

     - Total 14 lineament structures were obtained from topotgraphic map in 

site scale area. The main orientation of site scale lineaments is a NS 

trend, which is similar to orientation of local scale lineaments..

     - Total 9 geophysical anomalys were obtained in study area.

○ Analysis of geological structures using borehole investigation

     - The fractures in each borehole were identified using the borehole 

acoustic televiewer. The fracture zone were defined using the fracture 

frequency analysis. 

     - As the fractures were plotted into Stereonet diagram, the fracture 

orientation classified into 4 groups, which are NS, NW, EW, Low 

angle fracture zone.

     - The width of fracture zone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SKB's 

crieteria. 

○ Construction of geological model

     - The elements of geological model were composed of an upper 

weathering zone, upper low angle fracture zone, fracture zones and 

bedrock.

     - The upper weathering zone is obtained from borehole core analysis, 

surface geophysical surveys and its depth is about 10～20m below the 

surface.

     - From the orientation analysis of fracture zones, there is a low angle 

fracture zone in upper part of bedrock. The dip angle of low angle 

fractures is under 30°.

     - The fracture zones in bedrock were obtained based on a site specific 

definition of fracture zone around KURT area.

     - The first version of geological model is constructed using the surface 

and borehole investigations around KUR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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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Construction of geological model as a basic model for site 

characterization program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 Korea. 

○ The support of standard to select the candidate site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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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재 력 수 량의 약 40%를 원자력 발 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8년 재 20기의 원자로가 고리, 월성, 울진에서 90% 운  효율을 갖고 

력 발 을 하고 있다 (http://www.khnp.co.kr).

원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그 형태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의 세 가지로 나

 수 있는데, 이  기체 폐기물은 일단 폐 탱크에 장한 후 방사능 기 치 

이하로 떨어지면 고성능 필터를 거쳐 기로 내보내게 된다. 액체 폐기물은 장

조에 모았다가 증발 장치를 이용해 깨끗한 물과 꺼기로 분류한 후 물은 재사

용하고, 꺼기는 안정된 고화체로 만들어 철제 드럼에 넣어 해 장하고 있

으며, 고체폐기물은 압축하여 철제드럼에 넣어 한 상태로 발 소 내 장고

에 장한다. 상기의 처리 과정에 따라 하게 처리된 방사성폐기물은 재 원

부지 내 임시 장고에 안 하게 장되어 있지만 최종 으로는 특정한 장소에 

구 으로 처분 되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이란 향후 수거물을 다시 끄

집어내지 않도록 특정한 장소에 방사성폐기물을 일정하게 두는 것을 말하며, 인

간과 자연생태계로부터 구히 격리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은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된 국가에서 자국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처분 방식으로 우주처분, 해양처분, 극지역 처분 등 다양한 처분 방식이 

제시되었지만 그 에서 지층 처분이 처분 안 성을 고려할 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가장 합한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그동안 원자력발

소 내에 간 장을 해 온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한 지층 처분장 

부지로 경주시 양북면으로 선정하 으며, 이 지역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분장 (월성 환경 리센터)를 건설 에 있다 (http://www.krmc.or.kr).

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분을 해 처분 역에 한 지질 환경의 이해는 반드

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층 처분장의 건설 안 성 뿐 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의 처분 안 성에 처분 역의 지질 환경이 한 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지질 환경은 처분 역에 한 암석  물 등의 지질, 처분 역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과 수리지질 특성 등의 다양한 부지 특성 자료를 

포함하는데, 이 에서도 특히 처분 역의 지질구조  특성이 부지 고유의 지질 

환경 특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주요한 기본 자료가 된다. 이는 처분 역에 존재

하는 단열 나 단층 의 지질 구조가 지하수의 흐름을 좌우하여 지하수의 지화

학 특성  수리지질특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인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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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서의 방사선  안 성 확보의 최종 목표는 인간 생활권

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로 핵종 출을 쇄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며, 이 

같은 목표는 기술 인 측면에서 자연 방벽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

고, 이 때 지하매질로서의 암반은 자연방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불투수성인 암반의 매질 (rock matrix)과는 달리 암반에 분포하는 

단열 (fractures) 는 단열  (fracture zones)는 지하수 유동로로서의 잠재성을 

지니게 되고, 따라서 핵종은 처분장으로부터 지하수를 따라 이동되어 인간생활권

으로 도달하게 되므로 방사선  안 성평가  지하수에 의한 출이 가장 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련된 연구에서 항상 연구 지역에 한 지질 

구조 모델 (지질 모델)을 우선 으로 도출해야 하며, 지질 모델을 기 으로 다양

한 장 조사를 수행하여 수리지질 모델, 지화학 모델  지질 역학 모델 등의 

부지특성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단계  과정을 부지특성화 과정

이라고 정의하며, 부지특성화 과정은 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분을 연구하거나, 

처분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 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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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부지특성조사는 지상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 공동을 건설하여 부지를 직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 에 수행해야 하는 지질 환경 조사로 정의할 수 있다. 

재 도로 터   석유 장탱크, 지하유류/가스 비축기지 등의 지하 공간의 활

용이 늘어남에 따라 부지 특성 조사의 요성은 그 안 성 평가 차원에서 확

되고 있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분과 련하여 정확한 지하 환경에 

한 이해는 처분장의 건설 안 성  처분 안 성의 제고를 해서 부지 특성조

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지상 혹은 지하 시설물의 건설  

부지특성 조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건설 에서도 추가 조

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좀 더 정확한 부지의 지질환경에 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부지 특성조사가 지상 혹은 지하 시설물의 건설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부분 인 조사만을 수행하는 등 이에 한 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부지특성조사 기술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부 

환경을 이해하기 하여 1997년부터 지 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 지역을 고

폐기물처분을 한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질 련 연구를 수행

해왔다. 특히, 2002년에는 고 폐기물의 처분 상 심도의 시추공 (지하 500m)

을 굴착하 으며, 2006년에는 지하처분연구터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그림 1)을 공하여 연구지역의 지질환경을 규명하기 해서 노

력하고 있다 (KAERI/TR-2969/2005, KAERI/TR-2751-2004,). 재, KURT의 연

구 module에서 500m 길이의 시추공을 굴착하 으며, KURT에서 약 200m 남쪽

으로 이격된 치에서 1,000m의 장심도 시추공을 굴착하여 부지특성 연구를 수

행 에 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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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URT 1 단계 시설 이아웃 

