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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처분장 안 성 평가를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황 분석

II. 목   요성

 본 보고서에서는 단열 암반 수층에서의 지하수 유동 모의를 해 필요한 과정과 

이를 한 수학  근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원자력 선진국들이 

어떻게 처분장 부지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해왔는지 검토하 다. 그리고 향

후 망에 해서도 간단히 분석하 다. 

III.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심으로 수행하 다.

∙단열 암반 내 지하수 유동 모의를 해 필요한 과정

∙단열 암반 내 지하수 유동 모의를 한 수학  근 방법

∙해외 각국의 처분장 부지 지하수 유동 모델링의 

∙향후 연구 방향

IV. 연구 결과

 해외 처분장 부지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 황 조사를 통해 단열 암반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다음과 같

은 연구가 진행되거나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계산 속도 향상을 한 수치 계산 알고리즘에 한 연구

∙모델링 입력 인자 선정을 한 객  기 에 한 연구

∙모델링의 불확실성 감 방안에 한 연구

∙국내 기후  수리지질조건의 변화에 한 장기 모델과 시나리오에 한 연구

V. 활용계획  건의사항

∙향후 안 성 평가를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연구 방향 설정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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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The state of the art of groundwater flow modeling for safety assessment of a 

radwaste repositor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In this report, we investigated the general processes to model the groundwater 

flow system in a fractured aquifer and the mathematical approaches to simulate 

it. Then, we reviewed several modeling cases of nuclear advanced nations (e.g. 

Switzerland, U.S., Canada, and Sweden) for simulating the groundwater flow 

system for safety assessment of their real or hypothetical radwaste repository. 

From the reviews, we introduced some requisite research items. 

III. Scope and Contents

 This report has following contents:

∙Processes of the groundwater flow modeling for a fractured rock aquifer

∙Mathematical models to describe the groundwater flow in a fractured rock 

aquifer

∙Groundwater flow modeling cases of nuclear advanced nations

IV. Results

 As results of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state of the art of groundwater 

flow modeling for a fractured rock aquifer, and we suggested the following 

studies are requisite in near future. 

∙Development of new numerical algorithm to accelerate the simulation time

∙Suggestion of reasonable criteria for selection of several input parameters for 

modeling

∙Research on reduce the uncertainty of the modeling

∙Development of the long-term change models and/or scenarios for the climate 

and hydrogeological conditions of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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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pplications and Proposals

∙Our results can be applied to establishment of the direction of researches on 

groundwater flow modeling for a fractured rock aqui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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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 배 경

고 방사성폐기물은 환경과 생물에 험성이 큰 핵종들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이를 생물권과 오랜 기간 동안 격리시키기 해 일반 으로 그림 1.1

과 같이 심부지층에 처분장을 건설하고 고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한다. 고 방

사성폐기물을 한 처분장이 건설되는 심부지층은 사막 기후 지역을 제외하고 부

분 지하수로 지층이 포화된 수층이다. 따라서 처분장으로부터 방사성 오염물질이 

유출되게 되면 주로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여 지표의 생물권으로 노출된다. 이런 

에서 고 방사성폐기물을 한 처분장을 한 부지를 선정할 때나 처분장을 설계

할 때 주변의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특성화하는 것은 처분장의 안 성 평가 시 매

우 요하며, 이에 따라 많은 원자력 선진국들이 심부지층의 지하수 유동 시스템 

특성화에 한 연구를 꾸 히 수행하여 왔다. 

그림 1.1.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개념도 [SKB, 2008].

심부지층의 지하수 유동 시스템 특성화에 있어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먼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통해 주

어진 지역에서의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구체화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의 지하수 유

동 시스템을 특성화하기 해서는 먼  장 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

지 인 지하수 유동 특성을 악하게 된다.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악된 국지 인 

지하수 유동 특성으로부터 체 인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특성화할 수 있게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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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통해 수집된 지하수 유동 시스템 련 자료를 검증하거나 구체 으로 개념

화할 수 있게 해 다. 나아가 특성화된 지하수 유동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이기 

해 향후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게 해 다. 한 지하수 유동 모

델링은 처분장의 안 성 평가 시 필요한 매개 변수들을 도출하는데 이용된다. 장 

조사만으로는 처분장의 안 성 평가에 필요한 처분장으로의 지하수 유입수량, 방사

성 핵종의 이동 경로  속도 등을 유추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지하수 유동 모델

링을 통해 이들 매개변수들을 측하여 안 성 평가에 반 한다. 이러한 이유로 스

웨덴, 스 스, 미국, 캐나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실제 지하수 유동 시스템과 좀 

더 유사하게 모델링을 수행하기 해, 수행된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해, 모

델링 결과로부터 안 성 평가 시 필요한 매개변수를 좀 더 실제에 가깝게 도출하기 

해 많은 연구들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제 2  연구 목

심부지층에 고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한 처분장을 건설한다면 처분

장 주변의 지하수 수층은 거의 부분, 충 층과 같은 다공질 매질 수층보다는, 

그 지역의 기반암으로 구성된 단열 암반 수층이다. 단열 암반 수층에서 지하수

는 투수도가 낮은 매질보다는 주로 단열을 통해서만 이동하며 이에 따라 단열 암반 

수층은 다공질 매질 수층에 비해 매우 큰 불균질성과 불연속성을 갖게 되어 지

하수 유동 모의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단열 암반 수층에

서의 지하수 유동 모의를 해 필요한 과정과 이를 한 여러 가지 수학  근 방

법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원자력 선진국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지하

처분시설 주변 는 처분장 부지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해왔는지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하수 유동 모델링과 련하여 주요 연구 과제  망

에 해서도 간단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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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단 열  암 반  수층 에 서 의  지하수 유동 

모의 를 한 과 정

술한 것과 같이 단열 암반 수층의 요한 특징은 높은 불균질성이며, 

이러한 불균질성은 단열의 기하학 인 특징, 단열 내 충진 물질들의 분포 형태, 주

 응력의 분포 양상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한 

모의 모형은 이러한 불균질성을 얼마나 잘 반 하는지가 요하다. 모의 모형은 그

림 2.1과 같은 단계를 거쳐 완성되게 된다 [NRC, 1996].

