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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선정  평가 방법론 개발
- 부지에 한 지질학  평가항목과 요소, 인자를 분류하고 IAEA의 안 지침에 부합되는 제외
기 과 선호기 을 도출

- 부지선정 기술지침(안)을 개발하 고, 역 인 부지선정 과정에 요구되는 부지 통합지질정
보체계에 한 개념  설계를 수행

○ 장기 지질안정성 연구
- 고 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에 요한 단 기 이 되는 장기 인 지질안정성 요소에 한 
정량 인 자료를 수집, 분석

-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항목에 한 장기  추진방향을 수립
○ 화산암․편마암 심지층 지질환경 기 조사
- 동, 서해안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심부의 수리지질학   지화학  특성을 분석
- 지하수유동 모델링과 함께 처분장 모암으로서의 비 타당성 평가를 수행
○ KURT 수리․지화학 특성 평가
- KURT 시설 주변에서 시추조사, 공내 물리검층, 지구물리탐사를 수행
- 조사된 암반배경단열과 결정론  투수성 구조를 종합하여 지질모델과 지질구조모델, 수리지
질개념모델을 개발

- 지하 심부의 원 치 지하수 조건에서의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간의 지화학반응을 모델
화

○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 개발
- 투수성 암반에서의 수리시험 기술  장치 개발
- 심부 고압조건에서의 지화학인자의 계측기술을 개발
- 특허등록 7건, 특허출원 9건의 실 을 달성

색 인 어

(각 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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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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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심지층 처분 타당성 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는 국내 심지층 지질환경의 처분 가능성  타당성을 제시하

기 하여 한반도 심지층 처분 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 으로 요

구되는 심부환경 조사·해석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부지 선정 방법론의 개발을 해서는 

심지층 처분환경에 한 지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후보부지 선정의 객 성 

 국민의 공감  형성을 한 고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 차  방법을 개발

하는 것이다.

  기술  측면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자국 고유 지질환경에 합한 처분시스템을 개

발하고 최종 실증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처분심도의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 규

명  후보부지 평가방안의 확립을 통한 국민  이해  신뢰도 확보가 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지질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지층 처분 합성의 평가  심부환경 조

사·해석을 한 신뢰성 있는 기술 확보가 필수 이며, 이와 같은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처분장 후보부지 평가 기본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제․산업  측면에서의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는 고 폐기물 상용처분사업의 

안 성확보를 해 반드시 거쳐야 할 장기 과정의 필수 단계로서 장기간의 자료 축 을 

제로 하는 부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  차원의 국가 주도 연구개발 과제로서 수

행되어야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심지층 환경에 합한 처분 자력기술의 확보와 

방안제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고 방사성폐기물처분이 갖는 국가  사업취지에 알

맞는 경제·사회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다.

  사회․문화  측면에서 고 폐기물 처분사업에 한 국민의 신뢰도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하기 때문에, 국내 심지층 처분환경에 한 선진국 수 의 평

가기술 확립과 타당성  안정성의 제시는 원자력발   고 폐기물 처분 안 성에 

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사회 반에 한 수용도 제고와 국민이해 기반조

성은 물론 국내 원자력 산업의 안정 이고 효율 인 추진을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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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부지 선정  평가 방법론 개발

     우리나라 지질조건을 고려한 고 폐기물 처분 후보부지의 기술  선정 차  평

가 방법을 구상하기 하여 기술 으로 후보부지선정을 한 기술  제반 차  체계를 

구축하여 고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과정의 객 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 장기 지질안정성 연구

     처분장 안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완속성  발성 지각변동 상에 한 국

내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 연구 황을 토 로 향후 보완되어야 할 연구 항목의 장기 연

구 추진 략을 수립한다. 

○ 화산암․편마암 심지층 지질환경 기 조사

     일반 으로 처분장의 모암으로 선호되는 화강암 외에 우리나라에 폭 넓게 분포하는 

화산암과 편마암이 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하여 연구지역에 한 기존의 조

사자료를 종합하고 수리지질학  측면에서 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다. 

○ KURT 수리․지화학 특성 평가

     A-KRS 개발  안 성 평가 입력자료 제공을 해 KURT 시설을 심으로 하여 

심부의 수리지질학 , 지구화학  자료를 조사, 평가하여 체계 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한다. 이를 근거로 지질모델과 수리지질학  개념모델을 개발하여 궁극 으로는 지하수유

동 모델링의 기  모델을 구축한다.

○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 개발

     고 폐기물 처분환경의 천연방벽에 해 격리  지연기능을 지배하는 심지층 처

분지질환경 조사기술개발과 심부 원 치 환경에서 검증  실증 심의 처분지질환경의 

수리․지화학  방벽기능 평가기술을 확보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 부지 선정  평가 방법론 개발

     부지에 한 지질학  평가항목과 요소, 인자를 분류하고 IAEA의 안 지침에 부합

되는 제외기 과 선호기 을 도출하 다. 공간 인 특성을 갖는 지질요소가 공간 으로 

어떤 분포특성을 갖는지를 정량 으로 분석하 으며, 련 문가그룹의 평가를 통하여 

평가인자별 가 치를 설정하여 평가 과정에서의 요도의 경 을 검토하 다. 최종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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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지선정 기술지침(안)을 개발하 고, 역 인 부지선정 과정에 요구되는 부지 통합

지질정보체계에 한 개념  설계를 수행하 다.

○ 장기 지질안정성 연구

     고 폐기물의 처분부지 선정에 요한 단 기 이 되는 장기 인 지질안정성 요

소에 한 정량 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 다. 완속성 지각변동 상에 해당되는 융기, 침

강, 해수면변화 자료, 그리고 발성 지각변동에 해당하는 지진, 단층, 화산활동에 한 

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시공간 으로 분석하 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외지역 요건 에

서 가장 민감한 지진-단층-지구조와의 연 성을 분석하 고,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항

목에 한 장기  추진방향을 수립하 다.   

○ 화산암․편마암 심지층 지질환경 기 조사

     처분장 안 모암의 상으로 화산암과 편마암을 선정하고 국 으로 화산암 36개 

지역, 편마암 26개 지역을 도출하여 최종 으로 동, 서해안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재까

지 조사된 심부의 수리지질학   지화학  특성을 비 으로 분석하 다. 이를 이용하

여 지하수유동 모델링과 함께 처분장 모암으로서의 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 다.   

○ KURT 수리․지화학 특성 평가

     KURT 시설 주변에서 시추조사, 공내 물리검층, 지구물리탐사를 통하여 조사된 암

반배경단열과 결정론  투수성 구조를 종합하여 지질모델과 지질구조모델, 그리고 수리지

질개념모델을 개발하 다. 지하 500 m 심도까지의 수리화학  변화특성을 장기 으로 모

니터링하여 심도별 변화특성을 제시하 다. 근계 역의 공학 방벽의 진화과정을 평가하

기 하여 지하 심부의 원 치 지하수 조건에서의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간의 지화

학반응을 모델화하 다. 본 연구를에서 도출된 자료는 A-KRS 개발  안 성 평가에 정

량 으로 제공되었다.      

○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 개발

     심부지질환경에 한 신뢰성있는 조사, 해석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심도별 지하

수의 원 치 계측기술을 개발하고, 투수성 암반에서의 수리시험 기술  장치 개발, 심

부 고압조건에서의 지화학인자의 계측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등록 7건, 특허출원 9건의 실

을 이루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단열체계  지하수 유동로 해석결과는 처분시스템설계

에 기본 인 입력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안 성평가에 필요한 처분장 주변의 단열체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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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한 가상 처분장 주변의 단열망 모사는 주유동경로까지의 

유동경로해석에 기본 인 틀을 제공하게 된다. 심부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규명을 해 

개발된 기술은 국내에서  안 성검토, 음용수의 오염 평가, 지하수문환경의 오염, 지하

수의 연 측정  고기환경 연구의 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심지층 환경 조사·해석기술은 심지층 지질환경과 하게 련된 산업분야인 지하 비

축 시설, 도시 지하공간, 형 의 기  지반  안 성 검토, 심부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음용수의 오염 평가, 기타 지하수문환경의 오염, 고기환경 연구 등의 다양한 련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지질환경 평가기술 에서, 단열체계  지하수 유동로 분석기술은 도시

지하공간, 지하발 소, 지하 유류  식품 장소 등의 지하공간 건설의 안정성 평가에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 확보된 기술은 우선 으로 처분장 후보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 폐기물 처분 련 사업 수행을 

한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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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Main subject: Development of Deep Geological Disposal for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in Korea

  Subject: Assessment of Deep Geological Environmental Condition for HLW Disposal 

in Korea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PROJECT

It will be expected that Kore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will be an 

issue in 2030～2040 considering the fundamental rule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in 

one's own country, the increase of spent nuclear fuels, and the need of CANDU 

nuclear fuel disposal. However, it has not been discussed sufficiently the treatment of 

spent nuclear fuels and HLW disposal as a national policy: it was initiated to discuss 

how to treat spent nuclear fuels and HLW at 2006 following determination of a 

disposal site in Gyoungju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A disposal facility should isolate radioactive nuclides from biosphere for a 

long time equivalent to geologic time that is much longer than the maintenance period 

of a engineering barrier. Safety assessment of a disposal facility should be done 

based on basic environmental data and corresponding technology for one's own 

country rather than those imported from leading countries. However, the HLW 

disposal research in Korea is in the very early stages compared to the advanced 

OECD countries having 30-50 years experiences. 

 Most of the nuclear-advanced countries have plans to operate a HLW 

disposal facility since 2010-2030 following their policy for retreatment of spent nuclear 

fuels, intermediate storage and direct disposal of HLW. They mostly accept a deep 

geologic disposal system, and determine the rock type which will host a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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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Although our commercial production of electricity by nuclear power ranks 

sixth among 36 countries that use nuclear energy, however, the management policy 

for spent nuclear fuels is not determined yet, and the research for them is in the 

very early stages. In this point of view, we need to develop techniques related to 

evaluation and selection of a candidate site, characterization of a disposal site and 

safety assessment, and thus should conceptualize a Korean reference repository 

system before 2020-2030.

The HLW disposal concept is similar to those adopted by other countries: a 

multi-barrier system in a deep geologic unit, and the preliminary study for it takes 

long time. For HLW disposal in a deep geologic unit, it should be preceded to 

evaluate suitable rock type in near- and far-field, to characterize the geologic 

environment of a disposal site, and to establish a procedure of safety assessment. 

Through these activity it needs to improve public understan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HLW disposal and build public confidence. 

In this project, we conducted preliminary studies using Mesozoic plutonic 

rocks that was selected as host rock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stages. 

Ⅲ. SCOPES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Site selection and evaluation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research was to study site selection criteria and methods which capable 

to cover geological conditions in Korea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disposal. 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this study developed basic concepts of site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disposal and survey methods 

for public acceptance.  

     

○ Characterization of Long-term geological processes 

     

The study includes geological faults and related geological processes such as 

tectonic processes and earthquake to select a safe site for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wed the significance of faults evalu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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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methods to analyze geological data related to faults such as tectonic processes 

and earthquake, which are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site selection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 Geological study of volcanic and gneissic sites 

     

The scope of this project covered  the following contents : (1) the preliminary 

selection of volcanic and gneissic sites as candidate sites, (2) the compilation of 

geological,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data of the candidate sites from published 

literatures, (3) the selection of four study sites (andesitic volcanic rock, trachytic 

volcanic rock and two granitic gneiss rocks)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disposal, (4) geochemical study of groundwater samples in four candidate sites, and 

(5) the compil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of geochemical data of deep geothermal 

waters.

○ Hydrogeolocial and hydrogeochemical characterization in KURT 

This research conducted hydro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 approaches to 

investigate deep geological conditions. The technology and equipments being developed 

and applied to in situ condition at KAERI underground facility called KURT to  

collect important hydro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 data for A-KRS development 

and safety assessment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is study developed 

conceptual  hydro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 models to characterize groundwater 

flows in deep geological conditions. 

○ Hydro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 investigation on deep geological 

conditions 

    

 The research improved technology and scientific methods to ensure more 

efficient , reliable and detailed data on the deep geological environment from the view 

point of geological disposal. The technology and methods were developed to obtain 

accurate data on the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in s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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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gical conditions.

 Ⅳ. RESULTS OF THE PROJECT

○ Site selection and evaluation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research developed methods to study and evaluate geological factors and 

items to select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which should meet the safety 

requirements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repositorie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recommended by IAEA. The study quantified the distribution of geological factors 

such as lithology, geological structures, neotectonics,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rocks and geochemical items. The importance of geological factors were 

evaluated by various experts in the field of geological disposal. Finally, a preliminary 

guideline for site selection and compilation of geological data were developed. 

○ Characterization of Long-term geological processes

     Geological factors and items influencing long-term geological processes were 

collected and evaluated for geological disposal site selection. Geological processes such 

as neotectonics, brittle structures, lithology, natural hazards, ductile structures, 

topography, weathering were evaluated and quantified.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provide a basic concept of site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and develop systematic geological data management with geological 

data system which will be used for site selection in future.  

 

○ Geological study of volcanic and gneissic sites

     

 In this study, we selected 36 volcanic rock sites and 26 gneissic sites as the 

candidate sites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published geological,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data on the selected candidate sites were collected 

and evaluated. The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s of the four 

representative sit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nitrate contamination and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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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mixing  were important factors on the assessment of behaviour of radionuclides 

unatr groundwater envwaoners o.ann addition, alkaline and sodium-bicabonate chemical 

environment and sea water mixing should be considered as key factors for the deep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the study sites.

○ Hydrogeolocial and hydrogeochemical characterization in KURT 

    

The scientific models and methods were developed around KURT to investigate 

groundwater flow and mass transport through fractures and to integrate and evaluate 

their uncertainty. The scientific models on groundwater flow as well as mass transport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near-field and far-field in a geological 

disposal system. The scientific models and research were conducted to test engineered 

barriers and their impacts on groundwater. These studies contribute to improve 

understanding of geochemical properties of engineered barrier and its interaction with 

groundwater. 

○ Hydro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 investigation on deep geological 

conditions 

     

The technology and scientific methods were developed to obtain accurate data 

on the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deep geological 

environments. The research improved various technologies including multi-packers 

system and geochemical monitoring system to collect more reliable and detailed data 

from in situ conditions which is important information to construct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repository. 

Ⅴ. APPLICATION OF THE PROJECT     

This research will demonstrate technical solutions and methods to make safety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potential geological disposal condition. The results of this 

project will yield important information that will help to select the location of saf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repository, reliable waste management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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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apply to various industries such 

as oil and gas storage, underground system, civil engineering, groundwater qualit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technology and methods developed from the project will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s to develop reliable and scientific site evaluation process to construct a 

geological disposal repository for radioactive w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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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와 련된 기술개발 분야는 원자력 발  과정에서 발생

되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 폐기물을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암반 내에 처분하여 인

간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기 한 타당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그 후보부지 선정을 한 

방법  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 폐기물 처분 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개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사  연구를 통해서 자국 고유 자연환경에 합한 처분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 개발된 처분시스템은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 측기술 개발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

과 실증을 거쳐 부지특성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 심지층처분 련 기술은 한국의 심지층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고 폐

기물 심지층처분의 장기  안 성을 선진외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는 바 국내

지질환경에서의 심지층 처분환경에 한 타당성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를 해 궁극 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지질학  인자들

은 지구과학분야의 특성상 단기 인 장 시험  실내 실험 이외에도, 최소 수 십년 이

상의 장기 인 연구나, 수차례에 걸친 반복 인 측과 시험 등이 복합 으로 수행되어야 

얻어질 수 있다. 한 련 분야의 반 인 연구 수행과정과 그 결과가 국민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에서 다른 일반 인 기술 개발 는 연구 분야와 그 성격이 뚜렷이 구

별된다.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를 한 심부환경의 조사·해석기술의 확보를 해 선

진 외국에서는 이미 장기 인 계획 하에 연구개발을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이에 한 실

증실험을 통해 상용처분사업을 시작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캐

나다, 미국, 일본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 지질환경의 불균질성과 장기 인 자연

환경변화에 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해 사 에 10~20년간의 장기 인 기 연구를 선

행하 고, 이를 기반으로 20년에 달하는 장기 인 심지층 처분 련 연구를 수행 는 수

행 에 있다. 각 나라마다 지질환경, 특히 심지층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선진 외국

의 기술들을 그 로 도입하여 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는 심지층 처분 합성 평가와 이를 한 조사·해석기술을 개발해야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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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고 폐기물의 처분장의 안 성이 요구되는 기간은 수십만 년~수백만 년으로 

일반 인 공학  성능기간을 훨씬 월하므로, 처분장의 안 성확보를 해서는 실제 심

지층 환경특성규명을 한 기술 확보와 이를 이용한 국내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 정량화 

 장기 인 지질환경변화 측 기술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가까운 장래에 고 폐기

물처분장의 후보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 을 때, 궁극 으로는 심

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 수행 결과로서 얻어진 심지층 조사․해석 기술  활용을 통

하여 처분장 후보부지선정을 한 차  평가의 기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고 폐기물 처분 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경제․산업  측면에서 볼 때, 20~30년 이상 방사성폐기물처분 련 연구에 많은 투자

를 한 선진국들은, 고 폐기물 상용처분사업의 안 성 확보를 해 반드시 필요한 심지

층 처분환경의 타당성 평가를 해 자국 실정에 맞는 심부 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을 확

보하 으며 이를 통해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이 갖는 국가  사업 취지에 알맞은 경제·

사회  효과를 리고 있다. 

     심지층 처분환경과 련된 지질학  조사․해석기술 분야는 과거 우리나라의 기 

산업화 과정에서 1차 인 자원의 개발과 공  분야에서 국가의 경제․사회  요성을 

유지하 으나, 이 후 경제논리에 따라 국가  투자가 일부첨단 분야에 편 되면서 경제․

사회  요도가 차 으로 낮아져 왔고, 최근까지 기존자료의 정보체계 뿐 아니라 심지

층 환경의 특성 평가 기술 자체도 선진국들에 비해 낙후된 상태 다. 1990년  말부터는 

국내에서도 고 폐기물 처분연구가 원자력 장기계획사업의 한 분야로서 충실히 수행

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한 심부 지질환경의 해석기술의 비약  발 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부 수리지질  지구화학 분야는 세계일류수 에 근 해 있다. 그러나 선진 

외국들의 이 분야에 한 투자 의지  투자 규모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앞서 가고 있다. 

     고 폐기물 처분, 특히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 분야와 련된 외국 선진국

의 성공 인 연구 결과는 부분 기 과학 연구에서 축 된 결과의 효과 이고 극 인 

활용과, 체계 인 추진을 한 지속 이고 튼튼한 연구기반의 보유를 통해 이루어 졌다.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를 한 부분의 지질학 인 입력인자는 단기  고액 투자

나 다수 인력의 투입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고, 장기간의 자료 축 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필연 으로 기부터 장기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비를 하지 않으면 

최종 인 사업추진 일정에도 향을 미치는 어려움에 당면하게 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와 련된 연구개발은 장기 인 경제․사회  

안목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자연과학 혹은 지질공학 분야와 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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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로서가 아닌,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체제가 구축

될 수 있다. 국내 심지층 환경에 합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처분 자력기술이 확보

되고, 아울러 후보부지 평가를 한 선정방법  차가 수립되어야만 국가 원자력사업이 

성공 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경제·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향상  부

의 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이미 원자력 선진국들은 80년  반부터 IAEA,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리 안 수칙을 수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환경보호를 하여 체계 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국 실정에 맞는 심지층 처분

개념  이와 련한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심지층 처분

환경 타당성평가를 한 해석·평가기술 향상과 련 정보의 축 은 세계 으로 지구환경

의 보   장기 인 환경감시 리를 한 기본 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분야와 

련된 지구과학분야의 활성화  폐기물 련 연구의 국민 수용도는 그 나라의 사회․문

화  발  척도가 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사성폐기물 리정책을 포함하여 련부지확보, 처분장 부

지조사, 처분장 건설  련 기술확보와 연구개발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는 재까지 국가정책으로 보여  방사성폐기물 리정책  처분안 에 한 국민

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원자력 안 에 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에 기인된 바가 지 않

다.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발 의 안 성에 해 갖고 있는 의구심의 상당부분은 원자력발

 자체의 안 성이 아니라 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이 과연 유해기간 동안 

안 하게 생태계로부터 격리될 것이냐에 한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의 안 성 확보 차원

에서 고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  이와 련된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가 차지하

는 비 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 폐기물 처분은 처분 타당성에 한 국민의 공감  형성에 최우선 원

칙을 두어야 하며, 과거 20년 동안의 여러 복합 인 상황하에 어렵게 처분장 부지선정을 

이룬 처분사업의 선례를 거울삼아, 기부터 후보부지의 객  선정기 을 마련

하고 체계 이고 논리 인 선정 차 지침을 확보함으로써, 기본 인 추진 방향에 한 신

뢰성 있는 법 ․제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심지층 처분환경에 한 

평가방법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심지층 환경에서의 고 폐기물 처분 가

능성  타당성을 정의·제시하여야만 국민 인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재 문가 집단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은 국내 황으로 볼 

때 최종 리 방안이 될 수 없다. 한 고 폐기물 처분기술과 련된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는 국내 지질환경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  지지기반이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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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선진 외국 기술의 단순 도입에 의해 그 기술이 확보된다거나 제도  근거가 

마련될 수 없다. 한,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는 민간차원이나 단기간의 지원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사업이라는 제가 확보되어

야만 국민들의 고 폐기물 처분에 한 막연한 불안감이 제거될 수 있고, 궁극 으로는 

원자력발 의 안정 이고 효율 인 추진이 가능하다.

     결국, 원자력발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에 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

기 하여 가장 기 이면서도 필수 으로 요구되는 기술개발분야가 심지층 처분과 

련된 국내 심부지질의 환경타당성평가  심부환경 조사·해석기술에 한 신뢰성 있는 

국산 기술 확보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

지 선정을 한 차  방법의 제시라 할 수 있다.

 제 2  연구개발의 범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 연구 분야는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 최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한반도 심지층처분 비타당성  심부환경 조사․해석기술 확보

∙ 고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 차  방법 개발

     장기연구개발계획 (1997～2006) 10년 과제에서는 처분장 모암으로 화강암류/심성

암을 우선 연구 상으로 선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심도 500m 에 국한된 원 치 조사 

 시험을 성공 으로 실시하 다. 2007년부터 착수된 연구개발에서는 고 폐기물의 

장기 국가 리 로그램의 완성을 하여 한반도에서의 심지층 처분에 한 합성 평

가, 지질학  요건  정 지역 도출을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기존의 500

미터까지의 시추공 조사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원 치시험 기술을 활용하여  

1,000미터 심도까지 도달하는 심부시추공을 개발하고 원 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하심

부환경에 한 이해를 돕고 련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본 심지층 처분타당성 평가 연구분야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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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97-’99) 2단계 (’00-’02) 3단계 (’03-’06) 4단계 (’07-’09)

-심지층처분장 지질방벽

요건 설정

-후보매질도출을 한 

기반 자료 확보․ 비

평가

-지질방벽 특성평가 기

술확보

-결정질암류 심부지질환

경 비평가

-국내 안정된 지질환경

지역 요건 도출

-처분유동경로의 심부지

질환경특성 규명  

특성평가기술 확립

-처분장 후보부지 평

가.선정 기본 방안 

구축

-심지층 처분 환경 

특성 정량화  DB 

구축

표 1.2.1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고 폐기물 장기 리 기술개발을 한 지구과학 분야의 단계별 단계별 연구내용 

 범 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단계 (’97-’99) 2단계 (’00-’02) 3단계 (’03-’06) 4단계 (’07-’09)

-투수성단열체계  투수

성 인자의 정량화 기술

- 역단열  주 방향별 길

이, 간격, 폭, 깊이 등의 

인자간 상 계 분석

- 역   국지  지하수 

유동체계 분석

-암석-물 상호반응 특성 

 심부지하수 혼합과정 

규명

-화강암분포지역에서 지하

수/ 탄산염반응 특성 규

명

-환경동 원소  주요․

미량 원소 분포특성

-후보매질 합성 비교 평

가

-국내 자연유사연구 상

지역 비조사

-장기안 성 FEP 인자 

비 평가

-심부지질환경 특성조사 

drill hole 설치  

fracture mapping

-단열 투수성인자의 정량

화  심부 단열암반의 

수리  인자에 한 확률

론  해석

-심부 지하수․암석․단열

물의 지화학  특성 

 심부 지하수 진화과

정 규명

-자연수내 C-14과 동 원

소 (He, S-34 등) 분석 

 해석 기술 확보

-단일공 동 원소추 자 

시험 방법  해석기술 

확보

-심부암석의 수리 ․열

․역학  물성 평가

-국내 안정된 지질환경지

역 요건 도출

- 처 분 유 동 경 로 의 

geological setting 정립

-Reference pathway 수리 

특성  수리지화학특성 

평가

-Repository domain 암반

의 설계인자 도출

-안 성평가 입력인자 도

출

-부지선정  평가 방법론 

개발

-화산암  편마암지역 수

리.지화학 기 황조사

-장기지질안정성요소 정량

평가 연구

-KURT 부지주변 수리.지

화학 분포특성

-심부지질환경 조사  해

석기술 개발

표 1.2.2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범

     특히 4 단계 연구는 2007～2009까지 총 3 년 동안에 걸쳐 수행한 결과를 한국형처

분시스템 개발을 해 KURT 주변의 화강암반에 한 지질환경특성의 정의와 련 조사 

 해석기술 개발에 을 두고 연도별 세부 연구내용  범 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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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연도
4 단계(‘07-’09) 세부연구개발 내용  범

2007

․부지선정평가항목 도출  기술분류

․선정단계별 평가항목-요소-인자간 구조  분류체계 도출

․화산암.편마암 연구지역 지질자료 수집방안 수립

․화산암.편마암지역 수리.화학특성 배경치 분석  지역별 역 지하수 유동 

비모델링

․지진.단층.화산.융기.침강.해수면변화 분포 분석

․KURT 단열특성  주요유동로 수리특성 분석

․심도별 지하수 화학.유기물.가스 특성 분석

․KURT 다공성 지하수 유동모델링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반응 상 규명을 한 매질 선정  비실험

․심지층 시추를 한 지구물리탐사 

․심지층 지하수시료채취 기술 개발, 수리특성분석을 한 신뢰도 

향상기술개발, 심도별 지하수 원 치 장측정기술 개발

2008

․부지평가 입력인자 선정, 인자별 최소요구사항  정량  분포범  설정, 

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단 격자 크기 결정

․부지평가인자별 항목-요소-인자간 가 치 설정

․화산암.편마암 지역 특성분석  지하수 유동 모델링, 연구지역 선정

․지진.단층 지구조해석  기후변화.융기.침강 지역별 규모분석

․기상변화에 따른 KURT 지하수 함양특성 분석

․주요 유동로에서의 추 자시험

․분리단열망모델을 이용한 지하수 유동모델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반응시험  열역학자료분석과 지화학반응 

모델링

․0-600m 시추  수리.화학특성 분석

․ 투수성조건에서의 수리인자측정기술 개발, 고압조건하에서 지화학인자측정

기술 개발, 심지층 가스채취기술  비조사

2009

․후보부지 선정 기 안 제시  후보지역 조사.평가 수행 차 개발

․ 역지질정보 연계체계 구축

․화산암.편마암 연구지역 처분환경 비평가

․화산암.편마암 지역 심지층환경 조사를 한 타당성 분석

․장기지질안정성 평가인자 시.공간  분포분석

․장기지질 상 정량화 방안수립

․주요 유동로에서 종합수리시험을 통한 지하수 유동실증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지화학반응 실증

․지하수 산화-환원 반응 시험  모델링

․600-1000m 시추  심도별 지하수 시료채취

․심지층 지하수의 수리.화학.가스분석

․심지층 처분환경 비해석

표 1.2.3 4 단계 (‘07-’09) 연도별 세부연구개발 내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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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보고서의 구성

     2 장은 국내  국외의 고 방사성폐기물 련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기술개발에 

한 황을 기술하 다. 

     3 장은 본 과제를 통하여 수행한 장기연구개발 내용을 기술하 다. 제 1 에는 

체 인 수행방법의 개요를 기술하 으며, 제 2 에는 부지평가  선정 방법론에 한 일

반 인 사항으로서, IAEA의 권고사항과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 후보부지 선정평가를 한 지질학  항목  선정단계별 평가

인자를 분류하고, 후보부지 선정을 한 기술지침서, 평가 인자별 정량  가 치, 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등에 한 기술사항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향후 구축되어

야 할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체계 설계(안)을 제시하 다. 제 3 은 장

기  지질안정성에 한 반 이고 총체 인 내용으로서, 한반도의 지질환경의 진화, 장

기  완속․ 해성 지질 상, 단기  속․ 해성 지질 상 등에 하여 재의 기존 자

료의 황․수   국내 연구/기술 수 을 정리하 다. 특별히 장기지질요소에 하여 

과거의 정성 인 평가에 기 하여 정량 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 다. 이러

한 시도는 향후의 부지 평가  선정 업무에 객 인 기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단한다. 제 4 은 과거 10년 동안에 집 으로 수행되었던 표 인 

결정질암반, 즉, 화강암에 한 연구와 병행하여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괴상의 결정질 암

반으로 처분장 모암의 가능성이 있는 화산암과 편마암에 한 심부특성에 한 기 황

조사 결과를 수록하 다. 제 5 은 KURT 시설부지의 수리지질  지구화학 특성 평가 

결과를 정리하 다. KURT 시설부지에서 수행된 각종 조사  시험 결과를 통하여 지질

학  특성, 수리지질학  특성, 지구화학  특성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 고, 이들 자료를 

종합한 부지특성모델 개발 결과와 지하수유동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 다. 제 6 에서는 

500m 이상의 심부 시추조사  일반 인 심부지질환경 조사, 그리고 조사결과의 해석기

술 개발을 한 성과를 수록하 다. 본 에서는 수리시험기술, 지화학특성 조사기술, 지

화학 원 치기술 등의 특허  출원 결과를 정리하 다. 

     4장은 연구수행 결과에 하여 목표 달성도와 함께 련분야의 기술발 에의 기여

도를 평가 정리하 다. 5장은 추가연구의 필요성과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에 하여 기술하 다. 6장은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기술정보에 하여 정리하

으며, 마지막으로 7장은 참고문헌을 총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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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황

   1.  국외 황 개요

     가장 최근에 후보부지 결정  건설 허가 심의과정에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부지선정 단계를 거쳐 제안부지에서 부지특성평가․안 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설 

인허가를 취득하기까지 거의 3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련 연구

는 1950년 부터 시작하여 50여 년의 경험을 축 하 다.

     한, 핀란드의 경우는 2002년  후보부지가 결정되어 부지특성  안 성평가 단

계에 진입하 으며, 향후 검토과정과 건설기간을 감안하여 약 38년이 소요될 것으로 상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일정을 가지고 있어 시설운  시 까지 약 38년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두 국가들은 공히 처분연구를 1970년  반에 시작하

여 25년여 연구 실 이 축 되어 있으며, 상용처분사업의 시작 업무로서 후보부지 선별․

평가와 병행하여 실증연구는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6년부터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에 착수하여 재까지 

25년 이상의 연구수행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2 개소의 지하처분실증시험연구시설을 계획

하는 등 처분실증연구는 사업수행과 병행하여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원자력 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2030년 에 운 을 목표로 재 사업수행 주  조직을 구성하고 상업  

처분사업 수행단계에 진입함과 동시에, 상업  처분사업 수행 착수 시 에서 운 (2030년

)까지 30～40년의 소요 기간을 상하고 있다. 특히 지하심부지질환경 특성 규명  국

민이해제고를 해서 1,500m 심도까지 drilling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시험을 

한 2 개소의 지하시험시설을 각각 1,000m/500m 심도까지 건설계획으로 수행하는 등 

극 인 지층과학연구 program을 수립하여 실행단계에 진입하 다.

     이와 같이 처분개념 확립을 넘어서서 실증 / 는 상업  처분사업 수행단계에 진

입하는 국가들이 상당수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에 들어와서 주된 변화로 인식된

다. 이러한 정 인 변화들은 처분기술이 상당한 신뢰를 확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

증하는 것이며, 국민이해 제고에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9 -

   2.  국가 별 황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와 련된 국제  연구의 추진 정도는 각국의 고 폐

기물 처분 련 연구와 연계되어 산업 발달 등 경제 수 에 따른 력 수요 정도와 과학

기술 발달  자국의 자연환경과 정치·사회·문화 인 특성 등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특히, 정부 정책의 확립 여부가 고  폐기물 처분 련 연구에 큰 비 을 차지하는데, 

이는 장기 이고 체계 인 기  연구에 근거해 추진되었다. 재까지의 외국 사례를 볼 

때, 고 폐기물 장기 리 기술 개발의 지속  추진을 해서는 심부지질환경 연구  

심지층처분환경 타당성평가를 통한 처분안 성 확보가 이다. 더구나 심지층 처분지

질환경 자료의 수집․확보, 특성 분석  평가 련기술의 실증 등에 어도 20～30년 이

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부분 고 폐기물 처분사업  일련의 연

구가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  법제화 아래 추진되고 있다. 한 규제 강화, 부지 보상, 

홍보  국민 이해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고 폐기물 처분사업이 지연되어 처분 비용

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한 연구 분야도 확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련하

여 주요 국가들의 연구개발 실  황을 요약하 다.

    

     가. 랑스

     - 재 랑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방폐물 리  연구/개발은 랑스 원자

력청(CEA)산하, 1979년 설립된 ANDRA에서 담당하고 있음.

     - 고  방폐물과 련해서는 “심지층 형태의 회수가능한 처분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평균심도 490m 깊이의 Callovo-Oxfordan clay층에 건설 완료한 

지하연구시설(URL)에서 개발된 기술들의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그림 2.1.1 랑스 URL 시설 

 

그림 2.1.2 랑스 고 폐기물 처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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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웨덴

     - 스웨덴의 원자력발  3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방폐물 리 담기 (SKB)이 

방폐물 리와 처분 련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지하 450m 깊이에 Äspö 지하연구시설(URL)을 건설하여 개발된 기술에 

한 처분심도에서의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후보부지 2곳 (Osthammar, Oskarshamn)에 해 상세조사를 

완료한 후, 2009년 포스마르크를 최종 처분부지로 선정하 고, 2020년 처분장 운 을 

시작할 계획임. 

   

그림 2.1.3 스웨덴 Aspo 

URL

       

그림 2.1.4 처분부지 선정을 한 부지조사 기법

     다. 일 본

     - 일본의 고  방사성폐기물 연구  기 리는 RWM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최종처분부지 선정을 한 조사연구, 처분의 안 규제에 한 연구 등을 실시하

고 있음. 

     - 일본에서는 2000년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법”을 제정하여 심지층 처

분방식을 결정하 으며, 재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해 지자

체를 통한 후보부지 공모 임. 

     - 지하연구시설(URL)을 화강암과 퇴 암 2곳에 각각 1,000m와 500m 심도로 건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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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일본의 URL (MIU and  Horonobe sites)

그림 2.1.6 Mizunami URL site

   

그림 2.1.7 Horonobe URL site

     라. 핀란드

     - 핀란드는 1978년부터 심지층처분에 한 체계 인 타당성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미 1983년에 심지층처분을 한 부지선정 련 가이드라인을 마

련하 음.

     - 이후 20여년에 걸친 부지선정 로그램을 수행하여 2000년 최종 고 폐기물 처

분부지를 선정하 고, 2003년부터는 Onkalo URL을 통한 지하특성조사  연구

로그램을 수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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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핀란드 Onkalo URL site

    

그림 2.1.9 Onkalo URL

     마. 미 국

     - 미국에서는 1979년 미국의회에서 TRU 폐기물을 처분하기 한 WIPP 건설을 허

가하여 1981년 건설을 시작하 음.

     - 1982년 핵폐기물 리법(Nuclear Waste Policy Act)을 제정하고 1998년 미국 환경

청(US EPA)로부터 WIPP시설 운 인허가를 획득. 

     - 2002년 네바다주 야카산 고  폐기물 처분장 최종부지를 선정하 으며, 2008년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 음. 

     - 처분장 시설배치와 안 성 연구를 하여 처분장 부지 장에 ESF시설을 1997년

에 완공하여, 지하 약 300m 응회암층 지질조사, 열  거동 실험, 핵종이동 실험, 

지하수 유동실험 등을 실시 .

 

그림 2.1.10 미국 Yucca-Mt  site

      

그림 2.1.11 ESF 처분장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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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국가

     이외에 소규모 발 용량 혹은 후발연구에 진입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

리아, 인도 등의 후발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 이 소하거나 높은 인구 도 

등의 취약 을 갖고 있다는 공통 이 있으며, 자국 내에서 후보 암종에 한 실제 인 연

구 수행 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정부정책이 일  결정되어 이 분야의 연구에 

한 수행 의지가 충분히 조성되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앞선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반 인 연구추진 경향은 다 방벽개념과 심지층 처분 방법을 우선 으로 수용하

여 처분안 성평가를 한 기술개발  database 축  차원에서 지하실증시험연구를 추

진 이다.

     이상과 같이 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원 발  규모임에도 불구하

고 국가 정책의 뒷받침으로 인하여 반 으로 기술  우 를 유하고 있고, 국민 이

해도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그 추진 

황을 살펴보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간 장 혹은 직 처분 등 후행핵연료의 장기

인 정책에 따라서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0～2030년경 이후부터 처분장 운

을 목표로 거시  계획을 추진 에 있다. 구체 으로 정부 규제기 의 개발과 그 이론

 배경 확보를 해 부지선정 차, 부지특성평가  처분기술의 확립, 처분장의 설계, 

건설, 운 에 한 연구를 30～50년에 걸쳐 수행하는 로그램을 수립하고, 제도  지원 

하에 다양한 분야가 종합 으로 공감 를 이루도록 단계 인 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 

     특히, 지질 환경 련 분야는 매우 다양한 분야가 종합 으로 연계되는 연구로서 그 

범 가 매우 하기 때문에 유 기 이 공동으로 참여한 형 장기 연구를 통해 체계

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 폐기물처분에 해 부분의 국가들이 심지층 처분방법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  타당성 평가를 한 정보체계나 후

보부지 선정방안을 구축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기본 인 근거 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다. 

 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1.  국내 황 개요

     국외환경의 변화에 비해서,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방사성폐기물 

심지층처분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처분정책, 규제기 의 임무와 기술들

의 근본  변화는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발 으로의 모색이 결여된 것은 아니고 처분정

책에 한 기본 결정사항의 변화에 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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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정책 련 연구의 착수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 기가 조성되기 시작했

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처분정책 련 견해의 괴리가 무 커서 체 인 공감  형성에

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4 단계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 연구」분야의 업무를 기능

과 목  별로 구분하여 근함으로써,  실정을 감안한 효과 인 연구결과 생산과 기술

력의 제고가 달성될 것이다. 재, 우리나라의 고 폐기물 련 연구가 기단계인 

과, 30～40년 이상의 연구 수행 경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OECD)의 고 폐기물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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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련연구는 각 인자들의 특성과 황을 악하고 우선순 에 따라 신 한 장기 인 

추진 략이 실하다.

     이러한 제반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일부 원자력발  문가들이나 정책입안

자  사회 인 시각에서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다는 시각은 반드시 불식되어야 하며, 

극 인 참여자세로 환이 필요하다. 즉, 상업  처분사업의 기업무인 후보부지 선

별․평가 업무 착수 이 에 사업수행과 련한 거의 모든 정책 , 기술  제반 안들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지구과학 연구 분야

     지구과학 분야의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는 1997년부터 고 폐기물 처분 련 기

연구를 시작하여 기 처분시스템을 설정하고 재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을 정립한 단계

에 있다. 심지층 처분환경과 련하여서는 심부지층 처분을 한 기 자료의 체계 인 축

과 함께 개념설계  안 성평가의 기본자료 구축쳼분시스템기반기술 개발 분야에 주력

하고 있다. 이의 근방법으로 기존자료를 우선 구축쳼선 구축쳼최소한의 원 치 조사․

시험  실내시험을 토 로 근하 다. 

     특히, 기 연구결과에서 제안한 3 가지 암종(화강암류, 화산암류  편마암류)  

화강암류를 우선 연구 상암종으로 선정하고 이에 하여 국내 지질환경을 근거로 동

형과 서형으로 구분하 고, 비록 제한된 지역이지만 500m 심도의 심부지질환경특성평

가를 시도하 다. 2007년부터는 KURT를 심으로 처분시스템 개발  안 성 평가에 

요구되는 자료의 생산에 집 하 고, 처분장 모암의 안으로써 화산암과 편마암에 한 

심부환경 기 황조사도 병행하 다. 장기 인 지질 상에 해서는 지속 으로 국내 기

술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의 객 인 평가에 이용하기 하여 정량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 다. 이와 련되어 수행된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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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주축으로 1997년부터 교과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고 폐기물 처분기술을 개발하여왔으나, 연구 산의 한계로 심지층처분에 한 원

론  기술 개발  소규모 실험실  연구를 통하여 국내 용 가능한 처분시스템 개념

을 제안한 수 임. 

○ 부지평가 기 기술과 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장기지질안정성과 련한 

기존 자료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원내 소규모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부지를 상으로 심지층지질환경 조사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이는 경주 

처분장 부지특성조사에 활용되었음. 재 KURT 내부  주변에 각각 

500m  1,000m 깊이의 시추공을 굴착하여 심지층환경조사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지하처분연구시설을 활용한 처분기술 실증연구과 련해서는 2006년 11월 심도 

100m 수 의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을 건설하여 운  에 있으며 주로 

KURT 주변의 단열망 모델링  지하수의 수리/화학  특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

고 있음.

   3.  기술상태의 취약성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에서 기술  수 의 취약성은 크게 시험․조사기술과 

해석․분석 등 평가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시험기술에 있어서, 지 까지 국내의 

심지층 환경특성 분석 기술은 요시설 설치 시 부분 외국기술에 의해 평가가 수행되

어 왔으며, 국내 기술진은 보조수단에 불과하 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심부 지질환경 

특성연구를 하여 1,000m 내외에 이르는 심도까지 시추  다양한 공내시험․측정․분

석 등을 수행하여 이와 련된 기술은 많은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추공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시험․측정을 한 순수한 국내 기술확

보, 는 련 장비․기기의 개발 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다  패커시스템  공내검층 장비, 안정동 원소를 이용한 기술개발, 다양

한 지화학 모니터링 기술개발 등으로 국내 심부지질환경의 심도에 따른 수리․지화학특

성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수 에 도달하는 심지층처분환경 타당성 

평가를 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정량화 가능한 수리․지화학조사가 수행되어야 하고, 장

기  측면에서 이러한 조사․해석기술의 국산화가 실히 요구된다. 일부 심지층처분환경 

조사․시험기술에 하여는 선진외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빠르게 선진국 수 으로 향

상될 수 있지만, 자연환경, 특히 심지층 처분환경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력은 가

능하나 기술이 이나,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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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와 련된 국내와 국외의 기술수  비는 다음과 같다

(표 2.2.1).

항목 (선진국 
100% 비 

수 )
국외기술 국내기술

부지 평가  
선정 방법론
(50%)

․자연방벽 평가기 은 부지선정을 한 선별·평

가방법, 단계별 차, 조사 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해 업무수행 종합 로그램 수립과 이

의 체계  추진 등 비단계에 있거나, 미국, 일

본, 핀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상용사업에 

이미 진입

․이러한 선행 연구를 하여 제도 으로 국가차

원에서 근거 법령의 제정 등을 통하여 지원하

고, 규제기 은 별도로 규제 기술기 을 제정함.

․한원(연)에서 해외사례  IAEA 지침 등

을 참고하여 연구 수 의 자연방벽 평가

요소 도출, 단계별 평가방법  차 등을 

개략 으로 검토함.

장기 지질안정
성요소 정량화
(50%)

․장기 지질안정성 요소의 역 분포도, 확률  

발생확율, 장기 변화율 등과 같이 자국의 지각

변동 events  processes 특성을 정량화

․국내 지질환경의 장기  안정성 평가를 

한 기본자료  기 연구가 미비

․기존 원 부지 개발 등으로 해당지역 부

근에 하여 국지 으로 활성단층 조사가 

수행된 수 이고, 남동지역 심으로 해안

단구 조사가 부분 으로 수행되었음.

심부지질환경
특성 조사  
해석기술 개발
(60%)

․자국의 처분장  처분시스템 설계와 안 성 

평가에 요구되는 지질환경 제반 특성의 DB 구

축, 지질구조모델-수리지질모델 등의 구축, 지하

수유동특성 해석, 용질이동특성 규명 등의 조

사․해석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사업에 용 

․단계별 조사․평가 차를 이행하여 단계마다 

설계  안 성 평가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한 경우 조사  평가를 반복 수행(iterative 

process)함.

․근본 으로 처분장 주변의 주요 유동로

(MWCF)와 단열암반(background fractured 

rock mass)에 한 지질구조-수리지질-지구화

학-용질이동 특성 규명에 주력하여 자연방벽의 

지연  격리 기능을 규명함.

․ 장조사에서 도출된 각종 자사자료의 통합

인 해석방법(geosynthesis) 개발

․지질에 한 이해도 증진  평가 분야 간의 

자료 제공을 한 3-D visualization modeling 

system을 운 함. 

․ 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연방벽의 지연  격리

기능의 처분심도 원 치 실증을 하여 URL에

서의 기술개발 로그램 진행 임.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을 한 연구개

발 목 으로 한원(연)에서 특정지역

(KURT 부지 주변)에 한 심부지질환경 

평가 연구 수행 임. 

․한원(연)은 자체 연구개발  국제 력을 

통하여 심부지질 조사․해석 기술 향상 

이며, 연구인력과 재원 불충분으로 

KURT 시설부지 심으로 수리지질, 지하

수화학 분야에 집 하여 연구 수행 임.

․ 재 국내 지질조사 련 산업계의 기술 

수 은, 조사업무에는 우수한 장비가 용

되고 있으나 요소기술의 해석기술과 통합

해석기술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수 임.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에서의 지질

환경에 한 이해도와 조사품질의 요성

에 한 인식 이 부족한 실정임.

표 2.2.1 선진기술 비 국내기술의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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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수행 방법 개요

   1.  추진 략  연구 방법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 연구」분야는 「고 폐기물 장기 리 기술개

발」과제가 시스템형 과제인 을 감안하여 우선 으로 한국형처분시스템의 개발과 그의 

안 성 해석에 필요한 지구과학 분야의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설정하

다. 이와 병행하여 장기 으로 추진되어야 할 연구내용, 즉, 장기지질안정성 요소의 정

량화, 처분장 모암의 안연구(화산암  편마암), 그리고 심부지질 조사  해석기술을 

지속 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림 3.1.1 과제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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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세부과제 간의 자료 공유  제공 등의 연계 연구를 하여 선

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과제, 처분 안  해석 과제, 공학  방벽 성능 

장실증 연구 과제, 그리고 핵종이동  지연특성 규명 연구 과제 간 력 연구내용은 

그림 3.1.2와 같이 수행하 다.

 

그림 3.1.2 세부 과제간 력 연구체계

     본 과제는 크게 5개 세부 연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종합

인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그림 3.1.3과 같은 수행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 다. 세부

인 추진 략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고 처분장 후보부지 평가·선정 방안· 차와 련된 평가인자의 정보체계 기본 

틀을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후보부지 선정 반에 한 합리 인 근방법을 도

출하고 정 후보지역 선정 시 필요한 평가 지침을 선별·제시하여 상용 처분 사업

에 직  용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한다. 이를 해 국내 지질특성자료를 축 하

고 있는 문연구기 에 탁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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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과제 수행 방법  략 개념도

○ 지난 연구 단계까지 우선연구 상 암종인 화강암에 용하 던 수리․지화학  조

사방법에 해 편마암·화산암 일부지역에 용하여 이들 지역의 심지층조사에 

한 타당성을 검토하며, 국내 표암종에 한 암석. 물, 수리지질, 지화학 특성의 

배경치를 조사하고, 지하수유동 모델링을 통하여 수리.지화학 특성  지하수 유동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해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학에 탁용역

을 의뢰하여 수행한다.

○ 고 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다 방벽 기능에 향을 미치는 장기  지질환

경 안정성의 정량  평가를 하여, 장기지질 상 문연구기  한 학과의 긴

한 계를 유도하고 한국형 처분개념 원칙에 목시켜 종합평가하도록 계획한

다.

○ 화강암을 모암으로 하고 있는 KURT에 하여 단열, 수리, 화학, 가스, 유기물 등

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리단열망 지하수 유동 모델링과 지하수 주유동로에 한 

수리특성은 그동안 축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행하며, 재 활발하게 URL 건설

(1km  200m 심도까지 굴착 )에 있는 JAEA와의 긴 한 력을 통하여 수리.

지화학 특성자료를 비교.검토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 KURT내 심부시추공 지하수를 이용하여 처분환경의 지하수와 벤토나이트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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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의 반응을 수행하며, 환원조건과 산화조건의 지하수를 직  반응시킴으로써 

지하수의 산화-환원반응 상을 실증한다. 아울러 열역학자료를 이용한 지화학 반

응 모델링도 병행한다. 이를 해 KURT내에 시추공을 외주용역으로 굴착하여 

재 시추공지하수 보다 더욱 환원조건인 지하수를 확보한다. 이 과정 , 시추수에 

의한 교란 억제  교란정도의 평가를 하여, 선진외국 시추 문가의 자문을 받

아, 시추수 순환시스템, 추 자 사용, 단속  시추방법을 용한다.

○ 심지층 수리.지화학 특성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하여, 수리.지화학 특성의 원 치 

장측정 기술을 개발한다. 일반 으로 100mm 이상의 시추공 구경을 용하는 외

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76mm 구경을 용하기 때문에, 외국의 시료채취, 수리시험, 

원 치측정 장비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합한 

수리.지화학 원 치 측정장비를 자체 개발한다. 

○ 재까지 심부지하수에 한 자료  단열.수리.지화학 조사기술은 심도 500m 이

내로 제한되어 있다. 재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표하 1,000m이상 심

도까지 지하수의 유동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하수 유동 심도의 심

지층 지하수의 수리.지화학 변화특성을 제시하기 하여, 화강암지역에서 1,000m 

심도의 심지층 시추를 수행한다. 이러한 심지층 심도에서는 상 으로 보다 느린 

지하수 유동속도와 고압환경이 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투수성  고압조건하

에서의 원 치 측정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기술을 특허 출원하여 차후 고 폐기

물 처분의 사업화를 비하여 국내 기술력의 방어권을 확보한다.

○ KURT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 자료는 처분시스템 개발, 안 해석, 공학 방벽 

성능 실증  핵종이동 분야에서 기에 활용되도록 과제간 유기 인 계를 긴

히 유지한다. 특히, KURT내 수리.지화학특성 자료 획득  분석은 과제기간 반

에 집 으로 수행함으로써, 핵종이동 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되어 KURT의 활용

이 극 화될 수 있도록 조체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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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부지 평가  선정 방법론 개발

   1.  지질학  평가 항목  단계별 평가인자 분류

     가.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표달성을 한 1차년도 연구의 수행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국내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기   지침과 련된 연구가 그동안 

본격 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련된 국내의 자료가 많지 않은 계로 후보

부지 선정평가를 한 지질학  항목 개발을 해서 먼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한 해외사례를 수집․분석하 다. 해외사례의 수집은 스웨덴, 미국, 일본, 핀란드, 독

일, 스 스 등을 상으로 각국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한 연구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 다. 이를 이용하여 각국의 지질특성  환경과 련한 처분방식  후보부

지 선정기 을 비교 검토하 다. 한,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한 국내의 지질학  특

성에 한 자료를 심으로 기존 연구자료를 분석하 으며, 최근 선정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 후보부지와 련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기 도 분석

하 다. 이를 토 로 국내 지질특성과 처분환경에 합한 후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를 개발하 다. 이 과정에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부지의 선정을 한 4개 

분류 분야(factor)를 도출하 는데, 도출한 분야는 부지의 지질학  특성을 심으로 한 

장기안정성, 건설  운 합성, 토지  환경성, 사회  향성 등이다. 이 에서 부지

의 장기안정성 항목을 심으로 후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개발을 해 구조지

질학, 제4기지질학, 지진학, 수리지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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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을 해 술한 평가인자를 상으로 인자간 분류체계를 도출하 다. 분류체계는 상인

자의 고유특성과 해외 련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분야(factor)-부문(function)-항목

(item)-인자(parameter)의 4개 단계로 설정하 다. 이  본 연구에서는 장기안정성 분야

(factor)를 상으로 지질학  에서 부지평가를 한 지질요소를 분류체계별로 설정

하 다. 이와 같은 체계로 분류한 인자는 최종 인 제안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부지의 선정 단계와 각 단계별 평가

방식을 제안하 는데, 최종 제안부지 선정을 해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후보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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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site), 제안부지(proposed site) 등 3단계의 평가․선정단계를 제안하 다. 개발

된 제안부지의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를 상으로 각 선정단계별 평가방식을 도출하

으며, 평가방식은 검토 상지역은 합/부 합을 결정하는 결정론  방식과 후보부지 

 제안부지의 경우는 비교우  평가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정단계

를 고려한 평가 세부인자를 각 부문  항목별로 도출하 다. 이는 각 부문별 특성과 우

리나라의 지질학  특성을 고려하고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처분시설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인자들을 검토하여 최종 으로 도출하 다. 각 세부인자는 술한 부지 선

정의 3단계별로 차별 으로 용․검토하는 방식을 채택하 으며, 정량 인 특성 값과 정

성 인 성질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 평가 상인자의 최소조건 기 안 도출과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서 작성을 

해 먼  부지선정의 각 단계별로 지질학  평가인자의 최소 조건안을 도출하 다. 제안

부지 선정을 한 3개 단계에서 지질학  평가인자별 최소조건을 연구하여 1차 인 조건

안을 도출하 으며, 단계별 선정평가 방식과 국내 지질조건  지질인자의 성격을 고려하

여 정성  는 정량  최소 조건안을 도출하 다. 이 최소 조건은 처분장의 장기안정성

을 확보하기 한 지질학  인자들의 기 으로서, 부지조사, 설계, 시공, 운  등 과정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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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최종 으로 후보부지 선정을 한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안)을 

작성하 다. 기술지침(안)은 장기안정성 분야(factor)를 상으로 도출된 지질인자와 최종 

제안부지 선정단계를 고려하여 총 4개 부문, 12개 항목별로 각 선정단계에서 부지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기술지침(안)은 수립에 있어 합리성과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우리나라 지질환경을 최 한 고려하여 각 부문  항목별 특성에 한 평가가 부

지선정 단계별로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외의 유사 

지침에 한 면 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국내의 기술지침이 IAEA 등 세계 인 기  

는 지침의 수 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나. 부지선정 평가항목  항목별 최소조건 기  도출

       1) 후보부지 선정 평가항목  선정단계 도출

         ○ 후보부지 선정 평가분야(factor)

     고  방사성폐기물의 제안부지를 선정하기 한 평가분야(factor)는 크게 4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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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 다. 이는 처분장의 장기안정성(long-term safety) 항목, 건설  운 합성

(construction and operation feasibility) 항목, 토지  환경성(land and environment) 항

목, 사회  향성(societal impact) 분야 등이다. 처분장의 장기 안정성 분야는 지질학  

에서 자연방벽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질매체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핵종의 격

리(isolation), 지연(retardation) 성능을 평가하고, 핵종의 이동  확산 가능성을 함께 평

가하는 것이다.

     건설  운 합성 분야는 처분장 건설을 한 부지의 합성과 장기 으로 처분

시설을 운 할 경우의 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암반공학  특성, 교통 

 운반시설, 기존의 산업단지, 지상  지하의 시설, 건설비용, 그리고 부지조사의 가능

성  편의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토지  환경성 분야는 후보부지 선정지역의 인문지리  상황과 처분장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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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요

인에 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평가하기 한 요인으로는 국가  법규, 행정 역  

차, 인구, 경제성, 노동성, 사회기반시설, 주민 건강, 사회  수용성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된다.

     이와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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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하 다. 이에 따라 장기안정성 

분야는 4개 부문, 12개 항목, 52개 인자로 구성되어 처분부지의 장기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군집화하여 분류하 다.

         ○ 제안부지 선정단계 도출

     최종 인 제안부지를 선정하기 해서는 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과 차를 걸

쳐야 한다. 범 하고 무수히 많은 지역을 상으로 하나의 처분장을 선정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안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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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단

계에서는 부지선정을 한 기 단계로서 부지선정  평가시스템과 기술지침을 확정하

고 평가인자와 부지선정 방법론을 결정한 후, 이를 토 로 기 조사와 평가를 거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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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을 복수로 설정한다. 검토 상지역은 체로 역 인 지역

을 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실제 장조사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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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를 통해 후보부지(candidate site)를 도출한다. 도출된 후보부지는 상황에 따라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다. 단수의 후보부지가 도출되었을  단는 이에 한 정 조

사를 통해 최종 제안부지로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 과정에서 단수의 후보부지가 최종 

제안부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따라 단도 있으므로 가  복수의 후보부지를 설정하는 것

이 권고된다. 후보부지 선정단계에서는 결정론  방법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비교우  개

념을 바탕으로 복수의 검토 상지역  각 인자별 최소조건 는 지침을 상 으로 만

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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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최종

부지로 제안되며, 조건이 만족될 경우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따라서, 후보부지는 매우 신 하고 종합 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후보부지 선정단계에서 조사·평가되어야 할 인자에 하여 정성   정량  최

소조건을 도출하여 제안하 다.

       2) 선정단계별 평가 부문-항목-인자간 구조  분류

     술한 바와 같이 제안부지 선정을 한 평가 요소와 그 하부 인자들의 구조체계를 

정립하고, 최종 인 제안부지를 선정하는 단계를 도출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토 로 제안

부지 선정단계별 세부 평가인자를 분류하 다(표 3.2.1). 단, 본 연구에서는 지질학  

에서의 장기 안정성 항목에 해서만 평가 부문-항목-인자의  분류체계를 설정하 으

며, 기타 3개 분야에 해서는 문분야가 아닌 계로 세부 인자의 도출  분류를 수행

하지 않았다. 

     장기안정성 분야에서 도출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제안부지 선정용 평가인자를 분

류하여 4개 부문(function), 12개 항목(item), 52개 인자(parameter)로 구성하 다. 개발된 

제안부지의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를 상으로 제안부지의 선정단계별로 고려하여야 

할 세부 평가인자를 각각 도출하 으며, 일부 인자는 3단계에 모두 용되나 일부 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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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 차별 으로 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표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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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부지선정 단계별 분야, 항목, 인자에 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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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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3.2.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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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Items Parameters
Preferred

areas

Candidate

sites

Proposed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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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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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3.2.1. 계속



- 28 -

Functions Items Parameters
Preferred

areas

Candidate

sites

Proposed

sites

Hydrogeology & Geochemistry

Geochemistry

- pH ○

- Eh ○

- Fe
2+
, HS

-
○

- TDS ○ ○

- DOC ○ ○

- Organic and others ○

- Retardation factor ○

- Isotopes ○ ○

․
18
O and D ○ ○

․
3
H ○ ○

․
14
C ○ ○

- Groundwater age ○

․H-3, C-14, Cl-36 ○

- Ca
2+
, Mg

2+
○

- Radionuclides(Ra, Rn) ○

- Pyrite, Biotite ○

Meteorology & Natural Hazards

Meteorology
- Precipitation ○ ○

- Storm ○

Natural 

Hazards

- Landslides ○ ○

- Flood ○ ○ ○

표 3.2.1. 계속

       3) 평가인자의 최소조건 기 (안) 도출 

     평가 상인자의 최소조건은 후보부지 선정지침 작성에 있어 요한 부분이다. 이는 

후보부지로서의 안정성과 자연방벽의 성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해 평가인자별로 최소한

의 요구기 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그동안 

국내 지질특성을 평가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의 부문별 지질자료와 해외의 인자

별 최소조건을 비교․검토하 다. 이를 토 로 국내 지질조건을 고려한 인자별 최소조건

(안)을 도출하 다.