<그림 2> KURT 주변 장심도 시추공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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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 지역  방법

1. 연구지역

가. 연구지역의 지형  지질

연구 지역은  유성지역에 해당한다. 유성지역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50 

km 지 에 치하며 강을 경계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경을 이루고 있

다. 연구 지역의 서쪽으로는 가장 고지 인 계룡산이 존재하고 계룡산 기를 능

선으로 공주시와 하며, 갑천이 서남쪽에서 북동쪽으로 흐른다.  유성지역은 경

기변성암 복합체 내에 치하며 주로 선캠 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생 의 심성

암과 맥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선캠 리아기의 변성암류는 흑운모 편마

암  편암으로 나 어지며 이들은 시추 지 의 북서부에 주로 분포한다. 연구지

역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심성암류는 크게 시  미상의 편상화강암과 연구지역 

범 에 걸쳐 범 하게 분포하는 복운모화강암으로 나뉘어 지는데, 복운모 화

강암이 편상화강암을 입하고 있다. 도폭에서는 편상화강암을 쥬라기의 편

마상 화강암으로 기재하 고, 복운모화강암과는 동일 마그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재하 다 (이상만 외, 1980). 이들은 립질로서 편리의 방향이 주변의 변성퇴

암류의 편리방향과 일치한다. 한 연구지역 외곽부에는 생  심성암류가 시

미상의 변성퇴 암류를 입하고 있다 (박희인 외, 1977). 이 밖에 맥암류와 석

반암이 연구 지역 반에 걸쳐 이들을 입하고 있다. 석 반암은 연구지역 동

남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복운모화강암과는 상호 이  계를 보인다. 맥암류는 

주로 산성암맥으로 석 반암과 함께 주로 NS 내지 N10 ̊W의 입 방향을 보이

며, 정지곤 외(1997)는 이 암맥류들이 유성온천지역의 온천수를 가열시킨 열원과 

하게 련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 다. 한 EW 상 단층선과  N40 ̊W의 
상 단층선이 온천공 집 지역의 서측에서 교차하고 있으며 (그림 3), 갑천, 건

천, 유성천, 지족천 등의 수계 한 단층  리 와 히 연 되어 발달해 

있고 (정지곤 외, 1997), 4기 충 층이 수계를 따라 3～11 m의 두께를 보이면서 

매우 범 하게 분포하고 있다(그림 3,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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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KURT 치  지질분포도

나.  연구지역의 규모 정의

일반 으로 지하수의 유동 양상에 근거하여 수리지질의 모델 역을 역, 국지, 

부지, 암반블록으로 규모별 분류를 할 수 있다. 역 규모의 모델은 수백 km2의 

크기로 국지규모의 지하수 유동에 한 경계  경계조건을 제시하기 한 역

이며, 국지규모의 모델은 심이 되는 지하수 유동 시스템의 배출 역과 함양

역을 포함하는 역으로 국지 규모의 지하수유동에 한 이해를 한 역이다. 

부지 규모의 역은 국지 규모의 한 부분으로 보다 상세한 수리지질 상과 지

하수 유동 양상을 이해하기 한 역이며, 블록 규모는 부지 규모의 한 부분으

로 가장 상세한 수리지질 상을 이해하여 부지 규모에 한 자료를 제시하기 

한 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규모별 수리지질 모델의 목   일반 인 공간

 규모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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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규모별 수리지질모델의 목   공간 규모

본 연구에서는 국지 규모 역과 부지 규모의 역을 이용하 다. 국지 규모의 

역을 설정하기 하여 역 규모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통해 연구지역의 무

유량 경계의 역을 이용하 으며, 부지 규모는 국지 규모의 한 부분으로 연구지

역에 한 상세 장 조사가 수행되었던 부분을 포함하여 구성하 다. 

<그림 4> 연구지역의 규모 정의

다. 조사용 시추공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심부지질환경 특성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원자

력연구소내 부지에 14개의 시추공을 굴착하 다. 시추공의 치  굴착심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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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BH와 YS, KP, TB 정군   DB 정으로 분류하 는데, BH 정군

(BH-2, BH-3, BH-4, BH-5, BH-6)은 천부 지하수의 수리특성 조사를 해 지

하 100m 이내의 깊이로 굴착되었고, YS 정군(YS-1, YS-2, YS-2-1, YS-2-2, 

YS-3, YS-4, YS-5, YS-6, YS-7)은 심부 지질 특성  심부 지하수의 수리특성 

조사를 해 지하 200m～500m의 깊이로 굴착되었다. KP 정군은 2006년 한국

원자력연구원내 건설된 KURT를 하여 KURT의 입구에 수직 방향으로 KP-02, 

KURT와 나란한 방향으로 KP-01시추공을 굴착하 으며, KURT내부에 단심도 

TB 정군(20m-50m)을, 장심도 시추공인 DB-01을 2008년 에 시추하 다(그림

2, 그림 5). 

이들 시추공에서 시간별 지하수   지하수 화학특성 자료를 측하고 있으며, 

각 시추공에서 다양한 장 수리시험이 수행되었고, 재에도 수행 에 있다. 특

히, YS-1, YS-4, YS-7 시추공에는 Multi packer system (Westbay Co.)을 설치

하여 구간별 수두압력 변화  지하수 화학특성 변화를 지속 으로 측하고 있

다 (표 2) (박경우 외, 2005). 

본 연구는 KURT 주변 지역의 시추공을 상으로 수행하 으며, 에서 나열한 

시추공 자료  시추공 텔 뷰어 자료가 확보된 9개의 시추공을 상으로 수행

한 결과이다. 

<그림 5> 연구지역의 시추공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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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연구용 시추공 제원

X cord. Y cord. Length
Elevation

(EL.m)
Size Inclination

YS-6 232538 324396 500 94 NX(3") 145/85

YS-4 232589 324401 350 91 NX(3") Vertical

YS-1 232658 324462 500 82 NX(3") Vertical

YS-2 232664 324474 200 81 NX(3") Vertical

YS-3 232674 324472 300 81 NX(3") Vertical

YS-5 232827 324529 210 80.5 NX(3") 28/85

YS-7 233018 324681 400 56 NX(3") 330/85

KP-1 232535 324898 250 120 NX(3")

KP-2 232539 324892 160 120 NX(3")

2. 연구방법

 

가. 상부 토양층  풍화  확인

KURT 주변 지역의 상부 토양층  풍화 에 한 깊이는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  시추공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지표 지구물리탐사는 KURT 

주변 지역의 상부 풍화   심부의 단층  단열 를 측하기 한 목 으로 

기 비 항 탐사와 탄성  탐사를 수행하 으며 (그림 6), 탐사 결과 자료의 이

상 를 구분하여 상부 토양층과 풍화 를 포함하는 깊이를 측하 다. 시추공 

조사는 시추 코아 조사, 시추공 상부의 텔 뷰어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시추공별 

상부 토양층  풍화 를 측하 다 (그림 7). 