그림 2.1. 지하수 유동 모의 모형 개발을 한 순서도

지하수 유동 모의 모형을 완성하기 해서는 먼  개념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때 개념 모형이란 심 역의 지질/수리지질의 주요 특징, 지질학  구조와 유체 

흐름 구조와의 계 등을 나타내는 여러 가정들을 지칭한다. 이 개념 모형은 심 

역에서 측된 여러 자료(지질학  자료, 지구물리학  자료, 수리  자료, 지구화

학  자료 등)들을 바탕으로 설정되며, 설정된 개념 모형을 구체 으로 수식화/정량

화하여 수학  모형이 완성된다. 완성된 수학  모형은 어느 한순간의 자료보다는 

수리동역학 인 측 자료들을 통해 테스트되고 보정된다. 이 때, 수학  모형을 

해 만들어진 개념 모형을 검증하게 되는데, 다음 두가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개념 모형이 주어진 수리지질학  시스템을 잘 특성화하고 있느냐 

이며, 두 번째 질문은 개발된 모형이 다른 모형과 비교해서 그 시스템을 잘 묘사하

고 있느냐 이다. 만약 이 질문들에 한 답이 부정 이라면 만들어진 개념 모형

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 이라면 보정 시 사용했던 자료들의 신뢰성을 바탕

으로 그 합성 여부를 단한다. 그리고 사용한 자료가 합하다면 모의 모형이 

완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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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모형 설정에 앞서 다음 세 가지 요소들이 먼  악되어야 한다. 먼  

단열암반의 암상이 악되어야 한다. 를 들어 결정질 암반의 경우, 한두개의 단열

을 통해 주어진 역의 지하수계가 특성화될 수 있으며, 매우 잘 연결된 단열들을 

많이 포함하는 암반의 경우 다공질 매질에서의 지하수계와 비슷한 특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한 개념 모형의 설정을 해서 단열암반의 암상, 쇄 정도 

등이 먼  악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심 역의 크기가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큰 역의 단열 암반 시스템은 시스템 내 단열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 여러 

개의 단열들로 구성된 단열망이 시스템의 지하수계를 결정하고, 작은 역의 단열 

암반 시스템은 한두개의 단열이 시스템의 지하수계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심 역의 크기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개념 모형의 정립에 도움이 된

다. 세 번째로 모의의 목 이 결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우물 산출량에 심이 있느

냐 오염물질의 농도에 심이 있느냐에 따라 합한 수학  모형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념 모형을 설정하기 해서는 시스템의 불균질성이 어느 정

도 되는지, 한 모형에 어느 정도 반 되어야 하는지 사 에 악되는 것이 요

하다.

개념 모형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설정한다. 먼  주어진 시스템의 주

요한 단열들이 어떠한 것인지 악하고, 그 단열들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치하

고 있으며, 투수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투수성이 있는지가 악되어야 한

다. 시스템의 주요 단열들을 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지질 조사와 단열

의 생성 기작을 이해함으로써 악할 수 있다. 이는 단열 생성 기작에 따라 단열의 

수리  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  응력 분포를 통해서도 주요 단열들을 악

할 수 있다. 를 들어 압축력이 작용할 때 주응력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투수성

이 가장 큰 단열들이 형성되며, 수직인 방향으로 단열이 닫히는 경향이 있다. 지하

수계를 제어하는 주요 단열들이 악되면 암반에서 어디에 치하고 있는지 악하

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일반 으로 지표 노두 조사와 지하 시추공 자료 등의 지

구물리학  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유추한다. 마지막으로 악된 주요 단열이 어느 

정도의 투수성을 갖는가를 알아내기 해 수리 시험이나 시추공 유량계(Borehole 

Flowmeter)나 시추공 텔 뷰어(Borehole Televiewer)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열의 

역  연결성을 악하기 해 지구화학  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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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단 열  암 반  수층 에 서 의  지하수 유동 

모의 를 한 수학  모형

수학  모형은 단열 암반의 불균질성을 어떻게 표 하느냐에 따라서 등다공

성매질 모형(Equivalent Porous Medium model, EPM model), 분리단열망 모형

(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l, DFN model), 혼합 모형(Hybrid model)로 분류

된다. 그리고 사용하는 수리상수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  모형 (Deterministic 

model), 추계  모형(Stochastic model)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학  모형이 확정되

어 지하수 유동 모의 모형이 결정되면 이 모의 모형을 보정해야 하는데, 보정을 

해 유일성과 불확실성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 유일성 문제는 비슷한 결과를 내는 

여러 모형이 있을 때 가장 간단한 모형을 선택하거나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모형

을 선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모형의 불확실성은 단열 암반의 불균질성, 경제

인 이유나 환경오염 문제 등에 따른 장조사의 제약 조건, 개념 모형을 수식화하

면서 용하는 여러 가정들에 의해 생기며, 지하수 유동 모의 모형은 불확실성이 

가장 낮아지는 방향으로 보정되어야 한다.

제 1  등 다 공 성매 질  모형  

등다공성매질 모형은 단열 암반의 불균질성을 체 역을 각각 부피 평균

화된 특성을 갖는 몇 개의 역으로 나눠 모의하는 모형이다. 이때 사용하는 수리 

상수의 형태에 따라 결정  모형 혹은 추계  모형으로 나뉘며 주로 주어진 단열 

암반 내 단열들의 연결성이 좋아 통계  표값이 유의할 때 사용한다. 단열만의 

수리  특성이 시스템을 좌우할 때는 단일 공극 모형(Single Porosity model)을, 단

열뿐 아니라 매질로의 확산 등이 시스템을 좌우할 때는 이  공극 모형(Dual 

Porosity model)을 사용한다. 등다공성매질 모형 용시 사용하는 수리 상수를 분리 

단열망 모형을 사용하여 결정하 을 때 이를 혼합 모형이라 하기도 한다.