     최소조건은 제안부지 선정기 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  정량 인 기  

는 분포범 를 설정하 다. 한, 최소조건 설정시 부지선정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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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상지역 선정 단계에서는 체로 결정론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외지침을 

심으로 최소조건을 설정하 으며, 제안부지 선정 단계에서는 비교우 가 가능하도록 선호

지침을 심으로 최소조건을 도출하 다. 그러나, 재 단계에서 국내에 확보되지 않은 

인자별 최소조건은 해외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평가기 을 참고하여 최소조건을 

도출하 다. 이에 한 세부 인 연구결과는 다음 의 제안부지 선정 기술지침에서 함께 

설명한다. 

   2.  부지 선정을 한 기술지침 제안

     본 연구에서는 제안부지를 선정하기 해 지질학  에서 장기안정성 평가를 

한 기술지침서를 작성하 다. 기술지침서에 제시한 기술지침안은 도출된 지질인자와 제안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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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역과 후보부지 

선정단계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 다. 이때, 제안부지 선정을 한 지침안은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제안부지 선정시에는 도출된 지침안 외에 다양한 조사와 평가가 심

도있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요소별로 서술한 지침안을 토 로 평가를 하기 

해 기본 으로 요구되는 자료와 정보를 제시하고, 이 자료  정보의 황  취득방법

에 한 간략한 설명을 하 다. 도출된 기술지침(안)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

록-Ⅰ에 수록하 다.

○ 지질  지형(Geology and Topography) 부문

  ∙ 항목 : 암질(Lithology)

     - 검토 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단일 암종이어야 하며, 석회암  탄 지역은 제

외한다.

제외지침 2: 처분장 모암에 경제 으로 유용한 물이 분포된 지역은 제외한다.

     -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단일 암종이거나 단순하며 심성암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모암 분포지역은 경제 으로 유용한 물이 분포하지 않는 지

역이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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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지침 3: 처분장 모암의 암종은 균질한 특성을 가진 암반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 모암은 암체의 체 이 가능한 큰 암체가 선호된다.

  ∙ 항목 : 연성지질구조(Ductile structures)

     - 검토 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 모암에 규모의 연성 단 가 발달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에 규모의 연성 단 , 습곡구조 는 엽리구조가 발달하

지 않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모암에 소규모의 연성 단 가 상 으로 은 지역이 선호된다.

  ∙ 항목 : 쇄성지질구조(Brittle structures)

     - 검토 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에  단층 와 지역   단층 가 존재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에 가능한 한  단층 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에 가능한 한 지역  소 단층 나 소규모의 단층 가 은 지역

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에 가능한 한 리의 간격이 넓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에 가능한 한 암맥의 발달이 은 지역이 선호된다.

  ∙ 항목 : 신기지체구조(Neotectonics)

     - 검토 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거나 활성단층에 근 한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2: 처분장 인근에 지진활동이 있었거나, 활성단층과 연계한 지진의 발생이 

상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3: 처분장과 그 인근에 제4기 화산활동이 있었거나, 앞으로 화산활동의 가

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4: 처분장은 최근 100,000년 동안 융기율이 0.35 mm/년 이상인 지역은 제

외한다(IAEA Safety Series No. 111-G-4; NUMO(개요조사지구 선정

상의 고려사항); 조화룡(1978); 김종욱 외(2005)).

     - 후보부지

제외지침 1: 처분장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거나 활성단층에 근 한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2: 처분장 인근에 지진활동이 있었거나, 활성단층과 연계한 지진의 발생이 

상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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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지침 3: 처분장과 그 인근에 제4기 화산활동이 있었거나, 앞으로 화산활동의 가

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4: 최근 100,000년 동안 융기율이 0.35 mm/년 이상인 지역은 제외한다

(IAEA Safety Series No. 111-G-4; NUMO(개요조사지구 선정상의 고

려사항); 조화룡(1978); 김종욱 외(2005)).

  ∙ 항목 : 풍화(Weathering)

     - 검토 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 내 토양의 두께가 두꺼운 지역은 제외한다.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내 토양의 두께가 가능한 한 얇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내 풍화 의 두께가 가능한 한 얇은 지역이 선호된다.

  ∙ 항목 : 지형(Topography)

     - 검토 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 내 지형구배가 한 지역은 제외한다.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내 지형구배가 가능한 한 완만한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에 제4기 비고화 퇴 층의 두께가 가능한 얇은 지역이 선호된다.

○ 암석역학(Rock mechanics) 부문

  ∙ 항목 : 역학   열  특성(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 검토 상지역

       해당없음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우리나라 표  기반암의 평균 인 강도 값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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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지침 4: 처분장 모암은 처분시설의 안정성문제를 크게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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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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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 : 기 암반 응력(Initial rock stress)

     - 검토 상지역

해당없음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처분시설의 안정성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응력 

크기와 응력비를 가지는 지역이 선호된다.

○ 수리지질  지구화학(Hydrogeology and Geochemistry) 부문

  ∙ 항목 : 수리지질(Hydrogeology)

     - 검토 상지역

해당없음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수문지질 단 가 가능한 한 단순하고, 수층  피압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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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지역까지의 유

동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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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체의 종

류가 악된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9: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지하수 유동경로가 단순한 지역이 선호된다.

  ∙ 항목 : 지구화학(Geochemistry)

     - 검토 상지역

해당없음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은 가능한 한 수소이온농도가 6-10의 범 에 분포하는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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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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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수는 가능한 한 동 원소  H-3과 C-14

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5: 처분장 지역은 일반 으로 용존 화학성분의 함량이 낮은 지역이 선호

된다.

선호지침 6: 처분장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수의 연령은 가능한 한 오래된 지역이 선

호된다.

선호지침 7: 처분장 지역은 암석이 물상평형학 으로 환원상태인 지역이 선호된다. 

○ 기상  자연재해(Meteorology and Natural Hazards) 부문

  ∙ 항목 : 기상(Meteorology)

     - 검토 상지역

해당없음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한반도 연평균  강우량보다 작은 강우량

을 가지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일 강우강도가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 지역은 한반도  인근지역의 태풍 경로에서 최 한 원거리의 

지역이 선호된다.

  ∙ 항목 : 자연재해(Natural Hazards)

     - 검토 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과거 홍수범람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산사태  사면붕괴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지역은 과거 홍수범람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선호된다.

   3.  평가 인자별 정량  가 치 분석  제안

     가. AHP 기법을 이용한 인자별 상  가 치 평가방법

       1) 기 과 안들의 상  가 치 결정

         ○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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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 과 안의 요도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기 과 안의 요도 평가

에는 비교와 비교 방법이 있는데 비교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표 을 기억 

속에 갖고서 안을 비교하는 경우이고 비교는 공통의 속성을 따라 안을 으로 

비교하는 경우이다. 일반 으로 AHP에서는 계층의 요소 간에 1  1로 비교를 행하

는 상 측정이 이용되지만 안이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비교가 곤란하여 비교 

방법을 이용한다. 비교에 한 수치  척도를 나타내는 값은 로써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i”와 “j”는 서로 비교되어지는 요소를 나타낸다. 비교 과정에서 사용되는 입

력값은 표 3.2.2와 같다.

수치  척도 언어  척도

1 요소 “i”와 “j”는 요도가 같은 경우.

3 요소 “i”는 “j”는 요도가 약간 높은 경우.

5 요소 “i”는 “j”는 요도가 높은 경우.

7 요소 “i”는 “j”는 요도가 매우 높은 경우.

9 요소 “i”는 “j”는 요도가 으로 높은 경우.

2, 4, 6, 8 각 척도의 간값

표 3.2.2 비교에서 사용되는 입력값

     각 요소별 상  요도를 평가하여 수치  척도에 따라 1, 3, 5, 7의 값을 부여하

고, 그 간값에 2, 4, 6, 8을 두어 더욱 미세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의 값들이 부여

되는 이유는 AHP기법의 특성상 문제인식을 수행하는 사람의 주  단에 의해 그 입

력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각 요소에 한 비교를 통하여 각 요소별로 짝을 이루어 어떤 것이 요도가 

높은지를 단한다. 비교를 수행할 때, 각 요소의 수량에 따른 행렬형태의 계산이 이

루어진다. 컨 , 비교에 수행되는 요소가 3개이면 “3×3” 행렬식이 된다. 비교 행렬

은 상반행렬로써, 비교행렬 에서 “i”와 “j”를 비교하여 상  요도를 설정한다. 여기

서 “i”와 “j”는 A, B, C등의 요소에 해당되며, “i”는 “j”보다 몇 배 더 요한가로 단하

게 된다. 여기서  , , 는 같은 요소끼리 비교되는 경우이므로 1의 값이 할당된다. 

만약 의 비교값이 3인 경우 의 비교값은 1/3이 되며, 의 비교값이 5인 경우는 

의 비교값은 1/5가 된다. 즉  ,,를 기 으로 그 값이 역수의 값을 갖는 상반

행렬이 된다. 비교 행렬을 표로 표 하면 표 3.2.3과 같다.



- 35 -

A B C A B C

A    A 1 3 5

B    B 1/3 1 3

C    C 1/5 1/3 1

표 3.2.3 비교 행렬의 

         ○ 상  가 치 결정

     상  가 치를 결정하기 해 비교하여 얻은 행렬의 각 열 원소의 합이 1이 되

도록 표 화한 뒤 각 행 원소 값들의 평균을 구하여 상  가 치 벡터를 만든다. 즉 이 

벡터의 i번째 원소는 i번째 안 는 기 의 상  가 치를 나타낸다. 상  가 치

의 결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계 1-1] 비교 행렬의 각 열 합계를 산출한다.

A B C

A 1 3 5

B 1/3 1 3

C 1/5 1/3 1

⇩

열 합계 23/15 13/3 9

     [단계 1-2] 각 열의 합계 값으로 해당 열을 나 어 표 화 한다.

A B C

⇨

A B C

A 1 3 5 A 15/23 9/13 5/9

B 1/3 1 3 B 5/23 3/13 3/9

C 1/5 1/3 1 C 3/23 1/13 1/9

     [단계 1-3] 표 화한 행렬의 각 행 합계를 구한 후 평균을 산출한다.

A B C

⇨

행 합계

⇨

평균

A 15/23 9/13 5/9 1.900 0.633

B 5/23 3/13 3/9 0.782 0.260

C 3/23 1/13 1/9 0.318 0.107

     이 평균값들로 이루어진 벡터는 각 요소들의 가 치 벡터가 된다. 

         ○ 비교의 일 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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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는 안들을 비교한 결과는 일 성이 있어야 한다. 비교는 주 인 

단이므로 완벽한 일 성은 불가능하지만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단되면 비교를 다

시 하여야 할 것이다. AHP 기법에서는 일 성지수(Consistency Index : CI)와 일 성비

율(Consistency Ratio : CR)이라는 척도를 사용하여 비교에 의한 가 치가 논리 으

로 일 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일반 으로 일 성의 정기 은 CI와 CR 값이 0.15 이

하일 경우, 혹은 CR 값이 0.2 이하일 경우에 해당 비교 행렬은 가 값에 일 성이 

있다고 단할 수 있지만 엄격한 기 을 용하기 하여 CR 값이 0.1 이하를 일 성 기

으로 선정한다.

     CR과 CI 값을 구하기 해 복잡한 수학  계산을 피하고 근사값을 계산하는 간편 

차를 사용하는데 그 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2-1] PW벡터를 구한다. P와 W는 각각 n개의 기 ( 는 안)들을 비교

한 행렬과 가 치 벡터로써 이들의 행렬곱을 이용하여 PW벡터를 구한다.

비교 행렬(P) 가 치벡터(W) PW벡터

A B C W PW

A 1 3 5

×

0.633

=

(1*0.633)+(3*0.260)+(5*0.107) = 1.946

B 1/3 1 3 0.260 (1/3*0.633)+(1*0.260)+(3*0.107) = 0.790

C 1/5 1/3 5 0.107 (1/5*0.633)+(1/3*0.260)+(5*0.107) = 0.319

     [단계 2-2] 값을 구한다. 는 의 평균값으로 와 는 벡터와 가

치벡터의 i번째 원소를 나타낸다.

PW W PW/W

1.946

÷

0.633

〓

(1.946 / 0.633) = 3.072

0.790 0.260 (0.790 / 0.260) = 3.033

0.319 0.107 (0.319 / 0.107) = 3.011

따라서 는 (3.072+3.033+3.011) / 3 = 3.039 가 된다.

     [단계 2-3] 일 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구한다. 일 성지수, CI 는 (λ

-n)/(n-1) 이고, 여기서 n은 기 ( 는 안)의 개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CI = (λ

-n)/(n-1) = (3.039-3) / (3-1) = 0.0195가 된다. 만약 비교 행렬이 완 한 일 성을 

가지는 경우에 CI값은 0이며 일 성이 을수록 CI값은 큰 값을 가지게 된다.

     [단계 2-4] 마지막으로 일 성비율(consistency ratio : CR)을 구한다. 일 성비율은 

CI/RI(n)으로 계산되는데 비교 행렬의 CI를 계산하여 RI(n)으로 나  값이다. 여기서 

RI(n)은 n개의 기 ( 는 안)들을 무작 로 비교한 결과의 일 성 지수로서, 그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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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와 같다.

n 2 3 4 5 6 7 8

RI(n) 0.00 0.58 0.90 1.12 1.24 1.32 1.41

표 3.2.4 무작  일 성 지수

     n이 3일 때 RI(n) 값은 0.58이므로 CR은 CR = CI/RI(n) = 0.0195 / 0.58 = 0.034가 

된다. CR 값이 0.1보다 작으므로 비교에 의한 가 치가 논리 으로 일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AHP 기법의 다수의견 종합 방법

     일반 으로 다수 문가들의 가 치 종합화를 한 방법으로는 개인별 비교행

렬로부터 얻은 『각자의 가 치』를 『산술평균』하는 방법과 『기하평균』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들 두 가지 방법과 비교했을 때 개인별 비교행렬을 기하평균으로 통합한 

『기하평균행렬』을 이용하여 종합 인 가 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리 활용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n명의 의견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해 개인별 비

교행렬들을 이용해 통합  기하평균행렬을 산출하면 다음의 표 3.2.5와 같다.

문가1 A B C 문가2 A B C

A 1 3 5 A 1 3 5

B 1/3 1 3 B 1/3 1 5

C 1/5 1/3 1 C 1/5 1/5 1

표 3.2.5 비교행렬을 이용한 기하평균행렬 산출과정

문가3 A B C

...

문가n A B C

A 1 3 5 A 1 5 3

B 1/3 1 5 B 1/5 1 3

C 1/5 1/3 1 C 1/3 1/3 1

⇩

종합 A B C

A ×× × ×× × ×× ×

B  × ×  ×    ×× × ×× ×

C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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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평균의 식,  × × ×
을 이용하여 다수의 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만든 

새로운 비교행렬들을 이용하여 종합  목표에 한 최 의 안으로 결정한다.

     나.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인자별 상  요도 평가를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하여 12개 요소별

로 나 어 통계처리를 하 다. 이때, 1차년도에 제안한 후보부지 선정 기술지침(안)에서 

제시한 바 로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선정시 고려되는 7개 요소  지층처분에 

직  련되는 6개 요소의 상  요도를 평가한 후, 각 요소를 구성하는 인자들의 상

 요도를 2차 으로 평가하 다. 

       1) 6개 요소별 설문조사 결과

 평가
항목

문가
lithology

Ductile 
structures

Brittle 
structures

Neotec
tonics

Weatheri
ng

Topograp
hy

Natural
hazards

CR

문가1 0.3111 0.1015 0.2106 0.2410 0.0453 0.0453 0.0453 0.0295 

문가2 0.3111 0.1015 0.2106 0.2410 0.0453 0.0453 0.0453 0.0295 

문가3 0.1061 0.0783 0.2198 0.3327 0.0367 0.0616 0.1649 0.0813 

문가4 0.1753 0.0443 0.3017 0.1998 0.1138 0.0933 0.0718 0.3071
(분석제외)

문가

체
0.1656 0.0871 0.2267 0.3101 0.0409 0.0572 0.1124 0.0413 

       2) 지질  지형(Geology & Topography) 요소의 설문조사 결과

         ○ 평가요소별 요도

평가
항목

문가
lithology Ductile 

structures
Brittle 

structures
Neotectonic

s
Weatheri

ng
Topograp

hy CR

문가1 0.3378 0.0991 0.2155 0.2533 0.0472 0.0472 0.0368 

문가2 0.3378 0.0991 0.2155 0.2533 0.0472 0.0472 0.0368 

문가3 0.1444 0.1027 0.2397 0.3891 0.0444 0.0797 0.0767 

문가4 0.2156 0.0463 0.3254 0.1958 0.1171 0.0999
0.3167

(분석제외)

문가

체
0.2039 0.1022 0.2351 0.3443 0.0465 0.0680 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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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 내 평가인자별 요도

    - Lithology

평가항목

문가
Rock type Diversity Homogeneity Volume Ore CR

문가1 0.3631 0.0744 0.3056 0.1860 0.0709 0.0576 

문가2 0.3621 0.2920 0.0793 0.1629 0.1039 0.0466 

문가3 0.3415 0.3375 0.0623 0.1651 0.0937 0.0368 

문가 체 0.3898 0.2097 0.1233 0.1816 0.0957 0.0306 

    - Ductile structures

평가항목

문가
Mylonite zone Fold Foliation CR

문가1 0.1429 0.4286 0.4286 0.0000 

문가2 0.1946 0.2680 0.5374 0.1179 

문가3 0.3338 0.1416 0.5247 0.0464 

문가 체 0.2175 0.2619 0.5206 0.0018 

    - Brittle structures

평가항목

문가
Fault zone Joint Vein/dyke CR

문가1 0.5736 0.2865 0.1399 0.1183 

문가2 0.6194 0.2842 0.0964 0.0747 

문가3 0.6334 0.2605 0.1062 0.0334 

문가 체 0.6097 0.2774 0.1129 0.0710 

    - Neotectonics

평가항목

문가
Active fault Earthquake Volcano Uplift/Subside

nce/Erosion CR

문가1 0.3125 0.3125 0.3125 0.0625 0.0000 

문가2 0.3955 0.3955 0.1447 0.0642 0.0666 

문가3 0.5002 0.2944 0.1428 0.0627 0.1257 

문가 체 0.4099 0.3400 0.1862 0.0639 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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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athering

평가항목

문가
Soil cover Depth CR

문가1 0.2500 0.7500 의미없음

문가2 0.2500 0.7500 의미없음

문가3 0.3333 0.6667 의미없음

문가 체 0.2762 0.7238 의미없음

    - Topography

평가항목

문가

Topographical 
gradient Quaternary deposits CR

문가1 0.5000 0.5000 의미없음

문가2 0.3333 0.6667 의미없음

문가3 0.3333 0.6667 의미없음

문가 체 0.3865 0.6135 의미없음

       3) 암석역학(Rock mechanics) 요소의 설문조사 결과

         ○ 평가요소별 요도

평가항목

문가

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Initial rock stress CR

문가1 0.75 0.25 의미없음

문가2 0.25 0.75 의미없음

문가3 0.50 0.50 의미없음

문가 체 0.50 0.50 의미없음

         ○ 요소 내 평가인자별 요도

    - 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평가

항목

문가

Strength Deformation 
modulus

Fracture
geometry

Rock 
mass

quality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Thermal
conducti-

vity

Geothermal 
gradient CR

문가1 0.1302 0.1097 0.2141 0.2141 0.1675 0.0981 0.0665 0.0610 

문가2 0.1675 0.1057 0.2957 0.2186 0.1104 0.0601 0.0421 0.1110 

문가3 0.0744 0.1309 0.2922 0.2125 0.1381 0.0938 0.0580 0.0463 

문가
체 0.1176 0.1191 0.2685 0.2204 0.1373 0.0819 0.0553 0.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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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하수/지화학(Hydrogeology & Geochemistry) 요소의 설문조사 결과

         ○ 평가요소별 요도

평가항목

문가
Hydrogeology Geochemostry CR

문가1 0.6667 0.3333 의미없음

문가2 0.3333 0.6667 의미없음

문가3 0.5000 0.5000 의미없음

문가4 0.7500 0.2500 의미없음

문가5 0.5000 0.5000 의미없음

문가 체 0.5547 0.4453 의미없음

         ○ 요소 내 평가인자별 요도

    - Hydrogeology

 평가

항목

문가

Hydro-
geologic 

unit

Hydraulic 
conductivity

Hydraulic 
gradient

Ground-
water flow

Gas 
transport
properties

GW body 
types CR

문가1 0.0541 0.2441 0.0953 0.1420 0.0953 0.3694 0.0354 

문가3 0.3211 0.2215 0.2215 0.0650 0.1274 0.0435 0.0730 

문가4 0.1983 0.2092 0.0936 0.3675 0.0829 0.0486 0.0377 

문가5 0.1877 0.1887 0.1384 0.2813 0.1223 0.0816 0.0653 

문가

체
0.1850 0.2489 0.1474 0.2010 0.1166 0.1012 0.0241 

   ※ Hydrogeology 세부항목 해 무응답한 문가2는 분석에서 제외하 다.

    - Geochemistry

평가
항목

문가

p H / E h 
in  water

Fe2+,HS-,
Ca2+,Mg

2+ 
contents

TDS DOC
Retarda-

tion 
factor

Ground
water 

age

Radionu
clides

Pyrite, 
Biotite 

in rocks
CR

문가1 0.2230 0.1062 0.0344 0.0493 0.2778 0.0926 0.0926 0.1242 0.0466 

문가2 0.2931 0.1088 0.1133 0.0637 0.0482 0.0459 0.2316 0.0955 0.0419 

문가3 0.2335 0.2335 0.1437 0.0876 0.0892 0.0352 0.0546 0.1227 0.0591 

문가4 0.2619 0.0944 0.0737 0.0503 0.1647 0.1766 0.0940 0.0844 0.0321 

문가5 0.1272 0.1158 0.0769 0.0849 0.2481 0.1088 0.1470 0.0914 0.0380 

문가

체
0.2435 0.1353 0.0869 0.0672 0.1518 0.0857 0.1206 0.1091 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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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상/자연재해(Meteorology & Natural Hazards) 요소의 설문조사결과

         ○ 평가요소별 요도

평가항목

문가
Meteorology Natural Hazards CR

문가1 0.5000 0.5000 의미없음

문가2 0.2500 0.7500 의미없음

문가 체 0.3660 0.6340 의미없음

         ○ 요소 내 평가인자별 요도

    - Meteorology

평가항목

문가
Precipitation Storm CR

문가1 0.3333 0.6667 의미없음

문가2 0.3333 0.6667 의미없음

문가 체 0.3333 0.6667 의미없음

    -  Natural Hazards

평가항목

문가
Landslides Flood CR

문가1 0.3333 0.6667 의미없음

문가2 0.5000 0.5000 의미없음

문가 체 0.4142 0.5858 의미없음

     다. 수량화 기법을 이용한 인자별 가 치 산정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토 로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선정시 고려되는 7개 요

소의 상  가 치(평가 수)를 산정하고, 각 요소를 구성하는 인자들의 상  가 치

를 다시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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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요소별 상  가 치

요 인  수 평가항목 평가 수

Lithology 16

Rock type 6

Diversity 3

Homogeneity 2

Volume 3

Ore 2

Ductile 

structures
9

Mylonite zone 2

Fold 2

Foliation 5

Brittle 

structures
23

Fault zone 14

Joint 6

vein / dyke 3

Neotectonics 31

Active fault 13

Earthquake 11

Volcano 6

Uplift/Subsidence/Erosion 2

Weathering 4
Soil cover 1

Depth 3

Topography 6
Topographical gradient 2

Quaternary deposits 4

Natural 

Hazards
11

Landslides 5.5

Flood 5.5

합 계 100 100

       ○ 지질  지형(Geology & Topography) 요소의 상  가 치

요 인  수 평가항목 평가 수

Lithology 20

Rock type 8

Diversity 4

Homogeneity 2

Volume 4

Ore 2

Ductile structures 10

Mylonite zone 2

Fold 3

Foliation 5

Brittle structures 24

Fault zone 15

Joint 7

vein / dyke 3

Neotectonics 34

Active fault 14

Earthquake 12

Volcano 6

Uplift/Subsidence/Erosion 2

Weathering 5
Soil cover 1

Depth 4

Topography 7
Topographical gradient 3

Quaternary deposits 4

합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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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석역학(Rock mechanics) 요소의 상  가 치

요 인  수 평가항목 평가 수

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50

Strength 6

Deformation modulus 6

Fracture geometry 13

Rock mass quality 11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7

Thermal conductivity 4

Initial rock stress 
Geothermal gradient

3

Intial rock stress 50
Magnitude and ratio of

in-situ stresses
50

합 계 100 100

       ○ 지하수/지화학(Hydrogeology & Geochemistry) 요소의 상  가 치

요 인 수 평가항목 평가 수

Hydrogeology 55

Hydrogeologic unit 9.90

Hydraulic conductivity 13.75

Hydraulic gradient 8.25

Groundwater flow 11.00

Gas transport properties 6.60

GW body types 5.50

Geochemostry 45

pH/ Eh in water 11

Fe2+, HS-, Ca2+,Mg2+ contents 6

TDS 4

DOC 3

Retardation factor 7

Groundwater age 4

Radionuclides 5

Pyrite, Biotite in rocks 5

합 계 100 100

       ○ 기상/자연재해(Meteorology & Natural Hazards) 요소의 상  가 치

요 인  수 평가항목 평가 수

Meteorology 37
Precipitation 12

Storm 25

Natural 
Hazards 63

Landslides 26

Flood 37

합 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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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결과

     AHP 분석기법을 이용한 후보부지 평가인자별 상  가 치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먼 , 검토 상지역 선정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7개 요소에 한 분

석결과 Neotectonics 요소가 31 으로 가장 높은 가 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Brittle structures 23 , Lithology 16 , Natural hazards 11 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그

리고, Ductile structures, Topography, Weathering이 각각 9 , 6 , 4 의 순서로 가 치

를 가진다. 이를 통해 지진과 련한 활성단층, 지진활동 등이 포함된 신기지체구조

(Neotectonics)가 가장 요한 요소인 것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지각 내 단층을 포함한 

취성지질구조(Brittle structure)도 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 고  방사성폐기물

을 처분하는 지질매체인 암질(Lithology) 역시 상당히 요한 요소인 것으로 평가되어, 

자연방벽의 고유성능이 가장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증명되었다.

     한편, 지질  지형 요소  검토 상지역 선정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인자에 한 

상  가 치 분석결과 Fault zone(15 ), Active fault(14 ), Earthquake(12 ), Rock 

type(8 )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질구조 특히, 취성지질구조와 신기지체구조가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정성과 직결되는 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의미있는 분석결

과로 단되다. 한, 단층 의 분포는 지하수의 유동과 이를 따른 핵종의 거동  지화

학  측면의 거동에도 향을 미치므로 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암석역학 요소 에서는 Fracture geometry(13 ), Rock mass quality(11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7 ), Strength(6 ), Deformation modulus(6 )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질  지형요소에서 취성구조의 인자가 상 으로 요하게 고려되어

야 하는 결과와 유사하게 불연속면의 기하학  양상이 암석역학  측면에서도 고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정성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연계하여 암

체의 지질학 ․역학  건 성(quality)도 상당히 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하수  지화학 요소에서는 Hydraulic conductivity(13.75 ), Groundwater 

flow(11 ), 물속의 pH/Eh(11 ), Hydrogeologic unit(9.9 ), Hydraulic gradient(8.25 ), 

Retardation factor(7 ) 등의 순서로 가 치가 높게 나타났다. 수리 도도의 경우 암석 

종류 등 기본 지질매체의 특성은 물론 단층( ) 등의 분포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함

을 고려하면, 이 인자의 높은 상  가 치는 다른 평가요소와 연계하여 타당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지하수의 흐름 는 유동은 수리 도도와도 한 련이 있

으므로 상 으로 높은 가 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상  자연재해 요소의 경우 다른 요소에 비해 평가항목의 개수가 작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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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이  Flood 인자가 37 으로 가장 높은 가 치를 가지고, 

그 다음 Landslides 26 , Storm 2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을 운 하는 시설의 안정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요도가 평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질인

자들의 상 인 요도를 개념 으로 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상  요도  가 치는 실제 부지선정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인자가 

추가될 경우 그 값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평가 인자를 최종 확정하고, 인자별 특성

이 충분히 악된 후 추가 인 요도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도출

     고  방사성폐기물의 후보부지는 많은 종류의 정보를 종합 으로 평가하여 최상

의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질인자를 토 로 한 부지평가

를 해서는 역 스 일 혹은 부지 스 일에 합한 단 공간범 를 설정하고, 각 단

공간범 를 상으로 각종 지질인자별 특성 값을 취득하고 이를 종합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후보부지 선정단계별로 지질인자의 정보취득  평가를 한 단 공간범

의 선정은 부지평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한 출발 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지질인자별 정보의 취득  평가, 그리고 향후 개발하게 될 지질특성 DB의 정보입

력을 한 단 공간의 범 를 제안하기 한 검토를 수행하 다.

     가. 선구조 분포도를 이용한 남한지역 선구조 분포 해석

     후보부지 선정과 련하여 지질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설정을 해서는 

평가 상 인자  부지선정에 미치는 향력 는 요도가 높은 인자를 우선 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부지의 안정성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인자의 경우 이들에 한 특

성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인자의 분포특성을 감안하여 공간범

를 설정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3.3 의 지질 인자별 상  가 치 

설정결과를 토 로 요도가 높은 지질인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선정단계에서 평가되는 요소  신기지체구조 요소와 취성지질

구조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는 지각 내에 분포하

는 단층, 리 등의 지질구조와 련한 것이므로, 이를 토 로 지각에 분포하는 선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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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평가를 한 주요 요소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구조의 분포를 감안하여 부지

의 특성평가를 한 공간범 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남한의 선구조 분포도를 이용하여 선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자별 

정보입력의 단 공간범 를 검토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남한의 선구조 분포도는 장태우 외(2003)가 작성한 남한의 단

열분포도이다(그림 3.2.1). 단열자료 추출을 해 1:250,000 축척의 지질도와 음 기복도를 

이용하 고, 한반도 동남부 경상분지 지역에 해 작성한 항공자력탐사도를 일부 이용하

다. 이 과정에서 1:50,000 축척 지질도에 기재된 단층들은 지질분포, 지형형태, 음 기복

도의 단열성 선상구조의 발달상태 등과의 계를 고려하여 조정하 다(장태우 외, 2003). 

그림 3.2.1 남한지역 선구조 분포도(장태우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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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구조 분포도를 분석해 보면 규모 단열의 경우는 추가령 지구 를 포함하는 서

울-경기-강원 지역, 조선 층군-평안 층군이 분포하는 태백산 화  지역, 충남탄  부

근 지역, 양산단층이 포함되는 경상분지 지역 등에서 발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단열은 체로 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단열 길이에 한 가 치를 부여하여 방향분

포를 분석해 보면, N10W-N50E, N30W-N50W, N60W-EW의 세 방향군이 우세한 방향

을 나타낸다. 단열의 빈도가 을 고려한 방향분포는 NS-N30E이 가장 우세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 방향의 범 에 연장이 긴 규모 단열들이 많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즉, 북북동 방향의 단열들은 우리나라에서 빈도뿐만 아니라 길이가 긴 단열들도 부분 

이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장태우 외, 2003).

     술한 선구조 분포도에 표시된 남한지역의 선구조는 총 1,388개이며, 이들 개별 선

구조의 길이를 분포를 분석해 보면 그림 3.2.2와 같다. 선구조의 길이를 km단 로 구분하

면 로그노말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2-9km 범 의 선구조가 다른 길의 범 의 선구조

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범 의 선구조 빈도는 체 선구조의 58.2%를 

차지하고 있어, 남한지역 역 선구조의 상당 수가 길이 9km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선구

조 분포도에 기재된 선구조  길이 40km 이상의 것들은 15개가 있으며, 이  길이가 

가장 긴 것은 약 136k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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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남한지역 선구조의 길이 분포.

     나. 선구조 분포특성을 고려한 단 공간범 의 크기 검토

     남한에 분포하는 선구조의 분포특성  선구조의 길이와 선 도를 악하여 이를 

토 로 한 단 공간범 의 크기를 검토하여 보았다. 먼  선구조의 선 도 분포를 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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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여 선 도원을 작성하 다(그림 3.2.3). 선 도원은 각 원의 심에서 원의 반경 

크기만큼 이격시켜 첩하여 작성하 으며, 이 게 원을 작성하게 되면 락되는 구간없

이 각 원에 해당하는 선 도를 악할 수 있다. 여기서 선 도원은 후보부지 선정을 한 

단 공간범 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원자력 련 시설의 부지조사  치기

에 있어 부지를 심으로 한 조사범 는 원의 개념으로 조사 역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단 공간범 를 검토함에 있어 원의 개념으로 

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하 다.

그림 3.2.3 선 도원의 작성 개념도.

     선구조의 선 도 악과 련하여 그림 3.2.1의 선구조 분포도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길이 2-9km 구간의 선구조가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분석 상 선구조의 길이를 

2km 이상의 것들부터 매 1km씩 분석 상을 제외시키며 최종 10km 이상의 선구조들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이때, 선구조 길이와 련한 선 도원의 직경변화에 따른 

선 도 분포특성을 악하기 하여 선 도원의 직경을 2km에서부터 매 1km씩 10km까

지 증가시키며 선 도를 악하 다. 

     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선구조의 길이 구간별 선 도를 악한 결과 그림 3.2.4

와 같다. 분석결과 선 도의 분포가 선구조의 길이와 선 도원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 수분포에서 로그노말분포 형태를 거쳐 음의 지수분포 형태로 바 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선구조의 길이  선 도원의 직경이 9km를 기 으로 선 도의 분포가 음의 

지수분포 형태가 된다. 이는 선 도원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선구조의 분포 도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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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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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선구조 길이 분포도.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로 선 도원을 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단 공간범

의 개념으로 제하 다. 따라서, 선 도원의 직경이 증가하면 단 공간의 범 가 커지

게 되며, 이럴 경우 상면 이 넓어짐에 따라 소규모의 선구조는 락되거나 정확한 평

가가 어려울 수 있다. 즉, 입력인자의 단 공간 범 를 크게 하면 주로 규모의 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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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집 인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며, 소규모의 선구조에 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9km 이상의 선구조  선 도

원 직경의 경우 소규모 선구조의 특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단 공간의 범

는 최  9km를 상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참고로, 국내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에는 활동성 단층의 최소 길이를 1.6km부터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의 활동성 단층에 한 정확한 인지  특성 악을 해서는 정

보입력을 한 단 공간의 범 를 지나치게 크게 할 경우 상 으로 부정확한 정보의 

입력 혹은 지질정보의 인지가 락될 수 있다. 따라서, 재의 지침을 감안하더라도 선구

조의 특성과 후보부지의 특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한 단 공간범 는 가  작은 직경

의 공간범 가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Rives et al.(1992)은 불연속면의 분포가 로그노

말에서 음의지수분포로 갈수록 불연속면의 성장이 진행되어 길이와 폭이 큰 규모의 불

연속면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악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개별 불연속면의 특성을 충

분히 반 하기 해서는 불연속면 도분포가 정규 수분포 는 로그노말의 분포형태를 

유지하도록 공간범 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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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선구조 길이와 선 도원 직경의 증가에 따른 선 도 분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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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남한에 분포하는 체 선구조를 상으로 선 도원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른 

선 도 분포를 악해 보았다(그림 3.2.5). 이 분석의 목 은 선구조의 길이에 따른 선

도 분포의 양상변화와 선 도원 직경의 증가에 따른 선 도 분포양상의 변화가 어떠한 

계를 보이는지를 악하기 해서이다.   

     그 결과는 선구조 길이 증가에 따른 선 도 분포양상의 변화와 유사하게 선 도원

의 직경이 9km를 상회할 경우 선 도의 분포가 음의 지수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소규모의 선구조 요소에 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로그노말 분포의 형

태를 유지하는 선 도원의 직경을 선정하는 것이 요하며, 따라서, 원의 직경을 최  

9km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합할 것으로 단된다.

   5.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체계 설계

     가. 연구 역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 GIS DB설계의 상 역은 실세계  지질 

역이다. 지질 역은 기본 으로 공간  역을 유하는 지질도를 비롯한 지질주제도 

역과 기술  역을 유하는 보고서 역이 있다. 일반 으로 지질 역은 지질도  

지질도폭보고서가 그 핵심 틀을 유지하고 있다.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 GIS DB의 범  역시 지질 역을 심으

로 국내의 지질 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  방사성 폐기물 후보부지의 선정 

선정을 한 지질정보체계를 마련한다.

     나. 기존 련 연구

       1) 시공간 모델 

     GIS의 핵심기술인 시공간데이터베이스 모델은 크게 스냅샷 모델, 시공간 복합 데이

터 모델, 시간기반 모델, 시공간 객체 모델 등을 기반으로 특정 역의 시공간  상을 

모델링할 수 있다. 시공간 데이터모델은 실세계의 시공간 상에서 존재하는 객체들의 표

이다. 시공간 모델링은 이러한 객체들을 시공간 데이터베이스로 나타내는 것이다. 시공

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방법은 시간 데이터베이스에 공간  속성을 추가하고 공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시간속성을 추가하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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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시공간 데이터 모델은 가장 단순한 스냅샷 데이터 모델(snapshot data model)에서 

객체지향 데이터 모델로 진화하 다. 스냅샷 모델은 가장 단순한 모델로 실 세계의 상

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별 인 이어 형태로 표 하고, 각각의 시간 스탬 를 가지

는 이들 이어는 공간 객체의 변화가 발생할 때 각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된다. 이들 

각각의 이어들은 주기 이거나 비주기 인 시간 간격을 갖는다. 스냅샷 모델은 직

이고 단순하다는 장 이 있지만, 두 개의 스냅샷 이어 상에 동일 자료가 복되어 표

되고, 시간상 변화가 명확하지 않은 단 이 있다. 시공간복합데이터모델(spatio-temporal 

composite model)은 스냅샷 모델의 확장으로 다수의 스냅샷 이어들을 하나의 시공간 

복합 이어에 오버랩한 것이다. 한, 사건을 명시 으로 표 하는 사건지향 개념은 스

냅샵 모델  그 확장들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데이터

집합에 한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정보시스템에 트랜잭션 로그를 기록하는 것이다. 사건

지향  시공간데이터모델(event-oriented spatiotemporal data model)은 시공간 객체의 시

간 변경 이력의 코드를 연결된 리스트로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공간 객체는 치기반 

모델을 용하고 속성 객체는 객체지향 모델을 용한 것이다. 삼 역 모델[Yuan96]은 

의미(sematics), 공간(space), 시간(time)을 분리하여 표 하며 지형정보와 자연 상을 나

타내기 한 상호간 연결을 제공하고 있다. 객체지향 데이터모델은 시공간 복합 모델을 3

차원 구조( X, Y, T)로 나타내고 공간 정보(X, Y)와 시간정보(T)를 객체지향 개념에 기

반을 두어 단일 클래스 내에 포함되도록 만들었다. 

       2) GIS 모델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공간 데이터는 크게 벡터 데이터(Vector data)와 래스터 데

이터(Raster data)로 나 어진다. 공간 데이터는 실세계의 공간 인 상을 정보화 한 것

으로 지도학  공간을 유하거나, 어떤 지상 좌표계(경 도)에 따른 한 치를 가지는 

자료로서 , 선 면 는 표면으로 분류된다. 부분의 경우 실세계의 상은 하나의 의

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객체 단 로 표 된다. 이와 같이 공간 인 상을 객체단 로 정보

화할 경우 각 객체를 공간 객체라 하고 공간 객체는 반드시 공간 인 특성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공간 객체는 반드시 치와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 둘만으로 모두 

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각 공간 객체 사이의 상 인 계에 한 정보

도 필요에 따라 함께 표 되어져야 한다. 한 각 공간 객체가 만족해야하는 공간  제약

조건 등도 응용분야에 따라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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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간분석 모델

     어떤 조직체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

고 체계화시켜 이것을 수용력 이론의 실천수단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환경정보시스템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원래 개발 행 에 따른 환

경의 악 향을 방지하기 한 환경 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에서 유

래한다. 

     이러한 환경정보시스템은 지구환경에 기 을 둔 개발 지의 확인과 제시된 개발 안

에 한 환경 향평가 그리고 지구환경의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의 결정 등에 

활용되며, 각 지역의 독자 이며 국지 인 조사를 통해 합리 인 최종 안을 설정하기 

한 시스템이다.  

     지구환경의 보호와 개발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처분장후부부지의 설정과 그에 따른 

각 시설의 배치계획은 매우 요하다. 이러한 에서 처분자후보부지의 평가  리를 

해 GIS의 요한 공간분석기능인 ‘ 지분석’ 모델과 네트워크 모델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 지 분석 모델

     1960년  이후 Ian McHarg에 의해 주장된 생태  근방법(Ecological Approach)

은 많은 환경계획에 있어서 주된 용방법이 되어 왔는데, 그 구체 인 내용은 여러 가지 

환경인자들을 지도상에 톤으로 표시하거나 수치를 부여하여, 작성된 여러 가지 환경 인자

의 도면을 첩하여 합지를 분석하는 도면 첩법이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는 여러 환경인자들을 다각 으로 고려하여 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계획의 

목 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환경계획에서 사용되어지는 지분석 기법을 크게 총체  분

석법(Gestalt Analysis) 투명도  첩법(Transparent Overlays), 수제작 도면철법

(Hand-drawn Datafiles), 수치 첩법(Numerical Overlays), 컴퓨터 이용법(Computer- 

assisted Technique)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그 기법의 용 가능성은 컴퓨터의 사용

에 있어 지도의 첩유형은 자료의 구조에 따라 크게 벡터 첩과 래스터 첩으로 나  

수 있다.

         ○ 네트워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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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지식과 기술의 끊임없는 발달로  사회는 그 구성 요소들 사이의 복잡하

고 다양한 결합으로 형성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한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은 시스템으로 악될 수 있기 때문에, 네트

워크의 수학  구조로 표시될 수 있으며, 아울러 네트워크 모델로 구성될 수 있다. 환경 

상의 문제를 단순화시켜 계량화하고 단순한 숫자로 제약하고 인다는 에서 신 한 

근이 필요하다.

     다.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 GIS 설계

       1)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기 지질모델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 GIS DB설계는 지질 주제를 목록별로 정의

하고 각각의 공간기하를 정의하여 공간 이어를 추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해서

는 지질 모델의 최상  도메인이 필요하다. 이들은 그림 3.2.6과 같이 지질개념, 지질 계, 

지질 피쳐, 지질 속성, 지질도 지도화 피쳐  공간재표 으로 구성되어 있다. 

Geometry

+좌표체계 : 기준좌표계타입

지질지도화피쳐 지질메타데이터

지질피쳐

지질단위피쳐지질구조피쳐

지질단위지질구조단위

지질개념

지질속성

지질개념관계

+spatialRepresentation

1 0..*

1

1

0..* 0..*

1..*

1

1..*

1

그림 3.2.6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 GIS 모델의 최상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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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질 개념(GEOLOGICAL CONCEPTS)

     이들 클래스는 최상 의 개념들로 구성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식 인 층서 단 와 같은 지질단 (Geological Units)

- 단층,   습곡과 같은 지질구조들(Geological Structures)

  ∙ 지질 계(GEOLOGICAL RELATIONSHIPS)

     지질 개념(Geological Concepts)은 지질 계(GEOLOGICAL  RELATIONSHIPS)를 

이용하여 서로 련을 맺을 수 있다. 이들 계는 층의 멤버와 같은 층서 계 즉, 이 유

닛과  유닛이 입 계나 이 유닛과  유닛이 부정합 계인지와 같은 지질 계이다.

  ∙ 지질 피쳐(GEOLOGICAL FEATURES)

     지질 개념들은 지질피쳐(GEOLOGCIAL FEATURES)를 이용하여 기술 할 수 있다. 

이들은 유닛들의 세부 인 지질학  기술이다. 이들은 세부 인 목 을 갖는 많은 유닛들

이다. 를 들면, 유닛의 인스턴스(instance)타입 부분과 같은 유닛의 세부 인스턴스 는 

매핑 지역과 같은 특정지역은 표 속성(typical properties)이 있다.

  ∙ 지질 속성(GEOLOGICAL PROPERTIES)

     지질 기술 (Geological Descriptions)의 값들에는 지질속성(GEOLOGICAL 

PROPERTIES)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다.  이들 클래스들은 다음과 같은 속성값 구조로 

정의된다.

- 피쳐의 역사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지질 사건(Geological Events)

- 피쳐의 구성 부분들(Component Parts)의 암석 기술(Compound Materials로서 

알려진 모델)

  ∙ 지질도 지도화피쳐

- 형태(morphology), 색상  체  도와 같은 속성들을 포함한다.

  ∙ 공간 재표 (SPATIAL REPRESENTATION)

     마지막으로, 기술(Descriptions)은 지질 피쳐의 공간 재표  (SPATIAL 

REPRESENTATION)을 통해서 지질도를 보여 다. 각 공간기하(geometry)는 단순 클래

스이며 풍부한 지질학  세부사항은 지질 피쳐에 장된다.

       2)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모델 패키지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 GIS DB설계는 지질 주제를 목록별로 정의

하고 각각의 공간기하를 정의하여 공간 이어를 추출하 다. 먼  처분장 후보부지에 

한 지질주제의 목록은 그림 3.2.7과 같이 지질  지형, 암석역학, 수리지질학  지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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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그리고 기후  자연재해로 패키지화하 다. 

지질정보 : 처분장 분야별 지질정보

주제도정보 : Geology and Topograhy 주제도정보 : Rock mechanics

주제도정보 : Hydrogeology & 
Geochemistry

주제도정보 : Metrology & Natural 
Hazards

그림 3.2.7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 GIS의 역별 패키지

       3) 개별 패키지에 따른 클래스다이어그램

     지질  지형(Geology and Topography) 패키지 내에는 암상(Lithology)의 단일 단

로 추상화된 암석단 , 연성지질구조(Ductile structures), 쇄성지질구조(Brittle 

structures), 신기지체구조(Neotectonics), 풍화(Weathering), 지형(Topography)으로 일반

화하여 클래스다이어그램으로 표 하 다(그림 3.2.8). 

     암석역학(Rock mechanics)패키지 내에는 역학   열  특성(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기 암반 응력(Initial rock stress)으로 일반화하여 클래스다이어

그램으로 표 하 다(그림 3.2.9). 

     수리지질  지구화학(Hydrogeology and Geochemistry)패키지 내에는 수리지질

(Hydrogeology)  지구화학(Geochemistry)으로 일반화하여 클래스다이어그램으로 표

하 다(그림 3.2.10). 

     기상  자연재해(Meteorology and Natural Hazards)패키지 내에는 기상

(Meteorology)  자연재해(Natural Hazards)로 일반화하여 클래스다이어그램으로 표

하 다(그림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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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지질  지형(Geology and Topography) 패키지 내 요소들

그림 3.2.9 암석역학(Rock mechanics) 패키지 내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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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수리지질  지구화학(Hydrogeology and Geochemistry) 패키지 내 요소들

그림 3.2.11 기상  자연재해(Meteorology and Natural Hazards) 패키지 내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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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요약

     본 연구의 최종목 은 국내의 지질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  방사

성폐기물 처분 제안부지의 선정을 한 평가시스템을 도출하고, 이를 토 로 체계

인 처분장 제안부지 선정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하

여 처분장 제안부지를 선정하기 한 여러 항목  지질학  측면의 평가 요인과 지

침을 종합 으로 도출하고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는 먼  후보부지 선정평가를 한 지질학  항목을 개발하 다. 이

는 각국의 지질특성  환경과 련한 처분방식과 후보부지 선정기 을 비교 연구하

고,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기 을 분석한 후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후보부지 선정을 한 4개 분류 분야를 도출하 다. 도출된 4개 분야는 장기

안정성(지질), 건설  운 합성, 토지  환경성, 사회  향성 등이다. 그리고, 

후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 개발을 해 8개 지질학 문부문을 상으로 

국내 지질특성  후보부지의 장기안정성에 직  향을 미치는 52개 지질인자를 

선정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단계별 평가항목  평가인자간 분류체계를 도출하

다. 먼  장기안정성 분야를 상으로 부지평가를 한 지질인자의 분류체계를 부문

-항목-인자의 순서로 도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4개 부문, 12개 항목, 52개 인자

를 정리하 다. 한편, 최종 후보부지 선정을 해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후보

부지(Candidate site), 제안부지(Proposed site)의 3단계 평가․선정단계를 제안하

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후보부지 평가방식은 검토 상지역은 합/부 합의 방식

으로, 후보부지  제안부지는 비교우 의 평가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 다. 최종

으로 평가인자의 분류체계에 따른 3단계별 부지평가용 지질학  세부인자를 도출하

고 분류한 결과 검토 상지역 단계에서는 2개 부문, 7개 항목, 12개 인자를 평가하고, 

후보부지  제안부지 단계에서는 4개 부문, 12개 항목, 48개 인자를 평가하는 것으

로 제안하 다.

     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상인자의 최소조건 기 안을 도출하고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서 안을 작성하 다. 후보부지 선정을 한 단계별 선정평가 방식

과 국내 지질조건  지질인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성  는 정량  최소 조건안 

도출하 다. 이를 토 로 장기안정성 분야를 상으로 도출된 지질인자  후보부지 

선정단계를 고려하여 총 4개 부문, 12개 항목별로 각 선정단계에서 부지평가를 한 

기술지침서 안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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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연구에서는 후보부지 평가용 입력인자 선정  인자별 정량  분포범 를 

제안하 다. Lithology 요소  rock type, ore 인자, Ductile structure 요소  mylonite 

zone, fold, foliation 인자, Brittle structure 요소  fault 인자, Neotectonics 요소  

active fault, earthquake, uplift, erosion 인자, 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of 

rocks 요소  initial stress, mechanical properties, geothermal gradient, Thermal 

conductivity 인자, Geochemistry 요소 등에 한 정량 ․정성  분포범   특성을 검

토하 다. 

     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단 격자 크기 제안을 해 장태우 외(2003)

가 작성한 남한의 단열분포도를 이용한 남한지역 선구조 분포를 해석하 다. 남한지역의 

선구조는 총 1,388개이며, 선구조의 길이를 km단 로 구분하면 로그노말 분포를 보이고 

있다. 2-9km 범 의 선구조가 다른 길의 범 의 선구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 이 범 의 선구조 빈도는 체 선구조의 58.2%를 차지하고 있어, 남한지역 역 선구

조의 상당 수가 길이 9km 이하임을 알 수 있다. 선구조 길이  선 도 분포특성을 고려

한 단 공간범 의 크기를 검토하기 하여 선 도원을 작성하 는데, 선구조의 길이 

2-9km 구간의 선구조가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여 분석 상 선구조의 길이를 2km 이상

의 것들부터 매 1km씩 분석 상을 제외시키며 최종 10km 이상의 선구조들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이때, 선구조 길이와 련한 선 도원의 직경변화에 따른 선 도 분

포특성을 악하기 하여 선 도원의 직경을 2km에서부터 매 1km씩 10km까지 증가시

키며 선 도를 악하 다. 이 분석결과 선 도의 분포가 선구조의 길이와 선 도원의 직

경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 수분포에서 로그노말분포 형태를 거쳐 음의 지수분포 형태로 

바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구조의 길이  선 도원의 직경이 9km를 기 으로 선

도의 분포가 음의 지수분포 형태가 되었다. 선 도원의 직경이 증가하면 단 공간의 범

가 커지게 되며, 이럴 경우 상면 이 넓어짐에 따라 소규모의 선구조는 락되거나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9km 이상의 선구조  선 도원 직경

의 경우 소규모 선구조의 특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단 공간의 범 는 최  

9km를 상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평가인자별 상  가 치 제안을 해서 AHP 기법을 이용한 인자별 상  가

치를 평가하 다. 이를 하여 1차년도에 선정한 12개 요소 에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선정시 고려되는 7개 요소의 상  요도를 평가한 후, 각 요소를 구성하는 인자

들의 상  요도를 2차 으로 평가하 다. 이 결과 Neotectonics, Brittle structures, 

Lithology, Natural hazards, Ductile structures, Topography, Weathering의 순서로 요

도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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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연구에서는 후보부지 선정을 한 종합 인 지질정보의 확보  평가를 

해 지질정보체계를 설계하여 제시하 다. 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기 지질모델은 

지질개념, 지질 계, 지질 피쳐, 지질 속성, 지질도 지도화 피쳐  공간재표 으로 구성

하 다. 이를 바탕으로 지질 주제를 목록별로 정의한 후 각각의 공간기하를 정의하고 공

간 이어를 추출하여 지질모델 패키지를 도출하 으며, 개별 패키지에 따른 클래스다이어

그램을 최종 으로 도출했다. 이 결과는 향후 고  폐기물 처분사업이 본격 으로 수행

될 때 련 지질정보체계를 설계하는데 기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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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기 지질안정성 요소 정량평가

   1.  한반도의 지체구조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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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분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반도는 국 륙, 시코테-알린, 일본열도 등과 지질학 으로 한 련을 갖는

다. 특히, 한반도의 지질과 지체구조는 일본보다는 아시아 륙과 유사성이 많으며, 동해

는 륙 연변의 연변해로 태평양 의 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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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반도의 남동부인 경상분지와 일본 남서부, 한반도의 옥천 와 일본의 히다 (Hida belt)

는 동해가 확장되기 의 유사성을 보여 다.

     재 동아시아의 지체구조와 련하여 한반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

다. 첫 번째는 약 250Ma에 형성된 국의 충돌 가 한반도로 연장되는 지 여부와, 두 번

째는 산업시설이 집 된 남동부에서 발견된 활성단층이다. 먼  국 충돌 의 연장과 

련하여,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첫 번째는 국 충돌 가 한반도를 통

과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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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다는 의견이다. 자의 경우 국 충돌 가 임진강

나 옥천  는 경기육괴로 이어진다는 의견으로 세분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한반도 

체가 북 국 에 속하게 된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 임진강 , 경기육괴의 암석들에 한 SHRIMP를 이용한 정확한 연 자료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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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기 되고 있다.

     두 번째로 활성단층과 련된 신기지구조운동 연구는 한반도가 의 경계부가 아니

라 안정된  내부에 치해 있어서 그 동안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부터 

양산단층에 한 활성문제가 제기되면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원자력발

소  산업시설의 안 과 련하여 신기 지구조운동에 많은 심이 집 되면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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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련되어 한반도의 남동부는 한반도에서 신생  지구

조 운동의 향을 최근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보고되어 있다. 특히, 양산단층 와 

울산단층 에서 계속해서 제4기 단층들이 발견되면서, 산업시설이 집 되어 있는 이 지역

에 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신기 지구조운동과 련된 분야는 구조지질, 지형변화를 반 하는 지형지체구조, 지

진지체구조, 화산활동과 지각 평형과 련된 해안선의 융기 등이 있다(Yeats et al., 

1997). 이들 에서 한반도 남동부에서의 신기 지체구조운동과 련된 상은 최근의 지

형변화와 선형구조의 발달, 제4기 단층운동, 지진발생, 남동해안의 융기 등이 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기 보고된 생 응력체계, 제4기 단층운동 특성  시․공간

 활동 형태에 한 연구를 요약해 보고자 한다.

     나. 신기지구조 체계  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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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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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고 있는가는 요한 의문 의 하나이다.

     경상분지는 백악기 기에 이자나기 의 북쪽을 향한 섭입의 결과로 발생한 주향이

동단층과 련된 인리형분지로 해석된 바 있으며(Chun and Chough, 1992), 에오신 후기

부터 마이오신까지는 맨틀로부터 hot plume이 상승하여 기인된 확장변형으로 동해가 형

성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다(Maruyama et al., 1997). 그리고 라이오세부터 재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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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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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된 압축

변형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제안하 다.

     최근 Park et al(2006)이 한반도 남동부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들의 변 자료를 근

거하여 σ1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이고 σ3은 거의 수직이라고 보고하 다. 이는 지진 진원

기구로부터 구해진 한반도의 역  응력장에서 최  주응력축의 동북동～서남서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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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Jun, 1991). 그리고 최근 지진의 진앙분포는 울산단층 동측지괴  동해 앞바다

에 집 되어 있으며(최 찬 외, 1998a), 이들 지진들의 단층면해에 의한 응력해석을 보면 

진원기구는 거의 남-북 주향의 역단층으로, 압축응력 축은 동-서 방향로 추정되고 있어, 

제4기 단층들로부터 얻은 응력장 분석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림 3.3.1은 지진연구로부터 구

해진 동아시아의 최  수평주응력(σmax)과 압축방향(P axes)을 도시한 것이다. 제4기 단

층의 변 분석으로부터 구한 σ1의 동북동-서남서 방향은 인도와 유라시아의 충돌로부터 

기인된 응력장 σHmax의 궤 과 잘 일치한다. 이 방향은 태평양   필리핀 의 섭입과 

직  련되어 있는 일본 혼슈 동부의 σHmax 방향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서, 비록 한반

도가 유라시아 의 경계부에 치하고 있지만, 응력장은 이들 해양 의 섭입과는 련되

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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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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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하지만, SJSFZ을 지나면서  다르게 

된다. 이것은 SJSFZ을 따라 발생하는 활성변형에 의해 운동의 사교이동성분이 흡수된

다는 것을 지시한다.