  

<그림 6> KURT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지표물리탐사 결과



- 10 -

<그림 7> KURT 주변 지역의 시추공 코아분석  텔 뷰어 검층 결과

나. 기반암  단열  확인

KURT 주변 지역에 한 기반암에 한 단열   단층을 분석하기 하여 2 

단계 해석 과정으로 수행하 다. 먼 , 지표 조사의 일환으로 KURT 주변 지역

의 선구조 분석  지표지구물리 탐사 결과를 분석하 다. 선구조 분석과 지표지

구물리탐사 결과를 활용하여 KURT 주변 지역의 개념  지질 구조를 이해하고, 

상되는 단열   단층과 그 방향성을 측하 다. 그리고, 시추공 단열 조사

를 수행하 는데, 시추공 단열 조사는 시추공 텔 뷰어 결과를 이용하여 단열에 

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 에 한 정의를 하

으며 시추공별로 존재하는 단열 를 분류하여 그 크기  방향성을 분석하 다. 

최종 으로 지표 조사  시추공 조사를 종합하여 KURT 주변 지역의 지질 모

델을 구성하 다 (그림 8).

<그림 8> KURT 주변 지역의 단열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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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지표 지질조사

1. 선구조 분석

일반 으로 “선구조선 (lineament)”은 지하 지질구조를 반 하는 역  규모

에서 지표에 직선 이거나 약간 만곡된 선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선구

조선에 한 연구는 180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질분야에서는 인공 성 상에

서 독된 선구조선들이 실제 지표에서 나타나는 단열과 부분 일치한다는 사

실이 증명됨으로써, 그 활용 빈도가 속히 증가되고 있다. 근래에는 선구조선의 

분석은 구조 해석, 지질조사, 상탐사, 지질재해 발생 가능성 측, 활성단층 

조사, 형 인공구조물 설치 부지의 지반조사 등에서 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선구조선은 단층, 쇄 , 층리, 지질경계, 주 리 등과 같은 지하의 지질구조 

요소를 악하기 한 매우 요한 지시자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

력연구원내에 건설된 지하처분연구터  (KAERI Underground Reseach Tunnle) 

을 기 으로 수리지질학  시스템을 고려하여 국지 역과 부지 역으로 역 구

분을 실시하 으며, 각 역에서 수치지형도의 고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 주

변의 선구조선 발달 양상을 악하고, 연장길이  빈도수에 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가. 국지 역

KURT 주변의 국지 규모의 역에서 선구조 분석을 실시하 다. 선구조 분석

은 수치 지형도 (1:50,000)을 이용하 으며, 재 지형을 이용하여 선구조를 도출

한 결과 총 88개의 선구조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선구조의 주방향은 남북 방향이 

우세하 으며, 북서 방향의 선구조가 2차 그룹을 형성하 다. 과거의 지형을 가

상 으로 구 한 도면 (summit level map) 을 이용하여 선구조를 분석한 결

과 총 65개의 선구조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선구조의 주방향은 남북 방향이 우세

하 으며, 동서 방향의 선구조가 2차 그룹을 형성하 다.

국지 역의 선구조를 분석한 결과 KURT 주변 지역에서 측되는 선구조는 

주로 남북 방향의 주향을 나타내었으며, 북서 내지 동서 방향의 선구조가 분포하

는 것으로 분석되며, 선구조의 길이는 형 인 수정규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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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 지형을 이용한 분석 (b) 도면을 이용한 분석

<그림 9> 국지 역의 선구조 분석 결과

 나. 부지 역 

KURT 주변 지역의 부지 규모 선구조 분석은 1:5,000의 수치지도를 이용하

다. 수치지도에서 X,Y,Z의 좌표를 이용하여 지형을 구성하고 지형에 따른 선구조 

분석을 실시하 다. 선구조 분석을 해 20m, 40m, 80m 공간 간격의 도면 

(summit level map) 을 구성하여 연구 지역의 침식 이 의 가상의 지형을 구축

하 다(그림 10). 선구조 분석을 종합한 결과 KURT 주변 지역에서는 남북 방향

의 선구조가 주방향을 이루며, 추출된 선구조는 수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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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차원 지형도 (b) 도 (20m)

(c) 도 (40m) (d) 도 (80m)

<그림 10> 선구조 분석에 이용된 지형도  도

<그림 11> 부지규모 역의 선구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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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 지구물리 탐사

KURT 주변 지역의 부지 규모에 한 지질 구조를 측하기 해 굴착된 시

추공  주변 지역에서 지표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하 다. 지표 지구물리탐사는 

비 항 탐사와 탄성  탐사를 이용하 는데, 총 12개의 측선에서 지표 지구물리 

탐사를 수행하 다. 지표 지구물리 탐사 결과 KURT 주변 지역의 부지규모에서 

총 7개의 지구물리 자료에 한 이상 가 측되었으며, 이를 선상으로 연결하

을 때, 남북 방향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12).

<그림 12> 단열  분석을 한 지표지구물리탐사 결과

제 3  시추공 지질조사

1. 시추공 단열 조사

  가. 시추공 음  텔 뷰어

KURT 주변 지역 에서 굴착된 총 9개의 시추공에서 도출된 시추공 텔 뷰어 

자료를 이용하여 단열  분석을 실시하 다. 시추공 텔 뷰어 결과 시추공별로 

단열에 한 분포가 깊이별로 도출되면, 깊이별 단열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

을 수행하 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단열 를 정의하고 이를 시추공별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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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추공 별로 존재하는 단열 는 다시 시추코아 분석을 통해 기반암에 존재

하는 미세 단열과 단열 에 존재하는 단열을 구분하여 단열 를 재분석 하 다. 

한, 시추공 텔 뷰어 결과  시추코어 분석에서 각 단열 에 한 주요 단열

을 분석하여 단열의 방향성을 측함으로서 단열 의 폭을 구하 다. 

이 게 분석된 단열 의 방향성과 폭은 분류 기 을 설정하여, 각 시추공 별

로 존재하는 단열 를 분류 기 에 맞게 정의하 으며, 이를 최종 으로 지질 모

델에 반 하 다.