1. 결 정  단 일  공 극  모형

단일 공극 모형은 주어진 단열 암반의 부피 평균 수리 도도 텐서를 구하고 

구한 수리 상수를 다공질 매질에 용하는 다음의 지하수 흐름식에 넣어 단열 암반

에서의 지하수 흐름을 모의하는 모형이다 [Carrera et al., 1990]. 

K(
∂
2
h

∂r 2
+
1
r
∂h
∂r
)+q s=Ss

∂h
∂t

이때 사용하는 수리 상수는 수십 미터의 역 크기인 경우 수리 시험을 통해 구한 

값을 사용한다 [Hsieh et al., 1985]. 하지만 모의 역이 큰 경우 수리 시험을 통해 

구한 수리 상수를 그 크기의 값으로 외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모의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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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수백 미터 크기의 모의 역에 단일 공극 모형을 용하

는 경우, 수리 시험을 통해 도출된 표 수리 도도 텐서를 지하수 함양이나 지하

수  분포 등으로 보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용질 이동 모형의 경우 지하수 흐름 

모의와 마찬가지로 다공질 매질에서 사용하는 이송/분산식을 그 로 사용하며 단열 

암반의 부피 평균 유효공극율과 분산계수 등을 구해 수리 상수로 이용한다. 이들 

상수들은 주로 추 자 시험을 통해 구한 값들을 이용하나 구한 수리상수를 설정한 

모의 역 규모에 바로 용할 수 있는지를 단하는 것이 어렵고, 규모 효과(scale 

effect)를 고려하여 추 자 시험을 통해 구한 수리 상수를 더 큰 역에 용하고자 

해도 이를 외삽할 방법이 모호하며, 단열망의 기하학  특징과 분산계수텐서 사이

의 계를 통해 모의에 용한 수리상수를 유추하고자 하여도 그 해석  표 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NRC, 1996]. 

2. 이  공 극  모형

이  공극 모형은 단열에서 매질로의 확산이나 매질에서 단열로의 유출이 

주어진 역의 지하수계에서 요한 역할을 할 때 사용된다. 단열계를 표하는 연

속체와 매질계를 표하는 연속체를 연동하여 지하수 흐름을 모의하며 (그림 3.1), 

각 연속체에 해 다음과 같은 지배식을 사용한다. 

K(
∂2h

∂r 2
+
1
r
∂h
∂r
)+q α=Ss

∂h
∂t

K'(
∂
2
h'

∂r 2
+
1
r
∂h'
∂r
)-q α=S' s

∂h'
∂t

그림 3.1. 이  공극 모형의 개념도

이때 매질계에서의 지하수 흐름을 수식화한 두 번째 식의 경우 매질에서의 지하수 

흐름은 단열로의 흐름만이 존재한다라는 가성정류가정 (pseudo-steady state 

assumption)을 통해 좌변의 첫 번째항을 무시하고, 매질계에서 단열계로 빠져나가

는 지하수 양인 q α 을 통해 두 식을 연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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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이  공극 모형으로 해석한 단열 암반에서의 양수 시험 결과 [Moench, 

1984]

그림 3.3. 이  공극 모형의 분류 [Kazemi and Gilman, 1993]

그림 3.2는 단열 암반에서 시행된 양수 시험 결과를 이  공극 모형을 통해 해석한 

결과로서 첫 번째 Theis solution은 단열계의 반응을, 두 번째 Theis soulution은 매

질계의 반응을 나타낸다. 이 이  공극 모형은 단열계와 매질계를 규칙화해서 표

하는데 어떻게 규칙화하는냐에 따라 그림 3.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게 과장된 규칙화는 단열망의 기하학  특징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단 이 있

고 이에 따라 좋은 수리 상수 측이 어렵다. 용질 이동 모형은 두 연속체에서의 

용질 이동을 따로 표 하는 모형과 이  공극 모형의 지하수 흐름식과 비슷하게 매

질로의 확산을 q α 를 통하여 나타내는 모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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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용질 이동 측의  [Reeves et al., 1991]

그림 3.4는 WIPP site에서의 용질 이동을 측한 것이다. 단열만을 고려한 단일 공

극 모형과 단열과 매질을 모두 고려한 단일 공극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용질의 

도달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분산 정도는 비슷하여 농도 상승률이 큰 편이나 이  

공극 모형의 결과는 단열을 통한 용질 이동과 매질에서 단열로의 확산을 고려하여 

농도 상승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 추 계  연속 체  모형

추계  연속체 모형은 어느 지 에서의 수두나 용질의 농도를 정확히 모의

해내는데 그 목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염운의 공간  모멘트를 구하거나 농도 이

력 곡선의 확률  표  등이 필요할 때 사용된다. 수두나 농도 등의 결정 변수를 

추계식에 의해 직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수리 상수를 지구통계학  방법을 통해 

역에 분포시키고 단일 공극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두 변수

의 평균이 역 내에서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모의된다. 그림 3.5는 역 내에서 

찰된 수리 도도의 배리오그램(variogram)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통계  

방법으로 수리 도도의 분포를 생성한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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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추계  방법을 이용한 수리 도도 분포 생성의  [Jones et al., 1985]. 

추계  연속체 모형은 생성된 수리 도도 장을 이용하여 등다공성 매질 모형을 

구성하고 지하수 유동 모의를 수행한다.

이 방법은 단열망의 기하학  특징을 특성화하지 않고 수리 도도 등의 야외 자료

를 직 으로 이용한다는 장 이 있다. 

4. 종 합

결정 모형 의 연속체 모형은 두 가지 큰 한계를 갖고 있다. 그 하나는 

연속체 가정이 의미가 있는 시스템의 크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리 

상수가 역 크기의 향을 받지 않는 표 미소 체  (REV, Representative 

Elementary Volume보다 큰 시스템에 주로 용한다. 하지만 야외 조사 자료를 통

해서 이 표 미소 체 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데 그 두 번째 한계가 있다.