     결론 으로 해양 의 섭입에서 기인한 변형은 일본 열도에서 흡수되고, 한반도는 주

로 인도 과 유라시아 의 충돌에 의한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제4기 단층운동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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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동남남서 방향의 주향과 남동쪽으로의 경사를 이루고, 단층조선이 동쪽으로 경사하고 

있다. 단층의 운동학  특성은 주향이동성분이 우세한 일부 단층을 제외하고 부분 상반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역단층의 성격을 보인다. 한 울산단층 에서 실시한 고해

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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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을 고려해 볼 때, 이 단층들은 최 압축응력이 동-서 방향으로 작용한 제4기 응력 역

(stress regime) 하에서 이동하기에 한 방향으로 배향되어있던 기존 단층들이 재활동

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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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동아시아의 운동  응력장. (a) 최  수평응력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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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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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단층들의 제4기 재활동의 증거로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부분의 제4

기 단층들에서 찰되는 단층비지 의 두께가 기반암과 기반암사이의 부에서보다 지

표가까이의 기반암과 제4기층과의 부로 오면서 얇아지거나 비지의 일부가 제4기층 

내로 주입되어 나타난다는 것( : 유계, 왕산, 입실, 읍천, 수렴단층), 둘째, 제4기층은 거

의 단열되거나 교란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하 의 기반암내에는 좁게는 수십 cm에서 넓

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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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층들의 태 를 반 하는 것으로서 양산단층계의 활동과 련된 

주향이동단층들과 제3기 분지형성과 련된 정단층들이 제4기에 재활동함으로서 한 경

사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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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을, 간주응력축은 남-북 방향을, 그리고 최소 주응력축은 아수직 방향을 가리키는 것

으로 분석된 바 있는데(장태우, 2001), 이는 지진 진원기구로부터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최  압축응력축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역 응력장과 유사하고(Jun, 1991), 일

본에서의 거의 동-서 방향을 가리키는 최 압축응력 방향과도 거의 평행하다(Nakada 

and Okada, 1999). 한국자원연구소에 의해 경상분지 양산단층 주 에 설치되어 있는 지

진 측망에 의하면, 1994년 말부터 1998년 반까지 이 지역에 발생한 지진의 진앙분포

는 울산단층 동측지괴  동해 앞바다에 집 되어 있으며(최 찬 외, 1998b), 이들 지진

들의 단층면해에 의한 응력해석을 보면 진원기구는 거의 남-북 주향의 역단층으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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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부터 얻은 응력장 분석결과와도 유사하다.

     기존 단층들의 운동시기를 제4기 단층을 따라 채취한 단층비지의 K-Ar 연령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울산단층 는 에오세-올리고세(장태우, 2001)에, 양산단층 는 

후기 팔 오세 내지 에오세에 단층운동이 가장 활발했음을 지시한다(장태우와 추창오, 

1998, 1999). 이 같은 연령을 보이는 단층들이 제4기 퇴 층을 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제4기 동안 양산단층이 재활동하 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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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세

에 발생했음을 지시한다(경재복과 장태우, 2001). 하지만, 최종 단층운동시기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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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으로부터 단층운동시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재 ESR 방법 뿐이다. 최근에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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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에 한 연 측정이 집 되면서 울산단층 에서 많은 제4기 단층이 발견되었다. 그

러나 14C과 OSL 연 측정 방법을 이용하기 해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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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층운

동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제4기 단층의 연구와 련해서  다른 어려움은 단층의 평균 변 율을 구하는 일

이다. 국내에서 지형변화에 근거하여 단층이나 지형의 평균 변 율(Okada et al., 1998; 

경재복, 1999; 윤순옥과 황상일, 1999)을 일부 구한 것이 있으나, 단층활동이나 지진사건

에 의한 변 는 직 인 값을 얻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제4기 단층들의 부분이 변

량을 측정할 수 있는 노두가 매우 드물고, 설사 변 량을 얻을 수 있어도 연 측정에 

합한 제4기 층이 분포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최원학(2003)은 울산

단층 의 제4기 단층들에서 연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단층변 율을 계산하 으며, 그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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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층의 거동특성 모델을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제4기 단층의 시․공간  활동 형태

     한반도 남동부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들의 주향 방향은 양산단층 와 거의 평행한 

북북동 방향과 울산단층   원원사-마동 드러스트 와 평행한 남-북 방향들이 우세하

다. 단층면의 경사가 고각인 경우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우세하며, 각인 경우는 스

러스트단층 혹은 역이동 성분이 우세한 사각이동 단층으로 나타난다. ESR 수치 연  측

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남동부의 제4기 단층 운동의 특성을 기술한 이희권과 양주석

(2007)의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4기 동안에 양산단층 와 울산단층  동부지역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동부 체

에서 주향이동 단층들과 이들과 거의 평행한 역단층 혹은 사각이동단층들이 함께 활동하

다(그림 3.3.2 & 3.3.3). 제4기 동안에 우세하게 작용한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응력 

방향은 양산단층   원원사-마동 단층 의 주향에 비교  고각으로 작용하 다. 따라

서 한반도 남동부에 작용한 지구조 체계는 고도 인-분산 단(high drag-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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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단층활동의 시․공간  형태(이희권과 양주석, 

2007). (a) 1,400-1,600ka, (b) 1,100-1,200ka, (c) 800 ka ago.

그림 3.3.3. 단층활동의 시․공간  형태(이희권과 양주석, 

2007). (a) 650-700ka, (b) 500ka, (c) 400ka, (d) 300ka, (e) 

200ka, (f) 100ka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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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보다는  인-결합 단(low drag-decoupled shear)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된다

(Mount and Suppe, 1987; Lee and Schwarcz, 1993; Mount and Suppe, 1992; Lettis and 

Handon, 1991).

     기존의 단층들의 기하학  특징이 단층 재활동의 특성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한반도 남동부에서도 기존의 단층들의 기하학  특성에 의해 동북동-서

남서 압축 응력하에서 양산단층 와 울산단층   원원사-마동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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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성분이 우세한 사각이동 단층운동이 우세하게 일어났

다. 이 원원사-마동 단층 와 양산단층  북부를 경계로 하는 만입 (indentor)가 이 시

기에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원원사-마동 단층 와 양산단층  남부를 경계로 하는 불

록의 경계부에서는 주향이동 단층(상천, 웅상, 이화지 )이 우세하게 활동하 다(그림 

3.3.2 & 3.3.3).

     약 50-30만년 까지는 양산단층  남부에서는 주향이동단층이 우세하게 활동하

으며, 원원사-마동 단층  지역(원원사, 말방, 괘릉, 마동1 지 ), 만입  내부(왕산, 수렴 

단층)  양산단층  북부(유계)에서는 스러스트단층 혹은 역이동 성분이 큰 사각이동단

층이 활발하게 활동하 다(그림 3.3.2 & 3.3.3). 이후 약 20만년  이후부터는 양산단층

에서는 단층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울산단층  동부지역에서만 역단층 혹은 역이동 

성분이 큰 사각이동단층이 활동하 다(그림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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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다.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응력방향에 의해 만입  블록이 서쪽으로 려 

그 경계부에 역단층 도는 스러스트단층이 우세하게 발달하 으며, 양산단층  남부지역에

서는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 운동을 일으켰으며, 양산단층  북부지역에서는 좌수향의 주

향이동 단층운동을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2.  남한의 지질  지질구조 특성

     가. 암종(Rock type)

     남한의 암반은 크게 선캠 리아 이언의 변성암복합체, 생 이언의 퇴 암, 생

의 화강암으로 삼분할 수 있다(그림 3.3.4). 가장 넓은 분포를 차지하는 암반은 선캠 리

아 이언의 변성암과 생  화강암으로 이 두 암종을 합치면 남한 면 의 약 47%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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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표 3.3.1).

암종 면적 (km2) 비율(%)
선캠브리아 이언의 변성암 26,687.034245 27

쥬라기 화강암 18,024.810613 18
백악기 화강암 2,067.769693 2

 표 3.3.1. 남한에서 분포가 넓은 암석이 차지하는 면 . (남한 면 : 99,300 km2)

     선캠 리아 이언의 변성암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 의 경기육괴와 라도, 경

상도 일 의 남육괴에 주로 분포한다(그림 3.3.4). 선캠 리아 이언의 변성은 고원생

(1.9-2.5 Ga; 기원서 외, 2008; Cho et al., 2008)의 암석에서 유래한 편마암, 편암과 이를 

후기에 입한 신원생 (700-900 Ma; Cho et al., 2001; Lee et al., 2003; 기원서 외, 

2005, 2008)의 각섬암, 섬장암, 화강암 등으로 구성3;  변성암은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의 

변형작용을 받았고(김유홍과 황재하, 2009), 백립암상 는 에클로자이트상의 고압형 변

성작용을 받아서(Lee et al., 2000; Oh et al., 2005; Oh et al., 2006) 암상과 지질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생 이언의 퇴 암 에서 고생  지층인 조선 층군, 옥천 층군, 평안 층군, 연

천층군 등은 옥천 와 임진강 에 분포한다(그림 3.3.4). 생  퇴 암인 경상 층군은 

경상도에 넓게 분포하고, 이외에도 남한의 여러 곳에서 백악기와 신생  퇴 암이 작은 

분지 형태로 분포한다. 고생  지층들은 모두 최소 3회의 변형작용을 받았다(Kim, 1996). 

변성정도는 옥천 에 분포하는 퇴 암의 경우는 압형 변성작용을 받은 반면에 임진강

의 연천층군은 고압형의 변성작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Oh et al., 2005). 이 암반은 

퇴 암이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 암상의 분포를 측 할 수 있으나, 역시 암상과 지질구조

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특히 퇴 암 내에 층리는 처리장의 모암으로서 매우 불리한 요소

이다.

     생 의 화강암은 쥬라기 화강암과 백악기 화강암으로 다시 세분이 가능하다(그림 

3.3.4). 쥬라기 화강암은 경기육괴, 옥천 , 남육괴에서 북동방향으로 상 분포하며, 특

히 경기육괴와 옥천 의 경계부를 따라서 량으로 분포한다. 백악기 화강암은 경기육괴, 

옥천 , 남육괴, 경상분지 등에 분포하며, 쥬라기 화강암에 비해서 소규모로 발달한다. 

주목할 것은 두 화강암의 암상차이로 쥬라기 화강암은 백악기 화강암에 비해서 깊은 곳

에서 정출되어 조립질의 조직을 보이는 반면에 백악기 화강암은 세립질이거나 반상질이

며 조직이 균질하지 않다(Hong, 1987; 조등룡과 권성택, 1994). 따라서 분포 면 과 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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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질성을 보았을 때, 처리장의 모암으로서는 백악기 화강암보다 쥬라기 화강암이 유리

하다.

   ∙ 조사 황

      세계 모든 나라가 국토에 한 지질도폭을 발간하고 있다. 나라의 크기와 지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축척으로 지질도폭이 발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질도폭은 1:5만 축척의 지질도폭이다. 남한은 1:5만 지질도폭 363매로 구성되며, 이 

에서 2009년 재 248매의 지질도폭이 발간되어 발간율은 89%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은 1:5만 지질도폭을 통합하여 1:25만 축척의 지질도폭 13매와 1:100만 축척의 지질도 1

매를 발간하고 있다. 국가 으로 요한 지역에 해서는 상세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1:2만5천 축척의 지질도폭 8매를 발간하 다.

     부지선정 단계에 따라서 1:25만, 1:5만, 1:2만5천 축척의 지질도폭을 사용하면 되나, 

아직 1:5만 지질도폭이 완성되지 않은 곳이나 지질도폭의 발간이 오래 에 이루어져 재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1차 지질조사가 필요하다. 부분의 지역이 1:2만5천 축척의 지질

도가 없는 계로 실제 으로 2차 지질조사가 불가피하다. 

     1차 지질조사는 1:2만5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질조사를 하고 1:5만 축척의 지질도

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차 지질조사는 1:5천 지형도를 이용하여 1:2만5천 축척

의 지질도를 만든다. 기존에 발간된 지질도폭이나 새로 작성된 1:5만 축척의 지질도는 

preferred area 선정에 이용하고, 2차 지질조사 결과 작성된 1:2만5천 축척의 지질도는 

candidate site 선정에 이용한다. 암종을 검토하는 데는 2차 지질조사로 충분하나, 암종의 

다양성, 균질성, 석의 배태 가능성 등의 조사를 해서 proposed site 선정 단계에서는 

1:1만 축척의 지질도가 작성될 수 있다.

     나. 석(Ore)

     재 상이 있거나, 과거에 채굴한 흔 이 있거나, 미래에 상을 개발할 수 있는 

석이 존재하는 경우 부지선정에 불리한 요소가 된다. 석과 련된 인자들은 후보부지

들의 상 인 비교를 통해서 평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화 는 후보부

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남한의 화 는 부 지역, 서해안-

호남 지역, 남 지역으로 나 어서 정리된 바 있다(고상모 외, 2001, 2002, 2003). 지역 

별로 다음과 같은 화 가 보고되었다.

   ∙ 부 지역(그림 3.3.5)

- 포천 화 : 20 여개의 열수맥상 상, 수 개의 장석 상, 규석 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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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한반도의 지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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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화 : 30 여개의 열수맥상 상, 수 개의 장석 상, 규석 상 분포.

- 춘천 화 : 30 여개의 열수맥상 상, 수 개의 도석 상, 규석 상 분포.

- 월 화 : 20 여개의 열수맥상, 스카른, 열수교  상 분포.

- 태백산 화 : 30 여개의 열수맥상, 열수교 , 스카른 상 분포.

-  화 : 수 개의 열수맥상, 열수교  상 분포.

   ∙ 서해안-호남 지역(그림 3.3.6)

- 천안 화 : 20 여개의 열수맥상 상, 수 개의 장석 상 분포.

- 홍성-청양 화 : 70 여개의 열수맥상 상, 수 개의 스카른, 열수교  상분포.

- 공주-부여 화 : 50 여개의 열수맥상 상, 수 개의 규암 상 분포.

- 산 화 : 10 여개의 열수맥상 상, 장석 상 분포.

- 무주- 주 화 : 60 여개의 열수맥상 상, 20 여개의 석회석 상, 열수변질 

운모 상, 장석 상, 규성 상 분포.

- 순천-보성 화 : 35 개의 속열수 상, 수 개의 열수변질 납석 상 분포.

- 해남-진도-완도 화 : 열수변질 납석-고령토-도석 상 산재 분포.

   ∙ 남 지역(그림 3.3.7)

- 마산- 산 화 : 70 여개의 열수맥상 상 분포.

- 합천-고려-성주 화 : 45 여개의 열수맥상 상 분포.

- 상주 화 : 11 개의 열수맥상 상 분포.

- 의성 화 : 18 개의 열수맥상 상 분포.

- 화 화 : 30 여개의 열수맥상 상 분포.

- 양-청도 화 : 열수변질 납석-고령토-도석 상 분포.

- 양산 화 : 열수변질 납석-고령토-도석 상 분포.

그림 3.3.5. 부 지역의 화 . (고상모 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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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서해안-호남 지역의 화 . (고상모 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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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남 지역의 화 . (고상모 외, 2001)

   ∙ 조사 황

     재 화 의 분포와 과거 채 이 이루어진 상에 한 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

원과 업진흥공사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기 후보지 선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종 선정 단계에서는 2차, 3차 지질조사를 통해서 보고되지 않은 상과 미래에 

채굴될 가능성이 있는 석의 존재여부를 밝 야 할 것이다.

     다. 압쇄 (Mylonite zone)

     압쇄 는 모암과 다른 암종으로 취 할 수 있으며, 일반 으로 압쇄 를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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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단열이 잘 발달하므로, 부지 선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존에 보고된 

압쇄 (연성 단 ; ductile shear zone)를 포함할 경우는 후보 부지에 불리한 요소로 작

용한다. 남한에는 순창 단 , 천 단 , 주 단 , 단 와 같은 규모의 단

가 보고되었다. 순창천단 와 천 단 는 옥천 와 남육괴의 경계부를 따라서 발달

하고, 주 단 와 단 는 옥천  내에 발달한다(그림 3.3.8).

그림 3.3.8. 남한에 발달하는 단 의 치. (김성원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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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의 다양한 특징 에서 부지선정과 련하여 가장 요한 요소는 단 의 

공간 인 분포로 단 가 통과하는 곳은 부지로서 당하지 않다. 재까지 각 단 의 

공간  분포를 연속 으로 추 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으며, 부분 으로 확정되었을 뿐이

다. 기존에 연구된 각 단 의 공간 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 순창 단

     순창 단 는 다른 단 에 비해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단 이다. 따라서 비교

 다양한 지질도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 도가 떨어지는 개략 인 지질도가 많고, 

지질도가 제작된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후보부지 선정 단계에서 추가 인 지질조

사가 필수 이다.

     <강진 지역>: 순창 단  남단인 강진 부근에 발달하는 단 는 쥬라기 보화강

암인 조립질 흑운모화강암와 립질 흑운모화강암 내에 단 가 발달하고 있으며, 단

의 폭은 약 250m이다(조등룡과 기원서, 2007). 단면의 자세는 북동방향의 주향에 약 

70°로 남동쪽 는 북서쪽으로 고경사한다.

     <남원 지역>: 남원 지역에서는 삽첩기의 강화강암과 쥬라기의 순창화강암은 단

작용을 받은 반면에 쥬라기의 남원화강암은 단작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권

성택과 이진한, 1997). 단면의 자세는 북북동 주향에 70° 이상으로 남동쪽으로 고경사

하며, 일부 엽리면은 북서쪽으로 고경사한다. 권성택과 이진한(1997)이 제시한 남원, 주, 

주 지역의 단 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질도는 단 의 정확한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

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략 인 단 의 분포를 보여주므로 부지선정의 기 단계에

서 사용가능할 것이다. 

     <임실 지역>: 임실 지역의 단 는 순창 단 의 북쪽 부분에 해당한다. 이 지역

에서 단 의 폭은 약 1km 내외로 보고되었다(장태우와 이미경, 1996). 단면의 자세는 

북동방향의 주향에 남동쪽으로 60° 이상으로 고경사한다.

     <화순탄  지역>: 화순탄  지역에서 단 는 후기 고생 의 퇴 암과 하는 선

캠 리아기의 화강암질 편마암에 발달하며, 단 의 폭은 수 m에서 약 700 m까지 다양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환과 기원서, 1991; 이병주, 1992). 이 지역에서 엽리면은 북북

동 방향의 주향이 우세하며, 경사는 서북서 방향으로 60° 이상으로 고경사하는 것이 일반

이다.

   ∙ 단

     단 는 읍을 기 으로 동측에서는 북동방향의 주향을 보여주는 반면에, 

서측에서는 동서방향의 주향을 보여 다. 엽리면은 읍 동측에서는 북북동 내지 북동 

방향의 주향에 서북서 내지 북서 방향으로 75°이상 고경사한다. 서측에서는 엽리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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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동서방향으로 회 하면서 경사는 남쪽으로 70° 이상으로 고경사한다. 이러한 상은 

동서방향의 단 를 북동방향의 단 의 extensional oblique-slip imbricate fan으로 설

명된 바 있다(이병주 외, 1990).

   ∙ 주 단

     주 단 는 주단층과 평행하게 발달하며, 주향 방향은 N30°E 방향이고 폭은 약 

1.5km 임이 보고되었다(임명 과 장태우, 1990).

   ∙ 주 단

     주 단 는 주 지역 쥬라기 화강암 내에 북동방향의 주향을 갖고 폭 약 2km로 

발달한다(장태우와 한 민, 1989).

   ∙ 천 단

     천 단 는 선캠 리아기의 편마암과 쥬라기의 보화강암 사이에서 북동방향으

로 발달하다가 명호지역에서 동서방향으로 방향이 바 다(김성원 외, 2008). 엽리면의 주

향은 단 의 방향과 평행하며, 경사는 북서방향으로 70° 이상 고각으로 경사한다.

   ∙ 조사 황

     앞에서 언 한 규모 압쇄 가 분포하는 지역은 지질도폭이 부분 발간되었다. 그

러나 해당 지역의 지질도폭 에 많은 도폭이 압쇄 의 개념이 성립되기 에 발간되었

기 때문에 압쇄 의 분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후보부지의 압쇄 의 분포에 

한 1차 지질조사가 불가피하다. 여기서 언 된 규모의 단  외에도 소규모의 단

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의 단 는 2차, 3차 지질조사를 통해서 밝 져야 

한다.

     다. 습곡구조(Fold) / 엽리구조(Foliation)

     습곡구조와 엽리구조의 종류, 크기, 방향, 간격 등에 한 정량 인 통계자료는 존재

하지 않는다. 다만, 습곡구조와 엽리구조는 변형작용의 표 인 산물이고, 오래된 암석일

수록 여러 변형작용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변형작용은 크게 선캠 리아기에 일어난 변형작용과 생 에 

일어난 변형작용으로 나  수 있다. 김옥 (1973)은 경기변성암복합체, 장락층군, 춘성층

군의 지질구조가 각기 다른 에 착안해서 경기변성암복합체가 퇴 되고 장락층군이 퇴

되기 에 일어난 지각변동을 경기지각변동, 장락층군이 퇴 된 후 춘성층군이 퇴 되

기 에 일어난 지각변동을 장락지각변동, 춘성층군이 퇴 된 후 일어난 지각변동을 춘성

변동으로 정의하 다. 장기홍(1985)은 연천층군이 여러 번의 변형작용을 받았음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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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지막 변형작용을 연천변 (약 27억년 )이라 정의하 다. 그리고 편마암  화강암

화의 연 를 20억 내지 21억년 으로 제시하고 이를 상리변 이라 하 다. 생 에 일

어난 변형작용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었으며, 송림조산운동, 보조산운동, 불국사조

산운동 등 세 번의 변형작용이 보고되고 있다(Kim, 1996).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모두 종합하면, 한반도에는 선캠 리아기에 최소 3회, 생 에 최소 3회의 변형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암상을 고려하지 않고 변형구조만을 생각했을 때, 후보부지는 은 암석일수

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후보부지의 정  지질조사를 통해서 얻은 습곡구조

와 엽리구조에 한 정량 인 자료를 통해서 후보부지 간의 상 인 평가가 가능할 것

이다.

   ∙ 조사 황

     부분의 지질도폭에는 습곡구조와 엽리구조에 한 기술이 있으며, 규모의 습곡

구조와 표 인 엽리구조를 지질도에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 지질도폭(1:5만 축척)

의 지질구조 정보를 후보부지의 1차 선정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의 습곡구조나 

엽리구조의 상세한 특징은 2차, 3차 지질조사를 통해서 통계 으로 상세하게 밝 져야 한

다.

     라. 단층(Fault) / 리(Joint) / 암맥(Dyke)

     쇄성지질구조의 인자로 설정한 단층, 리, 암맥은 기본 으로 모두 단열(fracture)

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단층은 단열을 따른 이동이 있는 것, 리는 단순 단열, 암맥은 

단열의 틈을 다른 물질이 충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열의 여러 특성 에서 부지선정

과 련해서 요한 요소로는 부지에서부터 규모 단열 (단층 )까지의 거리와 부지 

내의 소규모 단열 의 길이, 폭, 간격 등이다. 따라서 보통 활성단층을 제외한 단층과 

리, 암맥은 단열(fracture)라는 하나의 인자로 다 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후보부지의 

선정에서 단층, 리, 암맥과 같은 단열의 형성기작에 따른 분류보다는 길이, 폭, 간격과 

같은 기하학  분류가 더 유용하다. 문제는 단열의 길이, 연장, 폭 등의 특성에 해서 국

내에서 DB화를 통한 정량 인 분포범 를 제시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안

으로 스웨덴 SKB에서 제시한 분류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표 3.3.2). SKB에서 이 

표를 제안할 때 각 단열구분의 경계값을 어떤 식으로 정하 는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

았고, 경계값은 조사의 규모, 목  등에 따라서 유동 으로 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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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길이 폭 기술방법

역  단열

(regional fracture zone)
> 10km > 100m 결정론

지역   단열

(local major fracture zone)
1-10 km 5-100 m 결정론

지역  소 단열

(local minor fracture zone)
10 m - 1 km 0.1-5 m

통계

(부분  결정론 )

소규모 단열

(small fracture zone)
< 10m < 0.1m 통계

표 3.3.2. 스웨덴 SKB에서 제시한 단열 분류표.

   ∙ SKB 분류기 의 국내 용 가능성

     표 3.3.2에서 길이가 10km 이상인 역  단열 는 기존 1:5만 지질도폭에서 연장이 

20cm 이상의 단층으로 표시된다. 지역   단열 는 길이가 1-10 km로 1:5만 지질도폭

에서 연장이 2cm - 20cm 사이의 단층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지역  소 단열 와 소규모 

단열 는 길이가 1 km이하인 단열 로 1:5만 지질도폭에서는 거의 표시되지 않는다. 따

라서 재 발간된 1:5만 지질도폭(그림 3.3.9)에서 표시된 단열이나 단층은 결정론 으로 

기술할 수 있으며, 후보부지 선정의 기 단계에는 1:5만 지질도폭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반면에 길이가 1km 이하인 단열이나 단층은 기존 1:5만 지질도폭에서 인지하기 힘

들며, 후보부지 선정의 후기 단계에서 2차, 3차 지질조사를 통해서 단열의 기하학  분포

와 특징을 밝 야 할 것이다. 길이가 10m 이하의 소규모의 단열은 결정론 으로 근하

기 힘들며, 통계처리를 통해서 기하학  특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표 3.3.2의 국내 용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앞으로 단열의 기하학  정보가 축

되거나, 검토 단계에 따른 필요에 따라서 각 단열 구분의 경계값은 수정 가능할 것이다.

     respect distance는 부지의 구조물에서 역  는 지역   단열 와의 최단 거

리를 의미한다. 이 거리는 알려진 단열 와의 최소 확보 거리와 알려지지 않은 단열 를 

가정한 안 거리(safety margin)를 더한 값이다. respect distance를 결정하기 해서는 

암반 내에 발달한 단열에 한 정확한 기하학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사와 설계 

단계를 거치면서 respect distance는 수정될 수 있다. SKB에서는 후보부지 선정의 기 

단계에서 부지가 역  단열 와는 최소 100m, 지역   단열 와는 최소 수 십 m 이

상 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값은 최종 으로 암반의 암석역학 , 수리지질학  분

석을 통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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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1:5만 지포리도폭. 앙와 서측에 남북방향의 단층이 세 조 발달함. 앙의 두 

조의 단층의 연장성은 20km 이상임. SKB가 제시한 기 에 따르면 후보부지는 남북방향

의 역  단층의 100m 이내(respect distance)에 치해서는 안 됨.

     마. 활성단층

     활성단층은 최근의 지질학  시간에 반복 으로 움직 고, 장래에 재활동될 가능성

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보통 최근의 지질학  시간은 제4기인 약 2백만년 을 의미한

다. 따라서 제4기 단층 에서 미래에 재동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경상도 지역에 많은 제4기 단층들이 보고되었다(그림 3.3.10).

     제4기 단층이 지진성인가 아닌가는 부지선정에 있어서 매우 요한 문제이다. 제4기 

단층이라도 비지진성이라면 일반 단열로 취 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 단층이 지진성인가 

아닌가를 단할 때 단층의 기원은 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단층기원의 해석은 단층의 

기하학  형태나 운동학  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제4기 단층이 수 km 이상

의 연장을 가지고 깊이가 5km 이상이라면, 그 단층은 지진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반 으로 원 부지의 경우, 제4기 단층이 발견되면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먼  

단한다. 만약 활동성 단층으로 단될 경우에는 부지로부터 단층의 거리에 따른 단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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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제4기 단층 분포도.

길이를 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단층에 해서만 평가 상이 된다. 따라서 표 3.3.2를 

참고하면, 역  단열(단층)과 지역   단열(단층)만이 지진성 단층의 가능성이 있다

고 볼 수 있고, 후보 부지의 평가에 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2백만 일본 활성단층도(2002)를 후보부지의 평가에 이용하고 있

고, 미국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지역에 활성단층도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활성단층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로선 기존의 보고서와 논문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에서 제4기 단층 정보의 DB화가 진행되고 



- 84 -

있고, 2009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활성단층도 제작사업을 시작한다. 앞으로 이러

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후보부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으로 후보부지에는 제4기 단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한 활성단층으로 

측되는 단층의 손상 (damage zone)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이나 활성단층이 분기할 것

으로 측되는 지역은 불리하다. 단층의 손상 란 단층에 따른 변 를 흡수하기 하여 

발생한 단층주변의 2차 인 구조들과 이를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일반 으로 이는 지

진에 의해 발생하는 2차 인 aftershock clusters의 지역과 일치한다. 따라서 단층손상

의 2차 인 단층은 후기의 지속된 단층운동에 의한 응력의 해소를 한 주요한 치로서 

주목받고 있다.

     단층손상 를 악하기 해서는 제4기 단층 주면의 정  지질조사와 트 치 조사

가 필수 이다. 정  지질조사와 트 치 조사를 통해서 분기되는 2차 인 단층의 기하학

 특성을 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단층손상 의 범 를 측할 수 있을 것이다. 

측된 단층손상  내에 후보부지가 포함될 경우는 불리하다.

   3.  제4기의 지질 특성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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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토세 (260만년부터 1만년까지)와 세 (1만년부터 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

4기 동안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제4기학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지구상의 여러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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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제4기 

고환경 변화 연구를 하여 일 이 주목을 받아왔다. 해안단구는 (1) 도에 의해서 기반

암이 깎여 나가서 형성된 삭박 평탄면 (해성 침식단구)과 (2) 도의 힘에 의해서 퇴 물

이 쌓인 단구면 (해성 퇴 단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서운, 1973). 단구면의 높이와 단

구면상에 쌓인 단구 퇴 층의 생성시기를 안다면 해안선의 융기속도를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한반도 신기지각운동의 진화사를 규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의 동고서 의 경동지괴 지형 발달사를 규명하기 하여 해

안지역에 발달한 해안단구에 한 연구가 동해안을 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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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수행된 해안단구 연구 동향은 (1) 고도를 달리 하는 단구들의 생성시기의 규명, 

(2) 동해안과 서해안 사이의 융기/침강 비, (3) 단구지역의 융기율 산정, (4) 동해 지역

의 지각 변동 등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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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형학자들을 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지질학자들이 심이 되어 단구 퇴 층 (제4기층)의 층서 연구, 단구 퇴 층의 퇴 물에 

한 물학  연구와 연  측정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그 동

안 단구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구의 고도 분포, 단구의 생

성연  등에 한 통일된 의견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곧 동해안 지역에 

발달한 단층의 활동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문제 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연구자들 사

이에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단구의 고도 분포와 단구 생성시기에 해 신뢰할 만한 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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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고 해성작용

을 과소평가 하 다. 이들 해안에 분포하는 평탄한 지형을 해안단구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1970년 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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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세에 걸친 단구층서를 설정하고, 화재면 (90-130 m), 염포리면 (70-80 m), 화정리

면 (50-60 m)/ 방어진면 (30-40 m), 정자리면 (10-20 m), 그리고 주 리면 (3-7 m)으로 

명명하 다. 정자리 단구는 두께 2-6 m의 퇴 물로 덮인 식면이며 나머지 단구 들은 

두께 2 m 미만의 퇴 물을 가진 삭박 평탄면으로 보았다. 단구의 퇴 층에서 해발고도 

13 m에 있는 사질 실트층에 재한 목탄시료에 한 
14
C 연  측정값이 12060±600 yrBP

이며 한 체 해안지역에서 연속 으로 분포하는 정자리 단구를 연구지역 단구의 비 

 연 층서를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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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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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리

층의 형성시기를 근거로, 가장 낮은 선상지 단구인 주 리면은 postglacial hypsithermal 

age 때 생성되었고 정자리면은 Allerod 때에 형성되었다고 추정하 다. 염포리면은 삼척 



- 86 -

지역에 있는 두께 10-20 m의 퇴 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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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면은 해

발고도 45-50 m, II면과 III면은 각각 해발고도 30-35 m, 10-20 m로 규정하 다. 한 포

항평야에서 시추 시료와 충 층 노두 시료에 해서 
14
C 연  측정을 실시하고 퇴 물 

입도분석을 실시하여 포항지역 퇴 환경에 한 이곡선 (transition curve)을 작성하

다. 이를 토 로 해성단구 I면은 마지막 간빙기 동안의 고해수면 때, 해성단구 II면과 III

면은 Wurm 빙하기  해수면 안정기 때나 해수면이 비교  높았을 때 형성되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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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좋은 동해안 부 지역과 서해안 부 지역에서 지형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

로 해성단구면의 비를 시도하 다. 동해안 강원도 평북에서 정동진 사이의 해성단구를 

단구의 구정선 고도에 따라 고 면 (정동진면, 구정선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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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반도

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는 해성단구를 구정선 고도에 따라 몽산포면 (3단, 20-30 m), 격

포면 (2단, 10-20 m), 충 면 (1 m)으로 분류하 다. 동해안의 묵호면과 서해안의 격포면 

태안반도에 이가 연속 으로 분포하고 단구 퇴 물이 기반암의 기복을 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단구면 상  단구인 정동진면과 몽산포면에 색토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근

거로 이 두 단구면이 층서 으로 서로 비가 되며 정동진면 (몽산포면)과 묵호면 (격포

면)의 형성시기는 Riss-Wrum 간빙기 (Last Interglacial Stage)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

다. 따라서 동해안에 분포하는 해성단구  정동진면과 묵호면은 서해 부해안의 몽산

포면과 격포면에 각각 비되는 동일한 시기에 형성된 해성단구면서 으로고, 재 이들 

단구의 구정선 고도를 고려할 때 한반도의 동해안과 서해안은 정동진면과 몽산포면이 형

성되고 난성단 l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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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

기하 으며, 서해안은 이와는 반 로 하강했다고 하 다. 

     오건환 (1983)은 해안단구에 보 되어 있는 구정선 고도를 이용한 한반도에서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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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제4기 지각운동의 역 인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한반도 남부를 동해안, 남동해안, 

부산만 일 ,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으로 나 어 각 지역에 존재하는 해안단구들에 해 

단구 퇴 물과 단구면의 색, 그리고 구정선 고도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단구를 비하여 

한반도의 지각운동을 논하 다. 그는 강릉의 남쪽에서 정동진에 이르는 동해안에 분포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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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해

안에 분포하는 단구들에 해 구정선 고도에 따라 단구면의 발달이 뚜렷한 지형면을 표

식지로 하여 감포 단구 (고도 75-80 m), 색천리 단구 (고도 30-50 m), 산하리 단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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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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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16-20 m)가 존재하며, 서해안

은 세 단구, 몽산포 단구 (고도 20-30 m), 격포 단구 (고도 10-20 m)로 분류하 다. 단

구들의 구정선 고도는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모두 북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고 하 다. 이들 단구들을 남동해안에 있는 단구들을 기 으로 단구의 지형특성과 퇴

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정동진 단구, 안리 단구, 그리고 몽산포 단구는 감포 단구에, 묵

호 단구, 격포 단구, 신암리 단구, 진해 단구는 색천리 단구에, 그리고 죽천 단구와 월내 

단구는 산하리 단구에 비시켰다. 특히 남해안에서 가장 높은 진해단구가 고  단구인 

정동진 단구가 아닌 색천리 단구에 비시킨 것은 진해 단구의 역층이 묵호 단구와 신암

리 단구에서 처럼 하부에 풍화된 주빙하성 사면붕 층 (cryocolluvium)을 부정합으로 덮

고 있으며 단구 퇴 물과 단구면의 색이 오 지색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여 다는데 근거

하 다. 단구의 형성시기에 해서는 특성을 달리하는 주빙하성 사면붕 토가 색천리 단

구와 감포 단구 에 부정합으로 놓여 있고 한 단구면과 퇴 물의 색을 기 으로 하여 

색천리 단구는 최종 간빙기 (120,000 yrBP)의 해침에 의해서, 그리고 감포 단구는 

Penultimate 간빙기 (230,000 yrBP)에 형성된 것으로 추론하고 이 해안에서의 평균 융기

속도를 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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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한 지역의 

융기 속도에 비해 훨씬 작다.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산하리 단구가 분포하지 않는데 이 단

구는 최종 간빙기 해수면 극상기 이후 약 100,000 yrBP로 가정 (융기속도 약 0.1 m/ky)

하 을 때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산하리 단구가 형성된 이후의 최  융기량은 10 m로서 

마지막 간빙기 해수면 극상기에서 세까지의 해수면은 재의 해수면 아래 13 m 보다 



- 88 -

더 높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산하리 단구는 낮은 융기 속도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에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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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선 고도를 각각 비교하여 일만에서는 남쪽 해안에서의 단구들이, 울산만에서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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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한 시차  융기로 해석하 다. 즉 두 해안에 형성된 색천리 단구의 구정선 고도 차

이는 단구가 형성되는 동안 일만에서는 NE-SW 방향으로 발달하는 모리령 단층의 활

동에 의해서, 울산만에서는 불국사에서 울산만까지 NNW-SSE 방향의 축을 갖는 불국사 

단층의 활동에 의해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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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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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구의 표식지는 제1단구로부터 

송하면, 나아면, 월성면, 읍천면 그리고 화재면으로 분류하 다. 각 단구면의 형성시기

는 제2단구의 형성시기와 고지자기 측정 결과를 근거로 추정하 는데 즉, 제2단구에 발달

한 제4기 퇴 층인 나아층의 두께가 최  6 m인 , 퇴 물의 다짐정도  풍화특성이 

김서운 (1973)이 제시한 
14
C 연 측정  샘 링 치에 한 의문을 갖게 한다는 , 제

2단구 퇴 층에 해 실시하 던 
14
C 연 측정 결과 모든 시료가 측정한계를 과한다는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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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하 다. 제5단구는 고

지자기의 극성이 (-)에서 (+)로 역 되는 지층의 고도를 근거로 하 다. 이를 근거로 하

여 제1단구는 Mid-Holocene 때, 제3단구는 기 라이스토세 때, 제4단구는 기 라

이스토세 때, 그리고 제5단구는 후기 라이오세 때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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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해안에 발달한 단구에 해 고지자기 연구, 퇴 물의 특성 (입도, 원마도 등) 분석, 단

구의 지형  분포특성 그리고 하안단구와의 비를 통하여 이 지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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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스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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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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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간의 변화가 있음을 인지하고 단구면의 수 변화 지 이 산하단층이 지나가는 지 이

라는 사실로부터 산하단층의 최근 재활동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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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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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

기의 소하곡에 퇴 된 토탄에 한 아미노산 년  측정결과를 토 로, 한 강릉-묵

호 해안지역의 해성단구에 해서는 I면은 하성단구와의 비에 의해서 II면은 포항일  

해성단구 II면과의 비에 의해 결정하 다. 해성단구 I면은 최종간빙기의 극상

기 (MIS 5e)때, 해성단구 II면은 최종간빙기후기의 상  온난기 (5a)에 형성되었다

고 하 다. 그리고 오건환 (1983)에 의해 지 된 일만을 경계로 한 북안과 남안의 최종

간빙기 해성단구의 수직  변 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 다. 그는 한 해성단구 I면

과 II면은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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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 다. 

최성길 외 (2003)는 최근 한반도 남동해안의 읍천지역에 있어서 100 m 이상의 고도를 갖

는 고 해성단구를 구정선 고도의 순서에 따라 읍천단구 I면 (160 m), II면 (140 m), III

면 (120 m), 그리고 IV면 (100 m)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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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반암의 고도를 기 으로 하여 칠보산면 (고도 35-40 m), 곡면 (고도 19-24 m) 그

리고 가장 낮은 고도 5-6 m의 면으로 나 고 단구 퇴 층 메트릭스의 토양색 역의 풍화

정도, 단구면의 해발 고도 등을 기존 연구와 련지어 칠보산면은 Mindel/Riss 간빙기 

때, 곡면은 Riss/Wiirm 간빙기  기간에 형성되었다고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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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고 면 (고도 50-90 m), 면 (고도 25-45 m) 그리고 면 (고도 4-20 m)

으로 나 고 이를 더 세분하여 고  I, II면, 면, 그리고  I (고도 10-20 m), II면

으로 세분하 다. 각 단구들의 형성시기를 기존 연구자들과의 비를 통하여 결정하 는

데, 즉 고  I면은 오건환 (1983)의 고 면과 비시켜 MIS 11 때, 고  II면은 MIS 9, 

면과  I면은 황상일 & 윤순옥 (1996)의 칠보산면과 곡면에 비시켜 각각 

MIS 7 과 MIS 5  기간에 형성되었다고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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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고도에 따라 세 단구를 포함해서 모두 8개의 단구면으로 분류하고 해안단구 지형면

을 간빙기의 고해면에 응하여 형성된다는  그리고 해안단구 구정선 고도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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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차가 20-30 m 정도로 체로 균일하여 면과 면, 면과 고 면들 상이의 

시간간격을 크게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 그리고 고고 면에서 발견된 역들 

 상당히 신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형면들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제하에 재로부터 거슬러 형성시기를 추정하 다. 즉 세계 으로 리 쓰이고 

있는 심해  퇴 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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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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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구층에 한 

연  시 구분을 시도하 다. 그는 해발고도에 따라 단구면을 2 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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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구는 MIS 5a 시기, 그리고 3 단구는 MIS 5e 

시기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 다.

     기존의 해안단구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성단구의 분류는 자에 따라 다양

한데, 즉 단구면을 정하는데 있어 지역명을 붙여서 표기하는 방식, 에서 아래로 갈수록 

단구의 순서가 증가 는 감소하는 방식 등이 있고, 고도에 따른 단구면을 분류하는데 있

어 단구 퇴 층 표면의 해발고도 는 단구침식면의 고도 는 구정선각 

(paleo-shoreline angle)의 고도 등을 이용하고 있다. 한 단구의 생성 시기는 체로 제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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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도분포 범

가 보통 10 m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단구는 그 생성연 가 약 80-100 kyrBP 정도이

며, 고도분포 범 가 보통 20-30 m의 고도의 생성연 는 125 kyrBP로 추정하고 있다. 

     다. 융기율

     남한에서 융기율 산정은 2000년 에 들어와서 언 되기 시작했다. 재는 제4기 동

안 형성된 지형기록체와 퇴 기록체에 나타난 증거들을 근거로 산정해 오고 있는 편이다.  

즉, 해안가에 고해수 면의 변동을 지시하는 해성단구와 하천수계 주변에 분포하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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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단구의 비고차이와 각 단구의 형성연 를 추정하여 고도 차이에 상응하는 연 연구

를 통해 융기율을 산정할 수 있다. 

     융기율 산정연구를 한 사례지역은 한국 동남부 나정에서 수렴 지 일 이다. 본 

지 에 분포하는 해성단구의 구정선연장부(shoreline angle)에 한 도면화 자료와 각종 

연 측정자료와 참고문헌을 근거로 단구지형 형성을 한 융기율을 계산하 다. 남한의 

하안단구 연구는 장 호 등(2001)의 연구결과를 들 수 있다.  

       1)  단구지형 연구를 통한 융기율 산정의 연구사례 

         ○ 해안단구와 융기율  

     국내의 해성단구의 분포와 융기율에 한 최근 연구로서 황상일 등(2003)은 울산과 

경주 경계지역에서 구정선 고도가 155m인 고고  지경면, 140m인 고고  Ⅰ면, 155m인 

고고  Ⅱ면, 90m인 고  Ⅰ면, 70m인 고  Ⅱ면, 25m인  Ⅰ면, 5~6m의 Holocene 

지형면으로 해성단구를 분류하 다. 이와 같은 해안단구 분류체계는 남동해안의 본리와 

나정리의 해안단구 분류체계와 부 동해안 정동진, 진지역의 분류체계와 거의 같으며, 

삼척 오십천  ․ 하류부의 해면변동단구 체계와 잘 조화되고 있다. 지경리 지역에서 고

고 면의 지형면 규모가 고 면과 면에 비해 매우 큰 것은 고고 면이 형성될 때, 이 

해안은 외해로 돌출한 headland 으며, 해면이 고고 면을 만들 때, 해면 부근에 침식에 

한 항력이 상 으로 약한 제3기 응회암으로 된 평탄면이 이미 어느 정도 넓게 형

성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외해에서 근하는 랑에 지는 천해에서 발생하

는 마찰력으로 인한 에 지 쇄감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headland를 이루고 있었던 

고고 면에 랑의 침식력이 강하게 작용하 을 것이다. 만일 고기의 랑이  독립구릉을 

지나가게 되면 보다 효과 으로 침식작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기반암 식

는 넓게 발달할 수 있었다. 상기 연구지역의 고 면은 해발고도 50m와 90m 사이에 분

포하여 최고고도와 최 고도의 비고차가 고고 면보다 크지만, 상 으로 지형면의 규모

가 작다. 고 면은 구정선고도 90m와 70m 두 개의 지형면으로 세분된다. 이 두 지형면 

사이에 단구애의 발달이 미약한 것은 이 해안단구면을 형성한 간빙기 사이에 단구애를 

형성한 빙기의 지속기간이 매우 짧은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 면은 

면, 면과 마찬가지로 경사가 한 고고 면의 단구애에 해당하는 산지 사면에 분포하

는데, 면과 면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은 고 면을 형성한 간빙기의 기간이 매우 길

어 오랫동안 랑의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해안단구들은 고고 면에서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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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자갈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형면들 사이에 구정선 고도는 20~30m 비고차를 보이

고 있어 그 간격이 상당히 균일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해안단구들을 형성한 간빙기와 간

빙기 사이의 시간 간격이 거의 같았음을 암시한다.  

     단구면의 형성시기에 하여 고고  지경면은 MIS 17에 해당하는  Cromerian 

Interglacial Ⅲ(72~69만년 BP), 고고  Ⅰ면은 MIS 15에 해당하는 Cromerian Interglacial 

Ⅳ기 (63~56만년 BP), 고고  Ⅱ면은 MIS 13에 해당하는 Elster 1/2(51~48만년 BP)에 형

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고  Ⅰ면은 MIS 11, 고  Ⅱ면은 MIS 9시기에 해당하는 

Holsteinian Interglacial (43~30만년 BP)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사이의 

MIS 10은 그 지속기간이 약 10,000년으로 매우 짧았다.  고고 면과 고 면의 구정선고

도가 부 동해안과 남동해안에서 거의 같은 해발고도에 분포하는 것으로부터 고고 면

이 형성된 72만년BP 이후, 한반도 동해안의 지반운동 체계는 정동진과 울산지역에서 거

의 같았을 것으로 추정하 다. 동해안 울산-경주 경계 지경리 일   해성단구의 지형면 

구정선고도와 형성시기와의 계에서 산정한 융기율을 산정한 결과, 70만년 BP 이후 융

기율은 0.23㎜/year(2.3m/1만년)인 것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최성자(2003)와 한국원자력안 기술원(2003)은 한반도 남동해안 해안단구를 

보-감포, 감포-당사리, 어물리-기장 (혹은 진하-일 ) 지역으로 구분하여 해성단구를 

연구하 다. 상기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동해안 최남단 지역은 지 까지 안정된 지괴로 

알려져 왔으며, 제쀴리,단층이나 지진 지 보고가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았고, 우리나라 

최 로 시행된 디지털 기법에 의한 단구조사와 단열조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 포-당 쀴

리,지구조운동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 다. 특히, 진하-일  지역 (최성자,2003)은  (최

이 백악기의 퇴 암류와 화산암류  불국사 화강암류로 구하여 해성으며, 본 지역의 해

안단구는 매우 소하고 간헐 인 분포를 보이며 발달하고 있고, 타 지역과는 달리 단구 

퇴 물이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고 하 다. 진하-일  지역컐이나최하 의 홀로세 단구를 

포함하여 픴 다.단구면이 형성여 해성으며, 이들은 최하 의 것부터 1, 2, 3, 4 단구로 분

류하 다. 제1단구의 구정선은 1m 이하, 제2단구의 구정선은 8-11m, 제3단구의 구정선은 

17-22m, 제4단구의 구정선은 약 픴4m이다. 제2단구의 형성시기이나MIS 5a의 80,000년이고, 

제3단구 하 면 형성시기는 MIS 5c, 제3단구 상 면은 MIS 5e의 125,000년이다. 

     상기 단구 형성시기의 추정에 따라 해성단구 형성시기와 융기된 단구 고도간의 상

계 그래 와 표  고해수면 변동곡선에 비하여 융기율을 산정한 결과, 제2단구가 

약 0.25m/ky, 제3단구가 약 0.22m/ky, 제4단구가 약 0.2m/ky로 평균 융기율은 0.19m/ky

이다. 이와 같은 융기율은  경계부보다 활동성이 은  내부에서 나타나는 값으로 우

리나라의 남동해안의 지각은 체로 안정된 지괴로 명된다. 그러나, 각 단구의 구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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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는 매우 미약하지만, 이 으로 남쪽으로 가면서 감소하는 상을 보이고 있어, 우

리나라의 남동해안 남단부에는 침강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 다. 최근에 단

구 상단에 발달하는 풍성 사질층에 한 OSL 연 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연

로 볼 때, 풍성 사질층은 주로 최종간빙기와 최종빙기에 형성된 지층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창식, 2002).    

     김주용 외 (2004)는 해성단구 구정선 분포와 융기율 산정을 하여 해성단구 구정

선 연구를 실시하 다. 이 연구에 의하면 남한 남동해안 읍천 일 를 심으로 해성단구

의 구정선을 도면화한 결과, 해성단구면은 해성최고 단구면 (marine upper High 

Terrace, muHT), 해성고 단구면(marine High Terrace,mHT), 해성 단구면(marine 

Middle Terrace, mMT), 해성 단구면(marine Lower Terrace,mLT), 그리고 해안충

면(Coastal Alluvial Plain, AP)으로 구분하 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단구면을 각각 최고

면(muHT), 고 면(mHT), 면(mMT), 면( mLT), 그리고 충 면(AP)으로 각각 

기재하 다(그림 3.3.11).

그림 3.3.11. 감포 - 강동 지역 일 의 해안단구 분포 모식도

   ∙ 최고 면(muHT)

     최고 면(muHT)은 종래의 고기침식면 혹은 고기 해성면(Lee, 1985; 김주용, 1990; 

김주용 등, 1998), 윤순옥 등(2003)과 황상일 등(2003)에 의한 고고 면(HHT), 최성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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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과 유사한 의미이다. 재의 일부 연구에서는 약 7개의 이상의 단구면으로 구분하

는 , 세부 으로 muHT (150m), muHT (140m), muHT (130m), muHT (120m), muHT 

(110m), muHT (100m), muHT (90m) 등으로 구분을 시도등(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uHT (120-130m), muHT (105-110m), muHT (90-100m) 등으로 잠정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3)에 의한 재한 통  해석으로서   기 이  갱신세에 형성된 것으로 보의한

견해와 기 갱신세(MIS 19)이후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이들에 한 연 는 없으며, 

다만 단구 시스템을 MIS 홀수기로 비하여 간 으로 추정해 본 연 이다.    

   ∙ 고 면(mHT)

     고 면(mHT)은 통 으로 제4단구로 명명되는 단구로서 어도 mHT1 (86m) 

mHT1 (72m), mHT2 (63m), mHT3 (55m) 등으로 더 세분하고 있다. 이들의 형성시기는 

갱신세 기(Lee, 1985), 갱신세 기  시실리안 해침기(김주용, 1990)로 해석한 바 있으

며,  재 이들에 한 연 는 없고, MIS 홀수기인 간빙기와 련하여 최근 MIS 11 

- MIS13 등에 비를 시도하고 있다(황상일, 윤순옥, 2003).  

   ∙ 면(mMT)

     면(mMT)은 다시 mMT1 (45m), mMT2 (36m), mMT3(25m)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들은 연구지역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지형면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단구면의 

back edge를 따라 발달하는 고기 구정선을 추 해 볼 수 있는 단구면들이다. 이들의 형

성시기는 통 으로 mMT1(45m)를 MIS 9, mMT2 (36m)를 MIS 7, 그리고 mMT3 

(25m)는 MIS 7내의 아간빙기로 비되고 있으나. 최근 최성자(2003) 등은 mMT1(45m)

을 4단구로 보고 MIS 7, mMT2a (36m)를 상 3단구로 보아 5e, 그리고 mMT2b (25m)

는 하 3단구(20m 내외)보다 다소 높은 면으로서 최성자 등(2003)은 하 3단구를 5c로 

해석한 바 있다. 

   ∙ 면(mLT)

     면(mLT)은 다시 mLT1 (18m)와  mLT2 (13m)으로 세분가능하다. 특히 mLT1 

(18m) 동해안 역에 걸쳐 약 20m 내외의 해성단구면이 분포하여 있다. 이들은 해빈 역

층의 분포고도를 기 으로  할 때, 15m에서 약 20m에 걸쳐 분포하는 단구면이다. mLT1 

단구의 형성시기는 최성길(1998)은 아미노산연 법으로 MIS 5e로 해석하 으며, 최성자 

등(2003)은 5c로 해석한 바 있다. 그리고 mLT2 (13m)는 정자동과 감포의 오류동 사이 

일 에 리 분포하는 해빈자갈층으로서 본 지층의 상면은 퇴 층 단구면을 이룬다. 지역

에 따라 최종빙기 동안의 국지  침식작용 정도에 따라 상면의 고도가 달라지고 있으며, 

체로 해빈단구역층의 상면은 약 7m에서 11m 고도에 걸쳐 분포한다.  형성시기는 재 

최종간빙기의 아간빙기인 5a의 해침말기에 의하여 형성된 단구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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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uvial Plain (AP)

     Alluvial Plain (AP)은: 해발 4-5m 내외의 해안평야 일 의 해빈역층이 충 면(AP)

으로 연장되는 면으로서 최종빙기최성기(18Ka) 이후의 해수면 상승이후 LGM 동안 삭박

된 지형면 에 재 해안가를 따라 매 되어 형성된 지형면이다. 이들의 최상면은 

Flanderian 해침기에 형성된 퇴 체로서 최상부면은 해안 충 평야를 이루고 있다. 

     상기 김주용 등(2004) 연구를 통하여 해성단구 분포를 정량 으로 고도분포에 따라 

구분하 으며, 이 결과 해성단구 분포고도는 1단구 0.5-4m, 2단구 10m, 3단구 

18-20m(3b)에서 30m(3a), 4단구 40m-60m, 5단구 60m-85m, 6단구 75m 등으로 고도에 

의한 단구분류가 가능하다.  해성단구의 형성시기는 동일 높이는 동일한 시기에 형성되었

다는 일반  논리에 의하여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하부에서부터 1단구, 2단구, 3a단구, 

3b 단구, 4단구, 5단구, 6단구로 구분해 두고, 이들을 각각 MIS1(홀로세), MIS 5a, MIS 

5c, MIS 5e, MIS7, MIS 9(?) 등으로 비를 시도하고 있다. 각 해성단구퇴 물의 형성시

기는 아미노산 연 측정법을 이용하여 시간기 면을 제시한 최성길(1991, 1993a, 1995a, 

1996a, 1997, 2001)의 연구결과를 토 로 추정해 보면, 충 면(AP)인 1단구는 후빙기(홀로

세 기), 면(mLT)의 낮은 단구면인 2b단구는 최종간빙기의 후기, 면(mLT)의 

높은 단구면인 2a단구는 최종간빙기 최성기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성과를 종

합해 보면, 면(mMT)인 3면은 최종간빙기보다 앞선 시기의 고해면기(MIS 7 - MIS 

9 홀스테이니안)에, 고 면(mHT)인 4면과  최고 면(muHT)인 5면은 단구퇴 물의 풍화

정도와 토양의 색화 정도로 보아 어도 2번이상의 간빙기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럽의 크로메리안 혹은 그 이 의 갱신세, 즉, 기  혹은 기의 갱신세에 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성단구의 분포고도와 형성연 에 한 고찰을 통하여 해안지반의 융기율 산정이 

가능하다. 상기 해성단구 구정선 고도분포 연구 결과, 면과 면 해성단구들은 일

반 으로 재 해안선과 거의 평행하며, 각각의 단구면내에서는 아주 유사한 일정한 고도

에 해성단구의 구정선이 분포한다. 이러한 구정선 분포특성으로부터  고기 구정선이 해침

으로 인한 해식 지(wave-cut platform) 혹은 해침기의 해빈역층 집 을 통한 해성단구 

시킨 후, 신기 지각이 일정한 비율로 혹은 차별 으로 융기하 던 증거로 볼 수 있다.  

상기 연구에서는 해성단구를 지구내에서 시스템별로 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1, 2, 3, ..... 

등과 같이 일련번호로 단구명을 붙인 후, 이러한 단구면들의 분포하는 고도보다는 지

구별 단구 시스템 자체를 시하여 한 묶음씩 동일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융기율을 산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연구결과로서 한국원자력안 기술원(2003)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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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로 동일한 단구시스템을 용하여 지구별로 다르게 용하고 있으며, 0.19m/ka, 

0.34m/ka, 0.46m/ka와 같이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산정되고 있다. 즉, 각각의 지구별로 

단구 시스템내 분포고도 차이는 지구별로 상이한 융기작용 결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별로 다른 융기율을 용되고 있다. 이러한 근법은 사실 모든 지구내의 융기율이 

항상 다를 것이다는 제하에 상당히 신뢰성이 가는 이 있다. 그러나 만일, 지구별로 

동일한 높이의 단구분포는 차별 인 신기 지각운동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해침시

기와 형성시기를 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상기와는 달리 지구별로 거의 동일한 

융기율을 보일 수도 있다. 만일 남동해안에서 최종간빙기최성기 이후 지구별로 큰 차이 

없이 일정한 비율로 융기했으며, 최성길(1998)의 제시와 같이 최종간빙기최성기 구정선이 

약 18m에서 약 20m 이내에 분포한다고 할 때, 지난 125,000년간 약 12m내지 15m의 수

직 융기량을 상정할 때, 최종간빙기와 최종빙기를 거쳐 재에 이르는 동안 0.10 - 

0.12mm/yr와 같은 융기율을 상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해안단구 구정선 분포와 단구 형성시기에 근거한 융기율 산정 차

는 다음과 같다. 본 융기율의 산정을 하여 Kathryn 등(2002)과 WLA (William Lettis 

and Associates) 연구그룹 등 에서 제시한 갱신세 동안의 해양산소동 원소체주기(MIS)

에 따른 평균 해수면 자료를 참고하 다. 즉, 해안단구의 구정선 높이를 Y(mm), 세계  

평균 해수면 추정치를 B, 그리고 해안단구가 형성된 추정 연 를 A(년)으로 볼 때, 융기

율(X, mm/yr)은 Y = B + AX로 나타낼 수 있고, 주요 해성단구면 분포별로 융기율을 산

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홀로세 충 면 혹은 해안평야의 융기율 산정을 하여 우선 재 충 면 분포고도

는 최  약 5m 내지 6m로 보고 있으며, 이들의 형성시기는 홀로세 기후최 기(Holocene 

Climatic Optimum)인 약 6,000-7,000년 으로 보고 있다. 홀로세 기이후 해수면은 약 

1m 내외의 변동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융기율(X)은 0.28 - 0.83mm/yr (단, Y : +4 ~ 

+5m,  A : 6-7ka, B: 0+2m(추정))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융기율은 충 면을 구정선 면

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몬순기후와 태풍으로 인한 집 호우시 홀로세의 기 면이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으며, 해안의 notch와 해안동굴 등의 발달시기에 한 정확한 연

자료가 부족하므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단된다. 향후 홀로세 구정선을 지시하는 

다 한 지형증거와 고도분포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 수천년 동안의 역사시 의 지형변화 

자료와 해안선 변화를 지시하는 자료가 별도로 보충되어야 한다. 

     재까지의 연구결과 단구면 에서 낮은 단구면은 ±12m 보다 아래에 분포하

며, 이의 형성연 는 재 5a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종간빙기 5a의 단구면의 융기율

(X)은 0.16 - 0.21mm/yr (단, Y : ±10m,  A : 80ka(5a), B:  -5±2m (추정))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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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면 의 간 단구면은 약 ±18m 아래에 분포하여 있다. 최종간빙기 5c의 단구면

이 ±18m에 나타나고 있다면, 융기율(X)은 0.14 - 0.22mm/yr (단, Y : ±14-±18m,  A : 

100ka(5c), B:  -2±2m (추정))로 나타난다. 

     최종간빙기 5e가 ±22-±25m 단구면으로 해석하여 융기율을 산정해 보면, 융기율(X)

은 0.14-0.17mm/yr (단, Y : ±25m,  A : 125ka(5e), B: +6±2m (추정))로 나타난다 (Kim 

et al, 2008).         