  나. 통계 분석

시추공 텔 뷰어 결과 각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에 하여 단열의 빈도 분

석 (frequency analysis)  공간 분석 (spacing analysis)을 실시하 다. 단열의 

공간 분석은 단열과 단열 사이 공간(spacing)을 도출하여, 단열 사이의 공간에 

한 도함수를 구함으로서 단열 를 구성하는 단열에 한 통계 인 기

으로 설정하기 한 주요 인자가 된다. 단열의 빈도는 3차원의 공간 인 단열의 

도를 1차원의 시추공의 단열 개수를 이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 주요 인자가 될 

수 있으며, 한 단열 빈도 분포를 이용하여 단열 가 갖는 단열의 개수를 개략

으로 측하는 주요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단열 암반에서 단열망 모델링을 

수행할 때 주요한 인자로 분류 된다. 

단열의 공간 분석 결과, 도함수를 이용하여 그 기울기로 단열 를 분류

하는 데에 이용하 다(그림 13). 본 연구지역에서 수행한 단열의 공간 분석에서 

Fracture spacing이 0.2m를 기 으로 도함수의 기울기가 히 변하며, 

이를 기 으로 Fracture spacing이 0.2m 이하의의 구간을 단열 로 분류하 다. 

이는 단열의 빈도 분석에서 단  길이 (1m) 당 5개 이상의 단열이 존재하는 구

간을 의미하며, 단열 빈도 분석 결과를 기 으로 단열 의 구간을 선정하는 데에 

기 으로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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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시추공 단열 의 공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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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S-01 시추공

YS-01 시추공에서는 총 832개의 단열이 측된다. 측되는 단열은 NW계열

의 단열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S 계열의 단열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 EW계열의 단열군  경사 단열 한 체 시추공에서 확인된다

(그림 14). 

<그림 14> YS-01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YS-01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체 단열에 한 빈도 분석  공간 분석 결과 

총 6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2) YS-02 시추공

YS-02 시추공에서는 총 309개의 단열이 측된다. 측되는 단열은 NS계열

의 단열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W 계열의 단열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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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 경사 단열이 부분 으로 확인된다(그림 15). 

<그림 15> YS-01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YS-02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체 단열에 한 빈도 분석  공간 분석 결과 

총 1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3) YS-03 시추공

YS-03 시추공에서는 총 589개의 단열이 측된다. 측되는 단열은 NS계열

의 단열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W 계열의 단열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 경사 단열이 부분 으로 확인된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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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YS-01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YS-03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체 단열에 한 빈도 분석  공간 분석 결과 

총 4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4) YS-04 시추공

YS-04 시추공에서는 총 462개의 단열이 측된다. 측되는 단열은 NW계열

의 단열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S 계열의 단열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 EW계열의 단열  경사 단열이 체 으로 확인된다(그림 17). 특

이한 은 YS-04 시추공의 경우 체  단열의 방향성 분포가 불규칙 으로 분

포하고 있어, NW 단열군 외 뚜렷한 단열군에 한 확인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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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YS-01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YS-04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체 단열에 한 빈도 분석  공간 분석 결과 

총 3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5) YS-05 시추공

YS-05 시추공에서는 총 286개의 단열이 측된다. 측되는 단열은 EW계열

의 단열과 경사 단열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S 계열  NW 단열의 

단열군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18). 특이한 은 YS-05 시추공의 경우 

다른 시추공에서 뚜렷히 구분되는 NW  NS 계열의 단열군이 경사 단열군에 

비해 단열의 빈도가 히 작으며, EW 계열의 단열이 비교  많이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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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YS-05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YS-05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체 단열에 한 빈도 분석  공간 분석 결과 

총 4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6) YS-06 시추공

YS-06 시추공에서는 총 389개의 단열이 측된다. 측되는 단열은 NW계열

의 단열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S 계열  EW 단열의 단열군이 부그

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 경사 단열이 하나의 단열군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9). 특이한 은 비슷한 치에 존재하는 YS-04 시추공과는 

달리 NW 단열군이 뚜렷히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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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YS-06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YS-06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체 단열에 한 빈도 분석  공간 분석 결과 

총 6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7) YS-07 시추공

YS-07 시추공에서는 총 644개의 단열이 측된다. 측되는 단열은 NS계열

의 동쪽으로 경사진 단열군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W 계열의 단열군

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20). 한, EW계열의 단열군이 부분 으로 분

포하고 있다. 특이한 은 NS계열의 경사 단열이 우세하고 분포하고 있는 

인데, 이는 깊이별 단열의 분포로서 그 분포 경향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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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YS-07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YS-07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체 단열에 한 빈도 분석  공간 분석 결과 

총 7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8) KP-01 시추공

KP-01 시추공에서는 총 367개의 단열이 측된다. 측되는 단열은 NS계열

의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EW 계열의 단열군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21). 특히, NS  EW경향의 고경사 단열군이 주로 분포 하고 있으며, 

경사 단열군의 확인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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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KP-01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KP-01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체 단열에 한 빈도 분석  공간 분석 결과 

총 3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9) KP-02 시추공

KP-02 시추공에서는 총 224개의 단열이 측된다. 측되는 단열은 경사 

단열군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W, NS  EW경향의 단열이 소규모로 

분포 하고 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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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KP-02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KP-02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체 단열에 한 빈도 분석  공간 분석 결과 

총 3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KURT 주변 지역의 시추공에서 측된 단열의 통계 분석 결과는 그림 23와 

같다. 단열의 빈도는 시추공 음 주사검층 결과 찰되는 단  길이 당 단열의 

개수에 근거하 는데, 그림 23에 단  길이 당 단열의 개수  단열의  개수

를 도시하 다. 단열 통계 분석 결과 연구지역의 시추공인 YS 정군과 KP-1, 

KP-2 정에서 다수의 단열 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되며, 측된 단열 를 시

추공별로 구분하 으며, 투수성 구조로 고려되는 주요 개구성 단열에 해서 같

은 방법으로 도시하 다. 각 시추공별 단열 를 종합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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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S-1 borehole (2) YS-2 borehole (3) YS-3 borehole

<그림 23> 시추공에서 확인된 단열에 한 공간 분석  빈도분석 결과 도출된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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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S-4 borehole (5) YS-5 borehole (6) YS-6 borehole

<그림 2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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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YS-7 borehole (8) KP-1 borehole (9) KP-2 borehole