제 2  분리 단 열 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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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암반 수층은 불연속체로 분리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

라 암반 수층 내 지하수 흐름은 불연속체 모형으로 개념화하여 표 하는 것이 앞

서 언 한 연속체 모형을 사용하는 것보다 매력 이라 할 수 있다. 분리 단열망 모

형은 단열의 통계  특성을 바탕으로 개개의 단열 특성을 모형에 반 하여 체 단

열 암반 수층에서의 지하수 흐름을 묘사하는 모형이다. 이를 하여 수층 내 

단열의 분포 상태를 악하여 이를 수치 으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쳐 연속 방정

식을 만족하는 수두분포를 구하고 (그림 3.6), 이를 토 로 용질의 이동도 계산하게 

된다. 

     

그림 3.6. 분리 단열망 모형 용의 . 역 내 개개 단열들을 재구성하고 이를 

이산화한 후 각 단열의 수리  특성을 반 하여 수두분포를 구하게 된다.

분리 단열망 모형의 지하수 흐름 지배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sf
∂h
∂t
=

∂

∂x * ( K
*
xf
∂h

∂x * )+
∂

∂y * ( K
*
yf
∂h

∂y * )+
∂

∂z * ( K
*
zf
∂h

∂z * )+q
여기서   는 단열 내 국부 좌표계, 





는 Cubic law로 주어지는 단

열 내 각 방향으로의 수리 도도, 는 단열 내 비 유계수이다. 

이와 같이 분리단열망 모형은 수층 내 개개 단열들의 특성을 고려하므로 

단열 암반 수층의 특징인 불연속성과 불균질성을 잘 반 한다. 하지만 일반 으

로 수층 내 모든 개개단열의 자료를 얻는 것은 물리 으로 불가능하고 이에 분리 

단열망 모형의 용시 단열들의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통계  특성을 반 하

여 단열망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통계  특성들이 1차원의 시추공 검층 자료 

(borehole log data), 2차원의 단열 추  지도 (fracture trace map)로부터 추정되어 

그 불확실성이 크다. 한 재 개발된 분리단열망 모형으로 구성된 수치모델들은 

결정  단일 간극 모형을 이용한 수치모델들에 비해 그 모의 역이나 경계 조건의 

설정에 제한이 있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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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혼 합  모형  

큰 규모의 역에 해 그 투수도를 직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

가능한 것으로, 보통의 경우 그와 같은 값들을 측할 때는 작은 규모의 역에서 

측정한 값들의 평균값을 취하여 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열 암반 수층의 경우, 

분리단열망 모형을 이용하여 큰 규모의 역을 한 수리상수들을 측할 수 있다. 

즉, 장 자료에 기 하여 주어진 역을 한 단열망을 건설할 수 있다면 그 단열

망을 이용하여 주어진 역의 수리상수를 측할 수 있으며 이 게 유도된 수리상

수는 주어진 단열 암반 수층을 한 등다공성 매질 모형을 구성하는데 이용하여 

그 지하수 시스템을 모의하는 근법을 혼합 모형이라 한다. 

(a) 생성된 단열망

(b) 단열망(a)에 해 수치모의를 통해 구한 이방성 수리 도도

그림 3.7. 분리단열망 모형을 이용한 등다공성 수리상수 유도의  [Long et al., 

1982]. 혼합 모형은 이 게 유도한 수리상수를 이용하여 등다공성 매질 모형을 

구성하고 지하수 시스템을 모의한다.

혼합 모형의 경우 수치 모의 시 모의 역이나 경계조건의 설정에 한 제한이 없

어진다는 장 이 있다. 하지만 단열망 구성이 필수불가결한 선행 작업이므로 단열 

분포 특성 분석의 어려움이나 생성된 단열망의 큰 불확실성 등 분리단열망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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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이 혼합 모형에도 해당된다. 그림 3.7은 분리단열망 모형을 이용하여 결정  

단일 공극 모형을 한 수리상수를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 다. 이 때 등다공성 수

리상수는 수치 인 방법 [Long et al., 1982; Jackson et al., 2000]이나, 해석 인 방

법 [Oda, 1985]으로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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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 외  각 국의  지하수 모의  모형  용 의  

지하수 유동 모의 모형은 지하수 자원 개발, 지하수  토양 오염 지역의 

특성화, 토목 공사에 의한 환경 향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하여 처분장 후보 부지나 지하연구시설 부지

의 특성화, 안 성 평가 입력 인자 도출 등에 지하수 유동 모의 모형이 사용된 해

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단열 암반 수층을 고려한 연구를 조사하 으

며, 그 수학  근법에 따라 표 인 사례를 선택하여 스 스, 미국, 캐나다, 스웨

덴의 경우를 상세히 검토하 다. 

제 1  스 스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스 스는 북부 결정질암이 고 /장반감기  

폐기물 장소의 모암으로 합한지 평가하기 해 역 지질 조사를 수행하 다 

[Thury et al., 1994]. 그 일환으로 조사 지역의  역 규모 (1000 km
2

), 지역 규모 

(50 km2), 블록 규모 (0.25 km2)의 지하수 유동계를 모의하고 처분장의 안 성 평가

를 해 지하수 유속, 유동 경로, 유동 시간 등을 측하 다. 그리고 모델의 불확

실성 검토를 해 경계 조건과 수리 특성, 주지질구조의 향 등에 해 민감도 분

석을 수행하 다.