     단구면은 재 연 측정자료의 빈약으로 연 모델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체로 ±32m(MT3), ±45m(MT2), ±55m(MT1)에 단구면이 나타나는 거승로 보고 되고 

있다(Kim et al, 2008; Choi et al, 2008). 이의 형성시기 검토하기 하여 우선 면에

서 산정된 융기율인 0.14-0.22mm/yr를 용하여 볼 때, MT3는 160-210ka, MT2는 

223-350ka, MT1은 250-393ka로 각각 추정된다. 상기 추정연 의 상한을 두고 단해 보

면, 단구면 MT3는 MIS7e(210ka)에, MT2는 MIS9(330ka)에, MT1은 MIS11(430ka)

에 각각 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설 하에서 면의 융기율을 재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단구면 MT3가 약 ±32m에 나타나며 MIS 7로 본다면, 융기율(X)은 0.15 - 

0.19mm/yr로 나타난다.  (단, Y : ±32m,  A : 210ka(MIS 7), B:  -3±4m (추정))

   ∙ 단구면 MT2가 약 ±45에 나타나며 MIS 9로 본다면, 융기율(X)은 0.14-0.16mm/yr

로 나타난다. (단, Y : +45m,  A : 330ka(MIS 9), B:  +4±4m (추정)).

   ∙ 단구면 MT1이 약 ±55에 나타나며, MIS 11로 본다면, 융기율(X)은 0.10-0.15 

mm/yr로 나타난다. (단, Y : ±55m,  A : 430ka(MIS 11), B:  0±10m (추정))

     상기와 같은 해성단구의 형성시기에 한 연구에서 특히 제3 해성단구의 상 면과 

면, 그리고 제2 해성단구의 형성시기가 모두 MIS 5의 시기에 걸쳐 형성되었다라는 

주장은 3단구 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최성길(1996a)은  해성단구Ⅰ면의 

형성시기를 MIS 5c의 시기에 둘 수 있는냐는 것과 MIS 5c의 해수면 상승과 이 시기를 

지시하는 해성단구 형성에 해서도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 논의되고 있는 바는 융기율은 제3단구 면만 입력되어 있을 뿐, 제2단구와 제3단

구 고 면에 해서  락되어 있으며, 만일 제2단구와 제3단구의 고 면의 형성시기를 

입력하 을 때, 단구형성 시기에서 오류가 발생할 다분히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융기

율의 차이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  한 남동부 해안에서의 신기 침강운동에 한 논거는 

아직도 체 인 맥락에서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하안단구와 융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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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안단구 연구는 지형학자를 주축으로 하여 비교  많은 연구보고가 있으며, 그 주

요 연구내용은 하안단구 형성작용과 시기 해석  형성 당시의 환경복원에 한 것이 주

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 연구된 남한의 주요 수계를 따라 발달하는 하안단구분포 연구는 

임창주(1989), 송언근(1993, 1998), 손명원(1993, 1996), 최성길 등(1999) 등이 있으며, 주요

한 하안단구의 분포특성을 요약해 살펴보면 표 3.3.3과 같다.

           단구특성

하안

단구면

하상

비고

(m)

1) 색토 

유무

(○, ×)

화강암력

풍화정도

단구면 

형상/
*원면 

보존정도

*석회암지  

단구면 

돌리네 유무

(○,× )

단구면 형성 시기(연 )

고  1면(H1)

고  2면(H2)

50~60

30~40

○

○

내부 색풍화

내부 색풍화

구릉화 50% 내외

구릉화 50% 내외

○

○

Mindel 빙기 기(?)

Mindel 빙기 후기(?)

 1면(M1)

 2면(M2)

25~30

20~25

○

○

부분풍화

부분풍화

70~80%

70~80%

○

○

Riss 빙기 기

Riss 빙기 후기

**해면변동단구1면(T1)
**해면변동단구2면(T2)

2)18(±)
2)10(±)

○

×

부분풍화
3) 기표면풍화

70~80%

80~90%

?

?

최종간빙기 최성기 (125,000년 BP)

최종간빙기 후기 (77,000년 BP)

 1면(L1)

 2면(L2)

15~20

5~10

×

×

3) 기표면풍화

미풍화

80~90%

90% 이상

×

×

최종빙기 기 (>30,000년 BP)

최종빙기 후기

표 3.3.3. 남한의 하안단구 분포 특성별 비 (장호와 박희두, 2001 정리자료)

  *1) B층의 토양색이 5YR4/6 이상의 색을 나타냄.

  *2) 고해안선 높이

  *
3)역 표면에 작고 엷은 구멍이 많음.

       다) 동강유역 일 의  하안단구  융기율 사례연구

     송언근(1998)은 남한강의 주요 지류인 동강에서 월 다목   건설 정지인 동

강 유역을 상으로 유역에 분포해 있는 주요한 지형  요소인 하안단구와 감입곡류 단

에 의한 구유로를 심으로 그 지형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연구하 다. 동강

은 형 인 감입곡류한천으로 하곡을 따라 모두 8면의 하안단구와 5곳의 곡류 단이 발

달한 곳으로 지형면 분류와 각 지형면의  하상과 비고, 개석도  원면의 보존도, 돌리

네 분포, 동강  하상 종단면 상에 각 지형면의 종단형 특성 조사와 각 지형면에의 

비, 그리고 지형면 편년을 실시하 다. 특히 동강 유역에서 5개의 곡류 단에 의한 구유

로면과 이를 포함하여 모두 8면의 하안단구발달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들 단구면을 형

성시기가 오래된 것부터 DHⅠ면(동강 고  Ⅰ면), DHⅡ면, DHⅢ, DHⅣ면, DM면(동강 

면), DLⅠ면(동강  Ⅰ면), DLⅡ면 등으로 분류로 분류하 다. 그리고 DLⅠ면을 

Early Würm 빙기에, DLⅡ면은 개 40,000y. B.P~20,000y. B.P를 후한 시기, 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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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Würm 빙기에 단구면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DM면은 토양색, 단구력의 풍화도, 

하상비고, 원면의 보존도 등으로 DLⅠ면의 형성시기보다 앞선 Riss 빙기에 형성된 면으

로 추정하 다. 그리고 고 단구면은 돌리네의 발달을 고려할 때 어도 Mindel 빙기 내

지 그 이상의 빙기와 련하여 발달하 을 것으로 추정하 다. 한 고 Ⅰ면의 경우 추

정 단구면의 규모가 크고, 면연속성 양호, 양안에 Pair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 면이 형성된 후, 상 으로 빠른 속도의 지반 융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 최

종 으로 송언근(1998)은 하안단구를 DLⅡ, DLⅠ, DM, DHⅣ, DHⅢ, DHⅡ, DHⅠ로 구

분하고 이를 각각 D1, D2, D3, D4, D5, D6, D7 로 명명하 다(장호, 박희두, 2001). 각 단구

면의 하상비고는 D1쁴 0m, D2가 젲0m, D3가 30～젴0m, D4가 50～젷0m, D5가 70～젹0m, D6

가 100～1젲0m, D7쁴 00～1젳0m이다. 각 단구면의 형성시기는 D1과 D2가 최종빙기후기와 

기로, D3은 Riss 빙기, D4와 그보다 높은 하안단구면은 Mindel 빙기 내지 그 이 의 빙

기로 추정되었다. 송언근이 제시한 하안단구인 DLⅡ, DLⅠ, DM, DHⅣ, DHⅢ, DHⅡ, 

DHⅠ는 각각 D1, D2, D3, D4, D5, D6, D7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호와 박희두(2001)는 

이를 근거로 하안단구의 융기량을 추정하 다. 단구의 원면의 보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단구면의 융기량을 추정해 보면 D1은 5m, D2는 젱0m, D3는 젳0m, D4는 젶0m, D5는 

80m, D6～D7은 110m이다. 이들은 각각의 하안 단구면 형성시기를 최종빙기후기(20,000y 

BP), 최종빙기 기(50,000y BP), Riss 빙기(200,000y BP), Mindel 빙기후기(450,000y BP), 

Mindel 빙기 기(600,000y BP), Günz 빙기(800,000y BP)로 하 으며, 각 단구면의 형성 

이래의 융기율을  표 3.3.4와 같이 추정하 다.  

최종빙기 후기 

이래

최종빙기 기이

래
Riss 빙기 이래

Mindel 

빙기후기 이래

Mindel 

빙기 기 이래
Günz 빙기 이래

0.25m/1,000년 0.2m/1,000년 0.15m/1,000년 0.133m/1,000년 0.133m/1,000년 0.137m/1,000년

표 3.3.4. 기 갱신세말 이후의 하안단구 융기율

     상기 연구결과, 하안단구의 융기율은 Günz 빙기 이래에서 Mindel 빙기 기 이  까

지는 0.137m/1,000년, Mindel 빙기 기 이래 Mindel 빙기후기 이  까지는 0.133m/1,000

년, Mindel 빙기후기 이래 Riss 빙기 이 까지 0.133m/1,000년, Riss 빙기 이래 최종빙기 

기이  0.15m/1,000년, 최종빙기 기 이래 최종빙기 기이  0.2m/1,000년, 최종빙기 

후기이래 재까지는 0.25m/1,000년으로 산정되었다. 이러한 하안단구 연구에서 융기율의 

평균값은 0.167m/1,000년으로, 이는 기 갱신세(Pleistocene) 말 이래 동강 일  지반의 

평균 융기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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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단구연구를 통한 융기율 평가

         ○ 해성단구 융기율 평가

     해안단구 분류체계와 추론된 단구 형성시기는 Kim S.W(1973), 오건환(1977, 1983), 

Lee D.Y(1985), Kim J.Y(1990), Kim 등(1998), 김주용 등(2003), 윤순옥 등(2003), 황상일 

등(2003), 최성자(2003), 윤순옥 등(2000)에서 고찰된 이 있다. 해안단구의 분류와 형성

시기에 한 추론은 해안단구의 고도별 분류를 통해 구정선 고도를 유추한 후 이들 각각

의 단구면 형성시기를 MIS의 홀수시기에 편년하는 방법을 시행하 다. 이러한 방법은 지

역차 는 조사자의 락 는 첨가에 의해 분류체계가 달라져 버리는 결과를 야기하기

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향에 의해 조사되지 못하여 일부 고도에서 특정 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부방향에의 단구면의 편년이 다르

게 입될 수도 있다. 한 구정선의 고도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장조사에의 어려움

으로 남는 이유로 조사 자체에서의 오차범 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융기

율 산정시 구정선 고도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아닌, 융기율은 지층에서의 구정선 고도

와 그 당시 해수면 고도를 고려하여 융기량을 결정한 다음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해야 

한다.    의 자들의 견해  가장 심이 되는 차이는 면에서의 형성시기의 추론

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상부의 편년은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으며, 한 

그 차이는 융기율의 차이에 까지 향을 미친다. 

     고도로는 구정선 고도 ±18m이며, 시기 으로는 MIS 5의 시기에 해당한다. 김주용 

등(2003)에서는 구정선 ±13m를 MIS 5a, ±18m를 MIS 5e(Eemian)로 설정하면서 상

으로 MIS 5시기의 후에 그 향력이 크다고 단하고, 그 간시기인 MIS 5c의 향

은 이에 못 미친 것으로 단하 다고 사료된다.  윤순옥 등 (2000, 2003)에서는 구정선 

±13m에서는 MIS 5a로 설정하 으나, 바로 상  단구분류를 구정선 ±25m에 MIS 5e로 

단하 다. 그리하여 김주용 등(2003)과 단구분류  형성시기에 있어 차이가 나기 시작

한다. 그리고 마지막의 최성자(2003)는 구정선 8-11m에서는 MIS 5a, 17-22m 에서는 

MIS 5c, 그리고 30-33m 에서는 MIS 5e로 편년하 다. 이는 앞에서 논의했던 김주용 등

(2003)과 윤순옥 등 (2000, 2003)과는 달리 다.IS 5c의 시기를 도입한 부분이 특징이다. 이

러한 차이는 반 인 융기율 산정평가에서도 나타나 김주용 등(2003)은 0.134㎜/yr, 황상

일 등(2003)에서는 yr,3㎜/yr, 그리고 최성자(2003)은 0.19㎜/yr라는 융기율 값을 도출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자료를 근거로 융기율 산정사례 연구자료를 비교 검토해 보면, 우선 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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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추정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I단구면과 5e 해당 단구면을 약 25m 이내로 추정하여 

산정한 경우, 최  융기율이 약 0.22mm/yr 내외로 나타난다. 그러나 월성지역에  분포하

는 해안단구에 한 Choi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최종간빙기 5e 단구면이 약 30-35m

까지 분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따라 융기율은 0.27-0.35(평균 0.31)mm/yr로 산정

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고리와 보일  융기율 산정에서도 Choi et al(2008)의 연구결

과, 평균 0.13-0.25mm/yr를 보여 주는데, 이러한 후자의 융기율 산정결과는 Kim et al 

(2008)의 월성지역(정자-감포)에 분포하는 해안단구 연구를 통한 융기율과 상당히 근 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 으로 재까지 해안지역의 해안단구를 통한 지반 융기율 산정 사례연구를 통

하여 정량  불일치성이 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  이는 조사해안의 치에 따라 상이한 

융기율을 보이는 이유가 주로 OSL, 화산재, ESL 등 연 측정모델이 동일하지 않음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한 구정선부(paleoshoreline)를 표하는데 있어서 상단부를 얼마

나 정 하게 추 할 수 있는지에 좌우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최근 Be이나 환경고지

자기 연구를 통한 극성변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다른 방법의 연 모델이 제시되면 

보다 더 검증된 융기율이 밝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하안단구 융기율 평가 

     동강 일 의 이 값은 기 갱신세 이래의 동해안 해안단구와 산간분지 기후단구의 

융기율(0.14m/1,000년 : Chang, 1987), 최종간빙기 이래 포항-양산지괴의 융기율

[0.1m/1,000년 : 최종간빙기(125,000 BP)의 구정선 고도를 10～20m, 당시의 해수면을 6m, 

지반융기량을 4～14m로 추정(Bloom and Park, 1985)]이나, 동해안의 융기율[0.096m/1,000

년 : 최종간빙기 최성기(125,000년 BP)의 구정선 고도를 18m, 당시의 해수면을 6m, 지반 

융기량을 12m로 추정(최성길, 1998)]보다 큰 값임을 밝혔다(장호, 박희두, 2001).  기존의 

연구에서 보다 송언근(1998)의 연구결과에서의 평균 융기율 값이 컸던 이유에 해 손명

원(1996)의 연구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손명원(1996)은 태백산지의 지반운동 유형

을 고찰하기 하여 고 단구면이 하류에서 상류쪽으로 갈수록 하상비고 증가하는 경향

을 갖는 남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하안단구에 하여 연구하 다. 요곡 융기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하안단구면의 하상비고 분석한 결과, 낙동강 유역에서 고 단구면의 하상비

고(H)는 융기축으로부터의 거리(D)와 하게 련되어 있어, 고 단구는 요곡축에서 

융기량이 매우 큰 종류의 지반운동의 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재까지의 하안단

구 연구에서 하상비고의 분포로 볼 때, 융기축으로부터 16.75㎞ 떨어진 지 을 경계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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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Ⅰ, Ⅱ집단으로 구분되는데 되는데, Ⅰ집단은 지반융기의 향을 많이 받았으나, Ⅱ집

단은 상 으로 게 받고 있다. 말하자면 태백산지는 요곡축을 심으로 하여 폭 약 30

㎞의 앙 부분은 격히 융기하고, 이의 주변부는 비교  게 융기하는 지반운동 유형

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그러나 의 하안단구는 지반융기의 향이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송언근(1998)의 연구결과에서의 평균 융기율이 컸던 이유

는 태백산지 요곡축과 련된 비교  강한 지반 융기의 향으로 보인다. 송언근(1998)과 

손명원(1996)이 주장하는 비교  큰 융기율은 Chang(1987), Bloom and Park(1985), 그리

고 최성길(1998) 등 다른 단구연구 결과에 비해 상 으로 약 2배 정도 더 높은 융기율

을 보여 주고 있다. 

         ○ 융기율 종합 평가

     융기율의 산정을 하여 1000년 동안의 융기량(m)을 “버 노  단 (Bubnoff 

unit:B)”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남한의 하안단구 융기율에 한 장호와 박희두(2001)의 연

구결과를 보면 우선, 이들은 송언근(1998)의 융기율을 버 노  단 (Bubnoff unit : B)로 

나타내어 비교하 으며, 특히 동강유역의 기 갱신세말 이래 평균 융기율을 

167B(0.167m/1,000년)로 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안지역에서는 Bloom and 

Park(1985)은 약 100B, 최성길(1998)은 약 96B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기율은 일본의 

지진 지반변동 지역에서 1,000B (Miyauchi, 1999)이므로 Bloom and Park(1985)과 최성길

(1998)의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남한의 최종간빙기 이래 평균 융기량은 일본의 약 1/10에 

해당한다고 단된다(장호와 박희두,2001). 이러한 내륙의 하안단구 융기율은 어느 정도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Kim et al(2008)의 140-220B, 황상일 등(2003)의 

230B,  최성자(2003)의 190B 혹은 Choi et al(2008)의 310B 등은 비교  큰 융기율을 제

시하고 있는가 하면, Bloom and Park(1985)의 100B, 최성길(1998)의 96B는 상 으로 

작은 융기율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마) 결 과 

     남한 동남일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해안단구의 분포와 구정선의 비를 통하여 

해안단구를 구분하고 고해안선 연장성 추 자료와 단구형성 시기 해석을 통하여 한반도 

동남 해안일 의 융기율을 산정하 다. 한 내륙의 주요 하안단구 구분체계와 동강 일

에 분포하는 하안단구 연구결과의 검토를 통한 하안당구의 융기율을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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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성단구 분류체계와 기존 연구성과를 종합해 보면, 충 면(AP)인 1단구는 후빙기

(홀로세 기), 면(mLT)의 낮은 단구면인 2b단구는 최종간빙기의 후기, 면

(mLT)의 높은 단구면인 2a단구는 최종간빙기 최성기로 볼 수 있다. 면(mMT)인 3면

은 최종간빙기보다 앞선 시기의 고해면기(MIS 7 - MIS 9 홀스테이니안)에, 고 면

(mHT)인 4면과  최고 면(muHT)인 5면은 단구퇴 물의 풍화정도와 토양의 색화 정

도로 보아 어도 2번이상의 간빙기를 거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럽의 크로메리안 혹은 

그 이 의 갱신세, 즉, 기  혹은 기의 갱신세에 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강일  하안단구는 DHⅠ면(동강 고  Ⅰ면), DHⅡ면, DHⅢ, DHⅣ면, DM면(동

강 면), DLⅠ면(동강  Ⅰ면), DLⅡ면으로 구분된다고 볼 때, DLⅠ면은 Early 

Würm 빙기에, DLⅡ면은 개 40,000y. B.P~20,000y. B.P를 후한 시기, 즉 개 Late 

Würm 빙기에 단구면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 다.

     해안단구의 구정선 높이를 Y(mm), 세계  평균 해수면 추정치를 B, 그리고 해안단

구가 형성된 추정 연 를 A(년)으로 볼 때, 융기율(X, mm/yr)은 Y = B + AX로 나타낼 

수 있고, 이에 따른 융기율을 산정하 다.  홀로세 충 면 혹은 해안평야의 융기율은  

0.28 - 0.83mm/yr, 단구면 에서 낮은 단구면인 ±12m 보다 아래에 분포하는 단구

면의 융기율은 0.16 - 0.21mm/yr, 단구면 의 간 단구면인 약 ±18m 아래에 분포

하는 단구면의  융기율은 0.14 - 0.22mm/yr,  최종간빙기 5e에 형성된 약 ±22-±25m 단

구면의 융기율은 0.14-0.17mm/yr으로 각각 산정되었다.  한 단구면은 재 연 측

정자료가 으나 면 단구형성 시스템을 연장해서 산정해 보면 단구면 MT3가 나

타나는 약 32m 단구aus의 융기율은 0.15 - 0.19mm/yr, 단구면 MT2가 나타나는 약 

45m 단구면의 융기율은 0.14-0.16mm/yr, 그리고 단구면 MT1이 나타나는 약 ±55 단

구면의 융기율은 0.10-0.15 mm/yr로 각각 나타난다.

     월성지역에  분포하는 해안단구에 한 Choi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최종간빙기 

5e 단구면이 약 30-35m 까지 분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따라 융기율은 0.27-0.35(평

균 0.31)mm/yr로 산정된 경우도 있으나, 고리와 보일  융기율 산정에서도 Choi et 

al(2008)의 연구결과, 평균 0.13-0.25mm/yr를 보여 주고 있어 이러한 후자의 융기율 산정

결과는 Kim et al (2008)의 월성지역(정자-감포)에 분포하는 해안단구 융기율은 상당히 

근 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안단구의 융기율은 Günz 빙기 이래에서 Mindel 빙기 기 이  까지는 

0.137m/1,000년, Mindel 빙기 기 이래 Mindel 빙기후기 이  까지는 0.133m/1,000년, 

Mindel 빙기후기 이래 Riss 빙기 이 까지 0.133m/1,000년, Riss 빙기 이래 최종빙기 

기이  0.15m/1,000년, 최종빙기 기 이래 최종빙기 기이  0.2m/1,000년, 최종빙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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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래 재까지는 0.25m/1,000년으로 산정되었다. 연구결과 하안단구 평균 융기율은 

0.167m/1,000년이며 이이는 기 갱신세(Pleistocene) 말 이래 동강일  지반 평균 융기율

로 볼 수 있으며, 태백산맥의 백두 간을 심으로 국지 으로 다소 상이한 융기율이 산

출되고 있다. 

     결론 으로 남한의 해안가에 한 융기율의 정치 추정에 있어  I단구면과 5e 

해당 해성 단구면을 약 30m 이상으로 추정한 경우에는 융기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 

보다 상 의 단구면으로 갈수록 융기율은 다소 감소하여 약 0.15-0.10mm/yr 정도로 떨어

지는 경향이 있다. 상기 융기율 산정에서 체 평균치를 보면, 약 0.14-22mm/yr로 나타

나며, 이 융기율은 월성지역의 Choi et al(2008)연구에서 0.31mm/yr 로 나타나나 다른 지

역에서는 상기의 범 가 비교  잘 부합되는 범 값으로 사료되어, 이 수치를 남한의 해

안지역의 표 인 융기율로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재 해안지역의 해안단구를 통한 지반 융기율 산정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

량  불일치성이 있음이 확인될 수 있는데 OSL, 화산재, ESL 등 연 측정모델이 동일하

지 않음에 기인하므로 우주핵종물질인 Be이나 환경고지자기 연구와 극성변화연구 등을 

통해  다른 연 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기 해안선인 구정선부

(paleoshoreline)의 최상단부를 정 하게 추 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갱신해야 할 것이다. 

     라. 침식량

     우리나라의 지표면 침식량은 주로 토양 침식량을 주로 산정되어 왔으며, 지형요소 

에서도 주로 구곡이나 구릉지 말달부에서 하천이 시작하는 하천 최상류 지 에서 발달

하는 토양 침식량을 장모니터링 혹은 수치 모델링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

우 재 GeoWEPP이나 RUSLE에 의한 토양 유출량 산정모델이 리 알려져 있다(권형

 외 2001;  김민석, 2006; 김진  외,  2004a, 2004b; 손 익, 2001; 신원호, 2004; 양동윤 

외, 200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 그러나 암반에 한 지표면 침식량은 국내에서 아

직 시도, 바가 없다. 암반 침식량에 해서는 재 베릴리움(Be)과 같은 우주핵종물질의 

지표암반에서의 축 량의 상  크기에 따라 암반 침식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 침식량 산정은 미국에서 개발한 범용토양손실공식(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Wischmeier et al, 1978), 개정범용토양손실공식(RUSLE, 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미국 농무성(USDA, 1996), 국립자원보존부, 임업부 그리고 내무성 

연구자들이 토양구조, 기후, 지표 이용도, 지표 상태에 따른 토양침식량 산정을 하여 개

발한 WEPP (Water Erosion Prediction Project)(Zhang et al, 1996; Flanaga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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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상를 이용한 수정 GeoWEPP (Renschler, 2003) 등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연구로서 세슘(Cs)-납(Pb) 동 원소의 지표 토양층에서의 함량변화가 침식량 산정에 활

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토양 침식량은 기반암의 지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일부 밝 지고 있다. 

실제로 토양침식량의 모델잉과 실측량의 비교를 통하여 이천 화강암 지역(유역면  : 

0.29㎢)과 안성 변성암 지역(유역면  : 0.25㎢)에 한 토양 침식량의 차이에 한 사례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강암 유역과 안성 변성암 유역의 유역면 , 고도, 사면경사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두 유역내에서 발생한 실측 토사량 측정결과, 화강암 유역에서의 토사 유출

량은 270.54 ton/year, 변성암 유역에서의 토사유출양은 31 ton/year로 나타났다. 한편, 모

델링 분석결과, 이천 화강암유역에서 (R)USLE 358.10 ton/year, GeoWEPP 283.80 

ton/year로 각각 나타났으며, 안성 변성암유역에서는 (R)USLE 19 ton/year, GeoWEPP 

30.1 ton/year으로 나타났다. 상기 모델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천 화강암 지역과 안성 변

성암 지역에서 모두 GeoWEPP model이 실측토사량 자료와 잘 부합되며, 한 이천 화강

암지역이 안성 변성암지역에 비하여 토사 유출량이 상 으로 많았다. 

이천(화강암) 안성(변성암)

유역면 0.29㎢ 0.25㎢

고도 (m)
Minimum 80m 90m

Maximum 175m 240m

사면경사

(degree)

Minimum 0 0

Maximum 47.1 52.2

Mean 15 20

연강수량 1303㎜ 1269㎜

유출량 (runoff) 55546  65676 

실측토사유출량 270.54 ton/year 31 ton/year

모델링결과

(ton/year)

(R)USLE GeoWEPP RUSLE GeoWEPP

358.10 283.80 19 30.1

표 3.3.5. 이천 화강암지역과 안성 변성암지역에서의 토양유출량 특성 비교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 지질재해 감기술 실용화사업 보고서,과학기술부  

     상기 사례연구 유역에서 실측 토사량 측정자료인 화강암 유역에서의 토사 유출량 

270.54 ton/year(유역면  : 0.29㎢), 변성암 유역에서의 토사유출량 31 ton/year(유역면  

: 0.29㎢), 비  2.65g/cm
3 
자료와 이의 단 변환(1000kg/m

3
) 과정 등을 통하여 토양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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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산정해 보면, 화강암 유역에서의 침식량은 0.35mm/yr, 변성암 유역에서의 침식량은 

0.047mm/yr로 각각 산정되었으며, 그 결과 상기 2개 유역간 약 7배 이상 침식율을 차이

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국내에서 재까지 퇴 암지역에서의 침식율 장시험이 

국지 으로 실시되었지만 진행되지 않았지만, 퇴 암 지역의 국지  토사유출양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악되고 있다(다나카, 2008 발표자료). 재로서는 퇴 암 유역의 토양 

침식량은 변성암 지역보다 더 은 것으로 잠정 추정된다. 

     결론 으로 남한의 상이한 지질별로 나타나는 토양 침식량은 약 0.35mm/yr 이하로 

추정되며, 기반암 지질에 따라 침식량 규모가 약 10배 정도 더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암반을 상으로 한 침식량은 우주핵종물질인 Be의 암반 축 량의 측정을 통

하여 가능할 것으로 국내에서는 수년내 련 자료가 산출되어질 것으로 상된다.  

   4.  지진활동

     어떤 지역의 지진활동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일정기간동안에 발생가능한 지진을 

확률론 으로 측하기 해서 장기간의 지진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자료는 약 2000여년에 걸친 역사지진 자료와 1905년 이래의 계기지

진자료로 나  수 있다.

     가. 역사지진자료 재평가

     한반도의 지진활동 평가에서 피해역사지진이 차지하는 비 이 단히 크다. 세계 지

진학계에 따르면 동일 지역에서 반복해서 피해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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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히 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경계부 지역에서는 지진이 빈발하여 발생주기가 수 10

년 내외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의 내부 지역에서의 지진 발생주기는 상 으로 매우 길

므로, 계기지진자료뿐만 아니라 역사지진자료도 반듯이 해석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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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번 연구에서는 번역작업이 완료된 역사문헌

을 상으로 역사지진 자료를 분석하여 총 2,213회의 역사지진 자료를 획득하 다. 다음

은 번 연구에 이용된 참고문헌  분석된 역사지진 발생횟수이다.

   ∙ 삼국사기 (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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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 (167회)

   ∙ 조선왕조실록 (1417회)

   ∙ 증보문헌비고 (신라:63회, 고구려:19회, 백제:14회, 고려:154회, 조선:53회, 총 30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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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기 해 한국천문연구원이 web 상으로 제공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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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기

록에 의하면 단지 “지진이 있었다“와 같이 지진발생 치와 규모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지진이 있었다“와 같은 경우 당

시의 수도로 진앙을 결정하 으며, 다수의 감진 지역이 명시되었을 경우 감진지역을 원형

으로 가정하여 심부를 진앙으로 결정하 다. 

     역사지진의 경우 문헌상에는 피해 정도  지역 정도가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 

정도에 의한 진도를 결정하기 한 기 이 우선 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해 김성

균, 박창업, 명순, 정수 등이 참여하여 피해 정도에 따른 진도를 결정하 으며, 건설

교통부(1997)를 기 으로 추가 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 다.

     기계기지진자료의 경우 역사지진과 계기기진의 간단계로 감진지역과 진폭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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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 면 에 한 규모 결정식을 구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역사지진  감진 지역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기계기지진자료의 규모 

결정식을 이용하여 규모를 결정하 다.

     이와 같은 역사지진의 단 근거에 따라 총 2,213회의 지진  진앙이 결정된 1,641

개 지진의 진앙분포도는 그림 3.3.12와 같다. 

그림 3.3.12. 2,213개의 역사지진 자료  진

앙이 결정된 1,641개의 역사지진 진앙분포도.

     그간 국내에서도 몇 번의 역사지진자료의 정리를 시도 (김소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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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건축학자등이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1차 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해를 주었

거나, 감진면 이 매우 넓은 규모 지진인 피해역사지진에 해 우선 으로 분석하 다.

재까지 우리나라학계에서 발표된 한반도의 피해역사지진자료는 일본학자가 발표한 한

국의 역사지진에 한 조사  분석자료를 근거로 평가한 것이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역사지진자료 원본의 원문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많았다.  즉 기록이 락되는 경

우, 기록을 간략히 하는 경우, 음양력의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 한문 는 번역문만을 

제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료의 완 성, 균일성  통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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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한반도 피해역사지진의 원본의 원문을 모두 수집 분석하여 피해역사지진의 

정확한 내용을 확보하므로써 신뢰도가 높은 지진요소, 진도, 지진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

을 것이다.

     한반도 역사지진의 재평가를 하여 삼국사기, 고려사, 증보문헌비고, 승정원일기, 

조선지진목록, 국지진목록, 황해 기주 지구역사지진 등 국내의 역사기록뿐만 아니라 

국의 역사지진기록을 포함하여, 가능한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심으로 재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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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며, 최 의 피해지진은 서기 27년 10월 백제 온조왕 45년에 경기도 주에서 지진이 발

생하 는데, “땅이 흔들리고 사람 사는 집들이 기울어 넘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역사지진에 기록된 피해 상은 다음과 같다.

   ∙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다.

   ∙ 민가가 무 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 성문, 성곽이 무 졌다.

   ∙ 담과 가옥이 무 졌다.

   ∙ 땅이 갈라지고 샘물이 솟았다.

     이와 같은 피해 상과 감진면 이 매우 넓게 기술된 한 규모 지진은 총 40여

회로, 표 3.3.6은 피해역사지진의 목록이며, 그림 3.3.13은 진앙분포도이다. 표 3.3.6에서 지

진규모  조선은 조선지진연구소(1984), ,조는 국의 지진규모를 의미하며, 수정은 본 

연구를 통해 규모를 재평가한 것이다.

그림 3.3.13. 40회의 피해 역

사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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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피해역사지진 목록



- 111 -

     나. 기계기지진(1905-1942)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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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에서 계기지진 측이 

보고된 것으로 보아 7개 측소에서 지진계에 의한 지진 측을 수행하 고 이는 아

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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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지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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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와 

분포가 제한되어 양질의 지진요소(발생시각, 진앙, 진원깊이, 규모)를 결정하기는 어

려웠다.  1905년부터 1942년까지 38년간 총 533개 지진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년 평

균 14회에 달한다. 년도별 지진발생빈도는 표 3.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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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는 그림 3.3.14와 같다. 그림에서 진앙의 분포는 남한에서는 지리산일 ,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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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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1905년부터 1942년까지 연간 지진발생빈도

그림 3.3.14. 1905년부터 1943년 사이에 발생한 지진

중 진앙과 규모가 결정된 110개 초기계기지진 진

앙 분포도

부 및 홍성일대, 북한에서는 평양일대에 집중된다. 이는 1978년 이후 기상청에서 보고된

진앙의 분포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밖에 쯔시마해협에서 동해 중부까지 북동 방향의 연

장을 보이고, 만주와 황해에 약간의 지진활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1978년

이후 1996년까지 19년간 기상청에서 보고한 총 350회(기상청, 1992)에 비해 훨씬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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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료로 이들 20세기 반의 계기지진 자료를 정량 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반도 

 인근 해역의 지진 발생 양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자료로 단된다. 본 연구

에서 정리한 자료  일부는 황해, 동해  일본의 한국 쪽에서 발생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진은 비교  규모가 큰 지진으로 일본과 국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진앙  규모를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 다.

     다. 계기지진

     기 계기지진자료는 1905년부터 1942년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남한의 경우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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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획득되지 못하 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지진연구소(1987)는 서기 2년부터 1985년

까지의 지진목록을 작성, 발표하 다. 즉, 서기 2년부터 1889년까지 총 1,843개의 역사지

진, 1901년부터 1959년까지 58년 동안에 238개의 지진, 한 1960년부터 1983년까지 24년 

동안에 287개의 지진을 포함하여 1981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총 2,366개 지진의 발생일

시, 규모, 진도  간략한 진앙 치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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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4 이상

   ∙ 지진이 일어난 날 : 양력

   ∙ 지진이 일어난 곳 : 지진에 의한 피해 는 느낌 상이 제일 심한 장소, 느낌지역

만 밝 진 경우  그 지역의 심을 진

   ∙ 지진크기 : 지진의 크기는 지진계로 측된 자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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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경이

다. 지진세기는 조선지진세기표-77에 의해 12등  척도로 평가하 다. 1960년 이후의 경

우의  지진의 크기와 세기는 다음의 공식으로 결정하 다.

                 ML = lgA + R(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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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지는 함수값이다.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의 지진세기(Io)는 지조사자료에 기 하여 

평가하 다. 

     북한의 조선지진목록은 이 기간동안의 한반도에서의 지진활동에 한 유일한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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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므로, 1943 - 1977년 사이의 경우 조선지진연구소의 자료를 이용하 다. 그러나 조

선지진연구소에서 결정한 규모에 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으며, 기 계기지진자

료나 기상청 자료와의 일 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김성균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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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다.  일반 으

로 조선지진연구소의 규모가 기상청에 비해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규모가 3일 경우 

0.15, 규모가 5일 경우 0.1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본 연구에서는 규모 보정 없이 조선지진

연구소의 자료를 그 로 이용하 으며, 총 144개 지진의 진앙 분포  규모는 그림 3.3.15

에 표시하 다.

그림 3.1.15. 1943 - 1977 사이의 북한 지진목록의 진앙분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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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3년 이후 1960년 이 에는 단지 7회의 지진만 분포하며 실제 으로 부분의 지

진은 1960년 이후에 해당된다. 한 그림 3.3.1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부분의 지진

은 북한지역에 분포하며 남한지역의 경우 상 으로 매우 게 나타나고 있다. 1960년 

이후의 지진의 분포는 표 3.3.8과 같다. 1978년부터 1985년 사이에는 기상청에서도 지진

목록을 발표하 다. 북한의 경우 8년간 563회의 지진자료를 발표하 으나, 기상청의 경우 

137회의 지진자료를 발표하 다. 표 3.3.8의 북한의 지진목록에 의하면 1978년 이 엔 년 

평균 10회 미만의 지진자료만 표시하 으나, 1978년부터 최소 연 50회 이상의 지진기록

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갑자기 지진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진 측능

력이 확 된 것으로 단된다. 북한의 지진목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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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황해남도 안악군(지진규모 5.6)이 꼽힌다. 그러나 지진의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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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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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계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WWSSN 측망의 구성은 장주기와 단주기를 각각 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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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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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소에

서 측을 실시하 는데, 이는 지진의 발생 치와 크기를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측망

에도 미달되는 수 이었다. 1978년 홍성지진 발생 후 지진 측 장비를 보강하면서 1980

년 말부터 미국제 측소용 지진계 3 와 간이 이동식 지진계 2 를 도입하여 서울, 강

릉, 추풍령, 주, 부산  서산 6개소에 설치 측을 시작하 다.  이는 한반도에서 발생

하는 지진의 치와 크기를 알아내기 한 최소한의 측망으로 일제시 에 일본인들이 

운 하던 측망과 유사한 규모이다. 그 후 기상청은 기상장비의 화 작업의 일환으로 

1991년 8월부터 기상청의 지진 측망을 보강하고 있다. 

     기상청은 1978년부터 지진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림 3.3.16은 

1978년부터 2007년까지 기상청에서 발표한 진앙을 표시한 것으로 한반도 남부에서 발생

된 지진은 육지에서는 주로 포항-서산을 연결하는  N60-70°W 방향으로 집 되어 약 

100 km 폭의 지진 (Seismic belt)를 형성하면서 바다까지 연장된다.

그림 3.3.16. 1978-2006년까지 기상청 진앙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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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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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7은 1943년 부터 1985년 까지 43년 간의 지진자료를 

북한의 조선지진연구소(1987)에서 분석한 것이다. 

그림 3.3.17. 1943년부터 1985년까지 북한 지진연구소

에서 발표한 진앙 분포도.

 

     이들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북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서울-원산을 잇는 N20°E 방

향선 서측에 한정되며 주로 사리원과 평양 근처의 평안도에 집 되고 장진 북쪽에 다소 

집 되면서 장진-사리원을 연결하는 NE-SW 방향으로 약간의 연장성을 보인다.  이 방

향성은 황해로 연장되어 한반도 남부의 N60-70°W 방향의 지진 와 경기만 근처에서 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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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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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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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운동을 이해하는데 요한 지질구조임을 의미한다.  한 한반도 내륙에 발달하는 지

진 의 황해 혹은 동해로의 연장을 확인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재 진행 인 지구조운

동과 구조운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정보이다.

     세계 으로 내지진의 분포를 조사하면 많은 지진이 생  혹은 신생 에 형성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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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반도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과 기존의 지질구조와 연 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지진원 특성 분석

     한반도  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한 지진원 특성자료를 23개를 수집하 으

며, 그 외 최근 발생한 지진  규모 4.0 이상인 4개 지진에 한 focal mechanism을 구하

여 총 27개 지진의 focal mechanism 목록을 작성하 다(표 3.3.9). 그림 3.3.18은 27개 지

진의 발생 치와 focal mechanism을 표시한 것으로 한반도  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의 부분은 주향이동 단층 운동에 의한 메카니즘과 다소의 역단층 운동이 첨가된 단층

운동 특성을 보여 다. 그러나 부 동해안에서 역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이 나타나고 황

해도 지역에서 정단층 운동에 의한 메카니즘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인 상으로 단

된다.

     그림 3.3.19는 인 국인 일본  국지역에서의 주응력축의 방향을 동시에 표시한 

것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단층작용을 일으킨 주응력 방향은 거의 수평한 동북동-서남

서 방향을 나타낸다. 같은 내 지역인 국 자료와 비교하면 주응력 방향이 매우 유사하

고 동해 동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반도  그 주변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주응력은 동쪽에서 유라시아  으로 침강하는 태평양 의 향뿐만 아니라 서남쪽에서 

충돌하는 인도 의 향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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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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27개 지진에 한 focal mechanism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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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27개 지진의 발생 치  Focal mechanism. 

110E 120E 130E 140E 150E
30N

40N

50N

그림 3.3.19. 국  일본 서부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지

진발생 메카니즘과 주응력축 방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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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 과

     우리나라와 같이 내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지진발생 분포는 산만하게 분포

하며, 발생빈도는 매우 낮으며, 발생주기는 수백년내외로 매우 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지진발생주기  빈도 등을 계산하기 해서는 역사지진자료의 수집  분

석이 최우선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 삼국사기, 고려사, 증보문헌비고, 조선왕

조실록 등 역사문헌을 조사하여 2,213회의 역사지진자료를 수집하 다. 

     지진발생원인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해서는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응력상

태를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가  규모 이상의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

는 지역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응력상태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특정 지진에 해서만 일

부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획득 가능한 모든 외국의 자

료를 수집  재분석하여 총 27개의 지진의 메카니즘을 구하 다.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지진발생 특성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수평압력에 의한 수평이동단층 

성분이 주를 이루며, 약간의 역단층 운동성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밝 졌다.

     최 지반가속도와 진도와의 계에 한 연구는 세계 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계기지진의 역사가 매우 짧아 이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 한국 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등이 운  인 

가속도 측소에 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측소의 타당성을 먼  확

인하고 이들 측소의 최 지반가속도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5.  남한의 역 수리지질 특성

     가. 개 요

     근래에 산업발달과 더불어 에 지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 발 소에서 필수

으로 생성되는 방사성폐기물에 한 안 한 처리문제가 사회 인 이슈로 두되어 왔

다. 고  방사성폐기물(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의 지하처분지로서 상

이 되는 고심도 암반은 일반 으로 결정질 암반으로 지하수의 유동이 극히 제한되는 불

투수성 암반이나, 이러한 암반내에 지구조 인 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균열이 존재하는 경

우에 방사성 핵종거동은 수리지질학  특성  지하수의 유동과 한 계가 있다. 특

히, 우리나라 부분의 암반 수층은 복잡한 지구조운동에 향을 받음에 따라 핵종유출

의 주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지하수가 없는 암반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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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주 유동경로 역할을 하는 균열계의 특성은 방사성핵종 거동에 큰 향을 미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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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심도 결정질 암반에 다 방벽 처분시스템을 건설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것으

로 되어있다. 처분장 주변의 균열계를 따라 침투한 지하수에 폐기물이 용해되어 방사성핵

종이 유출될 경우 유출된 핵종은 처분장으로부터 지하수 유동에 따라 균열계를 통해 자

연 생태환경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핵종의 이동은 지하수

의 유동에 기인하며, 결정질 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체계는 지역 인 단열체계 특성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처분장 선정을 한 안정성 평가를 해서는 이와 같은 암반 균열계를 통한 

핵종이동을 지배하는 수리지질환경 특성 규명, 즉 수문지질단 (hydrogeologic unit), 수

리 도도(hydraulic conductivity, K), 투수량계수(Transmissivity, T), 이류(advection), 분

산(dispersion), 확산(diffusion) 등 다양한 물리․화학  메커니즘에 한 이해  해석, 

그리고 지하수유동과 련된 자료축 이 필요하다.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한 심부 균열 의 특성  균열체계 분석에 

한 연구는 국외의 경우 지하실험 시설로부터 조사된 실측자료를 비교함으로써 균열의 

특성에 한 지하수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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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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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해

야 할 수리특성 요소로서 암반  충 수층이 나타내는 수리 도도 분포, 투수량계수와 

비양수량과의 계 등에 한 반 인 특성을 조사하 다(김용제 외 2007).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된 국가지하수 측망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총 312개 암반 정(202개)과 

충 정(112개)을 상으로 수리특성을 분석하 다(표 3.3.10, 그림 3.3.20). 그림 3.3.21은 

국가지하수 측망의 암반  충 수층이 나타내는 수리 도도의 공간 인 분포를 도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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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역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암반 충 암반 충 암반 충 암반 충 암반 충 암반 충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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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0. 국가지하수 측망 설치 황(NGMWs)

  그림 3.3.20. 국가지하수 측망의 설치 치 (a) 암반 정 202 개소, (b) 충 층 정 

  112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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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수리 도도 분포도 (a) 암반 수층, (b) 충 층 수층.

     국내 암반 수층의 암종별 수리 도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측소의 기반암

을 크게 화성암, 퇴 암  변성암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한 통계 자료를 구하 다(그림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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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종

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퇴 암류는 층리의 발달로 인하여 일반 으로 결정질암에 비

하여 투수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지하수 측망의 분석 결과도 이러한 경

향이 잘 반 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변성암은 단층의 발달이 많은 편이나 일반 으로 

리가 불규칙 이고 연장성이 짧은 특징을 보이므로 지하수유동의 통로 역할을 하는 불

연속면의 연결성이 불량하여 수리 도도가 상 으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3.22d～f는 기반암의 종류에 따른 충 수층의 수리 도도 빈도 분포를 도시한 것

이다. 충 수층의 평균 수리 도도는 화성암 지역에서 0.23(1.70 m/day)으로 가장 큰 값

을 보이며, 퇴 암과 변성암 지역은 각각 -0.058(0.88 m/day), -0.062(0.87 m/day)로 유사하

게 나타났다. 화성암 지역 충  정 기반암의 부분(83%)은 화강암이며, 화강암과 같은 

심성암류는 일반 으로 풍화토층이 사질토이고 하부 풍화암층의 두께가 두꺼운 특징을 가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수곤, 2003). 화성암 지역의 충 층이 퇴 암  변성암 지역에 

비하여 수리 도도가 두 배 정도 큰 것은 화강암의 이러한 풍화 특성과 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암반  충  정이 동시에 설치된 112개 측소에서의 암반 수층과 충 수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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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도도를 비교한 결과 부분의 측소에서 암반 수층보다 충 수층의 수리 도도

가 크게 나타났으며, 충 수층의 수리 도도가 증가할수록 암반 수층의 값도 커지는 비

례 경향을 보인다(상 계수 = 0.48). 한, 투수량계수의 경우 충 수층의 평균 투수량계

수는 0.85(7.1 m
2
/day)로 암반 수층의 평균값인 0.52(3.3 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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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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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반을 통하여 32%, 충 층을 통하여 68% 정도

가 흐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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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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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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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치하므로 측소 설치 도가 낮은 산악지역 지하수의 경우 본 연구 결과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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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해 암반 수층의 투수량계수가 다소 과다산정 되었다면 실제 암반을 통하여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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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량의 비율은 조  더 낮게 조정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지하수 측망 암반 정의 평

균 굴착 심도는 70m 내외이므로 심부 암반 지하수를 고려할 경우 암반의 평균 투수량계수

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서로 상쇄되는 결과를 래하므로 두 요

인의 향 정도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32%의 수치는 상향 는 하향 조정될 수 있

다.

     다. 결 과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한 안정성 평가 시 고려해야할 국내 수층

의 수리특성은 다음과 같다.

   ∙ 충 수층의 평균 수리 도도는 1.26 m/day로 암반 수층 0.076 m/day 보다 약 17

배 크다. 암반 수층 수리 도도의 평균과 분산도는 국외의 결정질 균열암반과 거의 일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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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

로 분석된다. 

   ∙ 암반 수층의 수리 도도는 암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퇴 암 지역에서 평균 

0.11 m/day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화성암 지역 0.083 m/day, 변성암 지역 0.044 m/day 순

이다. 한편 충 수층의 수리 도도는 화성암 지역에서 평균 1.70 m/day로 가장 크게 나

타나 투수성이 좋은 사질의 풍화토를 형성하는 화강암의 풍화특성이 잘 반 된 것으로 해

석된다.

   ∙ 암반  충 수층의 평균 투수량계수는 각각 3.3m
2
/day와 7.1 m

2
/day이며, 이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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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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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계수 과다산정 가능성  정 개발 심도 하부의 암반 지하수 흐름 등이 고려되어야 하

는 제한 을 가진다.

   ∙ 후보부지 선정을 한 수리지질분야의 주요 인자들 에서 기체이동 특성, 분산, 지

하수체 유형 등은 역 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분야의 인자들에 의해 후보

지가 선정된 후 정  조사 시 자료를 확보하여 처분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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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남한의 역 지구화학  특성

     가. 지질(암석)의 지구화학  특성

     암석을 구성하는 원소는 지각을 구성하는 지질(암석)의 지구화학  특성에 따라 다

양한 함량  분포를 보여 다. 우리나라에는 시생 부터 제사기까지 오랜 지질시 에 걸

쳐 생성된 변성암, 화성암(심성암, 화산암), 퇴 암 등 다양한 암석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이들 지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원소의 조성, 함량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를 들면, 칼슘(CaO)의 자연배경치는 백악기 경상 층군에서는 0.60%이나, 조선 층군은 

4.00%이다. 화성암류 내 크롬(Cr)의 자연배경치는 심성암류(46 ppm), 화산암류(45 ppm), 

반심성암류(47 ppm)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반 으로 낮은 함량을 보이는 반면, 

선캠 리아기 변성암류 내 크롬은 이들 보다 두 배 이상(107 ppm)으로 높다. 마그네슘

(MgO)의 경우에는 같은 심성암에서도 단일 암체별로 각기 다른 함량을 가진다. 를 들

어, 트라이아스기의 마천 반려암(3.97%)의 배경치는 백악기 야산 화강암(0.47%) 보다 

약 10배 정도 높은 함량을 보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국 규모의 지구화학 지도를 작성하여 국토를 상으

로 주요 원소의 함량과 분포를 조사하 으며, 이에 한 자연배경치를 설정하 다(이평구 

외, 2007). 이러한 국 지구화학 지도는 ‘국제 지구화학 지도 작성계획’의 표 안

(UNESCO 보고서: Darnley et al., 1995)을 수하여 제작하 으며, 이는 약 23,700개에 

달하는 1-2차 수계 하천퇴 물  입자크기가 150 μm 보다 작은 가벼운 표사( 砂; 하상

퇴 물)를 표시료로 채취하여,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 다. 

       1) 구리

     국의 Cu 함량은 최  1 ppm부터 최고 2,104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은 23 

ppm이다. Cu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에 의해 일차 으로 향을 받으며, 도로변, 

산업지역 등에 의한 인  오염에 의한 향도 나타난다. 역 으로 높은 Cu 함량을 

보이는 지질은 선캠 리아기 경기편마암복합체, 고생  옥천 층군  쥬라기 화강암(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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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지역으로 연장되어 있는 호상편마암은 Cu 함량이 

33-104 ppm 범 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태백시- 월군 상동면과 강릉 태옥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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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도 조선 층군, 화천면 상서면 동부와 화천읍 서부의 경기편마암복합체(호상 편

마암  경기 편암) 등에서 높은 함량(>33 ppm)을 나타낸다. 제천 태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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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도 조선 층군(부곡리층), 화군 춘양면-소천면의 율리층군 

 문경시 호계면을 심으로 분포하는 두 형 조선 층군 등에서 높은 함량(평균 37 

ppm 이상)을 나타낸다. 이상(點異常)으로 나타나고 있는 높은 함량(>296 ppm)은 부

분 -은-구리 산의 분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남부  동부(울산층)

에 분포하는 하양층군, 경상남도 북부의 백악기 화산암과 남부의 유천층군 퇴 암(고성

층), 경상남도 서부의 선캠 리아기 변성암, 마 산 화강암 등 일부 백악기 화강암 등은 

비교  높은 함량(>22 ppm)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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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백악기 화산암  트라이아스기 함양암체 등은 체로 14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고성군 죽왕면-토성면 일   양구군 해안면 등의 쥬라기 화강암, 동해시

의 반상변정질 편마암 등은 16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인다. 옥천 층군 하부, 음성

분지 동부의 경기육괴  동군의 남육괴의 선캠 리아기 변성암 지역에서 낮은(<17 

ppm) 경향이 있다. 청도군 운문면의 백악기 운문사 화산암, 화군- 주시- 천군에 걸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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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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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군 서화면의 화강편마암, 횡성군 남부지역과 강릉시 왕상면 일 의 쥬라기 화강편마암 등

에서도 2.31-7.20% 사이의 높은 함량을 보여주고 있다. 안동시- 화군의 쥬라기 안동  

주 화강암에서 높은 함량(>3.76%)이 나타난다. 산청군 서면을 심으로 분포하는 선

캠 리아기 회장암, 함양군 마천면의 트라이아스기 반려암  쥬라기 섬록암 등 화성암 

분포 지역에서 높은 함량(>4.31%)이 나타난다. 무주군의 선캠 리아기 우백질 편마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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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남부의 호상 흑운모 편마암, 트라이아스기 심성암인 장계 화강암(장계-장수 간), 

함양 엽리상 화강섬록암-석 섬록암(운  북동쪽), 반려암(남원시 동단), 그리고 상수군 

서부의 팔공산의 쥬라기 섬록암 분포지역에는 높은 함량(>2.43%)을 갖는 지역이 집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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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강

암과 양평 화성복합체 분포지역은 부분 높은 함량(2.3-4.9%)을 보인다. 가평군 앙부

의 선캠 리아기 변성암류는 높은 함량(2.3-7.5%)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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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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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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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칼리 화강암 등지에서 낮은 함량(<0.45%)을 나타

낸다. 충남분지의 쥬라기 쇄설성 퇴 암( 동 층군), 서산-당진 지역의 서산 층군 태안

층에서는 낮은 함량(<0.35%)을 보이고 있다. 청원-보은 일 의 옥천 층군의 변성퇴 암

류는 0.76% 이하로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3) 루비듐

     국의 Rb 함량은 최  9 ppm부터 최고 1690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은 142 

ppm이다. Rb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다. 화천군 화천

읍 서부 일 의 경기편마암복합체, 춘천시 남부의 춘천 층군 호상편마암(동산층), 삼척시 

원덕읍의 소백산편마암복합체인 혼성 편마암(호산리층), 철원군 화읍-갈말읍-서면 등의 

쥬라기 화강암 등에서는 높은 함량(>248 ppm)을 나타난다.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죽변

면의 선캠 리아기 화강편마암은 평균값이 288 ppm으로 높은 함량을 가지며, 화군 석

포면-소천면과 울진군 서면-북면 등에 걸쳐 분포하는 홍제사  분천 화강편마암도 평균

값이 221-222 ppm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화순군 남부와 순천시 서부 등지 2

2성기원 남부와 순천지역에는 228 ppm 이상순천지역에집수분지가마암지된다. 무주군 서반

부와 일부 진안군 북동부와 장수군 북부의 선캠 리아기 기반암과 무주분지 지역의 속 

화 에서 높은 함량(>233 ppm)이 범 면과 울진군 서면공주시 북부의 호상편마암, 부

여군 남동부의 화강암질 편마암, 논산시 남동부의 화강섬록암, 부여군 남부의 쥬라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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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암 등에서 179 ppm 이상의 높은 함량이 나타난다. 제천시 동부의 무암사 화강암, 충주

-제천-단양 남단의 월악산 화강암, 괴산군 동남단의 야산 화강암 등 부분 백악기 화

강암체에서 하게 높은 함량을(267-563 ppm) 보인다. 양평군-여주군-이천시에 걸쳐 

넓은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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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라

기 화강암, 강릉시 강동면의 평안 층군, 삼척시 근덕면-노곡면의 율리층군과 조선 층

군, 월군 하동면의 조선 층군 등지에서는 낮은 함량(<102 ppm)이 나타난다. 경상북도 

남동부의 제3기 화산암인 무암질 응회암, 하서리 성 화산암은 평균 31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이며, 북동부의 문경형 조선 층군(평균 64 ppm)과 덕군의 트라이아스

기 덕 화강암(평균 88 ppm)도 낮은 Rb 함량을 갖는다. 진주시 미천면- 곡면과 의령

군 의면-칠곡면에 분포하는 진주층과 하산동층은 55 ppm 이하의 낮은 Rb 함량을 나

타내고 있다. 칠곡층, 함안층은 평균값이 각각 70과 89 ppm으로 낮은 Rb 함량 분포를 보

이고 있다. 고흥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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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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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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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

은 1.33 ppm이다. MgO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다. 

월군 서면-북면-남면의 월형 조선 층군, 평창군 화면의 평창형 조선 층군(정선석

회암), 정선군 정선읍-북면의 두 형 조선 층군과 양구군 양구읍, 양양시 북면, 인제

군 상남면 등의 경기편마암복합체인 호상 편마암  춘천시 동면의 춘천 층군 구 산층

군과 홍천군 화천면의 화강암질 편마암 등지에서 높은 함량(>2.93%)을 나타낸다. 문경시 

마성면-가은읍에 소규모로 분포하는 문경형 조선 층군(부곡리층)은 3.14-10.46%(평균 

5.34%)의 높은 함량을 보인다. 부곡리층의 좌측에 치하는 시 미상 각섬암과 옥천 층

군 상내리층도 평균값이 각각 3.47과 2.27%로서 높은 함량을 가진다. 함양군과 산청군 

서면에 분포하는 산청 회장암은 부분 1.87%이 각각 3.47과을 보이며, 함양군 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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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트라이아스기 마천 반려암은 2.렷암은4.94%의 범 를 갖으며 평균값이 4.14%로 3.4

MgO  각 를 형성하고 있다. 보성군-순천시- 양시 일 의 반상변정질 편마암과 곡성

군의 화강편마암 등은 높은 함량(>2.16%)을 보인다. 남육괴의 선캠 리아기 변성편마암

 등은 높은 함량(>2.03%)을 보이며, 남원시 동.87트라이아스기 반려암 등 염기성 심

성암 지역에서도 국지 으로 매우 높다(3.8-6.3%). 충청남도의 선캠 리아기 편마암복합

체와 옥천 층군 변성퇴 암 지역에서는 부분 1.48% 보다 높다. 제천-단양 일 의 조

선 층군 석회암층군은 거의 모든 집수분지에서 높은 함량(5-17%)을 보인다. 충주 남

단-괴산-보은 서부 일 의 옥천 층군은 2.32% 이상의 높은 함량을 보이는 지역이 많다. 

양평지역의 염기성 화성암복합체는 3.0% 보다 높은 함량을 갖는다. 경기도에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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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남양주시 일 에서는 2.42% 이상 높은 지역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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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쥬라기 화강암 등지에서는 낮은 함량(<0.72%)을 나타낸다. 문경시 가은읍의 백악기 

야산 화강암은 0.17-2.58%의 범 를 보이나, 평균값은 0.47%로 낮은 함량을 보인다. 청

도군 운문면의 운문사 산성 화산암도 평균 0.48%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양산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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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기 화산암과 운장산 백악기 화강암과 화산암 등지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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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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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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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다. 삼척시 미로면-신기면-노곡면의 두 형 조선 층군도 102-208 ppm의 높은 함량을 

보이며, 특히 양덕층군 묘 층에서는 151 ppm 이상의 함량을 보이기도 한다. 경상북도 

남동부의 제3기 하서리 성 화산암(평균 243 ppm), 포항시 장기면의 제3기 무암질 응

회암(평균 210 ppm), 경산군 자인면-경주시의 백악기 채약산 성 화산암(평균 201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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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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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마암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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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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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캠 리아기 변성암류은 131 ppm 이상인 지

역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밖에 주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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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강암과 정선군 

사북읍-고한읍 일 의 평안 층군(20-32 ppm)  조선 층군(22-33 ppm) 등에서는 낮은 

함량이 나타난다. 청도군 운문면의 운문사 산성 화산암은 평균값이 32 ppm으로 낮은 함

량을 나타내고 있다. 한 북서부 지역의 야산, 월악산  속리산 화강암 등 백악기 화

강암도 평균값이 35 ppm 이하로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양산시의 통도사 화강암, 남

해군 미조도의 미문상 화강암 등 백악기 화강암과 육십령 화강암 등 쥬라기 화강암에서 

낮은 함량(<42 ppm)이 나타난다. 암군 남부-해남군-진도와 고흥반도 등지의 백악기 

산성 화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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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 화산암 등에서 낮은 함

량(<49 ppm)을 보인다. 여주-이천 일 와 포천-기산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반상의 쥬

라기 화강암 지역에서는 거의 부분 49 ppm 이하로 낮다. 