<그림 2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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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hole Fracture zone
Depth (mabh)

Apparent Width
Top Bottom

YS-1

FZ-1 87 134 47

FZ-2 234 267 33

FZ-3 317 324 7

FZ-4 379 418 39

FZ-5 429 454 25

FZ-5 478 494 16

YS-2 FZ-1 89 152 63

YS-3

FZ-1 65 75 10

FZ-2 100 152 52

FZ-3 170 185 15

FZ-4 225 259 34

YS-4

FZ-1 53 94.5 41.5

FZ-2 189 225 36

FZ-3 265 278 13

YS-5

FZ-1 5.3 22.5 17.2

FZ-2 29.7 34.6 4.9

FZ-3 57.1 58.6 1.5

FZ-4 107.2 108 0.8

FZ-5 188.9 192.7 3.8

YS-6

FZ-1 16 92.2 76.2

FZ-2 105.6 132.9 27.3

FZ-3 155 162.6 7.6

FZ-4 206.4 208 1.6

FZ-5 258 304.1 46.1

FZ-6 317.9 318.7 0.8

YS-7

FZ-1 42.6 97.5 54.9

FZ-2 123.3 127.6 4.3

FZ-3 154.1 158.6 4.5

FZ-4 201.8 234.5 32.7

FZ-5 246.6 256.9 10.3

FZ-6 323.4 329.3 5.9

FZ-7 374.1 396.8 22.7

KP-1

FZ-1 29.3 82 52.7

FZ-2 101 124 23

FZ-3 174 181.6 7.6

KP-2

FZ-1 10 22 12

FZ-2 26 37 11

FZ-3 47 54 7

<표 3> 시추공에서 조사된 단열의 통계분석 결과 도출된 단열

(mabh : meter along bore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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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단열 에 한 투수성 분석

시추공 단열검층 결과 KURT 주변의 연구지역에서 도출된 단열 에서 측되는 

단열을 스테 오망에 도시하여 단열 에 한 방향성을 도출하고, 각 시추공의 단

열 에서 개구성 단열로 구분되는 단열만을 구분하여 스테 오망에 도시한 결과, 

각 시추공별 측되는 투수성 구조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표 4～11). 체 단열

을 통해 도출된 단열 의 주향  경사와 투수성 구조로 측되는 개구성 단열에 

한 주향과 경사( )를 시추공별로 구분하여 투수성 구조로서 측하 다(표 

12).

Analyzed Fracture 
zone (mabh)

Dip 
angle

Dip 
direction Stereo Net Major Fracture

FZ-P 1 : 

87.0-121.8

60

85

74

223

91

72

FZ-P 2 : 

133.0-138.5
74

80

80

72

FZ-P 3 : 

239.0-254.7

63

38

72

217

138

206

FZ-P 4 : 

317.6-320.0

71

72

52

283

225

276

FZ-P 5 : 

417.3-418.5

86

55

254

255

<표 4> YS-01에서 확인되는 단열   측 투수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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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Fracture 
zone (mabh)

Dip 
angle

Dip 
direction Stereo Net Major Fracture

FZ-P 6 : 

430.3-447.2

81

78

55

261

315

244

FZ-P 7 : 

481.0- 489.2

67

65

29

221

199

238

<표 4> Continued

Analyzed Fracture 
zone (mabh)

Dip 
angle

Dip 
direction Stereo Net Major Fracture

FZ-P 1 :
88.9-94.4

84

69

258

77

FZ-P 2 : 
97.0-119.6

85

71

73

90

FZ-P 3 : 
137.5-152.1

88

79

88

74

<표 5> YS-02에서 확인되는 단열   측 투수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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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Fracture 
zone (mabh)

Dip 
angle

Dip 
direction Stereo Net Major Fracture

FZ-P 1 : 
66.0-74.1

16

14

73

120

FZ-P 2 : 
105.5-152.45

89

73

73

76

FZ-P 3 : 
179.7-185.6

77

84

70

60

252

292

76

234

FZ-P 4 : 
234.7-246.0

73

78

78

243

298

251

<표 6> YS-03에서 확인되는 단열   측 투수성 구조

Analyzed Fracture 
zone (mabh)

Dip 
angle

Dip 
direction Stereo Net Major Fracture

FZ-P 1 : 
269-275.6

65

31

64

281

109

276

<표 7> YS-04에서 확인되는 단열   측 투수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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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Fracture 
zone (mabh)

Dip 
angle

Dip 
direction Stereo Net Major Fracture

FZ-P 1 : 
16.5-45.8

9

12

46

281

FZ-P 2 : 

51.5-61.0

86

61

67

214

FZ-P 3 : 
69.5-93.0

75 81

FZ-P 4 : 
113.0-120.0

67

88

235

11

<표 9> YS-06에서 확인되는 단열   측 투수성 구조

Analyzed Fracture 
zone (mabh)

Dip 
angle

Dip 
direction Stereo Net Major Fracture

FZ-P 1 : 
5.3-22.5

14

44

60

80

3

60

35

357

106

90

FZ-P 2 : 
144.4-145.9

84 293

<표 8> YS-05에서 확인되는 단열   측 투수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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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Fracture 
zone (mabh)

Dip 
angle

Dip 
direction Stereo Net Major Fracture

FZ-P 5 : 
155.0-161.0

80

55

53

258

214

210

FZ-P 6 : 
258.0-271.0

39

67

31

153

214

271

<표 9> Continued

Analyzed Fracture 
zone (mabh)

Dip 
angle

Dip 
direction Stereo Net Major Fracture

FZ-P 1 : 
49.0-66

50

65

100

147

FZ-P 2 : 

66-84.2

20

25

69

79

FZ-P 3 : 
122.6-122.9

49 180

FZ-P 4 : 
248.0-255.2

53

57
234

210

FZ-P 5 : 
387.4-393.0

61

61

192

178

<표 10> YS-07에서 확인되는 단열   측 투수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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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Fracture 
zone (mabh)