먼  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의는 역 지하수 유동계의 정의와 지역 규

모 모델을 한 경계 조건 도출을 목 으로 등다공성매질 모형  결정  단일 공

극 모형 근법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모의 역은 지질  수리특성에 따라 4개

의 수리지질단 로 구분되었으며, 주유동단층(major water-conducting faults)은 따

로 입력되지 않았다. 각 수리지질단 의 유효수리 도도는 암반과 주유동단층의 수

리 도도를 평균내어 사용하 다. 그림 4.1은 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의에 사용된 

모의 역과 경계조건, 수리지질단  등을 보여 다. 정류상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가정하고 설정한 경계 조건과 수리상수를 이용하여 먼  기  모델을 모의한 후 이

를 각 측공에서 찰한 수 와 비교하여 기  모델을 확정하 다. 그 후 지하수 

유동계의 민감도를 시험하기 해 수리상수와 경계조건을 수정하며 지하수 유동 모

의를 수행하 다. 구체 으로 일부 수리지질단 의 수리상수를 증가/감소시켜 모의

를 하거나, 수리상수의 이방성과 깊이에 따른 불균질성을 고려하 다. 경계조건과 

련하여서는 부여된 고정수두경계의 고정수두에 한 민감도를 분석하 고 불투수

경계를 고정유속경계로 바꾸어 모의를 수행하기도 하 다. 그 결과, 일부 모델 지수

의 수정을 통해 측한 수 가 측값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하 으나 부지조

사를 통해 구축한 수리지질모델이나 수리화학모델과는 부분 상반되어 기  모의 

결과만을 지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의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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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의 역  수리지질단

(b) 수리지질단   경계조건 

UC: Upper crystalline rock unit LC: Lower crystalline rock unit

BST: Buntsandstein aquifer DZ: Tectonically disturbed zone

PCTs: Permo-Carboniferous Trough (shoulder)

PCT: Permo-Carboniferous Trough

그림 4.1. 스 스 북부 지역에 용된 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의 모의 역과 

수리지질단 , 경계조건 [Thury et al., 1994]

지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의는, 역 규모 모델의 서부 지역에 해 처분장  

개발 시 발생할 수리지질학  조건의 변화를 이해하고 처분장의 안 성 분석에 기

여하는 것을 목표로, 주로 주유동단층의 향을 규명하기 해 수행되었다. 결정  

단일 공극 모형 근법으로 정류상 지하수 유동장을 모의하 으며, 주유동단층은 2

차원 유한요소로 입력되었다. 기제안된 이 지역의 지질모델에 따르면 [Diebold et 

al., 1991], 주유동단층의 빈도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 모든 1차, 2차 단

층이 유동 일 때 (full scenario)와 그  몇 개만 유동 일 때 (sparse scenari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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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여 모의를 수행하 다. 그림 4.2는 full scenario와 sparse scenario의 모의 

역과 그 수리지질단   경계조건을 보여 다. 모의 역에 한 상세한 조사가 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에서 주유동성단층의 기하학 , 수리  특성은 측공에

서 찰된 것을 바탕으로 이상화하여 표 하 고, 경계조건은 역 규모 지하수 유

동 모의를 통한 평가를 토 로 부여하 다. 이에 따라 모델 보정을 해 실제로 

측된 수 와 계산된 수 를 비교하지 않고 다만 수 의 상 인 수직  변화 추이

를 측된 것과 비교하여 설정한 경계조건의 유의성을 검토하 다. 모의 결과를 안

성 평가의 기  자료로 제시하기 해 각 경우에 해 처분장이 치할 가능성이 

있는 투수 역 (LPD, Lower- Permeability Domain)과 지하수의 주유동경로인 주

유동성단층에서의 수두구배와 유속의 분포를 정리하여 제시하 다. 장 자료가 많

이 부족하여 모델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지만 주유동성단층 빈도에 한 민감도 

분석 외에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한 다른 시도들은 없었다.

(a) full scenario와 sparse scenario의 모의 역  수리지질단

(b) 수리지질단   경계조건

BST: Buntsandstein aquifer HPD: Higher-permeability domain

LPD: Lower-permeability domain DZ: Tectonically disturbed zone

PCTs: Permo-Carboniferous Trough (shoulder)

그림 4.2. 스 스 북서부 지역에 용된 지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의 모의 

역과 수리지질단 , 경계조건 [Thury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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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의가 수행된 스 스 북서부 지역  투수 역에 

해 블록 규모 모의가 수행되었다. 모의의 목 은 불확실성이 큰 단열 크기와 선

택  흐름 인자가 유동성 단열이 포함된 투수단열 암반의 유효수리 도도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고, 처분터 을 교차하는 유동성 단열의 기하학 /수리  특성을 

측하며, 처분터 로부터의 유동 경로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해 그림 

4.3과 같이 500m x 500m x 500m 암반 블록에 단열망을 생성하고 분리단열망 모형 

근법으로 모의를 수행하 다. 지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 지역에 한 상세 조사가 이 지지 않았으므로 본 모의는 어떤 값을 얻는 

것보다는 정성 인 경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단열망은 시추공 찰 자

료와 일반 인 지질학  상식으로부터 유도한 단열 분포의 통계  특성을 이용하여 

추계 으로 생성되었는데, 단열의 치, 주향, 모양, 투수도에 한 여러 특성치  

찰 자료가 없어 불확실성이 매우 큰 단열 크기와 선택  흐름 정도에 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에 해 단열망을 생성하고 그 유효수리 도를 계

산하여 유효수리 도도의 범 를 제시하 다. 한 암반 블록 내 5m x 5m x 500m

의 처분 터 을 가정하여 이 처분 터 과 교차하는 단열들의 트 이스 지도(trace 

map)을 만들어 그 개수와 간격(spacing), 트 이스 길이(trace length), 트 이스의 

컨덕턴스를 측하여 그 범 를 제시하 으며, 처분 터 로부터의 유동 경로에 

한 비틀림도(tortuosity)의 범 를 계산하 다. 이 모의 결과들은 이 지역에 한 

비 안 성 평가에 활용되었다 (i.e. Vomvoris et al.[1992]).