       6) 스트론튬

     국의 Sr 함량은 최  1 ppm부터 최고 3645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은 135 

ppm이다. Sr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다. 김천시의 김

천, 무풍, 옥산동 화강암, 화군 남서부 지역의 춘양  주 화강암  안동시 북동부의 

안동 화강암 등 쥬라기 화강암, 선캠 리아기 화강암질 편마암, 김천시-상주시에 걸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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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는 시 미상 화강암 등에서는 높은 함량(>349 ppm)을 나타낸다. 선캠 리아기 회장

암, 산청군 신등면의 화강암질 편마암, 단성면의 화강편마암, 일부 하양층군, 트라이아스

기 화강암, 쥬라기 화강암인 육십령 화강암  거창군 주상면 일 의 거창 화강암, 백악

기 진동 화강암  백악기 성 화산암 등에서는 높은 Sr 함량(>244 ppm)이 나타난다. 

남원시 일 의 쥬라기 남원 화강암, 그리고 그들과 하는 흑운모 편마암, 진안군-무주

 편마우백질 편마암, 정읍강편마암, 단 에 산출되는 쥬라기 엽리상 화강암 등에서 높

은 함량(>304 ppm)이 나타난다.  화 지역의 일부 하양층군, 트라이아와 그 남쪽의 쥬

라기 화강암, 그리고 홍성 지역의 선캠 리아기 서산 층군과 후기 입체인 원생  화강

편마암 지역은 431 ppm 이상의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괴산군 일 의 쥬라기 청주-충

주 화강암체 분포지역에서 높은 이상 (336-639 ppm)가 형성되며, 동군 북부의 일부 

쥬라기 화강암체에서도 높은 함량(540-975 ppm)이 확인된다. 가평군 서부의 쥬라기 화강

암은 높은 함량(>226 ppm)을 보이는 이상 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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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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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림층군(17-70 ppm) 등에서 낮은 함량을 보인다. 문경시의 두 형 조선 층군, 월악산, 

야산, 속리산 화강암 등 백악기 화강암, 그리고 성주군-고령군의 경상 층군 신동층군

과 의성군- 천시의 하양층군 등에서는 71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신동층

군의 낙동층과 하산동층, 하양층군 함안층의 남부지역  백악기 통도사 화강암 등에서 

낮은 함량(<85 ppm)이 나타난다. 양시 남단과 함평 지역의 백악기 퇴 암류, 나주, 진

도, 보성군, 여수반도 등지의 산성 화산암, 군-장성군의 옥천 층군 변성퇴 암, 월출

산과 곡성군 북부의 알칼리 화강암에서 낮은 함량(<77 ppm)을 보인다. 옥천 층군 변성

퇴 암과, 무주군 덕유산의 백악기 사이트와 남육괴 남서단의 트라이아스기 강 알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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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함량(<80 ppm)을 보이며, 

악산 화강암체에서도 낮은 함량(<43 ppm)이 나타난다.

       7) 크롬

     국의 Cr 함량은 최  2 ppm부터 최고 1500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은 72 

ppm이다. Cr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다. 역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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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Cr 함량을 보이는 지질은 선캠 리아기의 변성암류인 경기, 소백산  지리산 편마

암복합체이며, 부분의 지역에서 평균값(72 ppm) 이상의 함량을 갖는다. 특히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지에 분포하는 경기 편마암복합체에서는 지역 으로 140 ppm 이

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는 지역이 많다. 트라이아스기 양평 염기성 화성암복합체는 높은 

함량(>293 ppm)을 보이며, 울진군 울진읍의 화강편마암도 156 ppm 이상의 높은 함량을 

갖는다. 한편 진천군 서부와 괴산군의 일부 쥬라기 화강암은 국부 으로 높고, 페름기-트

라이아스기 백록 화강섬록암도 비교  높은 (>103 ppm) 함량을 보인다. 백악기 경상 층

군의 신동층군 낙동층에서는 140 ppm 이상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지역이 상 분포하

고 있다. 이외에도 경상분지 양소분지의 하양층군에서 평균값 이상의 비교  높은 함량

을 나타내고 있다. 구미시 도계면-신동면, 성주군 용암면  고령군 림면 등의 낙동층

과 양군 양읍의 청량산층 등에서는 높은 함량(>156 ppm)을 보여주고 있다. 고생 의 

퇴 암류인 조선 층군과 평안 층군은 평균값이 각각 93과 92 ppm으로 높은 함량을 나

타내고 있다. 생  퇴 암류인 동 층군은 평균값과 유사한 함량(평균 84 ppm)을 보

이고 있다. 

     반면에 역 으로 낮은 Cr 함량을 보이는 지질은 쥬라기  백악기 화강암으로 

체 으로, 평균값 이하의 낮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동두천-포천-기산 일 와 양

평군-여주군-이천시 일 에 넓게 분포하는 반상의 쥬라기 화강암에서는 부분 지역에

서 46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작은 규모의 악산 화강암도 낮은 Cr 함

량을 보여 다. 포항시 오천읍-장기면 등의 반심성암인 왕산 석 반암, 경주시 양북면의 

제3기 범곡리 안산암, 쥬라기 화강암인 김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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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정읍

시 일 의 반상 화강암과 백악기 운장산 알칼리 화강암, 변산반도-선운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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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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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는 두 형 조선 층군(119-246 ppm), 평안 층군(172-259 ppm), 월군 하동면-

동면의 두 형 조선 층군(121-217 ppm), 인제군 기린면의 쥬라기 화강암(115-380 

ppm) 등에서 높은 함량(>110 ppm)이 나타난다. 백악기 야산, 속리산  형제  화강암 

등에서도 높은 함량(>108 ppm)을 보인다. 한 추산 화강암, 마 산 화강암, 동래 화강

암 등에서도 높은 함량(>132 ppm)을 보여주고 있다. 김천시 북서부의 시 미상 화강암은 

132 ppm 이상, 그리고 울릉도의 제4기 퇴 암과 무암에서도 365 ppm 이상의 높은 함

량을 보인다. 산청군 산청읍에 비교  규모를 가지고 산출하는 백악기 섬장암은 118 ppm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곡성군 북부의 트라이아스기 강 알칼리 화강암으로 

부분 량을5 ppm 이상존암과 악기 쇄설성 퇴 암과 응회암이 분포하는 화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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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산암에서는 넓은 지역에 걸쳐 높은 함량(>141 ppm)을 보인다. 남육괴 서쪽 가장자리에 

좁게 분포하는 트라이아스기 강 알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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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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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제군 서화면-북면 서부의 함석류석 화강편마암(19-33 ppm)과 인제읍의 호상 편마암

(27-34 ppm), 양양시 양양읍-강 면의 쥬라기 화강암(26-34 ppm) 등에서는 낮은 함량을 

보인다. 울진군 남부에서 덕군까지 동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트라이아스기 해 화강암, 

선캠 리아기 원남층군, 백악기 온정리 화강암 등에서는 낮은 함량(<43 ppm)을 보인다. 

안동시 북서부의 쥬라기 안동 화강암도 17-42 ppm의 낮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강진-

해남 지역의 편암류에서는 41 ppm 이하의 낮은 함량이 범 하게 나타난다. 제천시-단

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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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량을 보인다. 

       9)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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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 Fe2O3 함량은 최  0.3 ppm부터 최고 51.0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은 

5.7 ppm이다. Fe2O3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다. 화천군 

상서면-화천읍 일 의 경기편마암복합체, 양구군 양구읍 남서부의 호상 편마암, 춘천시 

동면의 춘천 층군 구 산층군, 삼척시 근덕면-모곡면의 율리층군 등에서는 9.6% 이상의 

높은 함량이 나타난다. 경산시- 천시-경주시에 걸쳐 분포하는 채약산 화산암, 청도군 화

양읍-청도읍에 분포하는 주사산 화산암 등 백악기 성 화산암과 문경시 가은읍-마성면

에 분포하는 옥천 층군 상내리층과 백화리 각섬암 등에서는 높은 함량(>9.4%)이 나타난

다. 산청군 시천면, 하동군 청암면- 양면-하동읍 일 의 반상변정질 편마암과 산청군 

서면과 삼장면, 하동군 횡천면 일 의 흑운모 편마암과 우백질 편마암 지역에는 높은 함

량(>9.9%)이 집되어 나타난다. 보성군-순천시- 양시 일 의 반상변정질 편마암 지역

에는 높은 함량(>9.2%)이 집되어 나타난다. 남원시 동단의 트라이아스기 반려암 등 염

기성 심성암 지역에서도 높다(9.8-12.2%). 충주-제천 일 에 범 하게 형성된 철 화

에 분포하는 옥천 층군 변성퇴 암류 지역의 부분 지역에서 월등하게 높게(>10.2%) 

나타난다. 괴산군-보은군에 걸쳐 노출된 옥천 층군 부에서는 거의 역이 비교  높

다(>7.1%). 양평지역의 트라이아스기 염기성 화성암복합체는 7.6-11.4% 범 의 높은 함

량을 나타낸다. 

     반면에 철원군 화읍-갈말읍-서면과 화천군 상서면의 서부, 강릉시 주문진읍-연곡

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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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면

에서 남서방향으로 성주군 면-벽진면에 걸쳐 분포하는 시 미상 화강암, 상주시 공

성면과 김천시 산면에 걸쳐 분포하는 쥬라기 옥산동 화강암에서도 낮은 함량을 나타내

고 있다. 경상 층군 신동층군은 부분의 지역에서 낮은 함량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낙동층은 부분 5.0% 이하의 낮은 함량을 보인다. 쥬라기 육십령 화강암과 백악기 

미문상 화강암도 낮은 Fe2O3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진도-해남 일 의 백악기 산성 화산

암, 강진읍 서쪽의 편암류와 트라이아스기 강 알칼리 화강암 지역에서는 낮은 함량

(<3.0%)을 보인다. 익산- 주-김제-정읍 일 의 화강암과 남원 화강암 등 쥬라기 화강

암, 트라이아스기 강 알칼리 화강암과 백악기 운장산 알칼리 화강암 등 진화된 암체에

서는 낮은 함량(<4.0%)을 보이고 있다. 태안군-서산시-당진군의 서산 층군 편암류와 태

안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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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서

는 반 으로 결핍되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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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칼륨

     국의 K2O 함량은 최  0.1 ppm부터 최고 7.8 ppm의 범 를 보이며, 평균값은 3.0 

ppm이다. K2O의 역  분포는 지질의 성분과 하게 련되어 나타난다. 횡성군 서

원면-공근면, 원주시 부론면, 평창군 진부면-도암면, 강릉시 주문진읍-연곡면, 철원군 갈

말읍 등의 쥬라기 화강암, 평창군 평면의 호상 편마암  동해시의 반상변정질 편마암 

등에서 높은 함량(>4.1%)을 보이고 있다. 구미시 옥성면의 쥬라기 화강암, 울릉도의 제4

기 퇴 암과 무암, 안동시 길안면의 백악기 반심성암, 울진군 북면-울진읍의 화강편마

암, 화군 화읍의 주 화강암, 성면의 춘양 화강암 등에서 높은 함량(>4.1%)을 보

인다. 장성군- 군 일 의 쥬라기 화강암, 월출산의 백악기 화강암, 강진군의 편암류와 

쥬라기 복운모 화강암에서 높은 함량(>4.심성암, 나타난다. 주시-김제시-정읍시-고창군

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쥬라기 엽리상 화강암에서 높은 함량(>4.숴성암, 인지된다. 서산-

산-홍성 일 의 반체(4.9-7.숵성암, 부여 암체의 남부(5.0-6.0%), 산 암체의 동부

(4.9-쀵-홍 함량등 쥬라기 화강암에서 높은 함량, 나타난다. 을 시 동부의 무암사 화강암, 

암,  동남암, 야산 화강암과 타난다 동부의 속리산 화강암 등 백악기 화강암, 그리

고 타난다숭-정군- 동군 일 의 트라이아스기 보은 화강암, 쥬라기 옥천 화강암 등에서 

반 으로 높은 함량(>3.2%)을 보인다. 양평군-여주군-이천시에 걸쳐 넓은 지역에 노출

되어 있는 쥬라기 화강암 지역에서는 부분 3.5-6.0% 간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며, 서울

-동두천과 포천-기산 일 의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화강암과 화성시의 작은 규모의 

남양 화강암 분포지역에서도 반 으로 3.5% 이상의 함량을 보인다. 포천군 북동부와 

연천군 남부의 경기편마암복합체는 4.4-6.0% 수 의 높은 지역이 인지된다. 

     반면에 월군 동면의 율리층군, 화천군 상서면-화천면의 호상 편마암과 경기 편

암 등 경기편마암복합체, 양구군 화천읍과 인제군 북면  인제읍 서부의 함석류석 화강

편마암 등은 낮은 함량(<2.5%)을 보이며, 특히 월군의 율리층군은 0.9-2.4%의 낮은 함

량을 나타낸다. 경산시- 천시-경주시에 걸쳐 분포하는 백악기 채약산 성 화산암, 청도

군 북부의 주사산 성 화산암, 문경시 마성면-가은읍의 시 미상 각섬암과 옥천 층군 

상내리층  양군 양읍 일 의 경상 층군 청량산층에서는 2.1% 이하의 낮은 함량을 

나타낸다. 완주군의 옥천 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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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천 층군의 변성퇴 암류, 제천-단양 일 의 조선 층군 석회암, 옥천군의 고생  염기성 

변성화산암 지역의 부분 집수분지에서는 낮은(<3.2%) 경향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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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사성원소의 지구화학  특성

     한반도에 분포하는 우라늄 산은 크게 선캠 리아기의 함우라늄페그마타이트 상

과 변성우라늄 산  고생 의 퇴 상(옥천계 우라늄 상)으로 구분된다(이 구 외, 

2007). 

     선캠 리아기의 함우라늄페그마타이트 상  옥동 우라늄 상은 충북 단양군 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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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우라늄 상은 시 미상의 흑운모화강암, 복운모화

강암, 반상화강암  이를 입한 페그마타이트암맥으로 구성된다(김종환, 1982).

     선캠 리아기 변성우라늄 상은 가평-양평 지역과 공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경

기육괴의 앙부인 가평-양평-홍천-춘천 남부 지역에는 선캠 리아기의 변성암류인 용두

리편마암, 용문산편마암, 장락  의암층군으로 불리우는 편마암과 편암류가 넓게 분포하

며, 우라늄 화작용은 규암과 편마암, 는 편암의 층리를 따라 부존 발달하는 층 규제

성 층상 상형과 지질구조선이나 열극을 충진한 맥상 상형으로 분류된다. 공주함우라늄

흑연 상의 지질은 선캠 리아기의 운모편암과 화강암질편마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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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으로 알

려져 있다. 함우라늄흑색 암은 충북 충주시 매 리에서 충남 논산군 벌곡면 수락리까

지 북동에서 남서로 약 120km 연장 분포한다.

     홍 국과 홍세선(2001, 2002)는 국 주요 기반암(변성암, 퇴 암  화산암)을 상

으로 방사성원소의 함량(U, Th, K  Rn)을 분석하 다.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국의 

주요 원소(방사성원소 포함)의 함량  분포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개 표 국내 암반 에서 258개 시료들을 MCA로 분석한 결

과 우라늄의 평균함량은 선캠 리아기 화강암에서 7.06±3.89ppm으로 가장 높으며, 트라

이아스기 화강암(4.57±1.51ppm)과 쥬라기 화강암(4.52±1.88ppm), 백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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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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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표 3.3.11. 국내 기반암의 방사성원소의 평균 함량

     국내 기반암 에서 토륨의 평균함량은 트라이아스기 화강암 29.81±9.08ppm으로 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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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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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타슘의 평균함량은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에서 5.25±1.28ppm으로 가장 높으며, 선

캠 리아기 화강암 4.83±1.09ppm, 백악기 화강암 4.52±1.15ppm  쥬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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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의 평균함량은 선캠 리아기 화강암에서 2.38±1.31 pCi/g으로 가장 높으며, 트

라이아스기 화강암 1.54±0.51 pCi/g, 쥬라기 화강암 1.50±0.65 pCi/g, 백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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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역 화강암류의 SiO2 함량과 U, Th, K  Rn 함량이 정의 상 계를 보여

주는 이유는 친석원소인 방사성원소들이 마그마의 결정분화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부화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변성퇴 암과 화산암의 경우는 함우라늄 물의 존

재량과 상 계가 있다고 생각된다(그림 3.3.23). 

그림 3.3.23. 국내 기반암의 우라늄(U), 토륨(Th), 칼륨(K), 라돈(Rn)과 SiO2 함량사이의 

상 계 (+, 선캠 리아기 변성퇴 암; x, 선캠 리아기 화강암, □, 트라이아스기 화강

암; ○, 쥬라기 화강암; △, 백악기 화강암; *, 백악기 화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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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하수의 수리지화학  특성

     국내의 지하수에 한 지구화학  연구는 부분 수자원의 개발, 오염원 규명  탄

산수와 같은 온천수 개발을 목 으로 수행되어져 왔으며, 방사성페기물 처분을 한 목

으로 수행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김선 과 안종성, 1993; 정찬호 등 1994, 1995; 용

원, 1995; 용원과 김선 , 1996; 이종운 등 1996). 지하수의 수리화학  특성은 부존 지

역의 지질학  특징  오염원의 존재에 따라 다양하며,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부존 심도

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성 지역에 부존하는 지하수계의 지구화

학  특성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지하수 화학성분은 방사성폐기물의 지질학  처분

을 한 평가에 있어서 매우질학요하다. 화강암과 편마암과 같은 결정질 암석은 방사성폐

기물의 처분지로서 합한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재까지 국내 심부 지하수에 한 

지구화학  특성 연구로는 화강암지역에 한 이종운(1997a), 고용권련 한한한), 배 석련 한한픲) 

등이 있으며, 변성퇴 암류지역에 한 연구로는 이종운(1997핢), 정찬호(199픸)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심부 지하수  지열수의 지구화학  특성 자료를 정리하면 표 3.3.12와 

같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지구화학  특성은 높은 pH(6-10), 낮은 Eh(무산소, Fe(II), 

sulfide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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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

는 조건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기한 기 을 상으로 수행

되어진 연구가 미비하여, 이들 자료  일부만을 정리하 다. 표 3.3.12에는 심부 지하수 

 지열수의 심도, pH, Eh, TDS, DOC, Ca와 Mg 농도  지질(암석)에 한 자료가 정

리되어 있다. 

     국의 화강암질암 내 심부 지하수(300m 이하의 심도)의 종합 인 지구화학  특성

은 이종운 외(1997a)에 정리되어 있다. 국내 화강암질암에서 산출하는 심부 지하수의 pH

는 6.5에서 9.8의 범 이며, Eh는 -173 mV에서 126 mV 까지의 범 를 보이나 부분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DS는 56-763 mg/l이며, Ca
2+
과 Mg

2+
 이온의 

합은 0.9에서 174.5 mg/l의 범 로 나타나고 있다(이종운 외, 1997a). 

     한편, 국의 변성퇴 암 내 지하수에 한 지구화학  자료는 이종운 외(1997b)에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심도 300m 이하의 심부 지하수에 한 자료  시료 채취를 수행

하지 못하여, 간 지하수에 한 자료를 기재하 다. 이에 따르면 국내 변성퇴 암에서 

산출되는 간 지하수는 pH가 6.8에서 8.5의 범 를 보이며, Eh는 -40 mV에서 458 mV

의 범 를 갖으나, 부분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변성퇴 암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기 보다는 지하수의 심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종운 외, 1997b). 



- 142 -

지역
행정

구역

지하수 

type

심도

(m)
pH

Eh

(mV)

EC

(μs/cm

)

TDS

(mg/l)

[Ca+

 Mg]

(mg/l)

DOC

(mg/l)
암석

참고

문헌

국 국
심부

지하수

300

이상

6.5-

9.8

-173

∼

126

58-

1220

56-

763

0.9-

174.5
- 화강암질암 (1)

국 국
간

지하수
100-300

6.8-

8.5

-40

∼

458

86-

331

65-

306

6.8-

62.8
-

변성

퇴 암류
(2)

부곡
경남

창녕

hot

온천수
240-300

8.1-

8.9

-124

∼

-68

363-635 -
3.2-

30.1
- 백악기

퇴 암

(진동층)

(3)
warm

온천수
325-450

8.9-

9.6

-167 ∼

-120
292-362 -

1.1-

7.6
-

원
충북

원

탄산

온천수
200-558

5.7-

6.4

25

∼

85

1250-

2830

1173-

2721

174.7-4

02.5

13.6-21.

8
생  

화강암질암
(4)

알칼리

온천수
200-400

9.1-

9.5

-136

∼

-128

167-

296

168-

254

2.0-

7.6

1.0-

1.3

문경
경북

문경

탄산

온천수
547-800

5.8-

6.5

-98

∼

48

466-

2450

400-

2682

63.4-

592.2
-

백악기

화강암
(5)

알칼리

온천수
781-900

9.1-

10.4

-128

∼

-84

132-

158

72-

116

4.0-

8.6
-

풍기
경북

주

심부

지하수
500-810

9.4-

9.8

-246

∼

-143

194-

237

167-

205

1.5-

4.5
-

선캠 리아

기 편마암
(6)

천
경북

천

심부

지하수
200-600

7.1-

8.3

-56.2

∼

-5.5

123-

226

124-

184

12.3-

29.5
-

백악기

흑운모

화강암

(7)

유성
유성

심부

지하수
250-360

6.5-

7.5

130

∼

199

298-

549

314-

411

20.4-

56.7
-

생

복운모

화강암

(8)

논산
충남

논산

심부

지하수

554-

928

8.8-

10.4
- -

74-

108

20.4-

56.7
-

변성퇴 암

류(옥천 )
(9)

유성
유성

심부

지하수

30-

456

7.7-

10.3

-256

∼

-63

- - - - 화강암 (10)

표 3.3.12. 국 심부 지하수  지열수의 지구화학  특성 자료

  (1) 이종운, 효택, 용원, 1997, 국내 화강암질암내 심부지하수의 지구화학  특성, 지하수환경, 제4권 4

호, p. 199-211.

  (2) 이종운, 효택, 용원, 1997, 수층 지질  온도에 따른 국내 지하수의 지구화학  특징 - 화강암질

암애 지하수와의 비교연구, 지하수환경, 제4권 4호, p. 212-222.

  (3) 윤성택, 고용권, 김천수, 소칠섭, 1998, Geochemistry of Geothermal Waters in Korea: Environmental 

Isotope and Hydrothermal Characteristics I. Bugok Area, 자원환경지질, 제31권 3호, p. 185-199.

  (4) 고용권, 윤성택, 김천수, 최 수, 김건 , 1999, 원 지역 탄산수의 지구화학  진화, 자원환경지질, 제

32권 5호, p. 469-483.

  (5) 고용권, 김천수, 배 석, 이동익, 2000, 문경지역 심부지하수의 수리화학  환경동 원소 연구, 자원환

경지질, 제33권 6호, p. 469-489.

  (6) 윤성택, 채기탁, 고용권, 김상렬, 최병 , 이병호, 김성용, 1998, 풍기 지역 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  환

경동 원소 특성 연구, 지하수환경, 제 5권 4호, p. 177-191.

  (7) 고용권, 김천수, 배 석, 윤성택, 1998, Geochemical Modeling of Groundwater in Granitic Terrain: the 

Yeongcheon Area, 지하수환경, 제5권 4호, p. 192-202.

  (8) 김건 , 고용권, 김천수, 배 석, 박맹언, 2000, 유성 지역 지열수의 지구화학  특성 연구, 지하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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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권 1호, p. 32-46.

  (9) 임 철, 조병욱, 2004, 충남 논산군 수락리 일  심부지하수의 수질특성, 지구물리, 제7권 2호, p. 

113-120.

  (10) 배 석, 고용권, 김건 , 김천수, 김경수, 2002,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를 한 심부 시추공지하수의 지

화학특성,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추계학술발표회(부산 학교), p, 335-338.

     한편, 각 지역별-지질별 심부 지하수  지열수의 지구화학  특성(pH, Eh, TDS, 

DOC 등)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 지역은 백악기 륙 기원의 퇴 암인 진

동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지하수는 지열수로서 온도에 따라 hot 지열수  

warm 지열수로 나  수 있다. Hot 지열수(심도: 지하 240-300m)는, pH가 8.4에서 8.9의 

범 를 가지며, Eh는 -124에서 -68 mV, EC는 363-635 μs/cm, [Ca
2+
 + Mg

2+
] 농도가 

3.2-30.1의 범 를 갖는다. 한편, warm 지열수(심도: 지하 325-450m)는 pH가 8.9에서 9.6

의 범 를 가지며, Eh는 -167에서 -120 mV, EC는 292-362 μs/cm, [Ca
2+
 + Mg

2+
] 농도

가 1.1-7.6의 범 이다(윤성택 외, 1998a). 

     충청남도 원군 지역은 선캠 리아기 편마암과 생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화학조성에 따라 탄산수와 알칼리 지하수로 구분된다. 탄산수(심도: 지하 

200-558m)는, pH가 5.7에서 6.4의 범 를 가지며, Eh는 25에서 85 mV, TDS는 

1173-2721 mg/l, [Ca
2+
 + Mg

2+
] 농도가 174.7-402.5의 범 를 갖는다. DOC는 13.6에서 

21.8 mg/l의 범 를 보여 다. 한편, 알칼리 지하수(심도: 지하 200-400m)는 pH가 9.1에

서 9.5의 범 를 가지며, Eh는 -136에서 -128 mV, TDS는 168-254 mV, [Ca
2+
 + Mg

2+
] 

농도가 2.0-7.6의 범 이다. DOC는 1.0-1.3 mg/l의 범 를 갖는다(고용권 외, 1999).

     경상북도 문경 지역은 체 으로는 옥천습곡 의 앙부에 해당되며, 선캠 리아기

의 변성암류를 기반암으로 하여, 시 미상의 옥 층군, 고생  캠 리아-오르도비스기

의 조선 층군과 이들을 입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지역의 심부 지하수는 화

학조성에 따라 탄산수와 알칼리 지하수로 구분된다. 탄산수(심도: 지하 547-800m)는, pH

가 5.8에서 6.5의 범 를 가지며, Eh는 -98에서 48 mV, TDS는 400-2682 mg/l, [Ca
2+
 + 

Mg
2+
] 농도가 63.4-592.2의 범 를 갖는다. 한편, 알칼리 지하수(심도: 지하 781-900m)는 

pH가 9.1에서 10.4의 범 를 가지며, Eh는 -128에서 -84 mV, TDS는 72-116 mV, [Ca
2+
 

+ Mg
2+
] 농도가 4.0-8.6 mg/l의 범 이다(고용권 외, 2000).

     경상북도 주시 풍기 지역은 주로 화강편마암,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 반상변정질 

편마암으로 구성되는 선캠 리아기의 소  ‘소백산 편마암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지역의 심부 지하수(심도 500-810m)의 pH는 9.4-9.8의 범 를 가지며, Eh는 -246에서 

-143 mV, TDS는 167에서 205 mg/l의 범 를 보인다. 한편 [Ca
2+
 + Mg

2+
] 농도는 1.5에

서 4.5 mg/l의 범 를 갖는다(윤성택 외, 1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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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천 지역의 지질은 백악기 경상분지의 퇴 암, 변성암  심성암으로 구

성되어 있다. 구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으로서, 셰일, 사질 셰질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산암은 응회암과 암산암-유문암질 각력암으로 구성된다. 흑운모 화강암이 가장 

은 연령을 가지는 암석이다. 본 지역의 심부 지하수는 천도수 터  내 암석 쇄 에

서 직  채취한 것으로 지표로부터 심도는 약 200에서 600m 범 인 것으로 단된다. 지

하수의 pH는 7.1-8.3이며, Eh는 -56.2에서 -5.5 mV의 범 를 갖는다. TDS의 농도는 

124-184 mg/l이며, [Ca
2+
 + Mg

2+
] 농도는 12.3에서 29.5 mg/l의 범 를 갖는다(고용권 외, 

1998).

     역시 유성 지역의 지질은 생  심성암류가 시 미상의 변성퇴 암류를 

입하고 있다. 본 지역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심성암류는 크게 시 미상의 편상화강암과 

생  복운모 화강암으로 나뉘어진다. 본 지역의 심부 지하수(심도 250-360m)는 생  

복운모 화강암에서 산출되며 pH 범 가 6.5-7.5이며, 양(+)의 Eh 값(h 0-199 mV)을 보이

고 있다. TDS는 314 화11 mg/l 이하로서 낮은 함량의 범 를 보이고 있으며, Ca
2+
과 

Mg
2+
 이온의 합은 20.4에서 56.7 mg/l의 범 로 나타나고 있다(김건  외, 2000). 하지만 

배 석 외(2002)에 의한 본 지역의 심부 지하수의 Eh 자료는 다르게 나타났다(즉, 음(-)

의 값을 가짐).

     충청남도 논산군 벌곡면의 지질은 소  옥천변성퇴 암류의 창리층과 이를 피복한 

백악기 응회암, 창리층을 입한 백악기의 반암류가 분포하고 있다. 심부 지하수는 변성

퇴 암류인 창리층에서 산출되며, 심도는 약 554-928 m 이다. 심부 지하수의 pH는 8.8에

서 10.4의 범 이나, 부분이 pH 10을 과하고 있다. Eh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임

철과 조병욱, 2004). 

     심부 지하수에 한 지구화학  특성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 선정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 그 이유는 방사성폐기물이 장되는 지하 심부에서는, 지하수에 의해 오래 기

간에 걸쳐 canister 등 인공 인 장비를 부식시켜 방사성 핵종을 주변 환경  생태계에 

방출시킨다. 하지만 지하수  주변 지질의 물-암석반응을 통해 핵종의 흡착 등에 의한 

지질학  방벽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의 조건으로 필수 인 것 의 하나는 처분장 심도에 지하수

가 없거나 매우 어야 한다는 것이다(Angino, 1977). 하지만 우리나라의 결정질암은 

쇄 가 발달되어 있으며, 처분장의 건설 시 혹은 처분 후의 방사능 붕괴열 발생으로 인한 

미세 리 발생  확장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 유동의 통로를 제공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상기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화강암질암은 강도가 높아 처분공동이 건설  유지에 유리하고 지하수량이 으며 



- 145 -

부분의 지하수 조성은 canister에 해 비부식성이므롤 세계 으로 효과 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 상 암종으로 취 되고 있다(Krauskopf, 1988), 특히 국내의 경우 화강암질

암(화강암  화강편마암)의 분포 면 은 국토의 반 이상을 하고 있으므로 기술외 으

로도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의 선정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이종운 외, 1997a). 

     술한 국내 심부 지하수  지열수의 지구화학  특성을 통하여, 국의 지질별 심

부 지하수의 특성이 방사성페기물 처분장에 합한지를 알아보았다. 국내의 화강암질암과 

변성퇴 암류 내 지하수를 비교하면, pH는 두 암상에서 모두 6-10의 범 를 보이고 있으

나, Eh의 경우에는 화강암질에서 음(-)의 값을 보이는 반면, 변성퇴 암에서는 부분 양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술한 바와 같이 변성퇴 암은 낮은 심도에서 채취한 지하수

이기 때문에 양(+)의 Eh 값을 갖는 것으로 단되기 때문에 재로서는 방사성폐기물 처

분 지역의 정량  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종운, 1997a, 1997b). 

     다음은 각 지역별  지질별 심부 지하수  지열수를 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장으로서의 합성을 분석하 다.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 지역의 지하수(지열수)는 온도에 계없이 모든 지하수가 높

은 pH(8.1-9.6)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음(-)의 Eh 값을 나타내고 있다. TDS는 측정하지 

않았으나, EC 값을 기 으로 추정하여 본 결과, TDS 값이 100 g/l에 크게 못 미치는 것

으로 단된다. 한편 Ca  Mg 이온의 합이 부분 4 mg/l를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부곡 지역의 퇴 암 내의 지하수(지열수)는 비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지

구화학  조건에 비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단된다(윤성택 외, 1998a).

     충청남도 원 지역의 지하수는 주로 화강암질암 내에서 산출되며, 이들  탄산수

는 비교  낮은 pH(5.7-6.4)를 가지며, Eh가 양(+)의 값을 갖는다. 반면 알칼리 지하수는 

높은 pH(9.1-9.5)를 보여주며, 음(-)의 Eh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알칼리 지하수는 낮

은 DCO함량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원 지역의 화강암질암에서 산출되는 심부 지하

수  탄산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지구화학  조건을 비교  잘 만족시키고 있으나, 

탄산수는 그 지 못하다(고용권 외, 1999).

     경상북도 문경 지역의 지하수는 주로 화강암에서 산출된다. 이들  탄산수는 비교

 낮은 pH 범 를 보이며, 양(+)의 Eh 값을 보이기도 하지만 부분 음(-)의 Eh 값을 

보이고 있다. TDS  Ca-Mg 이온은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알칼리 지하수는 

비교  높은 pH(9.1-10.4)를 보이며, Eh 값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TDS  

Ca-Mg 이온의 농도는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문경 지역의 지하수  탄산수는 체

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지구화학  조건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나, 탄산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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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서 pH 값이 다소 낮으며, 알칼리 지하수에서는 오히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신 한 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용권 외, 2000). 

     경상북도 풍기 지역의 심부 지하수는 선캠 리아기의 편마암에서 산출되며, 높은 

pH 범 (8.4-9.8)를 나타내며, 음(-)의 Eh 값을 보이고 있다. 한 TDS는 205 mg/l 이하

로서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으며, Ca
2+
과 Mg

2+
 이온의 합은 1.5에서 4.5 mg/l의 범 로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Ca과 Mg 이온 농도의 합이 낮은 것을 제외하면, 체

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다고 단된다(윤성택 외, 1998b).

     경상북도 천 지역의 심부 지하수는 백악기 흑운모 화강암에서 산출되며, pH 범

가 7.1-8.3이며, 음(-)의 Eh 값을 보이고 있다. 한 TDS는 124-184 mg/l 이하로서 낮은 

함량의 범 를 보이고 있으며, Ca
2+
과 Mg

2+
 이온의 합은 12.3에서 29.5 mg/l의 범 로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체 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다고 단된다

(고용권 외, 1998).

     구 역시 유성 지역의 심부 지하수는 Eh 값이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조건 에서 가장 요한 용존 산소에 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

고 있다. 이외에 pH, TDS 등 다른 조건은 비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조건에 잘 부

합되고 있으나, 양(+)의 Eh 값을 보인다는 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합하지 않

은 것으로 단된다(김건  외, 2000).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배 석 외(2002)에 의한 본 지역의 심부 지하수의 Eh 자

료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유성 지역의 화강암 내 다 패커시스템이 설치된 심부시

추공으로부터 채취한 심도별 심부 지하수는 pH가 약 10.0이며, Eh는 음(-)의 값을 갖는

다. 따라서  유성지역의 화강암에서 산출되는 심부 지하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

로 합한 조건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 인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평가가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용존의 결정질 암석 내 지하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부분의 처분 장소(심도)에서 

용존 산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Laakosoharju et al., 1993, and 

Laassoharju et al., 1998). 지하수 내에 용존 산소가 존재하면, copper canister의 부식을 

래한다. 지하수 내의 황화합물은 한 copper canister를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산소

가 황화합물보다 훨씬 더 문제이다. 왜냐하면 산소는 pitting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존산소가 없다는 증거는 canister를 온 하게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 인 사항

이다. 용존 산소는 한 buffer와 암석 내에서 연료(fuel)의 용해, 용해도  흡착 성질에 

향을 다. 지하수 내에 용존산소가 없다는 것을 지시하는데 이용되는 여러 화학  인

자(parameters)들이 있다. 지하수 내에 용존산소의 존재는 산화-환원 (Eh, the re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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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을 측정함으로서 알 수 있다. 만약 용존산소가 존재한다면 측정된 값은 양의 값

을 갖는다. 산화-환원 는 물 내의 철 II/III ratio 는 황화물(sulphide) 는 다른 황

화합물(sulphur compounds)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용존산소가 없다면, 이것은 일반

으로 심부 지하수의 경우이며, 보통 음의 값을 갖는다(즉 산화-환원 가 음의 값을 갖

는다). Eh는 수리지화학  borehole 조사 기간 동안 연속 으로 측정하며, 이는 실제 조

사 기간(actual investigation campaign) 동안 유용한 조건에 정보를 제공해 다. 어떤 경

우에는, 믿을 만한 Eh 값을 얻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지하수의 채취가 어려운 지역 는 

철과 황화물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그 다. 이럴 때는 Fe
2+
, Mn

2+
 는 HS

-
의 존재가 용

존산소가 없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조사 기간 동안 채취된 시료를 이용

하여 분석된다. 용존 산소가 처분장의 장 심도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canister isolation에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최소한 다음 

 한 가지는 만족하여야 한다; (1) 음의 값을 갖는 Eh, (2) Fe
2+
 의 산출, (3) HS

-
 의 산

출. 만약 그 지 못할 경우에는 용존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스웨덴  핀란드 심부 지하수의 측정 자료에 의하면 상기한 조건을 항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심도에서 Eh 값은 음의 값을 가지며, Fe2+ 농도는 5μg/l - 

10mg/l, 황화물의 농도는 0.01 - 5mg/l의 범 에 있다.

     Site investigation 동안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 을 경우에는 보다 

더욱 심도 있는 화학  평가가 요구된다. Fe(II)  황화 물, 즉 황철석  흑운모 등과 

같은 물에 한 연구는 산화-환원 상태를 보다 명확히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인 연구를 통해서도 산소가 없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이 장소는 처분장으로 합하

지 않다.

     결정질 암석의 pH 조건에 한 많은 경험과 자료들이 있다. pH는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방해석/탄산염 물 system에 의해서 조 된다. 지하수의 pH는 주로 canister 부

식과 핵종의 흡착  용해도에 향을 미친다.

     심도 100m 이하의 지하수는 pH 값이 6-10 사이인 것이 선호된다. 이 범 의 모든 

pH 값은 원칙 으로 합하다. 심도 100m 이상의 지하수에는 선호되는 pH 값이 없다. 

이와 같은 선호 조건은 무엇보다도 흡착계수(“Kd values")가 특정 pH 범 에 의해 결정

되기 때문이다. 만약 값이 범  밖에 있으면, 보다 많은 자료가 요구된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지하수로부터 측정된 자료에 의하면, 심도 100m 이하의 pH 는 

일반 으로 6에서 10 사이의 값을 갖는다. 하지만 이 범 에서 벗어난 값(높은 pH 값)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도 100m 이상에서는 낮은 pH 값이 나타난다.

     심도 100m 이하에서 pH는 6-10사이의 값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러한 기 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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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흡착계수에 한 심도 있는 분석  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하며, 

시료채취도 더 수행해야 한다. 안약 pH 값이 상기한 범 를 벗어나면, 좋은 처분장소라

고 할 수 없다.

     Total salinity (TDS = "Total Dissolved Solids")은 주로 벤토나이트의 안정성과 핵

종의 흡착에 향을 다. 만약 TDS가 매우 크다면, 벤토나이트의 팽창 능력이 감소하며

(Karnland, 1997), TDS의 농도가 100 g/l를 과할 때에는 완충제의 팽창능력이 도 

2,000 kg/m
3
인 벤토나이트의 반 이상으로 감소한다. 높은 염농도(salinity) 역시 암석의 

핵종 흡착 능력을 감소시킨다. 매우 높은 염도(salinity) (TDS>200 g/l)는 매우 낮은 pH 

(pH<3) 일 경우에, copper의 안정성에 향을 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pH는 처분 심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는 물과 물의 반응에 기인한다(Stumm and Morgan, 

1996).

     스웨덴의 심부 지하수의 자료에 의하면, 심도 1,000m 이하에서 TDS는 0-35 g/l 범

의 값을 갖는다. 보다 깊은 심도에서 더 높은 농도를 발생한다. 심도 1,700m에서 100 

g/l 이상의 농도가 나타나기도 한다. 높은 TDS를 갖는 지하수의 깊이는 해안보다는 내륙

이 일반 으로 더 깊다. 핀란드에서는 800m 심도 이하에서 TDS가 70 g/l로 측정되었다. 

경험상 높은 농도를 갖는 TDS는 비교  해안 근처 는 비교  평평한 지역에서 잘 나

타난다.

     DOC는 용액내의 총 유기 탄소로서 측정되는 유기물질의 양이다. 물 내의 유기 물

질의 양은 박테리아의 작용에 의해 황산염(sulphate)를 황화물(sulphide)로 변환시킨다.

스웨덴의 지하수의 sulphide 농도는 일반 으로 황화물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졌을 때 고

체 물로서 황화물이 침 되는 것으로 인해 제한된다. 고체 물은 무엇보다도 철과의 

반응에 의해서 형성된다. 게다가, 완충제는 황화물이 canister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계산에 의하면, sulphide의 농도가 약 1 mg/l 일때, copper canister를 1cm 부식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천만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높은 농도의 질소  인 화합물(nitrogen and phosphorus compounds)은 바람직하

지 못한데, 이는 이들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진시키기 때문이다. 높은 농도의 질산화합

물은 copper 내에 stress corrosion cracking를 일으킬 수 있다.

     벤토나이트의 안정성은 Na
+
, Ca

2+
  Mg

2+
의 농도에 의해 향을 받는다. 낮은 농도

는 벤토나이트 gel의 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로부터 콜로이드 입자는 지하수에 

의해 멀리 이동되어질 수 있다. 처분 심도에서 Ca
2+
  Mg

2+
의 합이 4 mg/l 이상이 유리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농도는 좋지 않다. 

     콜로이드, humic and fulvic acids, 자유 가스(H2, N2, CH4, CO2, He and Ar)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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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아는 핵종의 이동 조건에 향을 다. 를 들어, 흡착된 상채로 존재하는 핵종은 

콜로이달 입자와 함께 물에 의해서 이동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동 과정은 일반 으로 

심부 지하수에서 나타나는 콜로이드 농도에서는 완 히 무시할 만하다. 이와 비슷한 방법

으로, gas bubble와 박테리아도 핵종의 이동매개체 역할을 한다. Humic  fulvic 산과의 

화합물 형성은 일부 핵종의 흡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낮은 콜로이드 (<0.5 mg/l)  자

유 가스(bubbles)가 처분 심도에서 선호되는데, 이는 이러한 변수들이 핵종의 이동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용존 H2 는 CH4의 존재는 반 로 환원환경을 지시하기 때문에 심

부 처분의 견지에서 볼 때 유리하다. 낮은 암모늄(NH4+) 농도가 선호되나, 어느 정도인

지는 아직 연구 에 있다. 

     Ra  Rn 농도는 처분시설의 건설 기간 동안에 어떤 안  측정이 필요한지에 한 

결정에 향을 다. 이들 농도는 기반암의 U  Th 의 농도와 련이 있으며, 따라서 

암석 종류에 따라 추정되어 질 수 있다. 낮은 Ra  Rn 농도는 작업환경에서 선호되며, 

만약 이들의 농도가 높다면 한 보호 설비(통풍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방사성페기물 처분장 평가를 한 지하수  주변 지질(암석  물)에 

한 지구화학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한 지하수의 지구화학  

조건을 비교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평가

를 하여, 국내 화강암질암을 심으로 지하수  물-암석 상호반응에 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종합 인 지구화학  자료에 의한 처분장 평가가 가능

할 것으로 기 된다. 

     지 까지의 국내의 심부 지하수에서 측정된 자료에 의하면, 많은 심부 지하수에서 

음(-)의 Eh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도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Eh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지역의 지질학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측정 방법

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 이고 정 한 자료의 축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심부 지하수의 pH 역시 부분 6-10의 범 에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pH 10이상

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TDS 농도는 부분 3 g/l 이하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분석된 DOC 농도도 낮은 편이다. 

     향후 많은 조사  분석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가 축 되어야겠으나, 재까지

의 심부 지하수의 지구화학  특성 자료로 볼 때, 심도는 300 m 이상, 음(-)의 Eh 값, 높

은 pH (6-10), 낮은 TDS (5 g/l)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화강암질암(특히, 화강암)이 가장 합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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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열-역학  특성에 기인한 암반공학  요소

     가. 기응력

     일반 으로 지하공동의 굴착으로 주변암반에 발생되는 안정성 문제는 지 암반의 

기응력조건과 암반강도 조건에 상당한 향을 받는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

이 심도가 깊은 지역에서는 과도한 응력 발생에 의한 취성 괴의 우려가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에 국내 기응력의 분포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그동안 측정된 장 수압 쇄자

료를 바탕으로 경기육괴, 경상분지, 옥천습곡  등 주요 지체구조구 역에 형성되어 있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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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도별 응력이방성이 다른 역에 비

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상분지 자체는 퇴 지층을 기반으

로 하고 있으나 기응력측정이 경상분지내 생 에서 신생  3기에 걸쳐 발생된 여러 

차례의 조산운동으로부터 형성된 화성암 지역과 규모 단층 의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주원인의 하나로 여겨진다.

     개별 지체구조구 역에서 최  수평응력의 평균 방향성은 NE∼ENE 방향으로 

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  수평응력의 작용방향이 경기육괴 역의 

경우 진북기  50°∼90° (N50°E∼EW)에 집 된 반면, 경상분지에서는 10°∼70° (N10°E

∼N70°E)의 넓은 범 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습곡 에서는 자료의 수가 충분

하지 않아 표성을 가지기는 다소 어려우나 60°∼90° (N60°E∼EW) 범 에서 상 으

로 높은 빈도를 보 다.

     수압 쇄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된 국내 기응력의 제반분포특성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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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그림 

3.3.24). 수평응력 성분과 심도 상호간의 상 성 분석결과에서는 다음 선형 회귀식이 가장 

높은 상 성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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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평응력의 작용방향은 특정 방향성을 나타내기 보다는 심도별로 큰 이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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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4. 수평응력성분의 심도별 변화.

   ∙ 국내 주요 산맥들의 분포는 NS∼NE 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그림 3.3.25). 따라

서 NS∼NE 방향으로 발달된 재의 주요 산계들은 생  백악기에서 신생  3기에 걸

쳐 EW∼NW 방향으로 발생된 여러 규모 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지질학  연

구결과에 근거하여 재 국내 암반내 형성되어 있는 최  수평응력장은 EW∼NW 방향

이 우세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기응력 측정결과에 의하면 최  수평응력의 

방향성은 평균 으로는 지질학 으로 추정된 방향에 부합된 경향을 나타내나, 조사가 수

행된 지역이나 지질조건, 규모 단층의 존재 여부  치에 따라 큰 이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m∼310m 심도구간에서의 평균 측압계수는 0.52∼4.91 범 , 최  측압계수는 

0.83∼5.63 범 로 큰 분산도를 가지며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26). 다음 식은 

심도에 따른 평균측압계수 와 의 상한과 하한 경계를 나타낸다. 

  

    

심도증가에 따라 측압계수의 분포 범 가 좁아지며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나, 지역에 따

라 100m 이상의 심도 구간에도 3.0 이상의 높은 측압계수를 나타내는 과잉 수평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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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25. 최 수평응력 의 평균방향성 분포도.

   

                   (a)                                 (b) 

그림 3.3.26. 심도에 따른 측압계수(K)의 변화.

   ∙ 수평 응력비는 1.03∼1.95 범 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부에서 천부

역으로 갈수록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심도 50m 미만에서 측정된 자료의 경우 

지형의 향을 받는 지역에 비해 평탄한 지역의 수평응력비가 상 으로 낮은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측압계수 변화 형태를 바탕으로 기응력의 심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분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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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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  

특성에 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김교원, 김수

정(2006)에 의해 수행된 한반도의 암종별 공학  특성의 상 성 분석결과를 심으로 살

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약 6,000 여개의 시험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국내 암종별 물

리   공학  특성을 규명하 다.

   ∙ 암종별 일축압축강도는 그림 3.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질암인 화강암과 편마

암이 퇴 암에 비하여 높은 강도를 보이는데, 일부 결정질암석과 사암은 2,000   이

상의 강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한 천 성 등(2008)에 의한 주요 암종별 역학  물성

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으로 화강암과 사암이 편마암이나 안산암에 비해 높은 강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암종별 인장강도는 그림 3.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 암이나 결정질암석이나 강

도 자체의 특징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암석의 인장강도가 암석내부의 미

세결함에 의하여 지배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 암석의 률은 그림 3.3.29와 같이 셰일의 률이 다른 암석에 비하여 하게 낮

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화강암에서도 낮은 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암석의 풍화

도에 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천 성 등(2008)에 의한 률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화강암이 편마암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나 안산암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값을 보여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착력과 내부마찰각의 분포는 각각 그림 3.3.30과 그림 3.3.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으로 정규분포에 가까운 양상을 나타내며, 화강암의 평균 착력이 다른 암석에 비

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고 내부마찰각은 평균치가 50-60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이

며 분산도도 다소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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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암종별 일축압축강도의 분포

특성.

그림 3.3.28. 암종별 인장강도의 분포특

성.

그림 3.3.29. 암종별 률의 분포특성.

그림 3.3.30. 암종별 착력의 분포특성.
그림 3.3.31. 암종별 내부마찰각의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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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암종별 특성치의 분포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축압축강도를 제외한 암석특성은 

반 으로 정규분포 양상을 나타내었다. 암종별 강도특성은 퇴 암의 경우 사암과 석회

암이 셰일보다 반 으로 양호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심부 지하 구조물의 건

설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화강암과 편마암의 경우 유사하게 퇴 암보다 우수한 강도특

성을 보 다.

     다. 암종별 임계변형률 특성

     임계변형률은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장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 으로 실험실시험으로부터 구해진 일축압축강도와 률로부터 임계변형률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계변형률은 괴시의 변형률보다 항상 작게 나타난다(Sakurai, 

1981). 실험실시험에서 구한 임계변형률을 지암반에 용하는 방법이 요한 해결과제로

서, 토질의 경우 실험실시험의 임계변형률과 장 토질의 임계변형률이 거의 일치하지만 

암반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실시험에서 구해진 암석과 지암반사이의 계를 규

명해야 한다. 한 실험실과 지암반사이의 임계변형률의 계는 암종에 따라 달리 나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심부 지하구조물의 안 기

을 수립하기 해서는 국내 암석에 한 많은 양의 임계변형률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2007)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국내 암석물성자료에 해 일

축압축강도, 탄성계수, 임계변형률, 기응력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약 1,200건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일축압축강도는 최  4 MPa에서 최  325 MPa의 범 를 나타

내었으며, 탄성계수는 0.2 GPa에서 80.1 GPa의 범 를, 임계변형률은 0.05%에서 2%의 

범 를 보 다. 그림 3.3.32는 실험실시험에서 얻어진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에 해 도

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는 선형 인 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들에 한 회귀분석에서 선형회귀분석이 가장 높은 상 계(R
2
=0.682)를 보

으며, (탄성계수)= 6.271+ 0.216*(일축압축강도)의 계를 보 다. 

     그림 3.3.33과 그림 3.3.34는 일축압축강도와 임계변형률 사이의 계를 나타낸다.  

흙과 암석에 한 임계변형률과 일축압축강도를 분석한 박시  등(2007)의 연구에 따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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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a인 경암에 이르기 까지 그 분산폭이 강도에 크게 향을 

받지 않으며 일정한 범  내 (약 10%)에서 연속 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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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2. 실험실시험에서 얻어진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와의 계.

그림 3.3.33. 실내시험에서 산정한 임계변형률.

그림 3.3.34. 암종에 따른 임계변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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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ISRM(1981)에서 제시한 암석과 흙의 경계기 인 일축압축강도 1 MPa 이

상의 암석을 상으로 조사된 연구에서는, 약 40 MPa 이하의 일축압축강도를 제외한 범

에서 임계변형률은 일축압축강도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3.3.32에서와 같이 일축압축강도가 탄성계수와 비례 계를 보이고, 임계변형률은 이들의 

계로 정의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계변형률을 그림 3.3.34에서와 같이 암종으로 구분

하는 경우 암종에 따라 다른 형태의 경향성을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나, 실험 자료

의 부족으로 명확한 경향성을 단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임계변형률과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의 계, 그리고 암종에 따른 변화경향 

등은 지속 인 자료추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계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 

향후 추가 인 자료 확보를 통하여 국내 암종에 한 임계변형률의 경향을 뚜렷하게 확

인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향후 시공 장에 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 국내 지

질조건과 시공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의 추가가 요구된다.

     그림 3.3.35는 Hoek(2006)이 제안한 기응력과 일축압축강도를 고려한 무차원 임계

변형률에 해 분석한 그래 이다. 낮은 일축압축강도/ 기응력의 조건에서는 임계변형률

의 분포가 넓게 나타났으나 일축압축강도/ 기응력이 높은 경우 일정한 임계변형률 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35. 지응력으로 무차원화된 임계변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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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온경사

     지층의 심도별 온도는 굴착된 시추공에서의 온도검층 등으로부터 측정하게 되며, 측

정된 지온자료로부터 심도에 따른 지온변화율을 계산하여 지온경사(geothermal gradient) 

는 지온증가율을 산출한다. 이러한 지온증가율의 계산에 필요한 심도별 지층의 온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시추공이 필요하며, 이미 국내에는 지하수 개발  온천 개발 등을 목

으로 다수의 시추공이 국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그림 3.3.36은 국에 분포하는 심도 300m 이상의 시추공  696개의 시추공으로부

터 얻은 온도검층 자료에서 지온경사 산출이 가능한 580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지온

증가율 분포를 보여 다 (송윤호 등, 2005). 국내의 지온경사 분포도에 의하면, 18.6~62.3 

℃/km 범 를 나타내었고, 서부와 동해안변을 따라 남동부 지역까지 약 40~74 ℃/km

로 높은 이상 값을 보인다. 국내에서 지온경사가 높은 지역은 경북 포항과 경산 주변, 강

원 속 , 오색 주변, 경남 고성주변, 충북 수안보 주변,  유성 주변, 경기 이천과 포천 

주변, 강화 석모도 주변 등이다. 반면 지온경사가 낮은 지역은 소백산과 지리산 편마암 

복합체와 경기 편마암 복합체가 치한 곳이 두드러지며, 남 해안지역과 일부 충청권이 

이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평균 지온경사는 약 25.7℃/km으로 추정된다(김미성 등, 

2005).

그림 3.3.36. 국내 산재된 심부 굴착공의 치와 지온경사 분포도 (송윤호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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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암종별 특징은 퇴 암류 분포지역이 비교  높은 지열류량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성암류, 변성암류 순이다. 이는 심부에 화성암류의 방사능 동 원소의 붕괴열

이나 화성활동에 의한 잔류열이 열 도도가 비교  낮은 퇴 암류가 덮 서 열을 보존하

고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지층 생성시 별로는 은 지층은 신생  지층 분포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이 생 , 고생  지층 분포지역이고 원생 , 시생  지층 분포

지역은 낮은 지열류량 값을 보인다. 

     한 우리나라 반 인 지열 이상 는 지온경사 분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해

안변을 따라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지체구조운동과 상당한 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반

도의 조구조선의 생성을 시기별로 구분한 자료와 지열의 증거인 온천의 분포를 비교하면 

잘 일치되고 있다 (그림 3.3.37). 이러한 특징은 지하 심부에 U, Th  K 방사능 동 원

소 함량이 많은 고온암체가 존재하고 지하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약한 지반 즉, 단층

가 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그림 3.3.37. 국내 주요 온천의 분포와 단층 구조선 (김미성 등, 2005)



- 160 -

     마. 열 도도

     일반 으로 암석의 열 도도는 지층의 노두, 시추 코아 등에서 얻어진 암석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실내에서 측정하고 있다. Zoth와 Haenel(1988)에 의하여 분석된 외국의 암

종별 열 도도에 의하면, 암석 종류마다 열 도도 측정값이 매우 넓은 범 에 분포한다. 

이는 같은 암석이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그 생성환경, 조성 성분  조직이 각기 달라서 

다양한 열 도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 으로 화성암류가 높고 퇴 암

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퇴 암 에서 돌로마이트, 안하이드라이트, 암염의 

경우는 열 도도 범 도 넓으며, 측정값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사암이나 역암의 경우

도 평균 열 도도 값은 각각 2.47, 2.46 W/m-K이나 각각의 측정값 범 는 0.8~6.6, 

0.82~5.75 W/m-K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한편 화강암의 경우는 1.25~4.45 W/m-K 범

에 평균값 3.05 W/m-K를 보인다. 

     송윤호 등(2008)이 연구한 “지하 열 자원 부존활용 정보시스템 구축”에 제시된 내용

에 의하면, Parker 등(1961)에 의해 제안된 flash method를 사용하는 Netzsch사의 LFA 

447 NanoFlash를 이용하여 약 1,516개의 열물성을 측정하 다고 한다 (그림 3.3.38).

그림 3.3.38. 국내 암석 시료의 채취 치도 (송윤호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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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호 등(2008)에 의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강암의 공극 보정된 포화상태의 열

도는 1.82~5.87 W/m-K의 범 를 가지며, 평균 열 도도는 3.31 W/m-K이다. 한편 편마

암의 공극 보정된 포화상태의 열 도도 범 는 1.63~6.74 W/m-K이며, 평균 열 도도는 

3.68 W/m-K이다. 화강암과 편마암의 열 도도 범 가 넓은 이유는 열 도도가 구성

물, 이방성 등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김형찬, 2004). 특히 석 물의 열 도도는 

7.7 W/m-K (beardsmorw and Cull, 2001)으로 석 물의 함유량에 따라 열 도도값이 

크게 달라질수 있다. 상기와 같이 측정된 국내 암종별 열 도도의 값은 그림 3.3.39와 같

다. 선과 속이 빈 동그라미는 건조상태의 열 도도의 범 와 평균을 나타낸 것이며, 실

선과 검은 동그라미는 측정된 공극율을 이용하여 포화함수로 계산된 열 도도의 범 와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퇴 암의 경우 열 도도 값이 높은 이유는 측정된 퇴 암 시료 

에 열 도도가 높게 나오는 사암  석회암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성암, 변성암, 퇴 암의 열 도도 범 는 각각 1.82~5.87 W/m-K, 1.63~3.84 

W/m-K, 2.05~7.49 W/m-K이며, 평균 열 도도는 각각 3.28 W/m-K, 3.43 W/m-K, 3.80 

W/m-K이다.

그림 3.3.39. 상온에서의 국내 암종별 열 도도 (송윤호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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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화산암  편마암 심지층 환경 기 조사 

   1.  연구지역 선정

 1차 으로 도출된 후보부지로 화산암지역 36개 지역과 편마암지역 26개 지역을 

상으로 기존 문헌과 지질학  특성을 근거로 각 암종별 2개의 후보지역을 도출하 다. 