Dip 
angle

Dip 
direction Stereo Net Major Fracture

FZ 1 
27-83.0

86

82

77

92

174

172

FZ 3 :
102.0-106.0

85

84

165

96

FZ 4 : 
115.0-132.0

85

67

89

158

FZ 5 : 
176.5-195.0

79

74

71

175

84

177

<표 11> KP-01에서 확인되는 단열   측 투수성 구조 



- 36 -

Borehole
Fracture 
zone

Depth (mabh)
Dip angle/Dip direction

Top Bottom

YS-1

FZ-P 1 87.0 121.8 74 72

FZ-P 2 133.0. 138.5 80 72

FZ-P 3 239.0 254.7 72 206

FZ-P 4 317.6 320.0 72, 52 225, 276

FZ-P 5 417.3 418.5 55 255

FZ-P 6 430.3 447.2 55 244

FZ-P 7 481.0 489.2 65 199

YS-2

FZ-P 1 88.9 94.4 69 77

FZ-P 2 97.0 119.6 71 90

FZ-P 3 137.5 152.1 79 74

YS-3

FZ-P 1 66.0 74.1 14 120

FZ-P 2 105.5 152.4 73 76

FZ-P 3 179.7 185.6 70, 60 76, 234

FZ-P 4 234.7 246.0 78 251

YS-4 FZ-P 1 269 275.6 64 276

YS-5
FZ-P 1 5.3 22.5 3 90

FZ-P 2 144.4 145.9 84 293

YS-6

FZ-P 1 16.5 45.8 12 281

FZ-P 2 51.5 61.0 61 214

FZ-P 3 69.5 93.0 75 81

FZ-P 4 113.0 120.0 67 235

FZ-P 5 155.0 161.0 53 210

FZ-P 6 258.0 271.0 31 271

YS-7

FZ-P 1 49.0 66.0 65 147

FZ-P 2 66.0 84.2 25 79

FZ-P 3 122.6 122.9 49 180

FZ-P 4 248.0 255.2 57 210

FZ-P 5 387.4 393.0 61 178

KP-1

FZ-P 1 27.0 83.0 77 172

FZ-P 2 102.0 106.0 84 96

FZ-P 3 115.0 132.0 67 158

FZ-P 4 176.5 195.0 71 177

<표 12> 시추공에서 조사된 단열의 상 투수성 단열

(mabh : meter along bore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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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  분류

  가. 단열  분류 기

  (1) 크기

지구조  활동에 의해 생성된 단열은 개개의 단열이 독립 으로 존재하는 단열

를 구성하게 된다. 지구조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단열 는 연구 지역 내에 존재한 

단층의 분포  그 방향성을 지시하여 용된 응력 방향을 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다른 에서 보면 수리지질학  측면에서 지하수 유동로  방어벽의 역할

을 하며, 지구화학  에서 보면 서로 다른 화학  성분을 갖는 지하수의 혼합 

매개체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단열 는 길이  폭을 기 으로 역 규모의 단

열과 국지 규모의 단열로 나  수 있는데, 단열 에 한 분류는 SKB의 체계가 일

반 이다(표 13). 

그러나, 표 13과 같은 SKB의 분류 체계에 의하면 단열 의 흔  길이가 1km 이

상인 것을 결정론  단열로 분류하며, 그 폭은 5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 으로 단열 의 흔  길이는 일차 으로 선상구조 분석에 의해 결정되며, 시

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에 해서는 그 길이를 단할 수 없다. 다만 단열 의 

폭으로서 그 규모를 단할 수 있다. 본 연구 지역에서 단열 는 시추공 음 주

사검층 자료를 기 으로 단하며, 그 폭을 기 으로 단열 에 한 분류를 실시하

다(표 14). 단열 의 폭을 기 으로 분류된 단열 에 하여 지표로 연장시켰을 

때, 지구물리탐사 결과와 지형  요소를 고려하여 단열 의 흔  길이를 연장 시켜 

단열 의 길이를 재분석 하 다.

Class Length Width
Geometric

description

Hydraulic

Behavior

Regional fracture zone >10 km >100 m Deterministic

HCD

Local major 

  fracture zone
1-10 km 5-100 m

Deterministic

(with uncertainties)

Local fracture zone 10 m-1 km 0.1-5 m
Statistical 

(some deterministic)

Background Fracture <10 m <0.1 m Statistical

<표 13> 단열 의 규모별 분류 기  (SKB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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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ub-class Width
Geometric

description

Hydraulic

Behavior

Regional fracture zone >100 m Deterministic

HCD

Local major 

  fracture zone

Class S 50-100 m
Deterministic

(with uncertainties)
Class A 10-50 m

Class B 5-10 m

Local fracture zone Class C 0.1-5 m
Statistical 

(some deterministic)

Background Fracture <0.1 m Statistical

<표 14> KURT 주변 지역의 단열 에 용된 규모별 분류 기  (YS site)

  (2) 방향성

일반 으로 결정질 암반에서의 단열은 단층 활동, 화산  지진 활동, 융기  

침식 등의 지질학  상에 근거하여 생성된다. 이러한 지질학  사건은 지하 매질

내의 일부 제한된 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비교  역 으로 발생하게 되

는데 이런 메카니즘을 통해 지하 암반 내에 단열이 생성되게 된다. 따라서, 결정질 

암반에서의 단열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시추공에서 찰되는 단열의 방

향성  경사를 통해 단층  혹은 단열 를 악하여 지질역학  메카니즘을 추론

할 수 있다. 

물론 시추공 굴착 과정  생성된 단열 혹은 굴착 후 응력의 변화에 따라 생성

된 단열로 인해 시추공 텔 뷰어의 결과를 이용하여 단열을 해석하는 데에 불확실

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공간 으로 단열의 분포 경향을 악하여 지질 모델을 구성

하고, 지구 물리 인 기법이 추가되어 지질 모델이 수정된다면 연구 지역의 지질 

모델을 구축하는데 좋은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KURT 주변 연구 지역의 시추공에서 조사된 모든 단열의 극 을 Stereo Net에 

투 한 결과, 각각의 단열을 4개의 그룹 (NS High angle, EW High angle, NW 

High angle, Low angle fracture)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24).  분류 기 을 이

용하여 각 시추공에서 찰되는 단열을 분류하여, 각 단열 그룹이 시추공에서 깊이

별로 분포하는 경향성에 해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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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KURT 주변지역에서 존재하는 단열 의 방향성

3. KURT 주변 지역의 단열

KURT 주변 지역에 굴착된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에 하여 공간분석과 빈

도 분석을 실시하여 단열 를 구분해 내고, 구분된 단열 를 크기별, 방향성 별로 

구분하여 각 시추공별로 단열 를 도시하여 보았다(그림 25).