그림 4.3. 블록 규모 지하수 유동 모의를 해 생성된 단열망 [Thury et al., 1994]

제 2  미 국

미국의 고 폐기물 처분 후보 부지인 Yucca Mountain 지역에 해 이

에 행해진 안 성 평가에 의하면 [OCRWM, 2002], Yucca Mountain 지역의 기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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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면 처분장에서 유출된 오염물질이 더 빨리 이동하여 30만년 후 약 40 리렘의 

배경선량이 140 리렘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하 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는 안

성 평가 입력 지수 측에 사용한 모델의 민감도가 매우 커서, 이와 같은 측이 

선택한 수학  모형에 의한 인공 인 향인지 확인하기 해 이  것과 다른 수학

 근 모형을 사용하여 지하수 유동  용질 이동 모델링을 수행하 다 

[Schwartz et al., 2007]. 사용한 모형은 등다공성매질 모형  이  공극 모형으로 

그 수학  모형은 Gerke and van Genuchten [1993]의 것에 기반하고 있다. 그림 

4.4는 사용된 모의 역을 보여 다. 모의 역은 처분장을 지나는 역 지하수 흐

름 경로와 일치하는 수직 단면으로, 다공성매질인 충 층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지

질단 에 해 이  공극 연속체가 가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수리지질단 에 해 

장 자료로부터 추정한 수리특성을 다공성매질 연속체와 단열 연속체에 각각 부여

하 다. 먼  재 기후 조건을 나타내는 경계조건을 부여하여 정류상 지하수 유동 

모의를 한 후, 모의된 지하수면의 치와 찰된 지하수면의 치를 비교하여 각 

연속체의 불포화  수리 특성과 연속체 간의 상호작용을 보정하 다. 그리고 기후

가 변하지 않을 때와 기후가 기 제안된 기후 모델을 따라 변할 때를 가정하여 각각

의 경우 10만년동안의 지하수 유동 시스템의 변화와 처분장에서 유출된 오염물질의 

이동 모습을 모의하 다. 모의 결과 기후변화에 의한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 추이는 

OCRWM [2002]의 것과 비슷하게 측되었다. 하지만, 모델 지수에 한 불확실성

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림 4.4. 미국 Yucca Mountain 지역에 해 수행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의 모의 

역과 수리지질단  [Schwartz et al., 2007]

제 3   캐 나 다

캐나다 핵연료폐기물 처분 로그램의 일환으로 캐나다 매니토바 주의 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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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역에 건설된 지하연구시설은 화강암을 모암으로 지하 약 400m 깊이에 치하

고 있으며, 지하연구시설 부근의 지질 환경을 특성화하기 하여 시설 주변에 설치

된 16개의 시추공을 이용하여 부지 조사와 수리시험, 추 자 시험이 수행되었다 

[Everitt, 2002]. 추 자 시험을 수치 모의를 통해 재 하여 지하연구시설 주변의 용

질 이동 특성을 규명하기 해 지하수 유동  용질 이동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Park et al., 2004]. 

(a) 모의 역

(b) 모의 역에 해 TPMC를 통해 추계 으로 생성한 암상들  하나

그림 4.5. 캐나다 매니토바주 지하연구시설에서 추 자 시험이 수행된 역과 

추계 으로 생성된 암상 분포 [Park et al., 2004]

이를 해 등다공성매질 모형  추계  연속체 모형이 사용되었고 그 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시추공에서 찰한 단열 도에 기 하여 암상을 몇 개로 분류한

다, (2) 세 주방향의 암상 분류 사이의 이를 해 마르코  확률 행렬을 만든다, 

(3) 마르코  확률 행렬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3차원 조건부 암상 분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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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류상 수리 시험 자료를 이용해 각 암상의 수리 도도를 보정한다, (5) 추 자 

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각 암상의 유효공극률과 주입구간의 희석 지수를 보정한다, 

(6) 생성된 여러 개의 조건부 암상 분포에 해 보정된 모델의 오차를 구하고 오차

가 은 조건부 암상 분포를 선택한다, (7) 선택한 조건부 암상 분포를 이용하여 

다른 추 자 시험을 모의하고 찰한 추 자 농도와 비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여

러 추 자 시험 결과를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모의하는 조건부 암상 분포를 

찾아내었다. 본 연구에서 수리  특성의 불확실성은 여러 개의 조건부 암상 분포를 

생성하고 각 조건부 암상 분포에 해 자세한 오차 분석과 함께 보정함으로써 고려

하고자 하 다. 

제 4  스 웨 덴

재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Lexemar 지역과 

Forsmark 지역에 해 최근 등다공성매질 모형(결정  단일 공극 모형)과 혼합 모

형을 이용하여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하 다 [Hartley et al., 2006a; Hartley et 

al., 2006b]. 모델링은 역 규모 (～10 km), 지역 규모 (～1 km)의 모의 역에서 

수행되었으며, 처분장 폐쇄 후부터 다음 빙하기가 시작될 거라 측된 서기 9000년

까지 지하수 시스템의 변화를 모의하 다. 한, 모델링을 통해 처분장을 통과하는 

지하수의 유속, 처분장에서 유출된 핵종의 이동 경로와 이동 경로에 따른 핵종 이

동 련 매개변수 등을 계산하 으며, 이 결과들은 부지의 비안 성 평가에 이용

되었다. Lexemar 지역과 Forsmark 지역에 해 수행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동일

한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본 보고서는 Forsmark 지역에서 수행된 것을 심

으로 기술하 다. 

Forsmark에서 수행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기 제안된 지질 모델 [SKB, 

2005]과 5개의 시추공에서 수집된 단열 도, Posiva flow-log 자료, 패커 시험 자

료 등을 이용하여 두 가지 규모에 해 수행되었다. 먼  약 15 km x 11 km x 1.1 

km의 역 규모에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처분장 인근의 900 m x 

2 km x 580 m의 처분장 규모의 모의 역에 해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하

다. 

역 규모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그림 4.1a의 모의 역에서 수행되었다. 