후보부지 도출과정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국내화산암은 백악기 화산암과 제3기 화산암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서 제4

기 화산암지역은 분포  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로 제외하 다. 

제 3기 화산암은 우리나라 포항-울산일 에 주로 분포하며 미고결 혹은 연약한 화산쇄성

설 퇴 암으로 주로 분포하고, 일부지역 화산암층에서는 제올라이트 스멕타이트와 같은 

핵종흡착 능력이 뛰어난 물로 구성되지만 부분 복잡한 층서를 보이고 단일규모의 큰 

암체가 분포하지 않으므로 고  폐기물 처분부지로 부분 부 합한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백악기 화산암을 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넓은 분포면 을 가지고 단일 암종

으로 지질구조가 복잡하지 않는 지역을 도출 기 으로 하 다. 백악기 화산암체로 국내 

가장 넓게 분포하는 암종은 안산암질 화산암류와 유문암질 응회암류이다.  따라서 후보부

지의 지질은 안산암질 화산암류 지역 1곳과 유문암질 응회암류 지역 1곳 등 2개 지역으

로 압축하여 남동해안지역과 남서해안지역으로 구분하여 두 개 지역을 도출하고자 하

다.

  백악기 산성 화산암류로서 화산에서 분출한 유문암(석 조면암), 조면암, 응회암

으로 구성되고 화산암체의 규모가 8km 이상의 큰 지역으로 서해안의 1곳을 선정하 으

며, 행정구역상 라북도 부안군 부안면, 상서면, 진서면일 이다. 그리고 안산암질암 지

역으로는 동해안 지역 1곳을 선정하 으며 행정구역상으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일 이

다. 이 지역은 안산암질 화산쇄설암과 안산암의 용암으로 구성되며 서로 교호하여 산출된

다. 

   국내 편마암(편암) 지질은 변성조직과 물조성, 변성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암종

으로 구분된다. 즉, 화강암질 편마암, 호상편마암, 우백질 편마암, 반상변정질 편마암, 혼

성암질 편마암, 편암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앞 장에서도 설명된바와 같이 국내에 분

포하는 편마암류  가장 넓게 분포하는 암종은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따라서 국내 분포

하는 화강암질 편마암을 심으로 반경 8km 이상의 규모를 갖는 단일암체를 후보부지 

선정의 기 으로 하 다. 아울러 결정질 편암계 암석도 상당지역 분포하므로 편암지역  

비교  암체가 큰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지역은 동해안 1곳과 서해안 

1곳으로 동해안에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면, 손양면 일 (M-2지역)로 

주로 화강암질 편마암류가 주로 분포하는 지역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서해안 1곳은 행정

구역상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일 (M-9-1지역)로 화강편마암류와 결정편암류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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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이다. 4개의 연구용 후보지역의 치는 그림 3.4.1에서 보여 다. 

  M-2↲site

M-9-1
site ↳

↰V-1
  site

  V-13↲site

그림 3.4.1 고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후보부지 치도 

    가. 연구지역 치  지형

(1) V-1 연구지역

  본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라북도 부안군 부안면, 상서면, 진서면일 로 서쪽이 

바다와 해있다(그림 3.4.2). 지형학 으로 반도에 치하고 있는 본지역의 표 인 산

으로는 갑남산, 변산, 내변산이 있다. 동쪽은 김제시와 정읍시, 북쪽은 부안만, 남쪽은 곰

소만, 서쪽은 황해에 한다. 연구 상 범 는 체로 부안군 변산반도 일 에 해당된다. 

반도의 동측은 활한 호남평야의 일부가 되어 곡창지 를 이루지만 연구지역 일  반도

는 노령산맥에서 분리되어 생긴 산괴인데, 숲이 우거진 산과 계곡 그리고 모래해안, 암석

해안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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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V-1 연구지역 항공사진  지하수 시료채취 지 도

(2) V-13 지역  

  본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일 (그림 3.4.3)로 동부는 100m 

내외의 구릉지 이고 서부는 삼각산이 하고 있는데 두 산지 사이를 월내강과 효암강이 

류하여 동해로 유입한다. 연구지역 북동쪽으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북쪽으로 울산 울

주군 온양면·양산시 웅상읍, 서쪽으로 정 면, 남쪽으로 일 면에 하고, 남동쪽으로는 

동해와 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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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V-13 연구지역의 항공사진  지하수 시료채취 지 도

(3) M-2 지역 

   연구지역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면, 손양면 일 로 산악이  면 의 90%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4.4). 남 천 상류, 남설악계곡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다. 동

면 는 남면으로 칭하여 오던 손양면은 동쪽으로는 동해가 있으며 남쪽은 북면, 서쪽

은 설악산 일 인 서면과 해있다. 북면의 말곡리, 어성 리, 하 리, 상 리, 면옥

치리 등에 화강편마암이 주로 분포가 되어있어 후보지역으로 선정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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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M-2 지역 항공사진도와 지하수 시료채취 지 도 

(4) M-9-1지역 

   본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일 (그림 3.4.5)로 비인면은 

1914년 서천군으로 포함되어 지형이 앙지 에 있는 월명산의 동북쪽이 거의 산악지

이고 그 가운데 종천천 상류의 개석곡이 약간 있어 곡간취락 윤리가 있으며 서남해안을 

따라서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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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V-9-1 지역의 항공사진도와 지하수 시료채취 지 도

     나. 연구지역 지질특성

(1) V-1 연구지역 

   본 지역의 지질은 백악기 산성 화산암류로서 변산반도에 분포하는 산성 화산암류

는 체로 하부의 격포리층을 정합으로 덮으면서 격포분지를 채운다. 지역의 부분이 화

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서면 해안가에서 일부 충 층이 찰된다. 연구지역의 지질은 

1:25만 축척의 주- 남 지질도폭을 참고하 다(그림 3.4.6). 

그림 3.4.6. V-1 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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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성화산암류

  본 지역의 부분은 산성화산암류로 되어 있다. 최하부와 격포리 층의 최상부 흑

색 셰일사이에는 페퍼라이트 암이 나타나기도 한다. 산성 화산암류는 화산에서 분출한 유

문암(석 조면암)  조면암으로서 반정석리 때로는 반정이 없다. 반정은 석   장석, 

석기는 담색 때로는 조면상 는 유상이다. 석 조면암의 성분은  화암과 같은 산성에 속

하며, 분해는 화화암과 달리 풍화가 용이하지만 우수에 손실되기 쉬운 계로 얕고 척박

하며 건조한 양을 형성한다. 미세립의 치 한 암석인 조면암은 사질토양을 생성하며, 칼

슘이 많고 계곡에서는 깊은 토심을 이룬다.

 (나) 격포리층

   격포분지를 채우는 이들 화산암류는 주로 유문암과 응회암으로 구성되어있어 있

지만 부분 으로 무암질 내지 안산암질, 응회암이나 분출물이 재하기도 한다.

 (다) 충 층

   본 지역의 충 층은 부분 상서면 해안가일부에서 찰된다. 

(2) V-13 연구지역 

   연구지역의 지질은 1:5만 축척 지질도와 부산지역 지하수기 조사(건설교통부, 

2003년)를 참고하 다. 연구지역의 지질도는 그림 3.4.7과 같다. 연구지역은 성화산암류

와 상부의 산성화산암류가 주로 분포하고 있다. 국부 으로는 충 층이 찰된다. 화산활

동에 의해 생성된 지역인 만큼 입에 의한 흑운모 화강암이 입을 한 형태로 찰된다. 

성 화산암류는 부분은 안산암질암으로 되어 있다. 안산암류는 안산암질 화산쇄설암과 

안산암의 용암으로 구성되며 서로 교호하여 산출된다. 이와 같이 교호를 이루는 부 의 

암석은 곳에 딸 퇴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층상 화산활동의 산물로 해석된다. 안산

암질 화산쇄설암은 화산각력암, 응회각력암, 래피리응회암, 응회암으로 구성되고 안산암은 

휘석, 안산암, 각섬석안산암으로 구성된다. 산성화산암은 국부 으로 분포하며 담홍색 내

지 암갈색의 이 암석은 유동구조와 구과상 조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유동구조는 완만

한 경사를 보이거나 경사를 보이며 곳에 따라서는 자 쇄각력화(autobrecciation)에 의

해 유동구조가 단 되는 경우가 찰된다. 한 암갈색을 보이는 부 에서는 유동구조와 

구과상구조가 발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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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V-13 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국지 으로 분포하고 있는 화강암은 백악기 말에서 3기 에 이르는 암석으로 그 

종류로는 흑운모 화강암, 각섬석 화강암으로 세분화되어 찰된다. 연구지역의 충 층은 

부분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제4기 층으로 세의 충 층들이 , 구하상을 따라 

혹은 지형학 으로 지에 분포한다. 자갈, 모래, 뻘 등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낙동강과 그 

지류를 따라 하성층이 잘 발달하여 동해안을 연하여 혜성의 자갈, 모래층의 발달이 활발

하다.  다른 자갈, 모래층으로 술한 거들과는 구분되는 고기 충 층들이 하천이나 해

안선을 따라 단구층으로 발달하고 있다.

(3) M-2 연구지역

   연구지역의 지질은 선캠 리아기 화강암질 편마암류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석

류석편마암과 호상편마암으로 세분화된다(그림 3.4.8). 양양군 서면 수리지역은 석류석편

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구성 물은 석 , 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녹니석, 석류석과 불투

명 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리 지역 주변으로 호상편마암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

변의 호상편마암은 화강편마암과 반상변정 편마암이 분포하며 주로 구성된 물은 정장

석, 사장석  석 , 흑운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호상편마암은 경기육괴 기반암 에

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암석으로 주로 석 과 장석으로 구성된 우백질 와 흑운모

로 구성된 우흑질 가 교호하는 호상구조가 특징이다. 호상편마암은 강릉-속  도폭지역 

내에 서는 양양과 홍천을 연결하는 북동-남서 방향의 반형 보화강암류를 기 으로 

하여 북서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지역은 부분 호상편마암의 형태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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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지만 서면과 손양면 사이에는 반상변정편마암이 입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 원생 의 화성활동의 산물로 생각되며, 일부는 주변의 편암류  편마암류들을 

범  하게 입하여 이들 암석들은 우백질 를 포함하는 안구상편마암으로 변화시키기

도 한다.

그림 3.4.8. M-2 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4) M-9-1 연구지역

    본 연구지역은 선캠 리아기 편마암, 성주동 편암, 쥬라기 무주산층이 분포하며 

백악기 화강암이 부분 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충 층이 넓게 분포한다(그

림 3.4.9). 결정질편암은 석회암, 규암, 각섬암, 사암, 암 등에서 변질한 변성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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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M-9-1 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2.  화산암, 편마암 지역 수리 지화학 특성

    가. 장수질 측정자료

(1) V-1 연구지역

    V-1 연구지역의 지하수 시료에 한 pH, 산화환원 (Eh), 기 도도(EC), 용

존산소함량(DO), 탄산 측정값은 표 3.4.1에 제시되어 있다. pH는 5.55∼7.18의 범 를 

보이며 평균은 6.43으로 약산성에서 약 알칼리성 범 를 나타내고 있다. 용존 산소량의 

경우 6.02∼9.61mg/L로 비교  높은 산소함량을 보인다. pH는 약산성에 성의 범 를 

보이며 산화환경을 보인다. 기 도도는 132∼661 μS/cm의 범 를 보이며, V-1-1, 

V-1-2, V-1-8, V-1-15 시료에서 높은 기 도도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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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V-1 연구지역내 주요 이온성분의 농도 분포

그림 3.4.11 V-1 후보지역 지하수의 전기전전도와 음이온 함량과의 상관관계

(2) V-13 후보지역

V-13지역 지하수의 양이온성분과 음이온성분, 미량원소 성분은 표 3.4.7에 정리되

어 있다. 주요 양이온으로 Na성분은 16.2∼35.1mg/L의 농도범위를 보이고, Ca성분은 9.8

∼46.4mg/L의 농도범위를 보여 가장 풍부한 양이온 성분이다. K의 경우 0.68∼4.17mg/L

의 농도를 Mg의 경우에는 1.57∼11.3mg/L의 범위를 보인다.

음이온 성분으로는 NO₃성분이 불검출에서 326.1 mg/L의 농도범위를 보이며,

V-13-9시료는 음용수 기준치의 약 7배 이상 초과한다. V-13-2, V-13-5의 시료도 음용

수 수질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주변 오염원으로부터 상당한 오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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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V-13 후보지역 지하수의 주요 이온성분의 함량분포에 대한 박스-휘스커 다

이아그램

그림 3.4.13 V-13 후보지역 지하수의 전기전전도와 음이온과의 상관관계

(3) M-2 후보지역

M-2 지역 지하수의 주요 양이온 및 음이온 분석 자료는 표 3.4.9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미량원소 성분은 표 3.4.10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양이온으로 Na성분은 5.24∼

37.6 mg/L의 범위를 보이고, Ca성분은 3.8∼26.5 mg/L의 농도범위를 보여 가장 풍부한

양이온 성분이다. K의 경우 0.73∼2.53 mg/L의 농도를 Mg의 경우에는 0.52∼4.28 mg/L

의 범위를 보인다. 지하수내 주요 음이온인 HCO3의 함량은 15.3∼83.4 mg/L(평균 46.55

mg/L)의 범위를 보인다. Cl 함량은 3.13∼11.9 mg/L의 함량으로 비교적 낮은 농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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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M-2 후보지역 지하수의 주요 이온성분의 함량분포에 대한 박스-휘스커 다

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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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M-2 후보지역 지하수의 전기전도도와 용존 음이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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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M-9-1 후보지역 지하수의 주요 이온성분의 

함량분포에 한 박스-휘스커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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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M-9-1 후보지역 지하수의 기 도와 음이온과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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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리화학  유형 

연구용 후보부지 지하수의 수리화학  유형을 악하기 하여 이퍼 다이

어그램상에 지하수의 주요 이온성분들의 미리당량으로 도시하 다. RockWorks 

로그램을 이용해 그림 3.4.18에 도시하 다. 연구지역의 수리화학  유형은 V-1 연

구지역은 Na-HCO₃형에서 Ca-Cl형에 걸쳐 도시되었다. 해수침투가 발생한 2개 

정의 경우 NaCl 형으로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4개의 Ca-NO₃(Cl)형에 도시되었

다. V-13연구지역은 Ca(Na)-HCO₃형과 Na-Cl형, Ca-NO₃형이 찰되었는데, 해

수침투에 의해 4곳이 NaCl형으로 오염이 진행된 3개의 정은 Ca-NO₃형으로 진

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M-9-1 지역 지하수는 Ca(Mg)-HCO₃에서 

Ca(Mg)-Cl(NO₃)의 유형까지 넓게 분포한다. 이는 해수의 혼합과 오염의 향을 

반 하는 화학  유형이다. 

그림 3.4.18  V-1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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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V-13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  유형

그림 3.4.20 M-2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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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M-9-1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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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비교분석

   

   연구지역별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은 그림 3.4.22에서 통계기법으로 비교하

다. pH는 M-2지역 지하수가 평균 7.2 정도로 가장 높고, 다른 세 개 지역은 평균 

6.5-6.7정도의 약산성의 특성을 보인다. 산화-환원 (Eh)는 V-13 화산암지역 지

하수가 가장 낮은 조건을 보이고 나머지 세 지역은 비슷한 산화환경을 보인다. 

기 도도값는 M-9-1 지역 지하수에서 가장 높고, M-2지역 지하수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M-9-1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 도도 값을 보이는 것은 해수의 혼합

된 지하수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지하수내 용존산소의 함량은 V-13지역에서 

약간 낮은 값을 보이고 다른 지역은 유사함 함량을 보인다. 

그림 3.4.22 연구지역별 지하수의 화학  특성에 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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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계속)

  마. 지질특성별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비교

    그림 3.4.23에서는 연구용 후보부지로 선정된 화산암 2개 지역과 편마암 2개 

지역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과 기존의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지화학 자료를 활용하

여 지질특성별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을 상호 비교하 다. 비교된 통계자료를 보

면 핵종흡착거동에 향을 미치는 pH-Eh 환경은 화강암지역 지하수가 가장 알카리

성이며 낮은 산화환원 를 보이고, 그 다음 편마암 화산암의 순을 보인다. 지하수

의 이온강도에 향을 미치는 용존 무기이온의 함량과 주요이온 농도는 화강암, 화

산암, 편마암의 순으로 낮은 값을 보인다. 핵종흡착지연에 향을 미치는 지하수의 

pH-Eh 요소측면에서는 화강암>편마암>화산암 순으로 유리하며, 이온강도측면에서

는 편마암≈화산암>화강암의 순으로 유리한 조건을 보인다. 



- 206 -

그림 3.4.23 화산암, 편마암, 화강암 지역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 다이아그램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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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화산암, 편마암 지역 심부 지열수의 지화학 특성

고 폐기물 처분의 개념은 심부지층처분을 기본바탕으로 하므로 지하 

500m-1,000m 정도의 심부지질환경에 한 자료의 확보는 후보부지 지질안 성 평

가에 핵심 인 요소이다. 국내 지하수의 수리학   지화학  자료의 부분은 지

하 200m이내의 심도에 국한된다. 앞에서 도출된 자료의 부분도 200m이내 심도의 

지하수 자료로 그 이상의 심부자료는 주로 지열수(온천수) 자료에 국한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 분포하는 온천공에서 획득된 지열수의 지화학  

자료를 이용하여 심부지하수 환경에 한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 다. 지열수 자료

의 제한성으로 임해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국내 반에 걸쳐 분포하는 모든 지열수 

자료를 활용하 다.   

  지열수의 지화학  자료는 암종별, 심도별, 온도별로 구분하여 박스-휘스커

도를 통하여 통계  특성을 비교분석하 다. 암종은 화강암, 편마암, 화산암으로 크

게 구분하 고, 각 암종별 지열수 자료를 심도별, 온도별로 구분하여 통계처리를 하

다. 지열수에 한 지화학  자료는 pH와 기 도도(EC)와 같은 장측정 자료

와 Na+K, Ca+Mg, Cl+SO4, HCO3+CO3 등 주요 이온의 함량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

석되었다. 그리고 지화학  변수들 사이에 상 성을 알아보았고 화학  유형을 구

분하 다. 

 

(1) 지화학성분의 통계  상 성 분석

  그림 3.4.24은 암종별 지열수의 pH와 기 도도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

분석 결과이다. (a)와 (c)는 모든 지열수 자료를 통합한 자료이고, (b)와 (d)는 지열

수의 기 도도 값  1,000μS/cm 이상을 제외한 통계자료이다. 기 도도 1,000μ

S/cm 이상의 자료는 해수혼합 등의 향이므로 암종의 특성을 반 하는 지화학 자

료로는 부 합하므로 제외하여 통계 처리하 다. 지열수의 pH는 평균값이 편마암, 

화강암, 화산암 순서로 낮아지며, 편마암과, 화강암지역 지열수는 pH 평균이 9내외

의 알카리성의 특성을 보인다.  화산암지역 지열수도 pH 8에서 8,5 정도의 약알카

리성을 보인다. 지열수의 기 도도 값은 편마암, 화산암, 화강암의 순서로 낮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해수 혼합을 제외한 지열수의 경우 평균 200-300 μS/cm 정도의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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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4.24 암종별 지열수의 pH, 기 도도 특성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a)와 (c)는 모든 자료에 한 통계결과이며, (b)와 (d)는 자료  해수혼합의 향을 

받은 기 도도 1,000μS/cm 이상의 지열수를 제외한 통계도.

그림 3.4.25는 지열수의 주요 양이온 성분의 특성을 박스-휘스커 다이아그

램으로 도시하 다. 그림 3.4.24와 마찬가지로 (a)와 (c)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 고, 

(b)와 (d)는 기 도도 1,000μS/cm 이상을 제외한 통계 다이아그램이다. Ca+Mg의 

함량은 화산암지역 지열수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Na+K의 함량은 편마암지역 지열

수에서 높은 값을 보인다. 일반 으로 화강암 혹은 편마암지역 지하수의 지화학  

진화과정상에서 진화가 진행될수록 지하수는 Na-HCO3의 종말 으로 향하게 되고 

pH는 보다 알카리성을 특성을 보인다(정찬호외, 1995; 정찬호외, 2007). 따라서 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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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편마암지역 지열수의 지화학  특성은 진화경로를 따른 상당히 진화된 특성

을 보인다. 

 

(a) (b)

(c) (d)

그림 3.4.25 암종별 지열수의 주요 양이온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a)와 (b)는 
모든 자료에 한 통계결과도이고, ((b)와 (d)는 자료  해수혼합의 향을 받은 

기 도도 1,000μS/cm 이상의 지열수를 제외한 통계도.

  그림 3.4.26 은 지열수의 주요 음이온 함량에 한 통계자료로 HCO3
++CO3

2-

의 함량과 SO4
2+
+Cl

-
 함량에 한 통계도에서 평균값 모두가 화산암지역 지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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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높은 값을 보인다. 편마암, 화강암지역 지열수의 순서를 보인다. 그림 3.4.27는 

지열수내 불소의 함량을 제시한 통계도로 편마암과 화강암지역 지열수에서 평군 5 

mg/L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고 화산암에서 1 mg/L 내외의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화강암  편마암지역 지열수에서 높은 불소 함량을 보이는 것은 암석내 

주요 물인 운모류의 OH기를 치환한 F성분이 물-암석 상호반응의 과정을 거치면

서 용되어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a) (b)

(c) (d)

그림 3.4.26 암종별 지열수의 주요 음이온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 (a)와 (c)는 
모든자료에 한 통계결과이며, (b)와 (d)는 자료  해수혼합의 향을 받은 

기 도도 1,000μS/cm 이상의 지열수를 제외한 통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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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4.27 암종별 지열수의 주요 음이온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 (a)는 모든 
자료에 한 통계결과도이고, (b)는 자료  해수혼합의 향을 받은 기 도도 

1,000μS/cm 이상의 지열수를 제외한 통계도.

그림 3.4.28와 3.4.29은 pH와 기 도도 변화에 따른 주요이온 농도의 변화

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pH에 증가에 따라서 Ca2++Mg2+ 성분은 체 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보이는 반면 Na
+
+K

+
 이온성분은 미약하나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pH

와 주요음이온과의 상 계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 도도는 

기 항의 역수로 단 는 μS/cm를 기 으로 하 다. 기 도도는 지하수의 수질 

특성을 간단하게 지시해주는 자료로서 지하수내 무기이온의 함량과 TDS(총고용물

질)과 체 으로 비례한다. Na
+
+K

+
 성분은 기 도도 증가와 함께 체 으로 뚜

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HCO3
-+CO3

2- 성분 역시 체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그러나 Ca
2+
 + Mg

2+ 
성분과 SO4

2
+Cl

- 
성분은 상 계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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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4.28 암종별 pH와 주요이온 농도사이의 상 계



- 213 -

     

(a)

   

(b)

(c) (d)

그림 3.4.29. 암종별 기 도도와 주요이온과의 상 계



- 214 -

    (2) 지열수의 화학  유형분석

   암종별, 심도별, 온도별로 구분하여 지열수의 화학성분을 이퍼도에 도시하

다(그림 3.4.30∼35). 사용된 지열수 자료의 개수는 화강암 83개, 편마암 20개, 화

산암 31개의 시료가 사용되었다. 화강암 지역의 온천공의 심도는 평균 692m 정도이

고, 지열수의 수온은  30.8℃ 이상으로 나타난다. 한 주로 Na-HCO3형이 우세하고 

일부 Na-Cl형이 존재한다. 이는 임해지역 지열수로 해수 혼합의 향을 반 한다. 

편마암지역의 지열수공의 심도는 평균 781m 정도이고 수온은 27℃ 정도로 낮은 온

도의 특성을 보인다. 편마암 역시 Na-HCO3 형이 우세하며, 해수침입의 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지열수는 Na-Cl형에도 일부 도시된다. 화산암 지역에서의 

온천공의 심도는 평균 780m내외이고, 수온은 평균 29.4℃로 편마암보다는 높지만 

화강암보다는 약간 낮은 수온을 보인다. Na-Cl 형도 보이고 있으나 보편 으로는 

Na-HCO3 형이 유리하다

   화강암과 편마암지역  지열수의 화학성분 특성은 Na-HCO3 유형이 우세하

고,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Na-Cl형에 도시된다. 그러나 화산암지역 지열수의 경우  

Na-HCO3 유형, Ca-HCO3 유형, Na-Cl3 유형까지 넓은 범 를 보인다. 온도와 심도

에 따라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온도가 높고, 심도가 깊을수록  

Na-HCO3 유형의 지열수가 많음을 보여 다. 화강암과 편마암지역의 지열수  일

부는 Na-HCO3 유형의 종 에 가까운 특성을 보여 이는 지열수의 지화학  반응에 

의한 진화단계가 거의 최종단계에 도달하 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산암과 편마암 

 화강암과 같은 결정질암은 심부지하수환경이 서로 상이한 지화학  특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편마암  화강암지역 심부지하수는 알카리성의 탄산-나

트륨의 화학  특성과 임해지역의 경우 해수 혼합에 의한 희석된 염수 환경 하에서

의 핵종의 거동에 한 평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화산암지역 심부 지

하수는 다양한 화학조성의 특성을 보이므로 지역별, 세부지질별 지하수의 화학특성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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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0. 화강암지역 지열수의 심도별 수리화학  특성

그림 3.4.31. 화강암지역 지열수의 온도별 수리화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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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2. 편마암지역 지열수의 온도별 수리화학  특성

그림 3.4.33. 편마암지역 지열수의 심도별 수리화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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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4. 화산암지역 지열수의 심도별 수리화학  특성

그림 3.4.35. 화산암지역 지열수의 온도별 수리화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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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후보부지 선정을 한 연구지역을 도출하

기 하여 수리, 지화학  측면에서 화산암  편마암지역을 상으로 기존자료의 

구축  분석과 장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결과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국내 화산암, 편마암지질에 한 세부 암종별 시 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서 

기존의 지질도를 이용하여 1차 으로 임해지역의 화산암 36개 부지, 편마암 26

개 부지를 후보 부지로 선정하 고, 2차 으로 안산암질 화산암과 조면암질 화

산암 지역 각각 1개 지역을 연구용 후보지로 선정하고, 화강편마암지역 2곳을 

연구용 후보부지로 선정하 다. 

1차 으로 도출된 62개 화산암  편마암 후보지역에 한 기존에 출 된 지질, 

수리지질학   수리지구화학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제시하 다. 기존자료가 

무한 지역도 상당하여 모든 후보지역에 한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자

료획득이 가능한 지역에 해서 수집된 자료를 수록하 다. 향후 새로운 자료의 

추가와 통계  분석이 지속 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62개 후보부지에서 연구용 부지로 4개 지역을 도출하 다. 4개 지역에 한 

장조사  화학분석 결과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에 향을 미친 요소는 지질학

 향, 해수 혼합의 향, 그리고 인  오염의 향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  폐기물 처분을 한 연구용 후보부지의 지하수 지화학  연구는 물-상호

반응에 의한 자연  진화에 의한 지하수의 지화학  환경특성 뿐만 아니라, 해

수의 혼합과 련한 이온강도의 증가, 황산염이온의 증가에 의한 핵종과의 복합

체 형성 등과 같은 요한 지하수계의 지화  변화가 평가되어야 한다. 한 질

산성질소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도 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한다. 

고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해서 필수 으로 획득되어야할 심부지하수 환

경에 한 정보는 국내 지열수 자료를 통하여 구하 다. 획득된 지열수의 지화

학성분 자료의 통계  분석결과 화산암, 화강암, 편마암지역 지열수의 화학  환

경이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화강암지역 심부지하수는 고알카리성의 

탄산-나트륨의 화학  특성과 임해지역의 경우 해수혼합에 의한 희석된 염수 

환경하에서의 핵종의 거동에 한 평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화산암

지역 심부 지하수는 다양한 화학조성의 특성을 보이므로 지역별, 세부지질별 지

하수의 화학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지역 비 지하수유동 모델링

       1) 화산암 연구지역

     화산암 지역의 표  연구지역으로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화산암 지역을 선

정하 다. 본 화산암 연구지역의 지하수시스템을 모의하기 해 분석된 수리지질개념

모델에 근거하여 모의 역 내에 수리상수를 설정하 다 (그림 3.4.36, 모델 역과 격

자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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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역 설정) (사용한 수리지질 역의 단면도)

그림 3.4.36. 모의 역 설정  격자망 구성

     화산암 지역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화산암 지역의 지하수 유동은 수리

지질개념모델에서 구성된 수리투수성 구조에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그림 

3.4.37, 수두분포 결과 참조).

(평면도) (단면도)

그림 3.4.37. 모의된 수두 분포

       2) 편마암 연구지역

     편마암 연구지역으로 라북도 부안군 일 에 한 지역을 선정하 다. 편마

암 지역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 정류상 모델에서 지하수의 방향을 벡터로 나타

냄. 낮은 수리 도도에 의해 지하수의 유속이 2.5×10
-8
m/s로 극히 게 나타나며, 지

형의 향을 주로 받아 지하수 유동 방향은 북쪽과 남쪽에 존재하는 고지 를 심으

로 방사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 한, 지하수의 유속을 확인한 결과, 편마암 지역 심

부 역의 지하수 유동은 투수성 구조에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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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역) (등수두 분포) (지하수 유속 분포)

그림 3.4.38. 편마암 지역의 모델 역  지하수 유동 해석 결과

   4.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2003, 부산지역 지하수 기 조사, 한국수자원공사, p4-61.

정찬호, 고용권, 김수진, 김천수 (1995) 삼 산 편마암에서의 수리지구화학  물-

암석 상호 반응, 지질학회지, 31권, p91-105.

정찬호, 허 성, 2007, 호남지역 온성 온천수의 수리지화학   안정동 원소 특

성과 족기체의 기원에 한 연구, 자원환경지질, 40권 5호, p639.



- 221 -

 제 5  KURT 시설부지 수리  지화학 특성평가

   1.  부지 특성 조사

     가. 지표 지질조사

       (1) 선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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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지표에 직선 이거나 약간 만곡된 선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한다. 선구조선

에 한 연구는 1800년 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질분야에서는 인공 성 상에서 

독된 선구조선들이 실제 지표에서 나타나는 단열과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이 증명

됨으로써, 그 활용 빈도가 속히 증가되고 있다. 근래에는 선구조선의 분석은 구

조 해석, 지질조사, 상탐사, 지질재해 발생 가능성 측, 활성단층 조사, 형 인

공구조물 설치 부지의 지반조사 등에서 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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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 악하기 한 매우 요한 지시자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

구원내에 건설된 지하처분연구터  (KAERI Underground Reseach Tunnle) 을 기

으로 수리지질학  시스템을 고려하여 국지 역과 부지 역으로 역 구분을 실

시하 으며, 각 역에서 수치지형도의 고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 주변의 선구

조선 발달 양상을 악하고, 연장길이  빈도수에 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가) 국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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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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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총 88개의 선구조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선구조의 주방향은 남북 방향이 우세하

으며, 북서 방향의 선구조가 2차 그룹을 형성하 다. 과거의 지형을 가상 으로 

구 한 도면 (summit level map) 을 이용하여 선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65개의 

선구조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선구조의 주방향은 남북 방향이 우세하 으며, 동서 

방향의 선구조가 2차 그룹을 형성하 다.

국지 역의 선구조를 분석한 결과 KURT 주변 지역에서 측되는 선구조는 주

로 남북 방향의 주향을 나타내었으며, 북서 내지 동서 방향의 선구조가 분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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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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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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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 map) 을 구성하여 연구 지역의 침식 이 의 가상의 지형을 구축하 다(그림 

3.5.2). 선구조 분석을 종합한 결과 KURT 주변 지역에서는 남북 방향의 선구조가 

주방향을 이루며, 추출된 선구조는 수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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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차원 지형도 (b) 도 (20m)

(c) 도 (40m) (d) 도 (80m)

그림 3.5.2. 선구조 분석에 이용된 지형도  도

그림 3.5.3. 부지규모 역의 선구조 분석 결과



- 224 -

       (2) 지표 지구물리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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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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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그림 3.5.4. 단열  분석을 한 지표지구물리탐사 결과

     나. 시추공 단열 조사

       (1) 시추공 음  텔 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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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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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 분포가 깊이별로 도출되면, 깊이별 단열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

행하 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단열 를 정의하고 이를 시추공별로 구분하 다. 시

추공 별로 존재하는 단열 는 다시 시추코아 분석을 통해 기반암에 존재하는 미세 

단열과 단열 에 존재하는 단열을 구분하여 단열 를 재분석 하 다. 한, 시추공 

텔 뷰어 결과  시추코어 분석에서 각 단열 에 한 주요 단열을 분석하여 단열

의 방향성을 측함으로서 단열 의 폭을 구하 다. 

이 게 분석된 단열 의 방향성과 폭은 분류 기 을 설정하여, 각 시추공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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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단열 를 분류 기 에 맞게 정의하 으며, 이를 최종 으로 지질 모델에 

반 하 다.

         (가) YS-01 시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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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S 계열의 단열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 EW계열의 단열군  경사 단열 한 체 시추공에서 확인된다(그림 

3.5.5). 

그림 3.5.5. YS-01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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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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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YS-02 시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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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W 계열의 단열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 경사 단열이 부분 으로 확인된다(그림 3.5.6). 

그림 3.5.6. YS-02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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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다) YS-03 시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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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W 계열의 단열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 경사 단열이 부분 으로 확인된다(그림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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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YS-03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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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라) YS-04 시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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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S 계열의 단열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 EW계열의 단열  경사 단열이 체 으로 확인된다(그림 3.5.8). 특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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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NW 단열군 외 뚜렷한 단열군에 한 확인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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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YS-04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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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마) YS-05 시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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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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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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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YS-05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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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바) YS-06 시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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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S 계열  EW 단열의 단열군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 경사 단열이 하나의 단열군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그림 3.5.10). 특이한 은 비슷한 치에 존재하는 YS-04 시추공과는 달리 NW 

단열군이 뚜렷히 구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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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 YS-06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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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사) YS-07 시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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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쪽으로 경사진 단열군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W 계열의 단열군이 부그

룹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3.5.11). 한, EW계열의 단열군이 부분 으로 분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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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1 YS-07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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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아) KP-01 시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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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EW 계열의 단열군이 부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3.5.12). 특히, NS  EW경향의 고경사 단열군이 주로 분포 하고 있으며, 경사 

단열군의 확인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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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 KP-01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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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자) KP-02 시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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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주그룹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NW, NS  EW경향의 단열이 소규모로 분포 

하고 있다(그림 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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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KP-02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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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단열 로 구분 가능하 다.

       (2)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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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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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

기 한 주요 인자가 된다. 단열의 빈도는 3차원의 공간 인 단열의 도를 1차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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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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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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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데에 이용하 다(그림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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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열의 빈도 분석에서 단  길이 (1m) 당 5개 이상의 단열이 존재하는 구간을 의미하

며, 단열 빈도 분석 결과를 기 으로 단열 의 구간을 선정하는 데에 기 으로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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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 시추공 단열 의 공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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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URT 지질조사

     KURT 시설부지를 심으로 시행된 시추조사는 KURT 부지의 지질모델, 수

리지질모델  지하수유동 모델 해석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 시추조사를 통하여 

모델에 입력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실제의 장 조사의 내용이다. 가장 

요한 지질정보는 지질구조로서 이러한 지질구조가 지하수 유동 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심부의 수리  지화학  특성이 심도별로 어떠한 변

화 특성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것이au, 이러한 배경에서 DB-1과 DB-2 시추조사를 

수행하 다.

       (1) KURT 내 DB-1 시추조사

 

     KURT 시설 내부에 이  연구 단계에서 수직으로 굴착된 200m 심도의 DB-1 

조사공을 500m 심도까지 연장하여 시추 조사를 실시하 다. DB-01의 500m 장심도 

시추의 주요 목 은 KURT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단열암반의 수리 지질학  특성

을 악하고, 터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체계 변화 장기모니터링을 수행하기 해

서 굴착되었다. 이를 하여 장심도 시추공 굴착 후 구간별 장수리시험을 수행하

고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 으며, 부차 인 심부 시추공에서의 수리/지화학 조사기술 

개발과 KURT의 수리/지화학 라메터 생산 KURT확장을 비한 수리/지화학 환

경 비조사를 수행하 다.

그림 3.5.15. KURT 내 DB-1 시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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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URT 외부의 DB-2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 목  

     기 제안된 KURT 주변 심지층 지질모델(ver.1)에서 제시된 주요 투수성 단열

 ( Main Water Conductor Features, MWCFs) 구조 확인을 해 KURT 외부에 

심부 시추공을 굴착하 다. 1차년도에는 지표에서 600m까지 시추를 실시하며, 

100m 단 로 수리․지화학 특성 조사를 수행하고, 2차년도에는 600m에서 1,000m의 

시추를 실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100m 단 로 심부 역에 한 수리․지화학 특성

을 조사하 다. 본 장심도 시추공 조사를 통하여 심부의 투수성 조건에서 장 

수리지질특성 조사를 활용하여 수리인자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동시

에 심부 환경에서 지화학 특성을 조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시추 치 결정 

     연구 지역에서 제시된 지질모델에 근거하여 심부 시추공 굴착 치를 선정하

다. 연구지역에서 구축된 지질모델 결과추가 조사가 필요한 치가 A, B 지역으

로 선정되었다. 이  A 지역은 동서/북서 방향의 단열  확인, 기존에 구축된 지질

모델에 한 검증, 단열 의 연장성  정확한 치 확인을 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B 지역은선구조 분석 결과 측되는 다른 단열  확인하여 지질모델 

보완할수 있는 , 동서 방향 단열 의 연장성 확인이 가능한 지 으로 분석되었다. 

와 같은 각 치에서 심부 시추공의 치를 결정할 경우 장   단 을 평가하

여 최종 시추 치로 A 지역 선정하 으며 2008년에 지표에서 심부 600m, 2009년에 

600m에서 1,000m로 굴착을 진행하 다 (표 3.5.1, 그림 3.5.16).



- 237 -

 

A 

지역

  

B 

지역

그림 3.5.16. 연구지역의 심부 시추공 치 선정

장 

•EW trend, NW trend 단열  확인

•구축된 지질모델 검증

–단열 의 연장성  치 확인

–수리시험 결과, 단열 에 한 수리

특성 보완

•선구조 분석 결과 측되는 다

른 단열  확인 : 지질모델 보

완

•EW trend 단열 의 연장성 확

인 가능

기술  

장

•장비의 근성 양호

•시추공 리에 효율
•장비의 근성 양호

단 •추가 인 단열  확인이 어려움
•연구소 철책 외곽에 치하여 

시추공 리가 쉽지 않음

평 가 A B

표 3.5.1. 연구지역 시추공 굴착 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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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7. 600m 시추 장  장 수리시험 사진

       (2) 지구물리탐사  물리검층

         (가) 반사법 탄성  탐사

     반사법 탄성  탐사법은 주로 지하 수 ㎞ 깊이의 석유, 천연가스에 한 정

한 지하지질 구조 상화 방법으로 활발히 용되어왔다. 최근 지하 수십 m에서 수

백 m까지의 천부를 상으로 하는 토목조사, 활성단층 조사와 같은 지진방재 련 

조사 등에 맞도록 개량되어 활발히 응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탐사를 심부 반사법 

탐사와 구분하여 천부 반사법 탐사라 부르고 있다. 한 컴퓨터의 비약 인 발달로 

고비용의 반사법 탐사를 천부 지하지질 구조 상화에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천부 반사법 탐사는 목표 심도가 심부 반사법 탐사와 상이하므로 자료 수집 

 자료처리는 장 상황에 맞게 달라진다. 굴 법 탐사와 달리 반사법 탐사는 반

사 이벤트의 상자료를 해석하고, 고분해능의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결과 단면에 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굴 법 탐사는 하

부 지층을 주행한 탄성 의 선두 를 발췌하여 지층 구조를 해석한다. 그러나 반사

법 탐사는 음향 임피던스(탄성 속도×지반 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곳에서 발생한 

반사 를 이용하여 지질 구조 상화나 지하 지질구조 매개변수(parameter)를 추정

한다. 

     원자력 연구원 내 KURT Site에서 기존 터  굴진 시 확인된 단층 의 연장

성과 방향, 는 이상  탐지를 해 메인 터  길이인 180m에 터 밖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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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m를 추가하여 총 302.5m의 측선을 설정하 다. 그림 3.5.18는 반사법 탐사의 

측선도이다. 

그림 3.5.18. 반사법 탄성 탐사 측선도

그림 3.5.19. Enlarge upper 200ms section

     합단면도에 도시된 란색의 이벤트는 진폭의 일 성을 따라 무작 로 추정

한 구조선이므로 물리 인 의미는 없으나 반사 이벤트  추정 구조선을 찾을 수 

있도록 추후 추가 인 data processing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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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0. VSP 측선 개요도

     합단면도와 기존의 지표 지질조사/터  시추조사에서 발견된 구조선이 나타

나지 않고 있다. 반사법 탐사자료의 분해능과 련된 사항으로 단되며  반사법 

자료의 수직분해능과 수평분해능을 계산했을 때 기존에 발견된 구조선의 크기가 

합단면도에서 감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나) Multi-offset 수직 탄성  탐사 (VSP, Vertical Seismic Porfile)

     반사법 탄성 탐사는 반사 를 추출하여 지층 경계의 연속성을 지표에서 탐사

하는 방법이며 (민경덕 외, 2002), 이때연속성이 있는 반사 를 지층과 비하기 

해 시추공을 이용하는 반사법 탐사가 VSP이다. 반사법 탄성  탐사는 자료처리 과

정에서 시간 단면을 심도 단면으로 변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환을 한 탄성  속

도는 불확정한 요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면 심도의 정 도를 높이기 해

서는 VSP를 이용한 지층에 한 반사 를 직 으로 비할 필요가 있다. VSP 

측정은 지표에서 진동을 발생시키고, 시추공에서 이를 수진하는 것이 일반 이며 

발생원의 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발생원의 치에 따라 -오 셋

(zero-offset) VSP, 오 셋 VSP  Multi offset VSP(그림 3.5.21)로 분류된다. 여기

서 사용된 방법은 송신 을 이동시키면서 하이드로폰을 이용하여 자료를 획득한 

Multi offset VSP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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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1. Multi offset VSP 측정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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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기존 터  굴진 시 확인된 단층 를 악하기 해서 

하나의 수진공(DB-1)과 다양한 방 와 오 셋을 갖는 약 2m 깊이의 8개의 송신공

(SP-1～8)으로 VSP탐사를 실시하 다. 측선 설정은 터  구조를 고려하여 수진공

과 평행선상에 오 셋만 다르게 하여 4개의 송신 을 선정하 고, 나머지 4개의 송

신 은 각각 다른 방 와 오 셋을 갖도록 하 다(그림3.5.22).

그림 3.5.22. VSP 측선 개요도

 

     Multi-shots VSP 탐사를 통하여 고각의 단층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500m 

이내의 천부구간의 단층 와 1,000m 까지의 심부 구조 이상 를 확인하 다 (그림 

3.5.23).

그림 3.5.23. Multi-shots VSP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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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DB-01 시추공 물리검층

           ① 온도  기 도도 검층

     온도  기 도도 검층을 통해 도출한 지하수의 온도  기 도도 값은 

시추공내에서 지하수의 흐름에 의해 향을 받는다. 시추공으로 지하수가 흐를 경

우 일반 인 지온구배의 경향을 보이지 않고 순간 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일 수 있어 온도 검층 결과는 투수성 단열 의 지시자로 활용하기에 아주 효

과 인 검층 방법이다. DB-01 시추공에서 수직  온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심도 

210m를 기 으로 두 개의 기울기 (0.013, 0.022)를 갖는 온도 구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도 0 ～ 210m, 심도 210 ～ 500m의 지온구배는 다음과 같다.

  ․ 0 ～ 210m :  0.013 × depth (m) + 16.45℃

  ․ 210 ～ 500m :  0.022 × depth (m) + 14.12℃

     공내 수직  지하수의 온도 변화를 통해 보다 효율 으로 인지하기 해서 깊

이에 한 온도 변화치 (Temperature difference)를 도출하여 보았다.  온도 변화치

를 통해 확인된 DB-01 시추공에서의 온도 이상 로 인지되는 구간은 심도 12.0～

23.6m, 37.7～62.2m, 90.7～110.5m, 206.6～214.0m, 219.0～228.0m 이다. 이 구간에서 

투수성 단열 의 존재 가능성을 측할 수 있으며, 이에 한 확인은 타 검층 결과 

 단열 분석결과를 통해 단할 수 있다.

     기 도도 검층 결과는 일반 으로 공내 지하수에서 이온의 희석 효과에 의

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항을 보이지만, 시추공으로 지하수가 흐를 경

우 그 지하수의 기 도도 값으로 순간 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 투수성 단열 의 지시자로 활용하기에 효과 인 검층 방법이다. 공내 수직

 지하수의 기 도도 변화를 보다 효율 으로 인지하기 해서 깊이에 한 

기 도도 변화치 (EC difference)를 도출하여 보았다.  기 도도 변화치를 통해 

확인된 DB-01 시추공에서의 이상 로 인지되는 구간은 심도 7～23.6m, 94～

100.7m, 207.5-224.9m로, 이 구간에서 투수성 단열 의 존재 가능성을 측할 수 있

다. 이에 한 확인은 타 검층 결과  단열 분석결과를 통해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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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24. DB-01 시추공 온도  기 도도 검층 결과

           ② SPS 검층

     SPS 검층은 시추공 내에서 P (종 )  S (횡 )의 속도분포를 측정하는 

것으로, 발진기와 수진기를 일련의 Probe에 연결하여 시추공 내의 각 심도별로 구

간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원지반의 P   S 의 속도를 구하게 된다.

그림 3.5.25. SPS 검층 모식도



- 245 -

     SPS 검층 결과, DB-01 시추공의 체 구간에서 나타난 P 의 속도 분포는 

약 3,170～6,000 m/s, S 는 약 1330～3530 m/s로 나타났다. 특히, 196.0 ～ 224.2m 

구간에서는 P 의 속도가 평균 4,600 m/s, S 가 1996m/s의 속도 값을 갖는 것

으로 도출된다. 이는 해당 심도에서 P 와 S 의 속도를 감쇠시키는 단층 혹은 단

열 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DB-01시추공에서 상 으로 낮은 P , S  속

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구간은 심도 8.5 ～ 20.5m, 45.2 ～ 61.3m, 86.6 ～ 115.5m 

구간과 124.7 ～ 131.3m, 147.4 ～ 163.5m 구간으로 분석된다. 이 에서 상부에 나

타난 속도 구간은 단열이 많이 존재하거나 화학  풍화가 진행된 곳으로 단되

며 하부에 나타나는 속도 구간은 단층   단열 에 의한 것으로 측된다. SPS 

검층결과를 이용하여 P 와 S 의 속도이상 로 단되는 심도를 표 3.5.2와 같이 

설정하 다.

 그림3.5.26. DB-01 시추공 SPS 검층 결과

심도(m) 평균 P 속도(m/s) 평균 S 속도(m/s) 평균 포아송비

8.5 ～ 20.5 4806 2265 0.351 

45.2 ～ 61.3 5087 2963 0.241 

86.6 ～ 115.5 5278 2705 0.317 

124.7 ～ 131.3 5331 2639 0.335 

147.4 ～ 163.5 5138 2293 0.374 

196.0 ～ 224.2 4600 1996 0.382 

표 3.5.2. SPS 검층 결과 단열 로 단되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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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7. 완 형 음  검층 모식도

(송신기 : Tx1, 수신기 : Rx1, Rx2, Rx3)

         ③ Full wave sonic 검층

     음 (Full wave sonic)검층은 시추공 내에서 음  발생장치(Tx1)와 수신 장치

(Rx1, Rx2, Rx3)로 구성된 검출기를 이용하여 시추공 주변의 구성 암반의 P   S

의 속도의 수직  분포를 악하는 검층법이다(Keys, 1989). 음 검층은 음원에서 생

성된 음 가 시추공벽을 구성하고 있는 암반에서 임계 굴 되어 공벽을 따라 되

며 그로부터 각 수신기에 도달되는 음 의 형을 일정간격으로 기록한다. 이러한 음

검층의 종류에는 보상형 음 검층과 완 형 음 검층, 시멘트 본드검층으로 구분

할 수 있다(한국암반공학회 외, 1999). 완 형 음 검층은 수신기에 도달하는 체 

형(full-waveform)을 연속 으로 측정하여 P   S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검층

으로, 도검층과 함께 시추공의 원 치 동탄성계수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심부 시추공(DB-01)에서는 P   S

 등의 정보를 얻는데 유리한 완 형음

검층을 실시하 다. 완 형음 검층은 

1개의 음원과 2개의 수신기 는 array 형태

로 구성되며 수신기에 도달되는 신호를 일

정한 샘 링 간격으로 기록한다. 지층을 

하는 음 의 구간속도는 일정한 간격의 

두 수신기에 도달하는 시간 차( Δt  )로부터 

계산되어진다.

     음 검층결과 체 구간에서 P 는 

4,000 ～ 5,500 m/sec, S 는 2,200 ～ 

3,400 m/sec의 범 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P 가 4,500 m/sec, S 가 2,400 

m/sec 이하의 속도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

된다. 가장 낮은 속도를 보인 심도 207.9 

～ 212.0m 구간으로 P 속도가 3,600 m/s, S 속도가 1,800 m/s 값을 보 으며, 이

보다는 속도값이 크지만 심도 15.5 ～ 21.6m 구간, 심도  3.5 ～ 52.6m, 심도 9 .1 

～ 101.9m, 그리고 심도 151.0 ～ 159.1m에서도  P, S  속도가 4,500 m/s 와 2,500 

m/s 정도의 값을 보여 다른 구간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속도값이 얻어졌다. 이 

구간들은 단열이 많이 발달하거나, 화학  풍화가 더 진행된 곳으로 단되어지며, 

이는 코어를 찰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검층결과를 이용하여 P

와 S 의 속도이상 로 단되는 심도를 표 #와 같이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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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28. DB-01 시추공 Full wave sonic 검층 결과

심도(m) 평균 P 속도(m/s) 평균 S 속도(m/s) 평균 포아송비

9.5 ～ 22.5 4,668 2,521 0.293 

45.0 ～ 55.0 4,960 2,859 0.251 

90.9 ～ 105.0 5,049 2,919 0.249

147.5 ～ 160.3 4,905 2,781 0.263

196.2 ～ 212.0 4,495 2,446 0.290

표 3.5.3. Full wave sonic 검층 결과 단열 로 분석되는 속도 이상

           ④ 기비 항 검층

     기비 항 검층은 이수와 지층 속으로 류를 흘러보냄과 동시에 를 측

정함으로써 비 항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비 항 검층은 류가 이동될 수 있는 

도성 이수가 공 내에 존재해야 한다. 일반 으로 짧은 이극법(Short normal), 긴 

이극법(Long normal) 그리고 류집 식(Focused) 방식이 있다. 지층이 나타내는 

기  특성, 즉 자연 나 항 는 비 항 특성을 측정하는 물리검층방법은 다

음과 같이 구분된다(표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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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상 용 검층의 종류 비  고

자연 SP검층 (Spontaneous Potential Log) 자연 검층

  항 단극법 (Single Point Resistance Log) SPR검층

비  항

2극법 (Normal Resistivity Log)

3극법 (Lateral Resistivity Log)

류집 식검층(Focusing Electrode Log)

마이크로 검층 (Microresistivity Log)

인덕션 검층 (Induction Log)

노말법

래터럴법

지향식검층

미세비 항검층

자유도검층

표 3.5.4. 물리검층 방법

     연구 지역에서는 사용된 노말 기비 항 검층은 4개의 극( 극 2, 류

극 2)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probe내에 1개의   류 극이 있고, 지표에 1

개의   류 극을 배열하며 조사반경은 극사이 거리의 약 2배 정도이다. 

지표 극 설치 후 probe를 내리면서(downhole survey), 혹은 올리면서(uphole 

survey) 측정하게 되는데, 일반 으로 자료의 반복성 확인을 하여 양방향 측정치

를 모두 기록하 다.

그림 3.5.29. 기비 항검층 모식도

     기비 항검층결과 체 구간에서  200 ～ 12,000 ohm-m의 범 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2,000 ohm-m 이하의 낮은 비 항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

다. 가장 낮은 속도를 보인 심도 200 ～ 220m 구간으로 short normal과 long 

normal 항치가 1,000 ohm-m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보다는 크지만 심도 13.0 ～ 

29.0m 구간, 심도 43.0 ～ 66.3m, 심도 83.5 ～ 110.5m, 심도 144.5 ～ 163.5m,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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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도 235.5 ～ 248.3m에서도  부분 으로 2,000 ohm-m이하의 비 항치를 나타

내어 다른 구간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비 항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구간들은 단열이 많이 발달한 쇄   단층 의 존재로 인해 지하수의 함양이 풍

부한 곳으로 단되어진다. 심도 253.2m 이하부터는 기기의 최 치인 12,000 

ohm-m 을 넘는 값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매우 단단한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

는 것으로 단된다. 기비 항검층결과를 이용하여 비항치로 단되는 심도를 

표 3.5.5과 같이 설정하 다.

그림 3.5.30. 구간 평균 기비 항 검층 결과 

(SH-N: Short normal-16", LO-N:  Long normal-64")

심도(m) SH-N (ohm-m) LO-N (ohm-m)
Formation Res. 

(ohm-m)

13.0 ～ 29.0 6469 5187 6332

43.0 ～ 66.3 3512 2442 3078

83.5 ～ 110.5 2651 2450 2433

144.5 ～ 163.5 1485 1419 1602

196.6 ～ 229.6 1201 625 1246

235.5 ～ 248.3 6030 3956 5753

표 3.5.5. 기비 항 검층 결과 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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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도 검층

     시추공 내에 방사성물질 (선)과 검출기가 일체화 되어있는 도검층 Probe를 

강하시켜 방사선물질에 의해 방사된 선이 지층을 통과할 때  흡수, 산란된 선을 

검출해서 지층의 도를 얻어내는 검층 방법이다. 

     도(감마-감마)검층은 시추성과  각종 시험  탐사등과 비교 분석하여 암

반의 쇄정도, 풍화 , 약층 정, 지층구분의 검토 등 지반구조를 추정한다. 한 

PS 검층(Downhole Test), 서스펜션 P.S 검층 등의 탄성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실

험들과 병행하여 암반  지반의 동 특성에 한 분석  내진설계를 한 지반의 

동탄성정수(동포아송비, 동 단계수, 동 률  동체 계수)를 산출하는데도 이용한

다.

그림 3.5.31. 도 검층 모식도

     체 구간에서 나타난 도 분포는 약 2.0～2.7g/cm
3
로 나타났으며, 자연 감마

값은 약 150～350cps로 분포고 있다. 상 으로 낮은 도값을 보인 심도 4.0 ～ 

23.5, , 37.0 ～ 46.0m, 88.7 ～ 93.5m, 155.4 ～ 160.7m, 172.6 ～ 176.8m, 199.4 ～ 

223.2m, 234.7 ～ 244.3m,  293.5 ～ 301.4m, 378.5 ～ 384.3m의 구간에서는 평균 

2.00 ～ 2.47의 g/cm
3
의 도값이 계측되며, 218 ～ 357 cps의 자연 감마값을 보이

고 있어, 해당 지역의 주요 지질인 화강암의 도값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

다. 특히, 88.7 ～ 93.5m, 155.4 ～ 160.7m, 199.4 ～ 223.2m, 234.7 ～ 244.3m의 구간

에서는 2.30 g/cm
3
 이하의 도를 갖고 있어, 단열  혹은 쇄 로 측된다. 그러

나, 293.5 ～ 301.4m, 378.5 ～ 384.3m의 낮은 도값은 자연감마에 의한 향으로 

단되며, 실제 도값은 그 상하부와 비슷한 값으로 단된다. 한, 심도 300 m 

를 기 으로 상부와 하부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하부의 도가 평균 2.53 g/cm
3
 으

로 비교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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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m) 자연감마 (CPS) 도 (g/cm3) 비 고

4.0 ～ 23.5 218.58 2.47

37.0 ～ 46.0 287.64 2.36

88.7 ～ 93.5 356.48 2.23

155.4 ～ 160.7 232.68 2.28

172.6 ～ 176.8 304.01 2.31

199.4 ～ 223.2 253.89 2.29

234.7 ～ 244.3 326.00 2.00

293.5 ～ 301.4 302.93 2.29 자연감마 향

378.5 ～ 384.3 262.40 2.36 자연감마 향

 그림 3.5.32. DB-01 시추공 도 검층 결과

표 3.5.6. 심도별 자연감마와 도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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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리지질  지구화학 조사

       (1) 수리지질조사

         (가) 장 수리시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를 하여 부지특성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

연구원내 2000년부터 다수의 시추공을 굴착하 다. 굴착된 시추공의 치  굴착

심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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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되

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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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되었다. KP

정군은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내 건설된 지하처분연구시설이 건설되기 , 부

지 조사를 하여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입구에 수직 방향으로 KP-02, 나란한 방향

으로 KP-01시추공을 굴착하 다. 한, 지하처분연구시설내부에 단심도 TB 정군

(20 m～50 m)을, 장심도 시추공인 DB-01을 2008년 에 시추하 으며, 처분 상 

심도 이상(500 m 이상)의 지하에 한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 특성을 악하기 

해 1,000 m 심도의 DB-02시추공을 2009년에 굴착하 다. 이들 시추공에서 2008년

까지 굴착된 10개의 심부 시추공을 선정하여 장 수리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

과를 이용해 연구 지역의 지질모델 구성요소에 한 수리지질특성을 악하 다(표 

3.5.7). 

표 3.5.7. 수리시험을 해 굴착된 정들

Borehole Elevation Depth Size Remarks

YS-1 82 500m NX(3") *MP System installed

YS-2 81 200m NX(3")

YS-2-1 81 200m NX(3")

YS-2-2 81 200m NX(3")

YS-3 80 300m NX(3")

YS-4 91.0 350m NX(3") *MP System installed

YS-5 76.0 200m NX(3")

YS-6 94.0 500m NX(3")

YS-7 56.0 400m NX(3")

KP-1 125.0 250m NX(3")

KP-2 125.0 60m NX(3")

DB-1 90m 500m NX(3") inside K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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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리지질조사를 해 일정구간별 정압주입시험을 실시하 다. 정압주입시험

은 이 패커를 이용하여 구간별로 시행되었다(박경우 외, 2004). 시험은 주입단계에

서 20분 내외로, 정압주입후 일정유량이 매질로 유입될 때 까지 시험을 실시하 다. 

주입수는 연구지역의 지표수를 이용하 으며, 주입압력의 안정화를 하여 약 20

m～40m 의 정압이 걸리도록 상부 표고에 물탱크를 임시로 설치하거나, 물탱크 설

치가 어려운 곳은 주입펌 를 사용하여 일정압력으로 물을 주입하 다. 주입호스 

선상에 설치되는 압력계는 0.1 ㎏/㎠까지 독 가능한 유압 압력계를 사용하 고, 

주입량의 정 한 계측에 가장 요한 유량계는 Gilmont Instruments사의 rotameter

를 계측 범 별로 첩하도록 자체 제작되었다. 피압구간에서의 역류 상을 방지

하기 하여 유량계 각각의 연결라인에 체크밸 가 설치되었다.