그림 1에서 시추공별로 구분된 단열 의 방향성과 크기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단열 의 크기를 기 으로 볼 때, KURT 주변 지역의 시추공에서 분석되는 단열

는 주로 Local major fracture zone의 class B에 해당되며, 몇몇 단열 는 class C

의 범 에 속한다. 특히, KP-01의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는 Local major 

fracture zone의 class A에 속하는 단열 도 확인된다. 물론, 표 3에서 구분된 단열

에 한 크기는 단열의 빈도 분석  공간 분석이라는 통계  지표에 의해 구분

되었다는 에서 불확실성이 다소 존재하며, 그 크기가 과  평가 되어 제시된 분

류 체계에 정확히 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통계 분석 결과 도출된 단열 를 지

표 지구물리탐사 결과와 선구조 분석  시추공 물리검층의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

한다면 단열 에 한 보다 정확한 규모의 정보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

다. 

시추공 별로 구분되는 단열 에 한 방향성은 체 단열의 방향성 분포와 같이 

NS, NW, EW, Low-angle 방향의 단열이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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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 경사도 30°이하의 Low-angle의 경사를 갖는 단열 가 주로 지표 근처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을 구성함에 있어 하나의 다른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즉, KURT 주변 지역의 단열 에서 지표 

근처의 경사 단열 , 기반암에 존재하는 단열 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단열

 분류에 있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각 시추공별로 확인되는 단열 를 종합하면 표 15, 그림 25에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5> KURT 주변 지역의 시추공 통계분석 결과 확인된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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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
단열  구간(mabh)

방향성 크기
From to

YS-01

8 53 Low-angle S

87.0 121.8 NS High A

133.0 138.5 NS High C

239.0 254.7 NW-High B

317.6 320.0 NS High C

417.3 418.5 NS High C

430.3 447.2 NW-High B

481.0 489.2 NW High C

YS-02

88.9 94.4 NS High C

97.0 119.6 NS High B

137.5 152.1 NS High B

YS-03

10 38 Low-angle A

66 74.1 Low-angle B

105.5 152.4 NS High A

179.7 185.6 NW High C

234.7 246 NS High B

YS-04
10 28 Low-angle A

269 275.6 NS High B

YS-05
5.3 22.5 Low-angle A

144.4 145.9 NS High C

YS-06

16.5 45.8 Low-angle A

51.5 61.0 NW-High B

69.5 93.0 NS High A

113.0 120.0 NW-High B

155.0 161.0 NW-High B

258.0 271.0 Low-angle A

YS-07

49.0 66.0 EW-High B

66.0 84.2 Low-angle A

122.6 122.9 NW-High C

248 255.2 NW-High C

387.4 393.0 EW-High C

KP-01

27.0 83.0 EW, NS High S

102.0 106.0 NS-High C

115.0 132.0 NS-High A

176.5 195.0 EW-High A

KP-02 8 50 Low-angle S

<표 15> KURT 주변지역의 시추공에 확인되는 단열 에 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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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지질 모델

1. 연구 지역 지질 모델의 구성요소

이상과 같이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은 상부 토양층  풍화 , 경사 단

열 , 단열 , 기반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표 지질조사  시추공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KURT 주변 지역의 상부 토양층  풍화 , 경사 단열 , 단열 에 

한 요소별 분포 깊이  크기에 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상부 토양층  풍화  (Weathered zone)

상부 토양층  풍화 는 시추공별로 각각 그 깊이 분포가 차이가 있지만, 10m～

38m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16). 이를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와 비교하

여 KURT 주변 지역의 상부 토양층  풍화 에 한 분포 깊이를 도출하 다.

시추공 Weathered zone (mabh)

KP-1 27

KP-2 10

YS-01 16

YS-02 15.2

YS-03 15

YS-04 13

YS-05 10

YS-06 15

YS-07 38

<표 16> KURT 주변 지역의 시추공별 상부 토양층  풍화 에 한 깊이

나. 경사 단열  (Low-angle fracture zone)

지표 근처의 풍화   하부 기반암 사이에 치하는 경사 단열 는 KURT 

주변 지역의 결정질 암반에 한 주요한 특성이다. 단열의 방향성 분석 결과 도출

한 시추공별 경사 단열 는 22.5m～84.2m의 깊이로 분포하며(표 17), 지질 모델

의 한 구성 요소로 입력하 다. 다만, KP-01 시추공은 수평 시추공이므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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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에 한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시추공 경사 단열  (mabh)

KP-1

KP-2 50

YS-01 53

YS-02 51

YS-03 74.1

YS-04 28

YS-05 22.5

YS-06 45.8

YS-07 84.2

<표 17> KURT 주변 지역의 시추공별 경사 단열 에 한 깊이 분포 

다. 단열  (Fracture zones)

KURT 주변 지역의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의 통계 분석 결과, 도출된 단열

에 해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와 선구조 분석 결과를 비교하 으며, 최종 으로 

총 7개의 단열 를 도출하 다(표 18). 도출된 단열 에 한 한, 시추코아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출된 단열 에 한 주단열(major fracture)을 분석하여 단열

에 한 Core를 제시하 으며, 시추공 별로 존재하는 주단열에 한 단열 손상

(Damaged zone)에 한 깊이를 분석하 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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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분석 자료 Remarks

YS1_104F
YS1MF104(N18W74N)

선구조 분석

major fracture on 104mabh 

of YS1FZ1ab

YS1_104DZ YS1FZ1ab(87.2-138.0mabh)
fracture zone #1of YS-01

pararell to YS1_104F

YS1_433F

YS1MF433(N20W55S)

지표 물리탐사

선구조 분석

YS1_433DZ YS1FZ4cd(417.3-447.2mabh) pararell to YS1_433F

YS2_106F

YS2MF106(N10W73N)

지표 물리탐사

선구조 분석

YS2_106DZ YS2FZ1abc(88.9-152.1mabh)

YS6_70F

YS6MF70(N9W75N)

지표 물리탐사

선구조 분석

YS6_70DZ YS6FZ2ab(51.5-93.0mabh) YS6FZ2(52.7-92.7mabh)

KP1_75F
KP1MF75(N2E86E)

선구조 분석

KP1_75DZ KP1FZ1a(27.0-83.0mabh) KP1FZ1(29.3-82.0mabh)

KP1_120F
KP1MF120(N75E42S)

선구조 분석

KP1_120DZ KP1FZ2b(115.0-132.0mabh) KP1FZ2(101.0-124.0mabh)

KP1_177F
KP1MF177(N87E71S)

지표 물리탐사

KP1_177DZ KP1FZ3(176.5-181.6mabh) KP1FZ3a(176.5-195.0mabh)

<표 18> KURT 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   단열 손상

라. 단열  분류 결과

단열 의 분류 기 에 따라, KURT 주변의 단열 에 해 분류하여 보았다(표 

19). 분류된 단열  명칭은 FZ(order)(분류결과)-No.의 순서와 형식으로 정하 다. 