설계에 의하면 노란 실선으로 표 된 즈상구조 (tectonic lens) 안에 처분장이 

치하게 되어있다. 이에 즈상구조의 바깥 역의 수리  특성을 결정  단일 공극 

모형으로 표 하 고, 즈상구조 내부는 그 수리  특성을 자세하게 반 하기 

해 결정  단일 공극 모형과 혼합 모형의 두 가지 방법으로 근하여 수학  모델 

선택에 한 민감도를 분석하 다. 이 때, 모의 역 내에 존재하는 큰 규모의 단열

 (fractured zone)은  두 가지 근 방법에 해 모두 결정 으로 모델링에 반

되었다. 그림 4.1b-c는 두 가지 근법에 의해 생성된 모의 역의 z-방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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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도도장을 보여 다. 결정  단일 공극 모형으로 근한 모델에서는 지질 모

델에 의해 구획된 각 수리투수성 역 (Hydraulic conductor domain), 수리암반 역 

(Hydraulic rock domain), 수리토양 역 (Hydraulic soil domain)에 해 패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수리  특성을 입력하 으며, 혼합 모형으로 근한 모델

에서는 즈상구조 내 수리암반 역에 해 기존 연구를 통해 유도된 수리단열망 

분포의 통계  특성을 이용하여 수리단열망 모형 (Hydro-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l)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수리 도도장을 생성하고 이를 모델링에 활용하

다. 구체 으로 수리 도도장은 다음과 같이 생성되었다. 먼  각 역 내 분리단열

망 모형을 정의하고 역 내 격자망에 단열망을 생성하 다. 그리고 격자망 내 각 

블록에 해서 각 축 방향으로 선형 수두구배를 가정하여 각 면으로의 유속을 계산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수리 도도 텐서를 구하 다. 계산 시 사용된 유한요소의 크

기는 거의 100m 으며 처분장과 5개의 측정이 있는 역은 50m의 유한요소가 

사용되었다.

 

(a) 모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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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결정  단일 공극 모형 근               (c) 혼합 모형 근

그림 4.1. 스웨덴 Forsmark 지역에 용된 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의 모의 

역과 용된 두 가지 근 방법 [Hartley et al., 2006b]

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Forsmark 지역에 해 11500년 부터 

7000년 후까지 빙하기 후 수리-지화학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 모

델의 경계조건 변화를 설정하 다. 이에 따라 8000년 부터 재까지 부정류 상태

로 지하수 유동  용질 이동을 모의하고 모의된 기  지하수 (reference water)의 

혼합비율 (mixing fraction), 염도, Cl/Mg 등의 주요이온 농도, δ18O 등의 환경동

원소 농도와 시추공 측값들을 비교하여 모델을 보정하 다. 이 게 보정된 모델

을 이용하여 향후 지하수 진화를 측하 다. 측을 해서는 해변과 해수 염도 

진화에 한 모델이 필요하며 이는 과거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 다 [e.g. Passe, 

1997; Gustafsson, 2004ab]. 그리고 지하수 유동 모의와 용질 이동 모의를 통해 지

하수 의 변화, 염수/해수/빙하수/1960빗물의 분포, 유속의 변화 등을 측하 다. 

한 처분장을 출발 으로 한 6824개의 입자가 2020AD, 3000AD, 9000AD에 유출되

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처분장에서 생물권까지 입자 추 을 하고 그 유동로와 이동

거리 등을 계산하 다. 모델링의 불확실성 검토를 하여 수리단열망 건설 시 단열

의 크기와 투수도의 상 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공극율에 한 몇가지 모

델, 용한 근 방법 (결정  단일 공극 모형 vs. 혼합 모형)에 한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하여 지역규모 모의 시, 처분장의 성능 평가 시 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 다. 민감도 분석 결과 결정  단일 공극 모형 근법과 혼합 모형 근법

은 성능 평가 시 큰 차이를 보여 결정  단일 공극 모형 근법의 경우 이동시간이 

한 차수 정도 빨랐다. 이는 주로 시추공에서 찰한 수리 도도가 측정장비의 측정

한계로 낮은 수리 도도 구간을 약간 크게 가정하게 되고 이 향이 모의 역 내 

각 역의 수리 도도 부여 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한 혼합 모형 

근법에서는 유출된 입자들이 선택  지하수 흐름 경로를 따라 흘러 결정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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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 모형 근법으로 모의된 이동 경로보다 더 구불구불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열의 투수량계수가 단열의 크기와 상 계가 없을 때 상 계가 있는 

경우보다 이동시간이 두 차수정도 낮아지고 이동경로와 유출지역이 더 퍼지는 경향

을 보 다. 

처분장의 성능 평가를 해서는 처분용기 (canister)에서 모암 (host rock)까

지의 유동로가 정의되어야 한다. 처분용기로부터 유출된 오염물질은 처분공 

(deposition hole) 부근의 단열이나, 처분터  바닥 주변의 굴착손상  (EDZ, 

Excavation Damaged Zone), 는 처분터  자체를 통해 모암으로 이동할 수 있으

나 이의 정량 인 평가를 해 처분장 부근에서의 지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이 

필요하다. 처분장 규모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그림 4.2a의 모의 역에서 수행되

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의 역은 처분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블록 형

태로 만들어졌다. 지하수 유동 모의를 한 수학  근법으로는 결정  단일 공극 

모형 근법과 분리단열망 모형 근법이 사용되었다. 그림 4.2b-c는 각각 분리단열

망 모형 근법 용 시 모의 역에 부여된 투수량계수 분포와 결정  단일 공극 

모형 근법 용 시 모의 역에 부여된 z-방향의 수리 도도 분포를 보여 다. 

이 때 수리단열망은 역 규모 모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연구 결과를 이용하

여 생성하 고, 결정  단일 공극 모형 근법 용 시 사용된 수리 도도는 시추

공에서 수행된 수리시험 결과로부터 생성되었다. 처분장의 처분터 과 처분공은 두 

근법 모두에서 연속체로 가정되었으며 그 수리  특성은 완충재, 뒷채움재 등의 

수리  특성을 고려하여 부여되었다.