       (2) 지구화학 조사

     부지조사에서 지화학특성 조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 KURT (심지층 처분환경) 에서의 지하수 지화학 특성 규명  

   ∙ KURT 지화학모델링을 한 지화학 자료의 신뢰도 확보

   ∙ 심지층 처분환경 심부지하수 지화학 조사기술 개발 : 

심부시추공지하수의 물리화학  라메터(Temp, pH, Eh, DO, EC, 

Alkalinity), 화학조성(주원소, 미량원소, TOC, DOC), 안정동 원소조성(
2
H, 

13C, 18O, 34S, 87Sr/86Sr), 방사성동 원소 조성(3H, 14C, 238U/234U)

   ∙ 처분시스템 개발  안 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지화학 자료 생산

     이와 같은 지화학 조사의 목 과 련하여 연구기간 에 수행된 지구화학 조

사의 주요 주제는 크게 KURT 모암  단열충  물분야와 지하수 분야의 두 분

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KURT 모암  단열충  물 분야에서는 주로  암석

화학, 단열충 물  물화학에 한 조사를 통하여 부지주변의 암석- 물학  

특성  진화과정을 해석하 고, 지하수 분야에서는 주로 KURT  주변 심부 시

추공 지하수의 장기 모니터링을 통하여 연속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장 측정 

 지화학 분석을 한 시료채취에 직  용하 고, 한 지하수화학  유기물 

분석, KURT내 심부시추공 확장을 통한 심부 지화학 모니터링, YS시추공  

KURT 주변의 지화학 모델링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은 KURT 부지에서의 지화학 

특성 조사를 한 시추공 지하수 장측정  지화학 분석 개념도는 그림 3.5.33과 

같다.

     조사된 지구화학 특성의 결과들은 안 성 평가, 공학  방벽  핵종이동 등

과 련하여 다음의 평가에 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 처분용기의 부식 (canister corrosion)

   ∙ 완충재(벤토나이트)의 성능 (bentonit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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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폐기물의 용해도 (fuel dissolution and solubilities)

   ∙ 핵종 지 (radionuclide retention)

   ∙ 지질학  이해 (geoscientific understanding)

   ∙ 기타

   

그림 3.5.33. KURT 부지에서의 시추공 지하수 장측정  지화학 분석 개념도

   

 2.  지질학  특성

     가. 지질 개요

     KURT 시설부지의 지질을 이해하기 해서는 KURT가 치한 한국원자력연

구원를 포함한  유성 북부지역의 역 인 지질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에서는 KURT시설 부지 주변의 역  지질특성을 기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보고

서(한국원자력연구원, 2007)에 수행되었던 내용을 심으로 설명하 으며, 이후 

KURT의 건설  심부시추공에서 얻어진 지질자료를 심으로 KURT 시설부지의 

국지 인 지질을 설명하 다.

     국내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개념은 방사성폐기물을 안 한 환경 조건을 갖

는 지하 심부환경에 처분하여 인간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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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년에서 수백만년의 장기간의 걸친 처분장의 안 성을 고려해야하는 고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에서는 지질학  방벽의 역할이 필수 이다. 고 폐기물 처분장

의 후보지역으로 지하수가 없는 지역이 선호되지만, 국내 처분 상 모암으로 가능

성이 높은 결정질암의 경우, 복잡한 지구조운동을 겪은 우리나라의 지질특성상 

부분 쇄 의 발달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므로 핵종유출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지하수가 없는 지역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지질

조건에서 처분장으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유출은 지하수의 유동에 기인하며, 결정질 

암반에서의 지하수의 유동체계는 지역 인 단열체계 특성에 지배된다. 유출된 핵종

의 거동은 핵종을 운반하는 지하수의 화학성분과 지하수와 하는 물특성에 좌

우된다. 이러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 평가를 한 수리지화학  특

성 규명은 지표  천부지하 환경 뿐만 아니라 심부환경이 포함된다. 따라서 처분

장의 안 성 평가를 해서는 모암에 따른 수리지화학  특성규명이 우선되어야 하

며, 여기에는 지하수의 화학  특성, 지하수의 체류시간, 지하수와 하는 모암 

 단열충 물의 특성규명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김건  등, 2004; 한국원자력연

구소, 2007).

     유성 지역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50 km 지 에 치하며 강을 경계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경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계룡산 기를 능선으로 공주시

와 하며, 갑천이 서남쪽에서 북동쪽으로 흐른다.  유성 지역은 경기변성암 복합체 

내에 치하며 주로 선캠 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생 의 심성암과 맥암류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3.5.34). 선캠 리아기의 변성암류는 흑운모 편마암  편암으로 나

어지며 이들은 시추지 의 북서부에 주로 분포한다. 연구 지역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심성암류는 크게 시 미상의 편상화강암과 생  복운모화강암으로 나뉘어진

다. 이  복운모화강암은 연구 지역의  범 에 걸쳐 가장 범 하게 분포하는 

암석으로 편상화강암을 입하고 있다. 복운모화강암은 립 내지 세립질이며 주구

성 물은 석 , 사장석, 미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이고 어콘, 홍석, 인회석 등

이 소량 찰된다. 사장석과 미사장석은 정이나 입자 경계를 따라서 부분 으로 

견운모화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운모류는 벽개면을 따라 녹니석화 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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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4. KURT 시설부지 주변의 지질

     복운모화강암지역의 야외 찰시 풍화된 암석의 경우 XRD분석결과 풍화산물

은 부분이 일라이트질 토 물이며 소량의 카올린 물이 산출된다. 연구지역내 

심부시추공 주변의 지질은 립질 내지 세립질 복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지 으로는 미약하나마 편상조직을 보이기도 하나 연구지역 남서부에 분포하는 

편상화강암과의 계는 불명확하다. 도폭에서는 편상화강암을 쥬라기의 편마상 

화강암으로 보았고 복운모화강암과는 동일 마그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 (이상

만 외, 1980). 이들은 립질로서 편리의 방향이 주변의 변성퇴 암류의 편리방향과 

일치한다. 한 연구 지역 외곽부에는 생  심성암류가 시 미상의 변성퇴 암류

를 입하고 있다 (박희인 외, 1977).  

     이 밖에 맥암류와 석 반암이 연구 지역 반에 걸쳐 이들을 입하고 있다. 

석 반암은 연구 지역 동남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복운모화강암과는 상호 이  

계를 보인다. 석 과 장석반정이 비교  뚜렷하게 나타나며 장석반정의 경우 일부 

견운모화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규모가 작은 암맥 형태로 분포할 경우 석 반정이 

뚜렷하지 않은 규장질로 이되기도 한다. 맥암류는 주로 산성암맥으로 석 반암과 

함께 주로 NS 내지 N10°W의 입 방향을 보이며, 정지곤 외 (1997)는 이 암맥류들

이 유성온천지역의 온천수를 가열시킨 열원과 하게 련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 다. 한 EW 상 단층선과  N40°W의 상 단층선이 온천공 집 지역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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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서 교차하고 있으며, 갑천, 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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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성 물과 암석

       (1) 모암  조암 물

     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개념에 있어서 불투성 암반에 분포하는 단

열은 지하수의 유동로로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지하수와의 불가피한 에 의해 

핵종은 처분장으로부터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해 핵종은 단

열  내의 물과의 흡착반응, 이온교환, 표면침  등과 같은 지화학  반응을 통하

여 그들이 인간환경으로 이동되는 시간과 농도를 감소시키는 지연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련된 모암과 단열 물의 지화학  특성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정성 평가에 요한 과제 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KURT를 포함한 

주변 부지의 화강암지역 심부 시추공에서 얻어진 지질시료를 이용하여 심부 화강암

반의 암석학  특성과 단열충 물의 화학  특성을 제시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원내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의 모암은 복운모 화강암으로서 주

구성 물은 석 , 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이며 이밖에 녹니석, 홍석, 

어콘, 인회석 등이 소량 존재한다. 이들의 산출양상은 기존의 심부지질환경특성조사

를 하여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심부시추공의 분석결과와 유사하지만 

국지 으로 흑운모가 우세한 운모류로 산출되면서 흑운모 화강암의 양상을 보이며, 

시설의 일부 구간에서는 구조작용에 의한 편상 흑운모 화강암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 일부 산화철이 미세 단열을 따라 세맥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KURT내 

심부시추공(DB-1)에서 얻어진 신선한 모암들로부터 분석된 모달분석결과를 심성암

분류표에 도시하여보면 부분 화강암 역에 도시되며, 이는 기존 심부시추공들(YS

시추공)로부터 얻어진 모암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그림 3.5.35). 한 주변의 YS심

부시추공에서 찰되었던 양상과 유사하게 지하처분연구시설내의 시추코아에서도 

단열 와 련되어 견운모화, 녹니석화, 세립의 황철석 함유, 산화  존재 등의 다

양한 변질 양상을 보여 다. 특히 일부구간에서는 세립의 황철석의 산출과 함께 열

수변질양상이 찰된다 (그림 3.5.36). 신선한 모암의 장석은 알바이트에서 올리고클

이스까지의 조성을 보이고 흑운모는 앤나이트와 흑운모사이의 좁은 범 의 조성

을 보이면서 Al이 결핍된 조성을 보인다. 

     체 인 연구지역 화강암의 SiO2의 함량은 66.4∼75.0%로 산성암에 해당되며, 

지화학 으로 I-type에 속하면서 과알루미나 성질을 나타내고, 0.96∼1.21범 의 알

루미나 포화지수를 갖는다. 화학분석결과는 체 으로 SiO2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TiO2, Al2O3, MgO, FeOT, CaO, P2O5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K2O는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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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화강암의 분화경향을 나타낸다(그림 3.5.37).  기존 YS 시추코아 분석결과

와는 CaO와 Na2O 경향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 마그마 진화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동일마그마 기원으로 단된다.

그림 3.5.35. KURT  심부시추코아(DB-1), 주변 

화강암류들의 모달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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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6. KURT 화강암류의 편 미경 사진 (Qtz : 석 , Pl : 사장석, Mcl : 

미사장석, Bt : 흑운모, Mus : 백운모, Chl : 녹니석, S : 견운모, Cc : 방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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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7. KURT  심부시추공 시추코아, 주변 화강암류들의 SiO2에 한 

주요원소들의 분포경향 (Harker’s diagram)

       (2) 단열충 물

     KURT내의 시추공들로부터 얻어진 시추코아에서 일라이트, 로먼타이트, 녹니

석, 녹염석, 몬모릴로나이트, 카올리나이트, I/S 혼합층상 물 등의 단열충 물들

이 감정되었다. 특히 기존의 주변 YS시추공들에서의 지하수 화학분석결과와 열역학

데이타를 이용한 계산에서만 추정되었던 몬모릴로나이트와 카올리나이트가 확인되

었다.  단열충 물 에는 방해석이 가장 범 하게 산출되며, 일라이트는 산출

양은 많지 않으나 산출빈도는 가장 높다. 로먼타이트와 같은 제올라이트 물은 주

변 시추공보다는 빈도가 낮지만 범 하게 분포한다. 녹니석은 주로 단열  표면

의 변질 물로서 주로 산출된다. 특히 로먼타이트와 녹염석  황철석의 산출은 

KURT를 포함한 연구지역 반에 열수변질작용의 향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주

사 자 미경 찰에서 로먼타이트는 형 인 주상의 결정형을 보여주며, 일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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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카올리나이트는 상의 결정형태로 산출되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결정도를 보

인다. 반면에 녹니석은 형 인 상의 결정형의 집합체로 산출되고, 몬모릴로나이

트의 경우는 형 인 벌집형태의 조직을 보여 다 (그림 3.5.38).

그림 3.5.38. KURT내 심부시추코아(DB-1)에서 찰되는 단열충 물의 

주사 자 미경(SEM) 사진

     다. 단열

       (1) KURT 주변 지역

         (가) 단열  조사

     KURT 주변 지역에 한 기반암에 한 단열   단층을 분석하기 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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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구조 분석  지표지구물리 탐사 결과를 분석하 다. 선구조 분석과 지표지구물

리탐사 결과를 활용하여 KURT 주변 지역의 개념  지질 구조를 이해하고, 상되

는 단열   단층과 그 방향성을 측하 다. 그리고, 시추공 단열 조사를 수행하

는데, 시추공 단열 조사는 시추공 텔 뷰어 결과를 이용하여 단열에 한 통계  자

료를 분석하고,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 에 한 정의를 하 으며 시추공별로 존

재하는 단열 를 분류하여 그 크기  방향성을 분석하 다. 최종 으로 지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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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공 조사를 종합하여 KURT 주변 지역의 지질 모델을 구성하 다 (그림 

3.5.39).

그림 3.5.39. KURT 주변 지역의 단열  분석 과정

     연구지역에 굴착된 총 9개의 시추공에서 도출된 시추공 음 주사검층 자료

를 이용하여 단열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시추공 음 주사검층 결과를 이용

하여 시추공별로 단열에 한 분포를 깊이별로 도출하고, 깊이별 단열 정보를 이용

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단열 를 정의하고 이를 시추공

별로 구분하 다 (표 3.5.8). 시추공 별로 확인된 단열 는 다시 시추코아 분석을 통

해 기반암에 존재하는 미세 단열과 단열 에 존재하는 단열을 구분하여 단열 를 

재분석 하 다. 시추공별로 구해진 단열 의 폭은 한, 시추공 음 주사검층 결

과  시추코어 분석에서 각 단열 의 주요 단열을 분석하여 단열 의 경사 방향을 

도출함으로서 시추공에서 단되는 단열 의 폭을 최종 으로 구하 다. 이 게 분

석된 단열 의 방향성과 폭은 분류 기 을 설정하여, 각 시추공 별로 존재하는 단

열 를 분류 기 에 맞게 정의하 으며, 이를 최종 으로 지질모델에 반 하 다.

     시추공 음 주사검층 결과를 이용해 각 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에 하여 

단열의 빈도 분석 (frequency analysis)  공간 분석 (spacing analysis)을 실시하

다. 단열의 공간 분석은 단열과 단열 사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하 으며, 

단열 사이의 공간에 한 도함수를 구함으로서 단열 를 구성하는 단열에 

한 통계 인 기 으로 설정하기 한 주요 인자가 된다. 단열의 빈도는 3차원의 공

간 인 단열의 도를 1차원의 시추공의 단열 개수를 이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 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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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델링을 수행할 때 주요한 인자로 분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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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데에 이용하 다. 본 연구지역에서 수행한 단열의 공간 분석에서 단열사이의 

간격이 0.2 m를 기 으로 도함수의 기울기가 히 변하며, 이를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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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사이의 간격이 0.2 m 이하의 구간을 단열 로 분류하 다. 이는 단열의 빈도 

분석에서 단  길이 (1 m) 당 5개 이상의 단열이 존재하는 구간을 의미하며, 단열 

빈도 분석 결과를 기 으로 단열 의 구간을 선정하는 데에 기 으로서 활용되었다 

(그림 3.5.40).

     연구지역의 시추공에서 측된 단열의 통계 분석 결과  단열의 빈도는 시추

공 음 주사검층 결과 찰되는 단  길이 당 단열의 개수에 근거하 는데, 그림 

3.5.41에 단  길이 당 단열의 개수  단열의  개수를 도시하 다. 단열 통계 

분석 결과 연구지역의 시추공인 YS 정군과 KP-1, KP-2 정에서 다수의 단열

가 존재하는 것으로 단되며, 측된 단열 를 시추공별로 구분하 으며, 투수성 

구조로 고려되는 주요 개구성 단열에 해서 같은 방법으로 도시하 다. 각 시추공

별 단열 를 종합한 결과는 표 3.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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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KURT 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   단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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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열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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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5.9). 분류된 단열  명칭은 FZ(order)(분류결과)-No.의 순서와 형식으로 정하

다. FZ2A의 단열 는 총 6개가 존재하며, FZ2S 단열  1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 명칭은 향후 추가 인 장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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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KURT 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

    

       (2)  KURT 지역

KURT의 심부 시추공(DB-01)에서 수행한 시추공 단열조사(BHTV)의 자료를 바탕

으로 1차 비 단열  6구간을 선정하 고, 물리 검층과 비교하여 2차 비 단열  

7구간을 선정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아로깅  코아사진 자료를 비교 분석하

여 최종 8구간의 단열 를 도출하 다. 먼  시추공 단열조사(BHTV)를 자료를 이

용하여 비 단열  6구간을 도출하 다. 시추공 단열조사로 도출된 단열과 단열의 

주향경사(Dip/ Dip Direction) 자료를 바탕으로 공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공간분석은 모든 자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과 결과 0.2m/m 이하의 공간을 갖는 

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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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0. 공간 분석

     빈도 분석(그림 3.5.41)은 공간분석을 바탕으로 0.2m/m 이하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단열들을 깊이별로 plot하여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6구간을 1차 비단열 로 

상하 다(표 3.5.10).

그림 3.5.41. 빈도 분석

표 3.5.10. 시추공 단열조사(BHTV)로 도출된 단열

단열구간
BHTV로 도출된 단열

From (m) To (m)

DB-01-1 3.0 25.0

DB-01-2 43.9 59.5

DB-01-3 96.0 116.4

DB-01-4 154.0 227.6

DB-01-5 236.2 244.6

DB-01-6 276.7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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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 trand NS trand

DB-01-1 DB-01-4

NW trand NW trand

DB-01-2 DB-01-5

NW trand NW 과 NS trand

DB-01-3 DB-01-6

그림 3.5.42. 각 구간별 시추공 단열조사(BHTV)결과  방향성

     물리 검층으로 도출된 RQD, 도 탄성  속도, 기 항, 온도 자연감마값이 

결정질 암반 특유의 값이나 주변 지질과 다른 특정 구간을 시추공 단열조사

(BHTV)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여 7구간의 2차 비단열 를 선정하 다 (표 

3.5.11).



- 267 -

그림 3.5.43. 시추공 단열조사(BHTV)와 물리검층 비교

표 3.5.11. 시추공 단열조사(BHTV)와 물리검층으로 도출된 단열

 

단열구간
BHTV로 도출된 단열

From (m) To (m)

DB-01-1 8.0 26.0

DB-01-2 45.0 58.0

DB-01-3 90.0 114.0

DB-01-4 155.0 159.0

DB-01-5 203.0 224.0

DB-01-6 237.0 249.0

DB-01-7 291.0 301.0

     마지막으로 코어로깅과 코어사진를 선행된 자료들과 깊이별 오차와 단열들의 

실제 공간과 분포를 비교하여(그림 3.5.44) 최종 8구간의 단열 를 선정하게 되었다

(표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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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2. 최종 확정된 단열

단열구간
BHTV로 도출된 단열

From (m) To (m)

DB-01-1 3.0 25.0

DB-01-2 43.5 59.5

DB-01-3 92.0 116.0

DB-01-4 156.0 159.0

DB-01-5 183.0 194.0

DB-01-6 201.5 226.0

DB-01-7 234.0 244.0

DB-01-8 279.0 293.0

그림 3.5.44. 최종 확정된 단열  물리검층 비교

     라. 암반 배경단열 분포특성

KURT 내 치한 심부 정 DB-1에서 acoustic televiewer를 이용하여 

정 로깅을 하 다. 그림 3.5.45는 정 로깅 결과를 보여 다. 암상은 모두 화강암이

며, 그림과 같이 개구성 단열과 물 등으로 충진된 폐쇄성 단열이 정을 통하

고 있다. 코어 로깅 결과와 정 로깅 결과를 종합하여 DB-1 정과 교차한 단열

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 다. 특별히 frequency analysis와 spacing 

analysis, 지구물리탐사 결과를 종합하여 단열 를 구분하고, 단열  외 지역에 치

한 배경단열들에 해 그 분포 특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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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5. acoustic televiewer를 이용한 정 로깅 결과

먼  찰된 모든 배경단열들에 한 단열 도를 계산하 다. 단열 도로 단  길

이의 정과 교차하는 단열의 개수로 정의되는 P10값을 구하 으며, 기  길이를 

20m로 설정하여 단열 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20m씩 세분한 후 각 구간의 P10

값을 계산하 다. 이 때 20m보다 작은 구간들은 그 구간의 길이들을 기 으로 P10

을 계산하 다. 그림 3.5.46은 찰된 모든 배경단열들의 P10값을 보여 다. 이때, 

그림 내 선은 단열 의 치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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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6. 모든 배경단열들의 P10 분포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터  바닥으로부터 150 ∼ 200m 하부에 치한 구간에서 

P10이 6.0 ∼ 7.0으로 단열 도가 매우 높으며, 300 m 하부 구간들에서는 부분 

P10이 0.5 이하로 매우 낮은 단열 도를 보여 다. 그리고 터  바닥으로부터 0 ∼ 

150m 하부에 치한 구간들과 200 ∼ 300m 하부에 치한 구간들에서는 2.0 ∼ 

3.0 의 P10값이 찰되었다. 

그림 3.5.47은 각 구간에서 찰된 모든 배경단열들의 방향성 분포를 분석하

기 해 각 단열들의 극 을 도시하여 등고선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터  하부 25∼43.5m 구간과 293∼500m 구간에 치한 배경단열들은 수평

으로 워있는 단열들이 우세하다. 반면에 나머지 구간에 치한 배경단열들은 일

부 EW 방향의 단열이 우세하거나 (터  하부 59.5∼92m 구간), NS 방향의 단열이 

우세한 구간 (터  하부 194∼201.5m 구간)이 보이기는 하지만, 개 NW 방향의 

단열들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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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터  하부 25∼43.5m 구간           (b) 터  하부 59.5∼92m 구간

       (c) 터  하부 116∼156m 구간          (d) 터  하부 159∼183m 구간

       (e) 터  하부 194∼201.5m 구간         (f) 터  하부 226∼234m 구간

       (g) 터  하부 244∼279m 구간          (h) 터  하부 293∼500m 구간

그림 3.5.47. 모든 배경단열의 구간별 방향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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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배경단열에는 개구성 단열과 반개구성 단열, 폐쇄성 단열 모두가 포

함된다. 이에 투수성 단열일 확률이 높은 개구성 단열과 반개구성 단열에 한정하여 

단열 도와 그 방향성을 분석하 다. 그림 3.5.48는 찰된 개구성/반개구성 단열의 

도를 보여 다. 역시 P10을 구하여 단열 도를 표 하 으며, P10 계산을 한 

기  구간 길이로 20m를 설정하 다. 

그림 3.5.48.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P10 분포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체 배경단열 에 투수성 단열일 확률이 높은 개구성/반

개구성 단열의 비율은 매우 낮아, P10값이 모든 배경단열을 상으로 했을 때에 비

해 10배 이상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터  바닥으로부터 25∼43.5m 하부에 

치한 구간에서는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이 1개 교차하여서 0.05의 P10을 보여

주는 등 매우 낮은 단열 도를 보여주다가 아래로 차 내려갈수록 단열 도가 커

져 터  하부 60∼300m 구간에서는 0.15∼0.25의 P10값을 보여 다. 이후 터  하

부 300m 이하 구간에서는 단열 도가 매우 낮아져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이 

거의 찰되지 않는다. 

DB-1에서 찰된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방향성 분포 특성을 분석하

기 하여 각 구간별로 개개 배경단열의 극 을 도시하 다 (그림 3.5.49). 이 때, 

찰된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개수가 매우 작아 등고선도로 표시하지 않고 

개개 단열의 극 을 그 로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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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터  하부 25∼43.5m 구간           (b) 터  하부 59.5∼92m 구간

       (c) 터  하부 116∼156m 구간          (d) 터  하부 159∼183m 구간

       (e) 터  하부 194∼201.5m 구간         (f) 터  하부 226∼234m 구간

       (g) 터  하부 244∼279m 구간          (h) 터  하부 293∼500m 구간

그림 3.5.49.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구간별 방향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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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배경단열의 방향성이 도시된 그림 3.5.47과 달리, 찰된 개구성/반개구성 배경

단열들은 거의 부분의 구간에서 NW 방향의 방향성을 보여주어 하나의 단열군으

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찰된 모든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들의 방

향성을 도시하면 그림 3.5.50과 같다. 

그림 3.5.50. 찰된 모든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들의 방향성 분포

이에 KURT 하부에 치한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을 하나의 단열군으로 분류하

여 그 방향성의 통계  특성을 FracMan (Dershowitz et al., 1998)의 ISIS 

(Interactive Set Identification System) module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 때, 

DB-1이 수직으로 뻗어 있어 생길 수 있는 찰 결과의 편향성을 보정하기 하여 

찰 자료에 해 Terzaghi 보정을 하 으며 최 화 방법으로는 simulated 

annealing 기법을 이용하 다. 표 3.5.13는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분포형태 Fisher 분포

특성지수
Mean dip (tr,  pl)  (199.6, 66.0)

Fisher K 8.62

표 3.5.13.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방향성에 한 통계  특성 

찰된 방향성 분포와 가장 잘 가까운 분포 형태는 Fisher 분포로, 그 특성지수는 

평균 dip direction은 199.6˚, 평균 dipping angle은 66.0˚로 분석되었다. 한 단열 방

향성의 분산도를 나타내는 최 의 Fisher K는 8.62로 계산되었다. 도출된 통계  특

성이 찰된 방향성 분포를 얼마나 잘 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해 

Kolmogorov-Smirnov (K-S) 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분석 결과, K-S 통계는 

0.09, percent significance는 92.3%로 계산되어 분석한 통계 특성으로 찰된 방향

성 분포 특성을 잘 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참고로, K-S 통계는 분석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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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단열의 방향성 분포를 측하 을 때 측값의 확률 도함수와 측

값의 확류 도함수의 최   차이값을 의미하며, 그 값이 작을수록 분석한 

통계 특성이 찰값을 잘 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percent 

significance는 분석한 통계 특성으로 단열의 방향성 분포를 측하 을 때 그 평균

과 표 편차가 찰값의 평균과 표 편차와 같을 확률을 의미한다 (Dershowitz et 

al., 1998).

   3. 수리지질학  특성

     가. 수리지질 개요

       (1) 지표 수문

     연구소 지역을 포함하여 가로 6.76km × 세로 5.58km 규모의 역 역에 

한 geomorphology를 살펴보면, 산의 능선을 기 으로 지표수 시스템을 7개로 구분

할 수 있다. 지하수 시스템이 반드시 지표수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지

만, 일반 으로 지하수 수두 분포가 지형에 따라 형성된다는 에서 7개로 구분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다. 

     체 역에서 심이 되는 역은 A 역과 B 역이다. A 역과 B 역의 경

계 치에 연구소의 시추공이 치하고 있으며, 실증처분시설이 들어설 정이다. 

지형을 기 으로 해서 지하수 시스템을 구분하는데 있어, A 역과 B 역에 경계가 

남쪽 산( 오산)에 의해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어, 시추공이 치한 지역을 지배하

는 지하수 시스템에 한 명확한 구분이 힘들다. 따라서 시추공으로부터 가능한 자

료를 획득하여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질도를 살펴보면 같은 지질을 

갖는 치에 있으므로 수리화학  특징은 유사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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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1. 산 능선을 기 으로 구분한 수리 시스템

       (2) 평균 강수량

     연구지역의 지하수 수리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 인 강수의 효과에 한 

고찰을 해 재 강수량을 분석하여 강수량에 한 수리학 인 반응을 살펴보는 

방법이 하다.  지역은 동해안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

반 인 몬순 기후를 보이는데, 략 연평균 1,350mm의 강수량을 나타내며, 6월과 9

월 사이에 내리는 강수량이 략 900mm의 강수량으로 연 강수량의 67% 차지할 정

도로 집 인 강수량 분포를 보인다. 건기인 10월에서 3월 사이에는 강수량이 상

으로 우기(6월～9월)에 비해 다. 평균 강수량의 차이는 지하수 유입량과 유출

량에도 변화를 주게 되는데, 하나의 유역에서 외부로부터의 유량 유입이 없다면, 강

수에 의한 유입이 유일한 source가 된다. 지역에서는 와 같이 계 별 강수량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기상 상태가 연구지역의 지하수 시스템에 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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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2. 지역의 월별 강수량

       (3) 지하수 시스템

     연구지역은 국지 으로 북쪽과 서쪽에 치하는 산계와 남쪽의 산계에 둘러 

쌓인 분지형태의 지형에 치하고 있다. 따라서, 북서쪽의 산계와 남쪽의 산계에 의

해 향을 받는 지하수 시스템이 용된다. 역 지하수 시스템은 주로 지형 인 

향에 의해 움직인다. 한, 지하수로의 유입 원천이 되는 강수의 함양율에 한 

정보가 필요하다. 연구지역의 강수에 의한 지하수 함양율을 제시한 자료는 부족하

므로,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지하수 함양율은 매질의 특

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외에 일조량, 강수에 의해 향을 받는 지역의 경사, 식

물 분포 등에 의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 지 마다 각각의 함양율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 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지역 표토층 하부의 경우 략 퇴 층이 5m 내외로 얕게 쌓여 있으

며, 강수는 표토층과 풍화 를 지나 기반암에 이르게 된다. 기반암의 매질은 표토층

과 풍화 에 비해 수리 도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지하수 함양은 

극히 다. 그러나 단열 가 존재할 경우 단열을 따라 비교  빠른 함양이 일어날 

수 있다. 연구지역에서 함양과 련된 일반 인 모식도는 아래 그림 3.5.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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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3. 연구지역의 수리지질 시스템

 

       (4) 기상변화에 따른 KURT 지하수 함양특성 분석

      연구지역에 굴착된 심부 환경 조사용 YS 정군과 천부 환경 조사용 BH 정

군  KURT 주변의 시추공인 KP-02 정에서 연속 으로 지하수 를 측하고 

있으며, 기상 변화에 따른 KURT 주변의 지하수  변화 특성을 분석하기 해 

2008년에 측된 자료를 이용하 다. 시간에 따른 지하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KURT 주변의 지하수 는 다음의 3개의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3.5.55).

    - A지역 : 강우에 따라, 지하수 가 시간 지연(time delay)을 갖고 반응하여, 체

으로 수 기 서서히 반응하여 그 변화를 측할 수 있는 지역 (BH-4,5,6, 

KP-2) (그림 3.5.54의 흑색 타원구역)

    - B지역 : 강우에 따라 체 으로 지하수 가 즉시 반응하며, 강우가 많은 6

월～8월 사이에 지하수 가 체 으로 증가하는 지역 (BH-2, 

YS2,2-1,2-2,2-3,3) (그림 3.5.54의 청색 타원구역)

    - C지역 : 강우에 따라 지하수 가 즉시 반응하며, 다시 즉시 원래 지하수 로 회

복되는 지역 (YS-5,8) (그림 3.5.54의 색 타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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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4. KURT 주변 지역 시추공 치 

 함양 특성에 따른 함양 구역 구분

(A지역) (B지역) (C지역)

그림 3.5.55. 강우에 따른 시추공별 지하수  변화 양상

     나. 단열 의 수리 지질학  특성

연구지역의 부지특성 조사용 시추공에서 장 수리시험을 수행하 다. 수리특성 

분석을 한 장 수리시험으로서 YS, KP 정군에서 일정 구간별 정압주입시험

을, 자분정인 DB-1 시추공에서는 시추조사 결과 도출된 8개의 단열 를 상으로 

정압배출시험  회복시험을 수행하 으며, 배경단열에 한 수리특성 해석을 해 

같은 방법으로 일정 구간별 정압배출시험과 회복시험 각각 수행하 다.

일정 구간별 정압주입시험의 결과는 정상류 해석방법으로 계산되었다. 실제 단

열암반에서 지하수 유동의 경향은 선형유동, 방사상 유동, 구상유동의 세가지 형태

를 나타내며, 부정류 상태의 지하수 유동에 해 차원분석법을 이용하여 수리 도

도 값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차원분석법을 이용하여 수리 도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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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할 때 수리시험의 기간  기 유입되는 유량 자료의 부족 등의 한계가 있으

며, 차원 해석에서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Kuusela-Lahtinen, A., 2003).  정상류 해석법에 의한 수리 도도는 균질 등방성 

매질에 수직인 시험공에서의 흐름이 방사상 층류(laminar flow)라 가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법은 Moye의 공식(Moye, 1967)에 따랐다. 

  

 
   

q  = Flow rate at the end of injection phase (m
3
/sec)

hw  = Applied over pressure in test section(m)

2rw = borehole diamenter(m)

Moye(1967)는 정압주입시험에서 시추공의 주변에서는 2차원의 방사상 유동이 

일어나며, 시추공에서 거리가 시험구간의 1/2이 되는 지 부터 3차원의 구상유동

(spherical flow)로 환한다고 가정하여 투수량계수를 계산하 다. 따라서, 차원분

석법으로 구한 해와 Moye의 공식에 의한 해는 실제 수리시험이 행해지는 매질에서 

지하수가 방사상으로 유동할 때 가장 잘 일치하며, 선형유동  구상유동에서는 약

간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단열암반에서 주로 보이는 지

하수 유동은 방사상 유동의 성격을 띠며, 실제 시험결과 차원분석법으로 구한 해와 

Moye의 공식으로 구한 해가 비교  잘 일치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SKB 

TR 91-13, 1991).

정압배출시험 결과는 Moye 방법 (USBR, 1968)과 Jacob-Lohman 방법 

(Jacob and Lohman, 1952), Straight line 방법 (Jacob and Lohman, 1952)을 이용하

여 해석하 다. 이 때, Moye 방법은 지하수 시스템의 정류 상태를 가정하여 지하수 

배출량이 수렴하 을 때의 수렴값과 떨어뜨린 수리수두를 이용하여 투수량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고, Jacob-Lohman 방법은 지하수유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압배출

시험 시 지하수 배출량 변화의 해석해를 유도한 후 이 해석해를 이용한 type curve

와 찰된 지하수 배출량 변화를 matching시켜 수층의 투수량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Straight line 방법은 간략화한 Jacob-Lohman의 해석해를 이용해 

수층의 투수량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회복시험결과는 Horner plot을 이용한 

해석법 (Horne, 1995)으로 해석하여, 회복시험 시 찰된 수두 변화로 Horner plot

을 그리고, Horner plot으로부터 무한방사형 지하수 흐름을 보이는 시간 를 찾아낸 

다음, 그 시간 의 수두 변화로부터 수층의 투수량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험 결과 산출된 투수량계수를 그림 3.5.56에 제시하 다. 연구지역에서 구간

별 투수량계수 10-7～10-9 m/sec로 화강암지역에서의 형 인 수리 도도 값을 보

으며, 분포함수를 도시해 보았을 때, 정규분포나 지수분포 보다는 수정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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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5.56). 투수량계수의 평균값은 5×10
-7 

m
2
/sec

이고, 표 편차는 1.7×10-6 m2/sec로 평균 투수량계수에 비해 히 큰 값을 보여, 

구간별 투수량계수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수리 도도의 앙값은 3.9×10
-9 

m
2
/sec (1st Quartile : 8.410

-10 
m

2
/sec, 3st Quartile : 3.1×10

-8 
m

2
/sec)로 평균값에 

비해서 히 작은 값을 보 다. 시험 구간에서 물이  주입되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구간의 수리 도도를 유량계의 측정 한계치를 기 으로 1×10
-11 

m
2
/sec로 

두었다. Andersson et al(2002)은 단열암반에서 지하수 유동에 한 해석시 체계

인 근방법의 하나로 지하수의 주유동로와 방벽역할을 하는 투수성 구조 역

(hydraulic conductor domain)과 투수성 구조 역에 의해 구분되는 수리암반 역

(hydraulic rock domain), 토질층과 지표풍화 쇄 를 포함하는 수리토질 역

(hydraulic soil domain)으로 구분하여 역별 단열분포특성과 지하수 수리특성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그림 3.5.56. 수리시험 결과 산출된 투수량계수

그림 3.5.56을 살펴보면 각 시추공에서 비교  투수성이 양호한 구간

(>10
-6
m

2
/sec)이 심도에 상 없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YS-06, 

YS-01, YS-07 시추공에서 지하 400m 이하의 깊이에서 심부 지하 역임에도 불구

하고 비교  큰 투수량계수를 나타내었다는 이다. 정압주입시험으로 산출한 투수

량계수와 텔 뷰어의 검층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주로 단열이 많이 분포하는 구간

에서 수리 도도 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YS-01번 시추공의 지하 400m 아래 구간과 

YS-07번 시추공의 지하 400m 근처 구간에서 다른 구간에 비해 소규모 단열이 존

재하 음에도 불구하고, 투수성이 양호한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비록 단

열군의 규모가 작더라도 소규모의 투수성 단열이 존재한다면 해당구간의 투수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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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시한다.

기반암에 존재하는 단열 에 한 수리 도도 분포는 Log K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며 작은 값 (10
-11
 m/sec)에서 큰 값 (10

-5
 m/sec)의 범 에 존재하는 것

으로 분석되어, 이에 한 푯값을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지질 모델의 분류 

체계 (단열 의 크기  방향성)를 기 으로 수리 도도를 분리하여 그 분포를 확

인하여 보았다 (그림 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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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열 의 크기로 구분한 수리 도도 분포

그림 3.5.57. 단열 의 방향성과 크기로 구분한 수리 도도분포

단열 의 분류 기 에 의해 수리 도도의 값을 구분하여 도시한 결과, 단열 의 

방향성  크기에 따른 수리 도도의 분포의 통계  푯값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각 단열 의 기하학  형태  연결성, 크기 등의 복합  요소에 의해 수리

도도 값이 결정되는 것으로 단된다. 즉, 각각의 단열 에 해 다른 수리 도도가 

용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 단열  별로 수리 도도를 구분해 내야 한 수리

인자를 입력할 수가 있다(그림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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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8. 각각의 단열 에 한 수리 도도

     다. 암반  배경단열의 수리 지질학  특성 

KURT 내 암반  배경단열의 수리지질학  특성을 규명하기 해 DB-1 내 단열

 외 구간에 더블패커를 설치하고 각 구간에 하여 정압배출시험 (constant head 

withdrawal test)과 회복시험 (recovery test)를 수행하 다. 이 때,시험구간의 간격

은 20m로, 20m보다 작은 길이를 갖는 구간에서는 수리시험을 수행할 수 없었다. 

표 3.5.14은 암반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를 측하기 해 정압배출시험과 회복

시험을 수행한 DB-1 공의 시험구간과 각 구간에서 발견된 체 배경단열의 개수,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개수를 보여 다. 시험구간에 체 배경단열은 많은 편

이나 유동성 단열일 확률이 높은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개수는 매우 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 284 -

시험구간 체 배경단열 개수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 개수

터 하부 65〜85m 55 3

터 하부 125〜145m 62 5

터 하부 161〜181m 137 4

터 하부 251〜271m 16 0

터 하부 291〜311m 49 0

터 하부 311〜331m 16 1

터 하부 331〜351m 8 0

터 하부 351〜371m 15 2

터 하부 371〜391m 11 0

터 하부 391〜411m 4 0

터 하부 411〜431m 8 0

터 하부 431〜451m 4 0

터 하부 451〜471m 16 0

터 하부 471〜491m 2 0

표 3.5.14. 수리시험을 수행한 DB-1 공의 시험구간과 각 구간에서 찰된 배경단

열의 개수

정압배출시험과 회복시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수리시험  지하수 시스템의 

기 상태를 정확히 규명하기 해 시험구간의 수리수두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다. 그 후 정압배출시험을 시작하여, 지하수를 배출시켜 수리수두를 정해진 수두로 

떨어뜨린 후 배출되는 지하수의 유량 변화를 찰한다. 시간이 지난 후 유량이 특

정값으로 수렴하게 되면, 지하수가 더 이상 배출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수리수두

가 이 의 안정수두로 회복되는 것을 찰하는 회복시험을 수행한다. 그림 3.5.59는 

DB-1 공의 터  하부 471〜491m 구간에서 정압배출시험과 회복시험을 수행할 때 

찰한 수리수두  지하수 배출량의 변화를 보여 다. 정압배출시험을 하면 그림

과 같이 수리수두가 특정 수두로 떨어진 후 일정하게 유지되나 지하수 배출량은 변

해서, 시험 기에는 크다가 차 감소하여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회복시험

을 시작하면 지하수 배출량은 0이 되고 수리수두는 차 증가하다가 기 안정수두

로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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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9. 정압배출시험과 회복시험 시 수두  유량 변화의  (DB-1 공 터  

하부 471〜491m 구간)

수행한 정압배출시험 결과는 Moye 방법 (USBR, 1968)과 Jacob-Lohman 방법 

(Jacob and Lohman, 1952), Straight line 방법 (Jacob and Lohman, 1952)을 이용하

여 해석하 다. 이 때, Moye 방법은 지하수 시스템의 정류 상태를 가정하여 지하수 

배출량이 수렴하 을 때의 수렴값과 떨어뜨린 수리수두를 이용하여 투수량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고, Jacob-Lohman 방법은 지하수유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압배출

시험 시 지하수 배출량 변화의 해석해를 유도한 후 이 해석해를 이용한 type curve

와 찰된 지하수 배출량 변화를 matching시켜 수층의 투수량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Straight line 방법은 간략화한 Jacob-Lohman의 해석해를 이용해 

수층의 투수량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회복시험결과는 Horner plot을 이용한 

해석법 (Horne, 1995)으로 해석하여, 회복시험 시 찰된 수두 변화로 Horner plot

을 그리고, Horner plot으로부터 무한방사형 지하수 흐름을 보이는 시간 를 찾아낸 

다음, 그 시간 의 수두 변화로부터 수층의 투수량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표 

3.5.15는 찰한 수리시험 결과를 술한 방법들로 해석하여 도출한 각 시험구간의 

투수량계수를 보여 다. 정압배출시험의 경우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 결과의 차이

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압배출시험의 해석 결과와 회복시험의 해석 결과

가 달라 크게는 1차수까지 차이나는 구간이 존재한다.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개수가 많은 시험 구간에서는 체로 정압배출시험과 회복시험의 해석 결과가 비슷

하나, 보통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개수가 은 시험 구간에서는 두 시험의 해

석 결과의 차이가 커진다. 이는, 회복시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시험 시 수리반응  

무한방사형 지하수 흐름을 보이는 반응을 찾아 해석하 으나, 정압배출시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수리반응을 무한방사형 지하수 흐름으로 가정하여 해석한, 해석 방

법의 가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 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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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간

추정한 투수량계수 [m2/sec]

Moye 방법
Jacob-Lohman 

방법

Straight line 

방법

Horner plot 

방법

터 하부 

65〜85m
1.64E-07 1.31E-07 3.03E-07 1.51E-06

터 하부 

125〜145m
1.14E-07 1.11E-07 3.54E-07 5.50E-07

터 하부 

161〜181m
1.07E-07 1.15E-07 1.41E-07 4.04E-07

터 하부 

251〜271m
1.65E-07 1.29E-07 1.93E-07 1.01E-06

터 하부 

291〜311m
5.94E-08 3.00E-08 2.91E-08 5.61E-08

터 하부 

311〜331m
3.06E-08 1.29E-08 1.47E-08 6.12E-08

터 하부 

331〜351m
5.68E-08 3.14E-08 3.48E-08 1.53E-07

터 하부 

351〜371m
5.62E-08 3.30E-08 3.17E-08 3.54E-07

터 하부 

371〜391m
6.01E-08 4.15E-08 3.42E-08 4.43E-07

터 하부 

391〜411m
5.91E-08 3.03E-08 3.26E-08 1.85E-07

터 하부 

411〜431m
4.94E-08 3.05E-08 3.37E-08 3.37E-07

터 하부 

431〜451m
4.13E-08 5.09E-08 2.53E-08 4.49E-07

터 하부 

451〜471m
5.53E-08 5.39E-08 3.42E-08 2.84E-07

터 하부 

471〜491m
5.31E-08 7.58E-08 6.06E-08 3.69E-07

표 3.5.15. 수리시험 결과로부터 도출한 각 구간의 투수량계수

표 3.5.15의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개수가 많은 구간이 

체로 투수량계수가 높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그 값이 일부 개구성/반

개구성 배경단열이 없는 구간의 투수량계수와 비슷하다. 이는 배경단열의 투수성이 

암반 자체의 투수성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배경단

열이 KURT 부근 지하수 시스템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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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flow logging 등의 조사를 통해 실증되어야 할 것이다. 

암반  배경단열의 수리지질학 인 특성은 정량 으로 제시하기 하여 먼  암상

과 투수성 배경단열의 도, 투수성 배경단열의 방향성 분포, 수리시험결과를 토

로 주어진 지역을 몇 개의 수리암반 역 (HRD, Hydraulic Rock Domain)으로 분류

하 다. 3.5.2에 기술된 것처럼 KURT 하부 암반의 암상은 모두 화강암이었으며 투

수성 배경단열의 방향성은 깊이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투수성 배경단

열일 가능성이 높은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도는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어, 

터  하부 25.0～43.5m 구간은 그 도가 낮다가 59.5～279.0m 구간에서는 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터  하부 293m 이하 구간에서는 단열 도가 다시 낮아진다. 시

험구간 별  투수량계수의 분포도 이와 비슷하여 터  바닥으로부터 65～271m 하부 

구간에서는 투수량계수가 1.0E-7 m2/s의 차수로 비교  높다가 291m 이하 구간에

서는 1.0E-8 m
2
/s의 차수로 비교  낮아진다. 이에 수리지질특성이 비슷한 터  하

부 293.0m 이하 역을 HRD-1으로, 터  하부 59.5～279.0m 구간을 HRD-2로, 터

 하부 0.0～43.5m 구간을 HRD-3로 분류하고 각 수리암반 역에 해 수리지질학

 특성을 규명하 다. 

수리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각 수리암반 역 내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의 통계

 특성을 유추하 다. 투수량계수 유추를 해 FracMan (Dershowitz et al., 1998)

의 OxFilet (Osnes Extraction from Fixed-Interval-Length Effective 

Transmissivities) 모듈을 이용하 으며 분석 시 사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먼  

시험구간의 투수량계수는 구간 내 존재하는 투수성 배경단열들의 투수량계수의 합

과 같다고 가정하여, 암반의 매질은 불투수하다고 가정하 다. 이에 따라 투수성 단

열일 가능성이 높은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개수가 0인 시험구간의 투수량계

수를 기 으로 삼아, HRD-1의 경우 3.00E-8 m2/s보다 작은 투수량계수를 갖는 배

경단열은 불투수하다고 가정하 고, HRD-2의 경우 6.00E-8 m
2
/s보다 작은 투수량

계수를 갖는 배경단열은 불투수하다고 가정하 다. 이 때, HRD-3에서 수행된 수리

시험은 없기 때문에 HRD-3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마지막으로 시행된 패커 시험

은 서로 연결된 단열들로 이루어진 단열망의 향을 받는다고 가정하 다. 그리고 

불투수 배경단열에 한 상기 가정을 이용하여 OxFielt 모듈을 이용하여 유동성 배

경단열 최  투수량계수 분포 추정은 물론, 시험구간 내 유동성 배경단열의 최  

개수를 유추하 다. OxFilet 모듈의 배경단열 투수량계수 분포 측 과정은 그림 

3.5.60과 같다. 먼  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와 불투성 구간으로 가정된 구

간의 비율을 가지고 복합  포아송 과정을 통해 투수성 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측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를 유추한 다음, 유추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와 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를 비교한다. 이 후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와 가장 잘 맞는 구간별 투수

량계수 분포를 유도하는 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그 역 내 투수성 단열의 투수

량계수 분포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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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0. OxFilet을 이용한 투수성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  P10 측 

과정

먼  HRD-1 내 시험구간에서 찰된 구간별 투수량계수의 분포를 구하 고, 그 결

과는 표 3.5.16으로 주어진다. 

평균 (m
2
/s) 4.07E-08

표 편차 (m
2
/s) 1.53E-08

왜곡도 (Skewness) 1.41

첨도 (Kurtosis) -0.03

표 3.5.16. HRD-1에서 찰된 시험구간별 투수량계수의 분포 

 결과를 토 로 OxFilet을 이용하여 HRD-1에 치한 투수성 배경단열들의 투수

량계수 분포를 유추하 다. 그 결과, 그 최 의 분포 형태는 Normal distribution of 

Log로 분석되었고, 그 때 Log(T)의 평균과 표 편차는 각각 -7.48, 0.08로 계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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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투수성 배경단열의 빈도는 m 당 0.061 개로 측되어 그 P10이 0.061로 

계산되었다. 이 게 측된 투수성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이용하여 패커 

구간별 투수량계수를 유추하 을 때 그 평균과 표 편차는 각각 4.11E-08 m
2
/s, 

1.95E-08 m
2
/s로 계산되었고, 그 왜곡도와 첨도도 각각 2.14와 4.41로 계산되어 실

제 측된 값과 비슷하 다 (표 3.5.17). 

평균 (m2/s) 4.11E-08

표 편차 (m2/s) 1.95E-08

왜곡도 (Skewness) 2.14

첨도 (Kurtosis) 4.41

표 3.5.17. 측된 HRD-1의 시험구간별 투수량계수의 분포 

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와 OxFilet으로 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를 

정량 으로 비교하기 해 Kolmogorov-Smirnov (K-S) 통계 분석과 Chi-Squared 

()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각각의 통계 분석에 해 유추한 평균과 표 편차를 이

용하여 구간별 투수량계수를 발생하 을 때 측된 평균과 표 편차를 생산할 확률

인 percent significance를 구하 다 (표 3.5.18).

K-S 통계 분석
K-S 통계 0.2

% Signif 95.2

  통계 분석
  통계 1.12

% Signif 77.2

표 3.5.18. 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의 K-S와   통계 분석 결과 

 

그 결과 K-S 통계 분석의 percent significance는 95.2 %,   통계 분석의 percent 

significance는 77.2 %로 계산되어 측된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가 실제 배경

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와 비슷할 확률이 매우 높았으며, 이에 개개 단열의 투수량 

개수의 분포를 표 3.5.19과 같이 확정하 다.

분포 형태 Normal distribution of Log

Log(T)의 평균 -7.48

Log(T)의 표 편차 0.08

투수성 배경단열의 P10 0.061

표 3.5.19. 확정된 HRD-1 내 투수성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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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2에서 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의 통계는 표 3.5.20과 같이 주어진다. 

평균 (m2/s) 8.63E-08

표 편차 (m2/s) 3.29E-08

왜곡도 (Skewness) 0.41

첨도 (Kurtosis) -1.99

표 3.5.20. HRD-2에서 찰된 시험구간별 투수량계수의 분포 

 결과를 토 로 OxFilet을 이용하여 HRD-2에 치한 투수성 배경단열들의 투수

량계수 분포를 유추하 다. 그 결과, 최 의 분포는 그 평균과 표 편차가 각각 

-7.88, 0.50인 Normal distribution of Log 고, 투수성 배경단열의  P10은 0.182으로 

계산되었다. 이 게 측된 투수성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이용하여 시험 

구간별 투수량계수를 유추하 을 때 그 평균과 표 편차는 각각 8.10E-08 m
2
/s, 

3.11E-08 m
2
/s로 계산되었고, 그 왜곡도와 첨도도 각각 0.76와 -1.39로 계산되어 실

제 측된 값과 비슷하 다 (표 3.5.21). 

평균 (m2/s) 8.10E-08

표 편차 (m2/s) 3.11E-08

왜곡도 (Skewness) 0.76

첨도 (Kurtosis) -1.39

표 3.5.21. 측된 HRD-2의 시험구간별 투수량계수의 분포 

HRD-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와 OxFilet으로 측

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를 정량 으로 비교하기 해 K-S 통계 분석과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각각의 통계 분석에 해 percent significance를 구하 다 (표 

3.5.22).

K-S 통계 분석
K-S 통계 0.35

% Signif 87.5

  통계 분석
  통계 0.41

% Signif 81.4

표 3.5.22. 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의 K-S와   통계 분석 결과 

 

그 결과 K-S 통계 분석의 percent significance는 87.5 %,   통계 분석의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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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는 81.4 %로 계산되어 측된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가 실제 배경

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와 비슷할 확률이 비교  높았으며, 이에 배경단열의 투수

량계수의 분포를 표 3.5.23과 같이 확정하 다.

분포 형태 Normal distribution of Log

Log(T)의 평균 -7.88

Log(T)의 표 편차 0.50

투수성 배경단열의 P10 0.182

표 3.5.23. 확정된 HRD-2 내 투수성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

술한 KURT 주변의 암반  배경단열의 수리지질학 인 특성은 심부

정인 DB-1에서 수행한 수리시험과 지구물리검층, 코어 로깅 등의 결과를 토 로 

분석한 것으로 KURT  지역에 한 수리지질학  특성을 표할 수는 없다. 이

에 따라 향후 KURT 내에 더 많은 정을 설치하고 설치된 정들을 이용하여 더 

많은 자료를 축 할 필요가 있다. 

   4. 지구화학  특성

     가. 지하수화학특성 개요

       (1) KURT 건설  운  기 지하수 화학 특성

     역 인 KURT 주변 부지의 지질환경조사를 해 기존에 총 17개의 시추공

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3개 심부시추공에는 단열구간 별로 Multi packer system

이 설치되어 시추공 굴착 후 재까지 연구지역의 수리지질특성  지하수의 지화

학  해석을 한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다. 이  기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나

공상태 (open borehole)에서 채취된 지하수 시료들은 심도별로 지하수의 수리화학특

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피압이 걸리는 시추공에서는 공내에서의 수두차

이에 의해 상방향 유동 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간에 걸쳐 지하수의 수리화학

특성이 동일하다.

   그러나 MP system이 설치된 시추공지하수의 pH값은 -50m이상의 천부지하수에

서는 약 7임을 보여주는 반면  심도 -150m 이하 구간에서의 지하수의 pH는 약 9.9

∼10.3으로 매우 일정한 값으로 심도 -500m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 패커시스

템이 설치된 YS-1공 주변의 시추공들의 pH는 7.4∼9.1을 보여 다. 심도에 따른 

pH의 변화양상과는 달리 산화-환원  (Eh)는 심도에 따라 크게 2가지 양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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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어 심도 -250이하 구간에서는 크게 환원환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추

공으로부터 실측된 연구지역 지온증가율은 2.6℃/100m 이다. 시추공 지하수의 용존 

산소함량은 부분 2∼5 ppm 범 에 속하며, 심도에 따라 뚜렷한 변화특성을 보이

지 않고 있다. 부분 지화학 특성이 -252m∼ -259.5m 심도를 기 으로 크게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지하수의 체류시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어 심도 

-250m 구간까지 심도 증가에 따른 물-암석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지시하고 있다. 

한 심부지하수의 이산화탄소분압은 약 10
-6
 atm을 보이고 있어, 심부지하수는 이

산화탄소에 하여 거의 닫힌계에서 진화되었음을 보여 다. 일반 으로 KURT 부

지 주변의 역 인 심부지하수는 크게 화학 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Ca-HCO3, Na-HCO3  Ca-OH). 부분 천부지하수는 Ca-HCO3 유형을 보이며, 

심부지하수는 Na-HCO3 유형을 나타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2007).

     기존에 YS시추공을 포함하여 연구지역의 심부지하수의 지화학 라메터를 

장에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산화-환원 의 경우 그 값이 안정되

어 지하수시료의 표치를 나타내는 데는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화학 모니터

링의 효율성과 측정결과의 품질보증에 많은 문제 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번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를 한 연구수행과정 에 심부시추공 지하수에 한 

수리지화학 장기모니터링을 한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장측정에 이

용함으로써 이러한 단 을 극복하고 장 측정자료의 정확도와 정 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에 한 자세한 기술개발 내용은 제6 의 심부지질환경 조사  해석기

술 개발에서 자세히 설명하 다.

     따라서 KURT 건설   건설 완료 후 운 의 지하수의 수리화학 인 성

분분석을 한 시료채취는 시추공의 특정구간에 하여 패커시스템을 이용하여 구

간을 격리시킨 후 시료를 채취하 다. 건설   운  기 KURT내 시추공들의 

지하수 화학조성은 부분 Ca-HCO3유형에 속하 으며, 다 패커가 설치되어 지화

학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는 연구시설 주변의 심부 시추공 (YS-1, 4, 7)의 화학분

석결과와는 달리 아직 시추수에 의한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부 

터  진입부의 측공 지하수에서는 Ca-SO4 유형의 지하수 시료들이 분석되어 이

들이 주변 벽의 크리트와의 반응 향을 지시하 다 (그림 3.5.61). KURT 운  

기에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산화-환원  역시 터 의 굴착에 따른 기환경과의 

으로 인한 산화환경으로의 변화특성을 반 하고 있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천부지하수의 유입에 의한 변화특성도 함께 보여주었다. 

이들 지하처분시험시설내 시추공  투수성단열 의 지하수 시료 화학분석결과와 

열역학데이타를 이용하여 계산한 표 인 물의 포화지수를 살펴보면 로먼타이

트, 녹니석, 일라이트, 몬모릴로나이트 등에 하여 과포화 상태에 있으며 이는 시

추코아에서 찰된 단열충 물과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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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1. KURT내 시추공들의 지하수 화학 특성(DB-1 심부시추 이   이후)

       (2) KURT 운  심부시추공(DB-1)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번 연구기간  개발된 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KURT의 운  터 내 시

추공 지하수의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 온도와 pH, EC, DO 등은 측정 후 1-2 시간 

이내에 빠르게 안정화 되었으나 산화-환원 (Eh)의 경우에는 장측정챔버내의 

유속에 따라 1-3일 이상이 걸렸다. 부분의 KURT내주변 시추공지하수가 

Ca-HCO3유형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DB-01 시추공(500m 심도)의 심부지하수는 

Ca-Na-HCO3유형을 보여 다 (그림 3.5.61). 특히 심도의 증가에 따른 산화-환원

의 감소와 pH의 증가  용존이온들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DB-01시추공에서는 지하수주유동로로 추측되는 두 개의 규모 투수성 단열

가 150-159m와 200-218m 심도 구간에서 확인되었으며 측정된 지하수의 산화-환

원 는 환원환경을 이 구간들이 환원환경임을 지시하고 있다. DB-01시추공에서 

수행된 지화학모니터링의 자세한 결과는 다음 에서 자세히 설명하 다

   나. DB-1 심부시추공의 심도별 지하수화학특성

     재 KURT 내부에는 지질조사용 연구모듈내 총 11개의 시추공들이 20～

500m 심도로 설치되어 있다(그림 3.5.62). 이  DB-1 시추공은 2006년 시추 당시 

200m 심도 으나 2007년에 500m 심도로 확장하 다. 이와 같은 심부시추의 지화학

 목 은 다음과 같다.

   ∙ KURT 부지의 지화학 라메터 생산

   ∙ 단열   심도별 수리시험과 지하수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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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체계 변화에 한 장기 모니터링(KURT확장 비)

   ∙ 처분심도  심부환경에서의 독자 인 지화학 조사  해석기술 개발

   ∙ 처분시스템 개발  안 성평가의 지화학 련 입력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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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verticalT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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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2. KURT내 시추공 황 

       (1) 지화학 특성 조사를 한 시추코아 상세로깅

     단열구간에 한 시추완료후 상세조사(수리시험과 지화학측정  시료채취)를 

하여 조사구간을 수리 , 지화학  특성에 따라 정하기 이 에 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추코아의 상세로깅을 수행하 다. 코아로깅이란 시추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시추코아를 상으로 코아에서 얻을 수 있는 암석, 물, 단열 

정보를 정해진 코아기재 방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단열분석  암

석/ 물분석을 한 기 자료로 요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시추코아 기재 

시스템에서는 단열의 물리  특성만을 심으로 하여 (코아회수율, 단열방향, 개수 

등) 기재하 으며, 실제 코아 심도를 비교하여 확인할 만한 실측 데이터가 함께 기

재되지 않으며, 각 단열에 한 변질정도와 단열충 물의 상세 기재가 없었다는 

단 이 있었다. 따라서 번 연구기간 에는 기존 시추코아 기재법을 개선하여 암

석/ 물학 인 상세 기재내용을 포함한 단열 심의 암석지화학 상세 시추코아 기

재법 확립하여 DB-1 심부 시추코아 로깅에 활용하 다. 개선된 시추코아 상세로깅 

시스템의 주된 내용  시는 다음과 같다(그림 3.5.63).