FZ2A의 단열 는 총 6개가 존재하며, FZ2S 단열  1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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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한 명칭은 향후 추가 인 장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슴을 밝 둔다.

No 단열 두께(m) Order 분류 결과 단열  명칭

1 YS1_104F 14 2 Class A FZ2A-1

2 YS1_433F 17.3 2 Class A FZ2A-2

3 YS2_106F 18.5 2 Class A FZ2A-3

4 YS6_70F 11-20 2 Class A FZ2A-4

5 KP1_75F 65.9 2 Class S FZ2S-1

6 KP1_120F 12.5 2 Class A FZ2A-5

7 KP1_177F 14.0+ 2 Class A FZ2A-6

<표 19> KURT 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

2.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을 종합하면 그림 26과 같다.

(a)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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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3차원)

<그림 26>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제 4  결 론

일반 으로 지하수 유동과 련된 결정질 암반의 지질 모델 요소로는 층서상 상

부에 해당하는 토양층  풍화 , 하부의 기반암  기반암에 존재하고 있는 단열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국내의 암반에 한 일반 인 지층 모형으로 용할 수 

있다.

연구 지역의 토양층  풍화 의 깊이별 분포를 확인하기 하여 지표물리탐사 

 시추공 조사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 지표에서 10～38m의 깊이의 범 를 갖고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반암에 존재하는 단열 를 분석하기 

하여 2단계 해석 과정으로 수행하 다. 먼 , 지표 조사의 일환으로 연구 지역의 선

구조 분석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를 분석하 다. 선구조 분석과 지표 지구물리

탐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 지역의 개념  지질 구조를 이해하고, 상되는 단열

의 방향성을 측하 다. 그리고, 시추공을 굴착하여 장 조사를 수행하 다. 시추

공 단열 조사에서는 시추공 텔 뷰어 결과를 이용하여 단열에 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 에 한 정의를 하 으며 시추공별로 존재하

는 단열 를 분류하여 그 크기  방향성을 분석하 다. 연구 지역의 시추공에서 

찰되는 단열의 방향성 분석 결과, NS NW, EW의 방향성을 갖는 단열이 주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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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으며, 특히 경사각 30도 이하 경사 단열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단열 자료에 한 군집 분석을 시추공별로 깊이별 도시하 으며, 

그 결과 경사각을 갖는 단열이 상부 풍화 의 하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표  시추공 조사의 결과로 확인된 지질 모델의 요소로서 상부 풍화 , 기반

암  단열 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게 구성된 지질모델에 근거하여 수리지질모델

을 구성할 수 있는데, 연구 지역의 상부 기반암에 존재하는 경사 단열군이 기반

암이나 기반암에 존재하는 단열 와 그 수리  특성이 다르다면 하나의 수리지질모

델의 요소로 반 할 수 있다.  수리지질학  에서 볼 때, 경사 단열이 우세하

게 분포하고 있는 역은 수평 방향의 수리 도도가 수직방향의 수리 도도에 비해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측된다. 물론, 장 수리시험에서 도출되는 수리 도도 값

이 지하수의 2차원  방사상유동을 가정하여 해석되고 있으므로 경사 단열이 주

로 분포하는 지역에 한 장 수리시험 결과는 수직방향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수평

방향의 수리지질학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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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 도  외 기여도

본 연구는 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 연구를 해 건설된 한국원자력연

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 주변 역에 한 지질모델 구축을 목 으로 하

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지질모델은 심부 지질환경을 이해하여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안 성 평가에 입력 인자로서의 부지특성모델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한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질모델은 재까지

의 연구 결과만을 반 한 것이므로, 향후 추가 인 조사 내용을 토 로 지속 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달성도를 정성 으로 제시하기는 쉽

지 않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지질모델 구축 기법은 재 건설되고 있는 

 방사성 처분 부지의 효율  안정성 평가를 한 지질모델 구축과 과학 /체계  

연구결과를 토 로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부지 선정  안 성에 한 국민 불

안감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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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내에 건설된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 주변 역에 

한 지질모델에 한 내용이다. 서론에서도 기술하 듯이 지질모델은 방사성폐기

물 처분 연구를 한 부지특성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모델이며, 지질모

델에 근거하여 수리지질모델, 지화학모델 등의 부지특성모델이 구축된다. 즉, 지질

모델을 기 으로 수리지질조사  지하수 화학 조사를 수행하여 구축된 지질모델을 

검증하거나, 보완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상호 보완 으로 구축되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구조 분석, 지표 지구물리 탐사 등의 지표지질조사와 시추공을 

이용한 시추공 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이 구축되었

다. 이 게 구축된 지질모델은 수리지질모델과 지화학모델 구축에 이용되며, 처분장

의 시스템 설계  처분 안 성 평가의 입력 자료로서 활용될 정이다.

○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에서 부지특성모델 구축의 기본 

모델로서 지질모델을 도출

○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부지 선정에 한 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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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을 한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질 련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

히, 2002년에는 고 폐기물의 처분 상 심도의 시추공 (지하 500m)을 굴착하 으며, 

2006년에는 지하처분연구터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공

하여 연구지역에 한 심부지질환경 규명을 해 노력하고 있다. 재, 지하처분연구터

의 좌측 연구용 모듈 내에 500m 길이의 장심도 시추공을 굴착하 으며, 지하처분연구

시설에서 남쪽으로 약 200m 이격된 치에서 1,000m의 장심도 시추공을 굴착하여 부지

특성평가 연구를 수행 에 있다.

본 연구는 수리지질학 인 에서 연구지역에 한 지질요소를 구분하고, 그 기하

학  형태를 규명하기 해 수행되었으며, 지하처분연구터  주변 지역에 한 3차원 지

질모델 구축에 한 내용이다. 본 연구를 해 연구지역에서 수행된 지표 지질조사와 

2005년까지 굴착된 9개의 시추공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리지질학  에서 

요한 풍화 , 상부 경사 단열 , 심부 역에 존재하는 결정론  단열 를 규명하여 

3차원으로 모형화하 으며, 향후 추가 인 장수리시험을 통해 구축된 지질모델을 기반

으로 수리지질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주제명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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