(a) 모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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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분리단열망 모형 근

(c) 결정  단일 공극 모형 근

그림 4.2. 스웨덴 Forsmark 지역에 용된 처분장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의 모의 

역과 용된 두 가지 근 방법 [Hartley et al., 2006b]

처분시설로 가정되는 유한요소들은 1m 이하의 크기로 분할하 다. 이로 인해 모의 

역은 크게 확장할 수 없었으나 분리단열망 모형 근법에서 입자 추  시 이를 

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의와 연동하기가 어려워 이 근법으로 모의할 때는 모의

역을 지표까지 확장하 다. 모의 시 경계조건은 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에서 내삽하여 부여하 다. 하지만 이에 한 민감도 분석을 하기 해 그림 

4.3과 같이 연속체로 가정된 역 규모 모의 역 안에, 처분장 부근을 분리단열망 

모형으로 가정한 불연속체를 결합하여 지하수 유동 모의를 수행하 다. 하지만 이

는 계산 효율성의 이유로 제한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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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정  단일 공극 매질/분리단열망 결합 모형 근

 

(b) 처분장 부근을 확 한 모습

그림 4.3. 결정  단일 공극/분리단열망 결합 모형 근법 용시 모의 역에 

부여된 투수량계수와 z-방향의 수리 도도 분포

모의는 2020AD, 3000AD, 9000AD의 시기에 해 정류상을 가정하여 수행되었고, 

모의 역 내 염수와 해수를 고려하여 도류를 모의하 다. 그리고 처분장 치에 

총 2504개의 입자를 뿌려놓고 지하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입자를 추 하여 그 이

동경로와 이동시간을 측하 다. 모델의 불확실성에 한 비로 근법, 단열 크

기와 투수량계수와의 상 계, 처분터   EDZ의 수리 도도에 한 민감도 분

석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근법에 의한 결과는 처분장 부근 역의 낮은 단열 연

결성으로 인해 차이가 많이 나서, 분리단열망 모형 근법 용 시 지하수 정체 

역, 구불구불한 입자 이동 경로, 단열 에 한정된 지하수 흐름 등이 찰되었고 이

로 인해 입자들을 선택  흐름 경로를 따라 수평방향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주로 바

로 상승하여 지표로 유출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결정  단일 단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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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근법은 연속체 가정에 의해 각 방향으로 지하수가 이동할 수 있어 입자이동이 

보다 균질하고 이동거리가 더 길게 모의되었다. 처분터 과 EDZ의 수리  특성에 

한 민감도는 특별히 크지 않았는데 이는 수두구배방향이 처분터 방향과 수직이

어서 유출된 입자들이 주변 단열망으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결정

 단일 공극/분리단열망 결합 모형 근법으로 지하수 흐름과 입자추 을 계산한 

결과 반 으로 배출지역 (discharge area)이 처분장 상부로 한정되어 처분장 규모

의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와 일 성을 보여 경계조건 내삽에 의한 민감도는 거의 

없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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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지 까지 단열 암반 내 지하수 유동  용질 이동 모의를 한 여러 수학

인 근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 지하수 시스템 특성

화  안 성 평가 입력 인자 도출을 해 어떻게 용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이

들 수학  근 방법들  최근 시도된 방안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먼  한 가지 근 방법만으로 모델링을 수행하기 보다는 각 근 방법들의 장

을 혼합한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리 단열망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 도도장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결정  단일 공극 모형으로 모의를 수행

하거나, 아  단열의 향에 한 고려가 가장 필요한 처분장 부근에 해 분리 단

열망 모형을 만들고 이를 역 규모의 결정  단일 공극 모형 내에 삽입하여 결합 

모형 형태로 지하수 유동  용질 이동 모의를 수행한 도 있다. 두 번째로 분리 

단열망 모형 외에도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은 모형들이 단열의 향을 모델

에 직  반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결정  단일 공극 모형도 본문에 언 한 스웨

덴의 처럼 혼합 모형 형태로 단열을 고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다른 

로 최근 시도된 추계  연속체 모형은, 통 인 추계 모델처럼 모의 역 내에서 

수리특성이 연속 으로 변하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 단열 분포 특성에 따라 수리특

성이 다른 몇 개의 암상을 가정하고 그 암상들을 추계 으로 발생시켜 단열 암반의 

불연속성과 불균질성을 고려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입력 자료나 이를 이용한 

모의 결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해 수학  근 방법  결정  방

법들은 입력 자료에 한 민감도 분석을 더불어 수행하고 있으며, 추계  방법들은 

몇 개의 지하수 시스템 모델을 추계 으로 생성한 후 장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도출하는 지하수 시스템 모델을 찾아내는 방법을 시도하고 하고 있다. 

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거나 필요할 것

으로 상된다. 단열 암반 내 지하수 시스템 모의를 한 수학  근 방법이 복잡

해지면서 수치 계산 시 필요한 시간이나 자원이 늘어나고 수치해의 수렴도 많이 어

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잡한 근 방법으로 인해 늘어난 지배방정식

의 비선형성을 여주거나 만들어진 행렬 방정식을 더 빨리 푸는 등의 방법으로 계

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수치 계산 알고리즘에 한 연구가 많아질 것으로 상된

다. 그리고 모델링 시 모델러의 주 에 따라 가정하는 몇몇 인자에 해 이를 정하

는 객 인 기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를 들어 처분장 규모 지하수 유동 모

의 시 모의 역의 규모는 표 미소 체 에 한 고려나 추계 으로 생성하는 단

열망의 불확실성에 한 고려 없이 1km ～ 500m 내외로 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모의 결과의 불확실성을 이는 방안에 해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어진 부

지에 한 지하수 시스템 개념 모델은 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하

지만 장 조사 결과는 부분 비교  작은 규모에서 얻어진 1차원 혹은 2차원 자

료이며 이들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개념 모델은 그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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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개념 모델은 일반 으로 지하수  자료나 작은 규모에서 수행된 추 자 시험 

결과인 농도 이력 곡선을 가지고 보정을 하는데 이는 모델의 불확실성을 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부지 특성화를 한 새로운 장 실험을 개

발하고 이를 모델 보정에 활용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 폐

기물 처분장의 안 성은 약 100만년까지 보장되어야 하므로 처분장 안 성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의 국내 용과 련하여서 국내의 기후  수리지질조건의 변

화에 한 모델과 시나리오가 연구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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