   ∙ 암석. 물기재: 심도, 코아사진, BIPS, BHTV, 암석명, 조직, 물조성, 입자크

기, 모양, 유색 물함량, 풍화정도, 풍화/변질에 의한 물리  분류, 코아회수

율, 등

   ∙ 단열구간 기재: 단열 도, 단열그림, 단열번호, 심도, 주향경사, 단열형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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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면상 선구조특성, 단열산출상태, 등

   ∙ 단층  기재:  단층암석분류, 두께, 등

   ∙ 변질  기재: 변질폭/정도, 변질물질 등

   ∙ 충 물 기재: 충 물폭, 충 물질, 물조성변화 등

그림 3.5.63. 상세 시추코아 로깅 시스템에 의하여 기재된 시추코아의 시 

       (2) DB-1 심부시추  지화학 조사

     DB-1 시추공에 한 지화학 조사는 시추 의 조사와 시추후의 상세조사로 나

어 질 수 있다. 두 과정 모두 해당 심도에 하여 싱  혹은 더블패커를 설치 후 

수리시험과 더불어 연속 인 흐름 내에서 외부의 공기와 없이 장 측정을 수

행하 으며, 충분한 양수 후 장측정값들(특히 Eh)이 안정된 후(4시간～5일) 시료

채취를 실시하고 지화학 분석을 수행하 다.

     심부시추 에는 총 5개 단열 구간에 하여 지화학 모니터링  시료채취를 

수행하 다. 부분의 지화학 라메터들은 수시간 이내에 안정되었으나 산화환원

의 경우에는 지하수 유출양에 따라 최소 2일-10일 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

다. 특히 시추 기 210～220m 구간에서는 규모의 투수성 단열 가 발견되어 

그라우 이 실시되었으며, 그라우 에 의한 향을 피하기 하여 그라우  이 에 

해당 구간에 한 장 측정  시료채취를 수행하 다. 심부시추 의 지화학 모니

터링 결과는 그림 3.5.6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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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4.  심부시추 의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

     그림 3.5.6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부시추 의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는 일반

인 심부지하수의 변화 양상으로 심도의 증가에 따른 pH의 증가  용존이온증가 

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가장 깊은 심도의 400m 이하 심도에서는 매우 은 지하

수 유출량과 시추 공기에 따른 수리시험 진행 등의 문제로 지화학 라메터들이 완

히 안정화 될 때까지 측정하기가 불가능 했던 이유로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Piper 다이아그램에서는 KURT내의 다른 천부 시추공 지하수 시료들이 

Ca-HCO3 유형에 속하는 반면DB-1 시추공의 지하수가 Ca-Na-HCO3 유형에 속함

을 보여 다 (그림 3.5.61). DB-1 시추공의 확장이 에 기존 확인된 150～160m 구

간의 투수성 단열 에 하여 정기 으로 지화학 분석을 수행한 결과들은 이들 천

부 시추공 시료에 비해 용존 Na의 비율리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다. 이는 심부

환경으로 갈수록 지하수는 Na-HCO3 유형으로 이함을 지시하며, DB-1 시추공 확

장 후, 상세 지화학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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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B-1 심부시추후 상세 지화학 조사

     심부시추가 완료된 후, 단열 조사  상세 단열 로깅 결과 등에 의해 상세 수

리시험  지화학 모니터링 구간이 총 8개 구간으로 결정되었다 (표 3.5.24). 이에 

따라 상세 지화학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림 3.5.65와 같다. 그림 3.5.6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부시추 의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는 일반 인 심부지하수의 

변화 양상으로 심도의 증가에 따른 pH, EC  용존이온증가와 Eh, DO값의 감소 

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300m 이하 구간에서는 수리 도도 값이 매우 낮으며, 따라서 지하수의 

유출량도 지화학 측정이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지화학 측정  시료채취에 매우 장

기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단열분석에 의해서 결정된 8개 단열구간에 한 지화학 

조사와는 별개로 300m 심도 이하 구간에 한 정확한 지화학 특성값을 얻기 한 

모니터링을 약 1개월 간에 걸쳐서 별도로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3.5.66과 같

다. 300m 심도 이하 구간에 한 장 측정 결과는 온도는 18.6℃, pH는 8.5, Eh는 

-256mV, EC는 174μS/cm, DB는 0 mg/L의 형 인 심부지하수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었다.

     Piper 다이어그램에서는 시추   천부 시추공 지하수 시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URT내의 다른 천부 시추공 지하수 시료들이 Ca-HCO3 유형에 속하는 반면

DB-1 시추공의 지하수  특히 300m 심도 이하 구간의 시료가 Ca-Na-HCO3 유형

에 속함을 보여 다 (그림 3.5.67).

     그림 3.5.68에서는 심부시추   시추 후 상세 지화학 모니터링  채취된 지

하수 시료에 한 동 원소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산소-수소 안정동 원소 

분포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모든 지하수는 강수기원임을 알 수 있다. C-14분석에 의

한 지하수 연 측정 결과는 가장 심부의 지하수가 약 8,600년의 지하수 연 를 지

시한다. 일반 으로 강수기원의 지하수의 경우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의 체

류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지하수 연 가 오래된 값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 이지만 

193～213m 심도의 지하수의 경우에는 다른 구간에 비해 상 으로 은 연 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해당 구간에 규모의 투수성 단열 가 인지되었으며 수리

도도 한 상 으로 매우 높게 측정된 바 있다. 따라서 국지 인 단열 특성 의한 

지하수 유동체계 특성을 반 하고 있음을 지시할 수 있으나 이에 한 보다 자세한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KURT 부지에서의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들은 고  방사성폐기

물 처분장의 심지층처분환경을 이해하기 한 지질모델을 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와 같이 생산된 지화학 자료들의 신뢰도 확보는 매우 요하

며, 본 연구기간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생산되는 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한 기술개

발이 지속 으로 수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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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4. 상세 수리시험  지화학 모니터링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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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5. 심부시추 후 상세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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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6. DB-1 시추공의 300m 이하 구간의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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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7. KURT내 시추공들의 지하수 화학 특성 종합

그림 3.5.68. 심부시추 후 상세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  동 원소 분석 결과



- 302 -

     다.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지화학 반응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지구화학 반응을 연구하기 한 추

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는 처분장의 구조물로서 콘크리트가 흔히 사용되고 있

으며 이는 인공방벽의 일부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방사성폐기물이 매립된 후 콘크리트는 주변 지하수와 평형을 이루게 되며 이들 

상호간의 반응에 의해 지하수는 높은 Na, K, Ca 농도와 pH가 12 이상인 강알칼

리성 환경이 형성된다. 이러한 강알칼리성 지하수는 인 한 암석과 용해/침  반

응 등을 통해 콘크리트  암반의 물리  성질(공극률  투수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pH와 용존 이온 농도 등 지구화학 조건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강알칼리성 지하수와 주변 암석과의 반응은 핵종의 거동에 커다

란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반응을 장기간 측하는 것이 안정성 평가에서 

매우 요하다.

따라서 지구화학 모델을 이용한 개념 모델링을 통해서 장기간의 강알칼리성 지

하수와 주변 모암과의 반응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지구화학 조건의 변화를 측

해보았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PHREEQC를 이용하여 평형 열역학과 반응 속도 모델

링을 수행하 다.

본 연구는 지구화학 로그램인 PHREEQC 2.0 (Parkhust and Appelo, 1999)에 의

해 계산되었다. PHREEQC는 상용화되어 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링 로그램으로

서 지구화학 반응과 련하여 가장 많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장 으로는 데이터 

입력  처리가 간편하고 열역학 자료의 상호 호환  사용이 간편하여 다양한 자

료의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열역학 자료는 물의 용해·침   반응

속도와 련된 반응은 PHREEQC의 자료를 활용하 으며 시멘트 물질들과 련된 

자료는 문헌을 참조하여 활용하 다. 시멘트와 토 물들과 련된 열역학 자료

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험 연구는 다양한 지구화학 

조건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지구화학 조건에

서 경향성을 측하는 것은 안정성 평가에서 필수 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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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모델링

그림 3.5.69. 시멘트-지하수 지화학 모델링 개념도

         (가) 시멘트페이스트 형성 반응

물과 반응하여 수화되기 이 의 시멘트, 즉 클링커(clinker) 물질들은 물과의 반응을 

통해서 시멘트페이스트(cement paste)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콘크리트의 주요 구성 

물질이다. 따라서 이 반응을 통해 시멘트페이스트의 주요 구성 물질을 측하고자 

하 다.  모델에 사용한 시멘트의 조성은 재 알 수가 없으므로 일반 인 포틀랜

드 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자료를 사용하 다 (Hoglund, 2001).  물의 

성분도 단순한 모델을 해 순수한 물인 증류수로 가정하 다. 반응은 기와 하

고 있는 조건, 즉 기  이산화탄소, 산소델을 인 조건에서 시멘트 물들의 열

역학  평형을 가정하여 계산하 다.  

         (나) 지하수/시멘트페이스트 반응 

폐기물이 완 히 매립되고 되메움이 되면 지하수 수 가 상승하여 물로 다시 포화

되는 조건이 형성되게 된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주요 구성물질인 시멘트페이스트는 

주변의 지하수와 반응하여 변질되어 공극수  주변 지하수 수질을 변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의 물/시멘트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물들을 시멘트페이스트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하 다. 모델에 사용된 지하수 수질은 경주 처분부지 내에서 심도 

180m에서 채취·분석된 지하수 자료를 인용하여 사용하 다. 모델 조건은 지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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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되어있음을 가정하 기 때문에 기  이산화탄소  산소와는 차단된 폐쇄계

로 간주하 다. 한 시멘트와 련된 물들의 용해·침  반응과 련하여서는 이

들 반응이 매우 빠르고, 반응속도(kinetics)와 련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열역

학  평형을 가정하 다.  

         (다) 지하수-암석반응 모델링

의 지하수와 시멘트페이스트 반응 결과로 획득된 지하수 수질을 이용하여 주변 

암석과의 반응을 모델링하 다. 경주 처분장 부지의 암석은 부분 화강암류로 구

성되어있으며 처분부지 표 인 지하수에 해당하는 시추공 주변의 주요 구성 물

은 Quartz(31.6%), Albite(28.2%), K-Feldspar(21.1%), Anorthite(13.5%)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규산염 물들은 풍화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반응속도(kinetics)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기간은 103년으로 하 다.

       (2) 결과

         (가) 시멘트페이스트 형성 반응

수화반응(Hydration)을 통해 시멘트 클링커(clinker) 물질들은 물과 반응하여 수화된 

새로운 고체상들을 만들게 된다 (Bennet et al., 1992). 이들 고체상  가장 많이 

생성되는 물질은 Calcium silicate hydrate (CSH)와 Portlandite이며 Ca는 시멘트 

물질들에서 매우 빠르게 용출되어 1분 내에 Portlnadite에 해 과포화 상태에 도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ga et al., 2005). CSH는 Ca/Si 비율에 의해 그 종류가 

결정되며, Ca/Si 비율이 0.8-1.8 범  안에서 CSH는 고용체(solid solution)로 존재

하고 CSH1.8(Ca/Si=1.8), CSH1.1(Ca/Si=1.1), CSH0.8(Ca/Si=0.8)이 표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멘트의 경화시간(setting time)을 조 하기 해 첨가되는 석고

(gypsum)의 용해에 의해 발생하는 황산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Ettringite가 형

성될 수 있으며 이 반응 한 수분 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ttringite는 

Calcium silicates(C3A, C4AF)의 표면을 코 함으로서 일시 으로 수화반응을 지연

시키게 된다. Monosulfate는 Ettringite와 유사한 화학성분을 갖고 있으나 황산염 함

유량이 상 으로 낮다. 이들은 pH에 따라 안정성이 결정되는데 Ettringite는 pH 

10.7 이하, Monosulfate는 pH 11.6 이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온의 온도에서는 Ettringite가 열역학 으로 안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Brucite와 Hydrotalcite는 Mg와 련하여 침  가능한 2차 물이다. 모델링 결

과는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으며 보이는 것과 같이 pH는 13.3로 매우 높은 강알

칼리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한 이 때 물들은 Portlandite (1.60×10
1
 mol)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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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이 생성되고 다음으로 CSH1.1(8.59 mol), Brucite(3.86×10
-1
 mol), 

Hematite(3.66×10-1 mol), Katoite(2.16×10-1 mol), Ettringite(1.50×10-1 mol) 순으로 

생성되며 이들이 시멘트페이스트의 주요 구성 물질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5.70. 시멘트 페이스트 형성 반응

         (나) 지하수/시멘트페이스트 반응 

지하수와 시멘트페이스트의 반응은 폐기물처분장인 경주지역 지하수와 

의 모델링 결과에서 생성되는 시멘트페이스트의 주요 구성 물들과의 평형 반응을 

통해 측하 다. 본 연구의 모델링 결과는 아래그림에 용해·침 되는 물들과 함

께 제시되어 있다. pH는 12.4로 강알칼리성을 pe는 -8.0로 환원환경에 도달하는 것

으로 측되고 있다. 한 물들의 용해·침 을 살펴보면 Porlandite는 1.69×10-2 

mol, Katoite는 1.63×10
-5
 mol, Hematite는 3.55×10

-12
 mol이 용해되었으며, 반면 

Calcite는 1.39×10
-3
 mol, CSH1.1은 3.04×10

-4
 mol, Brucite는 8.19×10

-6
 mol, 

Ettringite는 2.46×10-6 mol이 침 하 다. 일반 으로 고화된 시멘트페이스트에 주

변 지하수가 침투하기 시작하면 공극 내에서 Portlandite와 CSH 물들의 용해·침

반응이 수질을 조 하게 된다[19].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CSH 물들은 CSH 

내의 Ca/Si 비율에 의해 그 종류가 결정된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다량의 Ca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Ca/Si 비율은 1.8 이상이며 이 조건에서는 Portlandite가 침

하여 CSH1.8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Moranville et al., 2004). 하지만 용해도가 상

으로 큰 Portlandite가 우선 용해되기 시작하고 다음으로 CSH1.8은 CSH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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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게 된다. 한 시멘트페이스트와 지하수의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CSH1.1은 

CSH0.8로 변환되고 CSH0.8은 SiO2-gel 형태로 변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nbow et al., 2005). 최종 으로 CSH 물들도 모두 용해되고 나면 침투된 지하

수에 의해 공극수 수질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CSH 물들은 콘크리트 방벽이 

변질되는 것을 최종 으로 방어하는 물들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 상태에서 104년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gerblad and Tragardh, 1994). 따라서 본 모델

링이 지하수와 시멘트페이스트의 반응만을 고려하 지만 높은 pH와 CSH1.1의 존

재는 콘크리트 방벽이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71. 시멘트 페이스트 와 지하수 지화학 반응

           ① 모델 개념

- 시멘트 방벽두께는 1m로 가정되었으며, 확산에 의한 운송만 고려하 다, 확산계

수는 10-11m2/s으로 가정하 으며, 시멘트 각 방벽 셀의 길이는 10cm로 가정하

고, 5만년에 걸쳐 모델링을 시행하 다.

- 시멘트의 지화학 조건은 pH (12.99), pe(-4.2), CHS2.O (8.59 moles), Ettringite 

(1.40 moles), Hydrotalcite (9.65 moles), Katoite (1.29 moles), Portlandite (8.59 

moles), Ca (2.40E-3 M), K (1.22E-1 M), Mg (2.27E-10 M), Na (1.24E-1 M), 

Si (4.91E-5 M), SO4 (5.50E-2 M) 으로 정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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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지화학 조건으로는 Albite, anorthite, K-feldspar와 평형이 가정되었고, 각

각의 지화학 요인, 즉 pH(8.36), pe(-3.35), Ca (3.24E-4 M), K(2.79E-4 M), 

Na(2.57E-4 M), Si(9.64E-5 M)등으로 정의되었다.

- 공극률 변화는 기 물들의 총 부피에 한 반응 후 물들의 총 부피의 변화 

비율로 정의되었다.

           ② 물조성변화

- 5만년 후 방벽 3번 셀(30cm) 까지 변질함을 나타내었다.

- Portlandite 용해가 가장 먼  시작하 으며, Portlandite 용해후 CSH2.0 용해되기 

시작하 다.

- 증가된 Ca에 의해 10cm 구간에서 CSH0.83, Calcite 침 이 시작되었다.

그림 3.5.72. 시간에 따른 시멘트 물 조성 변화

           ③ 공극  물 부피 변화

- 5만년 후 30cm까지 공극률이 변화하는 상을 나타내는데, 약 0.3 까지 공극률이 

증가하는 상을 나타낸다.

- 물 부피변화는 CSH2.0과 Portlandite에 의한 변화가 가장 크며 이들이 공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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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주요인이 다.

- 5만년 후 1번 셀의 공극률이 만년 후 공극률보다 감소한것은 CSH0.8과 Calcite 

침 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73. 시간에 따른 시멘트 공극  물 부피 변화

           ④ 이온 농도 변화

- 알칼리 이온(Na, K)의 확산에 의한 감소로 pH가 감소하는 상을 나타내고, 

1000년 이후 알칼리 이온은 완 히 감소하며 이때 pH는 Portlandite와 CSH2.0의 

평형에 의해 12 이상 유지되며 Ca가 주 화학종으로 나타났다.

- 변질이 심한 1번 셀의 경우 Portlandite의 완 용해와 Calcite, CSH0.8의 침 에 

의해 pH 12 이하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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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4. 시간에 따른 공극수의 화학조성 변화

         (다) 지하수-암석반응 모델링

지하수와 시멘트페이스트 반응을 통해 형성된 강알칼리성 수질을 이용하여 주변 암

과의 반응을 모델링하여 수질 변화  물의 용해·침 을 측하고자 하 다. 여기

서는 규산염 물들의 반응속도를 고려하여 계산하 으며 반응시간은 10
3
 년으로 

하 다. 반응속도는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속도 상수, 물의 표면 , 물의 부피, 

기 물의 양, 임의의 시간 t에서 물의 농도의 계인 비선형 식으로 설명되어 

진다.   

     r = rk x A/V x (m/m0)
n

r: 반응 속도(mol/m
2
/s) 

rk: 속도 상수(mol/m2/s) 

A: 물의 표면 (m
2
) 

V: 용액 질량(kg) 

m: 시간 t에서 물의 농도 

m0: 기 물의 농도(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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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내실험외의 일반 인 조건에서는 기 물의 농도와 임의의 시간 후 용

해된 물의 농도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물의 농도변화는 실

험을 통한 경험상수와 포화지수를 이용하여 흔히 다음과 같은 반응식을 고려한다.

r = kk x (1-SR)
n

r: 반응 속도

kk: 경험 상수

SR: 포화율(이온곱상수/용해도상수)

n: 반응 차수

한 물의 풍화는 가수분해반응으로서 반응속도는 H+, H2O, OH-와 같은 화학종

들의 농도변화에 향을 받게 된다. 를 들어 K-feldspar의 반응속도 계산에서 H
+
, 

H2O, OH
-
와 련된 반응속도는 다음과 같다. 

rate = KH×(H
+)0.5+KH2O+KOH×(OH

-)0.3

Rate: 반응 속도

KH: 수소이온 속도 상수

KH2O: 물의 속도 상수

KOH: 수산화이온 속도 상수

최종 으로 PHREEQC는 feldspar의 경우 의 반응을 모두 고려하고 한 물 용

해에 따른 표면 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식으로 시간에 따른 농도변

화를 계산하게 된다.  

moles=A/V×rate×(1-SR(K-feldspar))×time

moles: 반응 시간 후  물의 농도

A: A: 물의 표면 (m
2
) 

V: V: 용액 질량(kg) 

rate: 반응 속도

SR: 포화율 (이온곱상수/용해도상수) 

time: 반응 시간

물들의 함유량(mol)은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시추공 내 물들의 량 비를 이

용하여 계산하 다. 한 모델링 결과는 아래 그림에 제시하 다. 그림에서 p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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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103년에는 약 11.2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속 인 pH의 감소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Katoite, CSH1.1, CSH0.8 

물의 침 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들 물의 침 은 H+이온을 발생시키는 반응이

기 때문이다. 특히 CSH1.1은 앞서 언 한 것과 같이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

서히 감소하고 CSH0.8의 농도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멘트의 풍화

에서 CSH0.8이 형성되는 조건에서는 pH가 약 10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모델링에서 pH가 11.2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표 으로 Albite의 다음 반

응식과 같이 H+를 소모하는 물들의 용해 반응이 pH를 완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NaAlSi3O8(Albite) + 2H+ +9H2O = Al2Si2O5(OH)4 + 2Na
+
 +4H4SiO4

이온들의 농도변화와 물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Na의 경우 의 반응식과 같이 

Albite의 용해에 의해 그 농도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a는 

Anorthite의 용해에 의해 생성되지만 Katoite, CSH1.1, CSH0.8 물의 침 에 의해 

그 농도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Ca 농도가 450년 부근에서 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 지 은 Anorthite의 포화지수가 0에 도달하는 지 으로 더 이상 Anorthite의 용

해가 발생하지 않고 CSH 물의 침 에 의해 Ca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Si는 규산

염 물들의  용해 반응에 의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K의 농도는 310년 부근

에서 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K-mica가 포화지수 0에 도달하여 

침 되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K농도는 K-mica의 침 반응에 의해 조 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Mg는 소량이지만 Chlorite의 침 에 의해 그 농도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Fe 역시 Hematite의 침 에 의해 그 농도가 감소하고 있다. 이들 

결과는 강알칼리성 지하수와 주변 암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지구화학 조건  

지하수 수질은 규산염 물들의 용해와 2차 생성 물인 CSH 물들, 토 물들, 

 의 물의 침  반응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103년이 지나가 

여 히 알칼리성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 콘크리트 방벽의 내구성이 긴을 보여동안 유

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12 -

그림 3.5.75. 시간에 따른 시멘트-지하수-주변 암석의 화학조성 변화

 

         (라)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반응시험  열역학 자료 분석과 지화학 

반응 모델링

           ① 지구화학 특성 반응 개념 모델링

벤토나이트 + 지하수
반응

벤토나이트

1. 지하수-벤토나이트 반응

2. 시멘트-지하수 반응

시멘트 + 지하수
강알카리
지하수+

반응
시멘트

3. 강알칼리 지하수-벤토나이트 반응

강알카리
지하수 + 벤토나이트 +

반응
벤토나이트

반응
지하수+

강알카리
지하수

지구화학 특성 변화 예측

그림 3.5.76.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반응 개념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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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벤토나이트-지하수 반응

    •한국원자력연구원내의 지하처분시험시설(KURT)내 심도 500m의 심부시추공

인 DB-1 시추공의 345-400m 구간의 환원환경 지하수와 벤토나이트의 평형 

열역학 모델링 수행하 다

    •지하수와 벤토나이트의 구성 물의 평형반응과 함께 이온 교환 반응을 고려하

다 (표 3.5.25).

    •사용된 벤토나이트의 양이온 교환능력 (70 cmol/kg), 공극률 (0.3), 도 (2.65 

kg/L)로 가정하 다 (Bruno et al., 1999).

    •평형 반응을 한 벤토나이트와 물의 반응 비율(방폐장 환경)은 4.85 g/cm
3
로 

가정하 다.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이차 물은 이들의 포화지수가 0이 되면 모두 침 되도

록 하 다.

    •최종 반응한 이후의 지하수는 약 8.6의 pH조건을 보이며 이차 물의 침 정도

에 따라 용존 이온의 농도가 변화하 다 (표 3.5.26).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L.O.I Total

64.28 17.37 2.79 2.64 2.97 0.83 1.97 0.35 0.01 0.09 5.96 99.24

Be Co Ni Cu Ga Rb Y Nb Mo Cd Cs La

3.00 2.23 1.68 4.31 22.99 19.74 15.24 7.33 0.21 0.19 3.59 28.01

Ce Nd Sm Eu Gd Er Yb Hf Pb Bi Th U

57.07 32.12 4.06 1.22 4.23 1.88 2.11 5.39 21.56 0.25 7.75 1.30

Chemistry
(major, %)

**Mineralogy
Quartz

1.4

Montmorillonite

69.5

Chemistry
(trace, ppm)

Cristobalite

6.9

Feldspars

22.2

표 3.5.25. 반응에 사용한 경주벤토나이트의 화학조성  물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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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6. 지하수와 벤토나이트의 반응 결과

DB-1 345-400 m 구간 지하수 화학조성

pH 9.12

pe -6

logPCO2 -4.3

Elements mol/L

Al 1.08E-06

Alkalinity 1.36E-03

Ca 4.57E-04

Cl 6.24E-05

F 2.91E-04

Fe 1.79E-06

K 8.49E-05

Mg 7.57E-05

Mn 1.26E-07

Na 8.74E-04

S(6) 7.10E-05

Si 3.33E-04

 ➡ 

반응 후의 지하수 화학조성

pH 8.64

pe -4.7

logPCO2 -3.7

Elements Molality

Al 3.64E-08

C 1.46E-03

Ca 3.37E-06

Cl 7.48E-05

F 3.49E-04

Fe 1.15E-08

K 1.99E-05

Mg 3.02E-05

Mn 4.29E-09

Na 2.07E-03

S 8.52E-05

Si 6.40E-05

           ③ 시멘트-지하수 반응 

    •시멘트 반응을 통해 형성되는 강알칼리성 공극수는 실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얻기 하여 재 건설 인   처분부지 사일로 주변 심부 지하수와 

시멘트의 반응을 통해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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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7. 시멘트와 지하수와의 반응 결과

반응  지하수와 시멘트 성분

지하수 화학 특성

pH 6.91

pe 2.1

지하수 성분 mg/l

Na 15.5

K 1.54

Ca 5.56

Mg 2.26

SiO2 51.2

Cl 16.4

S(6) 16.4

F 0.43

Alkalinity 27.5

시멘트 성분 mol/l

Brucite 1.88E+00

C3AH6(Katoite) 1.01E+00

CSH1.1 7.62E+00

Ettringite 9.21E-02

Goethite 8.75E-01

Portlandite 1.20E+01

➡ 

지하수/시멘트 반응에 의해 생성된

강알칼리성 공극수

지하수 화학 특성

pH 12.374

pe -0.494

지하수 성분 mol/l

Al 2.76E-05

Na 6.63E-04

K 3.87E-05

Ca 1.57E-02

Mg 2.91E-08

Si 4.45E-06

Cl 4.55E-04

S(6) 2.37E-05

F 2.23E-05

Total carbon 6.59E-06

    •지하수와 반응하는 시멘트는 열역학  평형을 통해 계산하 으며 기의 산소, 

이산화탄소 유입은 없는 것으로 하 다 (표 3.5.27).

           ④ 강알칼리지하수-벤토나이트 반응

    •상 인 비교를 하여 지하수와 시멘트 반응에 의해 생성된 강알칼리성 공극

수와 국제 으로 완충재로 사용 정인 벤토나이트들  MX-80, Deponit 

CA-N, 일본의 Kunigel 벤토나이트의 평형을 가정하여 계산하 으며 기  

산소와 이산화탄소 유입은 없는 것으로 하 다.

    •MX-80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모델링 결과, pH는 8.393으로 감소하 으며,  pe

는 -5.056으로 매우 환원환경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pH의 경우 기 12.37

에서 8.39로 낮아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Deponit CA-N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모델링 결과, pH는 7.854로서 앞서 

MX-80결과보다 약간 낮은 pH값을 보이며, pe는 -3.829로서 이 역시 매우 환

원환경임을 나타내었다.

    •일본의 Kunigel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모델링 결과, 다른 벤토나이트 반응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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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장 높은 pH인 9.474를 보여주었으며. pe는 -5.944로 다른 벤토나이트와 

마찬가지로 환원환경을 나타내었다 (표 3.5.28).

표 3.5.28. 강알칼리지하수-벤토나이트 반응 결과

반응 모델링에 사용한 벤토나이트의 화학조성
MX-80

(Na-mont.)
Deponit CA-N

(Ca-mont.) 일본 벤토나이트

wt(%) mol/l

Na-mont. 87 11.50

Quartz 5 4.04

Gypsum 0.7 0.20

Pyrite 0.07 0.03

K-Fsp. 7 1.22

wt(%) mol/l

Ca-mont

.
81 10.73

Quartz 2 1.61

Gypsum 1.5 0.42

Pyrite 0.5 0.20

K-Fsp. 2 0.35

Dolomite 3 0.79

Calcite 5 2.42

Siderite 5 2.09

wt(%) mol/l

Na-mont. 20 1.49

Chalcedon

y
16 7.05

Calcite 3 0.81

Analcite 3 0.31

Quartz 18 7.93

porosity 40

벤토나이트와 강알칼리 공극수 반응 결과

MX-80
(Na-mont.)

Deponit CA-N
(Ca-mont.)

일본 벤토나이트

 화학특성

pH 8.393

pe -5.056

지하수성분 mol/l

Al 6.678e-08

Na 2.804e-01

K 8.715e-05

Ca 9.013e-03

Mg 1.796e-04

Si 1.186e-04

Cl 4.553e-04 

S 1.493e-01

F 2.231e-05

Total 
carbon 6.594e-06 

 화학 특성

pH 7.854

pe -3.829

지하수성분 mol/l

Al 3.038e-08

Na 5.728e-02

K 4.700e-05 

Ca 1.127e-02

Mg 9.420e-04

Si 9.626e-05

Cl 4.572e-04

S 3.972e-02

F 2.241e-05

Total carbon 4.966e-04 

 화학 특성

pH 9.474

pe -5.944

지하수성분 mol/l

Al 6.409e-07

Na 1.428e-02

K 4.471e-06 

Ca 1.021e-04

Mg 3.530e-07

Si 1.486e-04

Cl 4.609e-04

S 5.869e-03

F 2.259e-05

Total carbon 6.974e-03 

     라. 지하수 산화-환원 반응

지하수 환경에서 산화-환원과정은 유ㆍ무기 화학요소의 이동성과 그들의 화학  형

태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지하수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환

원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수리지질학 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하수를 상으로 

산화-환원과정과 련된 연구는 자주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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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질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그들의 산화-환원과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분

포를 도식화 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과거에는 지하수에서 산화-환원과정의 분포를 도출할 때 그들 과정을 평형상태로 

가정하고 열역학 으로 이해하려고 하 으며 그 표 인 방법이 산화-환원 , 

즉 Eh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비록 재까지도 자연 상태에 이러한 열역학  평형상

태를 용하는 시도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수에서 산화환원과정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산화-환원 는 손쉽게 이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실제 으로 이러한 

평형상태의 열역학  용은 부분의 자연 상태의 지하수에 합하지 않다. 그 이

유 에 표 인 이유는 (1) 산화-환원 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유

자 (free electron)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부분 자연 상태의 지하수에서는 

측정된 산화-환원 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는 산화-환원 를 결정하는 산화된 

화학종과 환원된 화학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3) 특히 낮은 온도에서는 산화

-환원과정이 평형상태에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지하수환경에서 측정하는 산

화-환원 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하수 환경에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불평형상태의 산화환원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실하다. 

지하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산화-환원과정은 자유 자 (free electron)의 흐름에 의하

여 결정되고 이러한 자의 흐름은 미생물의 활동에 의하여 가능하다. 즉, 미생물들

은 유기물로부터 자를 얻고 이를 여러 과정에 의해 electron acceptor 에 달하

게 된다. 이때 자는 다양한 간물질들을 거치게 된다. 결국 자는 질산염 

(nitrate) 철[Fe(III)], 황산염 (sulfate),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등과 같은 

electron acceptor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과정에 따라 산화-환원과정에 따른 

부산물을 생성하게 된다.  

지하수 환경에서 지구화학은 다양한 지화학 라메터에 의하여 향을 받아 매우 

복잡하다. 많은 과학자들이 산화환원과정을 연구하여 왔으며 그에 따른 모델링을 

개발하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심부환경 특히 단열 가 있는 화강암지역에 

용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단열 를 따라 지하수가 선택 으로 흐를 수 있기 때

문이다. 

지하수 환경에서는 산화-환원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개발 

하 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는 산화-환원  (Eh)는 물론이고, 유기물질, 철과 

망간의 용존 농도  그들의 물 형태 등을 연구하 다. 이러한 라메터를 측정

함으로써 산화-환원과정이 어떻게 지하수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연구하 다. 산화-

환원  (Eh)는 그 자체의 값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각각의 값을 상호비교 함으

로써 산화-환원과정을 도출하 다. 유기물질과 용존 된 철, 망간  그들과 련된 

물형태와 산소 (O2) 질산염 (NO3
-
) 황산염 (SO4

-2
) 과 간 생성물질인 H2를 측정

하 다 (Lovely et al., 1994). 특히 H2의 농도 측정은 미생물과 련하여 산화-환원

과정을 유출하는데 요한 자료를 제공하 다. 그리고 산화-환원과정에 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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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N2, Mn(II), Fe(II), HS
-
, CH4들을 측정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환경에서 산화-환원과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산소는 요한 electron acceptor 에 하나이다. 이러한 산소는 지표로부터 단열

를 따라 지하수환경으로 들어가게 된다. 산소의 환원과정은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유기물이 존재하는 천부환경에서 비교  빠르게 나타난다. 미생물학 으로 분해되

는 유기물은 지표와 근 한 부분에서 산소를 격하게 감소시킨다. 상 으로 심

부환경에서는 주변으로 부터의 지하수 침입 그리고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부

환경에서 산화-환원과정은 천부환경과는 다른 메카니즘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이

는 유기물이 상 으로 부족한 심부 지하수환경에서는 다른 기작들이 주요한 요소

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하수 환경에서 용해된 황산염은 EC의 증가와 비례하 다. 따라서 심부환경에서 

황산염이 요한 산화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하수의 심부환경에서는 산화제로써 

산소나 질산염 (NO3
-
)의 역할이 그 게 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농도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지하수의 심부환경에서 황산염과 련된 산화-환원과정우세하

게 측되었는데 이는 산화제로써 (electron acceptor) 황산염이 충분이 공 되었기 

때문이다.  체 으로 지하수에 용존 되어 있는 Fe(III) 와 Mn(IV)의 농도는 매우 

낮은 상태 으며 하지만 천부환경에서 Fe(III)와 Mn(IV)의 향이 상 으로 심부

환경에 비하여 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더 자세한 결과를 얻기 해서는 지하수 

환경에 존재하는 Fe 와 Mn 련 물들의 조사가 더 요구된다. 

지하수 환경에서 유기물질은 산화-환원과정에 자를 공 하는 주요 공 원이다. 

이들에 의하여 미생물과 련된 산화-환원과정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지하수에 용해

된 유기물질과 고체형태의 유기물질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하수 심부환경에서는 

고체형태의 유기물질이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질보다 상 으로 높았다. 지하수 환

경에서 존재하는 고체형태의 유기물질 에 얼마만큼의 유기물이 반응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 이다. 하지만 기존 문헌에 의하면 심부환경에 존재하

는 고체형태의 유기물질의 반응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지하

수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유기물의 반응성이 높다면 존하고 있는 황산염  그 

밖의 산화제들을 산화-환원과정에 의하여 빠르게 소모해 버렸을 것이고 그들의 농

도가 낮게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심부환경에서 아직까지도 상 으로 높은 황산

염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유기물의 반응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는 한 심부환경에서 유기물질의 생성시간이 천부환경에 비해 오래되었

을 것이기도 하다. 

황산염이 산화-환원과정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심부환경으로 갈수록 그 농도

가 높아질 때 더욱 분명하여진다. 결국 심부환경에서 산소 (O2), 질산염 (NO3
-), 

Mn(IV), Fe(III)의 농도가 깊이에 따라  낮아지면서 황산염의 농도가 상 으

로 높아지고 그들에 의한 산화-환원과정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에 따른 결과

로 sulfide의 농도가 심부환경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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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환경에서 sulfide에 의한 물 [FeS, pyrite (FeS2)] 의 침 과정이 동반할 가능성

도 높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심부환경에 얼마만큼의 Fe(II) 혹은 Mn(II) 들이 존

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 reduction) 은 이론 으로 용존된 황산염의 농도를 감소시

키고 sulfide 농도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상을 지하수 심부환경에서 찾기

가 그리 쉽지는 않다. 이는 주  환경으로부터 지하수 환경에 지하수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산염의 농도를 Cl 와 비교하고 이에 따른 세심한 배려가 있어

야 한다. 

심부환경에서 메탄 (CH4)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지하수에 용존되어 있는 

유기물질과 한 련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상은 메탄생성과정 

(methanogenesis) 에 의한 과정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 결과를 토 로 지하수 환경에서 발생한 산화-환원과정에 한 열역학 

모델링을 수행하 다. 지하수환경에서 산화-환원과정을 열역학 으로 이해하는 것

은 요하다 (Chapelle et al., 1996). 즉, Fe reduction,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 

reduction) 그리고 메탄생성과정 (methanogenesis)에 한 열역학 계산을 통하여 어

떤 산화-환원과정이 우세한지를 밝히는 것이다.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 

reduction)과 련하여 그들의 열역학 결과가 다른 산화-환원과정에 비하여 미생물

련 에 지학 으로 우세하다는 결과를 나타났다. 결국, 열역학 으로 보았을 때,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 reduction)이 우세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메탄생성과정 

(methanogenesis)은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 reduction)과는 달리 제한 으로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지하수환경의 치에 따라서 열역학 으로 황산염 환원

과정 (sulfate reduction) 과 메탄생성과정 (methanogenesis) 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도 발견되었다.  

  그림 3.5.77.  KURT 주변 심부환경의 산화-환원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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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환경:   

 ∘ 산화환경

        ∘ pH=7~8, Eh=30mV

        ∘ Ca-HCO3 type

- 심부환경

        ∘  환원환경

        ∘  pH=9~10, Eh=-200mV

        ∘  Na-HCO3 type

     

그림 3.5.78. 지하수 산화-환원반응 

   5. 부지특성모델 개발 

     가. 지질모델

       (1) 연구 지역 지질 모델의 구성요소

      이상과 같이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은 상부 토양층  풍화 , 경사 

단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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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T 주변 지역의 상부 토양층  풍화 에 한 깊이는 지표 지구물리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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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9), 탐사 결과 자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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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시추 코아 조사, 시추공 상부의 텔 뷰어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시추공별 상

부 토양층  풍화 를 측하 다 (그림 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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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9. KURT 주변 지역에서 수행된 지표물리탐사 결과      

      상부 토양층  풍화 는 시추공별로 각각 그 깊이 분포가 차이가 있으며, 

10m～38m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3.5.29). 이를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

과와 비교하여 KURT 주변 지역의 상부 토양층  풍화 에 한 분포 깊이를 도

출하 다.

         (나) 경사단열  (Low-angle fracture zone)

      지표 근처의 풍화   하부 기반암 사이에 치하는 경사단열 는 KURT 

주변 지역의 결정질 암반에 한 주요한 특성이다. 이 경사 단열 는 부분 으로 

지구물리탐사 결과에서 인지되며,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의 방향성 분석을 통해 

그 분포가 정확히 확인될 수 있다. 시추공 텔 뷰어를 통한 단열의 방향성 분석 결

과 도출한 시추공별 경사 단열 는 22.5m～84.2m의 깊이로 분포하며(표 3.5.29), 

지질 모델의 한 구성 요소로 입력하 다. 다만, KP-01 시추공은 수평 시추공이므로 

경사 단열 에 한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시추공 Weathered zone (mabh) 경사 단열  (mabh)

KP-1 27

KP-2 10 50

YS-01 16 53

YS-02 15.2 51

YS-03 15 74.1

YS-04 13 28

YS-05 10 22.5

YS-06 15 45.8

YS-07 38 84.2

표 3.5.29 KURT 주변 지역의 시추공별 풍화   경사단열 에 한 깊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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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단열  (Fracture zones)

연구지역에 굴착된 총 9개의 시추공에서 도출된 시추공 음 주사검층 자료를 이

용하여 단열  분석을 실시하 다. 먼 , 시추공 음 주사검층 결과를 이용하여 

시추공별로 단열에 한 분포를 깊이별로 도출하고, 깊이별 단열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단열 를 정의하고 이를 시추공별로 

구분하 다 (표 3.5.30). 시추공 별로 확인된 단열 는 다시 시추코아 분석을 통해 

기반암에 존재하는 미세 단열과 단열 에 존재하는 단열을 구분하여 단열 를 재분

석 하 다. 시추공별로 구해진 단열 의 폭은 한, 시추공 음 주사검층 결과  

시추코어 분석에서 각 단열 의 주요 단열을 분석하여 단열 의 경사 방향을 도출

함으로서 시추공에서 단되는 단열 의 폭을 최종 으로 구하 다. 이 게 분석된 

단열 의 방향성과 폭은 분류 기 을 설정하여, 각 시추공 별로 존재하는 단열 를 

분류 기 에 맞게 정의하 으며, 이를 최종 으로 지질모델에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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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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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FZ2A의 단열 는 총 6개가 존재하며, FZ2S 단열  1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 명칭은 향후 추가 인 장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되거나 변경

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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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0. KURT 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

       (2)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을 종합하면 그림 3.5.80과 같다.



- 323 -

(a)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2차원)

(b)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3차원)

그림 3.5.80.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나. 수리지질모델

       (1) 수리지질 개념모델 

     수리지질모델은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수가 상 매질의 지질모델 요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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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유동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해 수리지질학  요소를 용하여 구성한 모델

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수리지질모델은 해당 역의 지질모델을 근거로 구축되어야 하며, 각 요소에 한 

수리지질학  특성을 바탕으로 지질학  요소를 수리지질학  요소로 입시키거나 

혹은 삭제, 첨가 시킬 수도 있다. 즉, 투수성이 양호할 것으로 고려되는 지질학  

요소가 기반암과 같은 수리  특성을 보일 경우 이를 기반암의 수리지질요소에 첨

가 시키거나, 반 로 기반암에서 투수성이 양호한 단일 혹은 몇 개의 단열이 주변 

지하수 유동에 주요 역할을 할 경우 이를 투수성이 양호한 수리지질요소에 첨가 시

키기도 한다. 따라서 지질학  요소와 수리지질학  요소는 반드시 일치되지 않으

며 수리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KURT 주변 지역의 지표 지질조사  시추공 지질조사를 통해 상부 토양층 

 풍화 , 경사 단열 , 단열 , 기반암의 4개의 지질모델에 한 요소를 분류하

다. 이에 한 수리지질학  특성이 일반 으로 고려되는 성질을 갖는다고 가정

하여 각 지질모델의 요소에 한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를 구성하여 보았다.

     일반 으로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는 수리토양 (Hydraulic soil domain, HSD), 

수리투수 (Hydraulic conductor domain, HCD), 수리암반 (Hydraulic rock 

domain, HRD)로 구성된다. 그러나,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에서 경사 단열

가 추가 되었으므로 경사 단열 (Low angle fractured domain)의 요소를 수리

지질모델에 추가하여 기본 개념 모델을 구성하여 보았다. 즉, 구성된 수리지질 개념

모델에서 HSD는 지질모델의 상부토양층  풍화 에 해당되며, HCD는 KURT 주

변지역에 존재하는 7개의 단열 , HRD는 단열  사이의 기반암에 해당되며, LAFD

는 경사 단열 에 해당된다. 

     수리지질모델의 요소에 한 각각의 특성을 표 3.5.31과 같이 요약하 다.

수리지질모델의 요소 수리지질학  특성

HSD
- 등방성의 투수성 

- 공간 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균질한 분포

LAFD
- 이방성의 투수성 

- 공간 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HRD
- 등방성의 투수성 

- 공간 으로 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불균질한 분포

HCD
- 이방성의 투수성

- 각 단열  마다 상이한 투수성

표 3.5.31. 각 수리지질모델의 요소에 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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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리지질모델의 요소에 한 수리특성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에 한 요소에 응된 수리지질 개념모델의 

각 요소의 수리  특성을 단하기 해 각 시추공에서 구간별로 산출된 수리 도

도 값을 지질모델의 구성 요소의 깊이별 분포로서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시추공별 

상부토양층  풍화 의 깊이에 해당되는 수리 도도의 분포는 수리시험 결과에 

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시추공에서 산출된 수리 도도(1.5E-7m/sec)를 이용

하 다. 상부토양층  풍화 를 제외한 각 시추공에서 도출된 수리지질모델의 요

소별 수리 도도 분포는 그림 3.5.8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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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1.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별 수리 도도 분포

     특이한 은 기반암의 상부에 존재하는 경사 단열 의 수리 도도가 기반암

의 수리 도도에 비해 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질 모델에서 기반암과 

경사 단열   단열 로 구분한 것과 같이 수리지질모델에서도 이를 반 하여 

기반암에 비해 히 큰 투수성을 갖는 상부 경사 단열 와 기반암에 존재하는 

단열 와는 다른 투수성 분포를 갖는 역으로 독립된 하나의 수리지질모델 요소로

서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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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요소 수리지질요소 수리 도도(m/sec)

토양층  상부풍화 HSD 1.5E-07

상부 경사 단열 LAFD 1.05E-07

단열 HCD

FZ2S-1 3.17E-07

FZ2S-2 4.36E-7 (expected)

FZ2A-1 2.57E-09

FZ2A-2 1.69E-09

FZ2A-3 5.49E-09

FZ2A-4 6.31E-07

FZ2A-5 4.57E-07

FZ2A-6 1.32E-06

FZ2A-7 8.78E-06

FZ2B-1 7.95E-6

기반암 HRD 4.3E-10

표 3.5.32. 수리지질모델 요소별 수리 도도

     다. 지구화학 모델

     KURT 부지 주변의 17개의 YS 심부시추공(200～500m)에서 얻어진 지화학 데

이터를 이용한 지화학 특성 모델은 그림 3.5.8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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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2. KURT 부지 주변의 200～500m 심부시추공에서 얻어진 지화학 데이터를 

이용한 지화학 특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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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3 KURT 부지 주변 지화학 특성 모델 (pH  Na 분포 특성)

     KURT 부지 주변의 17개의 YS 심부시추공(200～500m)  KURT내 심부시추

공에서 얻어진 지화학 데이터를 이용한 지화학 특성 모델  pH와 Na의 분포에 

한 결과는 그림 3.5.83와 같다. 여기에서는 KURT 주면 YS시추공  MP 시추공 

(YS-1, YS-4, YS-7)  KURT내 심부시추공 (DB-1)의 총 37개 data set를 이용

하 다. 시추수에 의한 향 가능성을 고려하 고, 한 YS-1번 시추공의 그라우

에 의한 향이 고려되어 일부 구간에 높은 pH  용존이온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한 KURT 부지의 지화학 특성 개념도는 그림 3.5.8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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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 검층
(BHTV, BIPS)

1
0
0
m

~215m

단
층

단
층

KURT

?

?

물리 탐사
(탄성파 반사법탐사,

MSVSP탐사) 장·단기 수리시

?

지하수 이동 속도:
~10-10m/sec

pH: 9~10

Eh: -300mV 이하
용존산소: 0mg/L
Na(Ca)-HCO3

지하수의 나이:
6천년 이상

심
부

천
부

~155m

지하수 이동 속도:
10-7~10-8m/sec

pH: 7~8
Eh: 0mV 이상
용존산소: 0~10mg
Ca-HCO3

지하수의 나이: 

50년 이내

MWCF 추정

투수성단열대 확인
지하수 유속: ~10-7m/sec

단열대의 밀도 :

단열대의 밀도 :
10개 이상/m

시추코아
암석·광물 분석

그림 3.5.84. KURT 부지의 지화학 특성 개념도

   6. 지하수 유동모델링

     KURT로 인한 주변 지하수 시스템의 변화를 다공성 지하수 유동 모델을 이용

하여 모의하 다. 암반은 다공성 연속체매질로 가정하 고, 계산에 사용한 모델은 

Modflow이다. 입력자료는 기존 YS 계열의 시추공에서 얻은 자료에 근거하 다. 

해석 역 내 암종은 단일 암종(화강암)으로 모사하 다. 수리단 층으로서, 투수성

이 상 으로 높은 HSD(수리토양층)는 충 층이 분포하는 역 내에 국한하여 분

포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HRD(수리암반체)는 GL. -250 m를 경계로 상․하부 

역으로 구분하 다.

     수평 인 해석 역은 터 굴착 시 주변의 지하수체계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측되는 수리  경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질구조선, 능선, 계곡까지 확장

하 다 (그림 3.5.85). 해석 역은 수평방향의 수리경계를 포함하는 1.63 km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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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의 역(그림 3.5.86)으로, 터  내에서부터 외곽으로 1 ～ 40 m의 간격으로 격

자를 구성하 으며, 총 column 수는 69, row 수는 116, layer는 7개로 설정하 다. 

     모델의 최상부층은 주변 지표 측공(KP-2, BH 계열 시추공)에서 계측된 수

자료에 의해 작성된 기수  (그림 3.5.87)와 함양량 (15 mm/year)을 상부 경계

조건으로 하 다. 모델의 쪽에 치하는 산 정상부와 아래쪽의 농경지  하천, 

그리고 터  우상단에 치하는 수지는 general head boundary, 해석 역 내에 

분포하는 수계는 river boundary를 각각 용하 다 (그림 3.5.88). 최하부는 터  

굴착으로 인하여 지하수체계가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측되는 심도 (EL. -800 

m)까지 충분히 확장하 다. 

     터 의 방향은 N56°W이고, 터  내는 기압 상태로 용하 다. Modflow의 

특성 상, 10% 경사를 갖는 터 의 모사가 불가하여 EL. 67～100 m에 치하는 터

을 수평터 로 가정하여 그 간심도에 해당하는 EL. 84.5 m에 터 이 치하는 

것으로 모사하 다 (그림 3.5.89).

그림 3.5.85. KURT 부근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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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6. 지하수유동 모델링 역

  

232800 233000 233200 233400 233600 233800 234000 234200

322400

322600

322800

323000

323200

323400

323600

323800

그림 3.5.87. 굴착  기 수 분포도(E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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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Head Boundary

River Boundary

River Boundary

General Head Boundary

River Boundary

River Boundary

그림 3.5.88. 모델 최상부층의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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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nnel ]Tunnel ]

그림 3.5.89. 터널의 모사 및 경계조건

수리전도도는 기존 YS 계열의 시추공에서 수행된 수리시험 결과를 이용하였

고, 공극률과 같은 일부 조사되지 않은 인자에 대하여는 결정질암반의 일반적인 범

위의 값을 사용하였다(표 3.5.33; 그림 3.5.90).

표 3.5.33. 모델에 적용된 입력인자

Zone
Hydraulic

Conductivity(m/sec)

Storage

Coefficient

Specific

Yield
Porosity(%)

HSD 5 × 10-8

0.0002 0.25 3

HRD

Upper 5 × 10-9

Lower 1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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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D : 5 X 10-8 m/sec

HRD(Upper zone) : 5 X 10-9 m/sec

HRD(Lower zone) : 1 X 10-9 m/sec

AA AA’’

AA
’’

AA

HSD : 5 X 10-8 m/sec

HRD(Upper zone) : 5 X 10-9 m/sec

HRD(Lower zone) : 1 X 10-9 m/sec

AA AA’’

AA
’’

AA

그림 3.5.90. 수리 역별 수리 도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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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100

60

그림 3.5.91. 정상류 조건에서 교정된 터 굴착  등지하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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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량을 변수로 지표 측공에서 계측한 수 와 일치할 때까지 모델교정을 

수행하 다. 실계측 수 와 모델링 결과가 비교  잘 일치할 때의 함양량은 15 

mm/year로 지역 연평균 강수량 1350 mm의 약 1.1%에 해당하며, 정상류 해석

에 의한 등수 분포는 그림 3.5.91과 같다. 

     정상류 조건에서 1단계 굴착 종료 후 1 m 이상의 지하수  강하를 보이는 

향범 는 터 을 심으로 횡축방향으로 약간 신장된 동심원을 이룬다 (그림 

3.5.92). 이 향추는 최  반경이 약 350 m에 이른다. 향추를 벗어난 고지 의 

상류 구배지역은 지형 인 이유로 1 m 정도의 수 강하 향을 받지만 그 범 는 

크지 않다. 터  입구로부터 하류 구배 역은 지 이므로 수 강하 향이 극히 

작고, 우측의 능선에서 약간 향을 받는 정도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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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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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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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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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2. 정상류 조건에서 터 굴착 완료 후 수 강하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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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류 해석 시 터  굴착 완료 후 터  내 유입량은 3.54 m
3
/day로 측된다. 

이 계산결과는 터  굴착 시 지하수 다량 유입 구간에 하여 암반의 투수성과 유

사한 정도로 지수가 이루어진 상태의 것이다.  

     터  건설  터 을 심으로 한 횡단면 (그림 3.5.93(a)) 상에서 지하수의 흐

름은 우측의 최고 과 터 이 건설되는 산체로부터 함양된 지하수가 연구소 내 하

천으로 배출된다. 터  굴착이 완료되면 터  역에 형성되는 기압 조건으로 인

하여 상류 구배 역의 지하수의 상당량이 터  쪽으로 유입된다. 지형 인 특성으

로 상류 구배 역으로의 수리경사 기울기는 완만한 편이며, 하류 구배 역은 좁

은 범 에서 한 수리경사를 이루게 된다. 터  굴착  터  종단면 (그림 

3.5.93(b)) 상에서의 지하수의 흐름은 능선부와 계곡의 하천부를 따라 지하수 분리

선이 형성되나, 굴착 후에는 터 부 우측의 하류 구배 쪽에 지하수 분리선이 형성

되어 터  내부로 지하수가 유입된다. 

  

AA AA’’ AA AA’’
Before Before excavationexcavation After After excavationexcavation

AA AA’’ AA AA’’
Before Before excavationexcavation After After excavationexcavation

(a) 터  횡단면

BB

BB’’ BB BB’’
Before Before excavationexcavation After After excavationexcavation

BB

BB

BB’’ BB BB’’
Before Before excavationexcavation After After excavationexcavation

BB

(b) 터  종단면

그림 3.5.93. 터  단면 상의 지하수 흐름  수 강하



- 337 -

     정상류 해석에 의한 지하수  강하 폭은 터  직상부에서 최  약 21 m이며, 

터 심으로부터 좌측으로 343 m, 우측으로 267 m, 상․하측 각각 306 m, 259 m 

지 까지는 1 m 이상의 수 강하가 있다 (그림 3.5.92). 

     특정 치에서의 지하수  강하량을 검토하기 하여 4개 지 을 선정하 다 

(그림 3.5.94). 터  인 부의 A와 B는 터  벽면으로부터 2 m 지 , C와 D는 각각 

터  입구와 막장으로부터 5 m 이격된 지 이다. 지  1부터 4는 터 을 심으로 

좌우와 후 방향으로 200 m 이격된 치이다.

     A, B 지 에서는 약 20 m의 수  강하가 측되며, 터  입구부가 지 에 

치하기 때문에 막장부에서 상 으로 더 큰 수 강하가 있다. 지  1, 2에서는 

2～3 m 정도의 수  강하가 있으나, 3, 4 지 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림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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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4. 지하수  강하량 계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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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5. 계산 치별 지하수  강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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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인 부(A, B, C, D 지 )에서의 지하수  강하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

는데, 약 274년까지 지속 으로 비교  격한 수 강하가 발생하고 그 이후의 수

강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장기 인 지하수  강하는 터

이 건설되는 암체의 규모가 비교  소규모이고, 경사 한 하여 강우에 의한 지

하수의 충분한 함양을 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굴착굴착 후후 1010년년 : 119.9 : 119.9 mm

굴착굴착 후후 10001000년년 : 105.5 : 105.5 mm

굴착전굴착전 : 123.9 : 123.9 mm

굴착굴착 후후 1010년년 : 119.7 : 119.7 mm

굴착굴착 후후 10001000년년 : 105.6 : 105.6 mm

굴착전굴착전 : 123.7 : 123.7 mm

굴착굴착 후후 1010년년 : 104.1 : 104.1 mm

굴착굴착 후후 10001000년년 : 101 : 101 mm

굴착전굴착전 : 105.9 : 105.9 mm

굴착굴착 후후1010년년 : 132.8 : 132.8 mm

굴착굴착 후후 10001000년년 : 121.6 : 121.6 mm

굴착전굴착전 : 135.6 : 135.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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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굴착 후후 1010년년 : 104.1 : 104.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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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BB

CC DD

그림 3.5.96. 부정류 해석에 의한 지하수  강하량

나. 분리단열망모델을 이용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KURT 주변에 해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이해하기 해서는 계층 으로 지

하수 유동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KURT 주변 지역에 해 역 규모, 

지역 규모, 부지 규모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하 다. 모의를 해 사용한 수

치 모의 방법은 유한요소법이며, 포화  만을 상으로 모의하 다. 

     먼  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KURT 주변 역 규모 지하수 유동 시

스템을 개념 으로 이해하고 지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한 모의 역과 경

계 조건을 도출하기 해 수행하 다. 그림 3.5.97은 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을 수행한 모의 역을 보여 다. KURT를 심에 두고 북쪽으로 강, 동쪽으로 

갑천을 지하수 유동 경계로 하 으며 남쪽은 유등천  그 지류, 서쪽은 계룡산의 

고지 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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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7. 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한 모의 역

그림 3.5.98. 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통해 측한 수리수두 분포

     그림 3.5.98는 모의된 정류상 수리수두분포를 보여 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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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하수는 산지 지역에서 강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 모의 결과로부터 

지하수가 분기되어 불투수경계로 가정할 수 있는 지하수 분수령을 찾아내어 지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한 모의 역과 그 경계 조건을 도출하 다 (그림 

3.5.99).

그림 3.5.99. 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통해 도출한 지역규모 유동 모델링의 

모의 역

     지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KURT 주변의 지역 규모 지하수 유동 시스템

을 이해하고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의를 한 모의 역과 경계조건을 도출하기 

해 수행하 다. 그림 3.5.100는 모의 결과를 보여 다.  

그림 3.5.100. 지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으로 측한 수리수두 분포

     모의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는 KURT 남쪽에 있는 오산에서 함양되어 방사

형으로 퍼져간다. 그리고 지 에 존재하는 하천의 향으로 인해 하천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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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유속이 비교  빠르며, 표토층  상부 쇄 의 높은 수리 도도로 인해 

심부보다는 지표 부근에서 비교  많은 지하수의 유동이 발생한다. 

     지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을 한 모의 역과 경계 조건을 도출하 다. 그림 3.5.101는 모의 역을 보여

다. 부지 규모 지하수 모델링은 특별히 지질모델을 통해 도출한 부지 내 단열 가 

지하수 유동 시스템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 다. 

그림 3.5.101. 부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한 모의 역 (붉은 실선)  부지 

내 단열 로 구성한 KURT 부지의 분리단열망 모델

그림 3.5.102. 부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한 이방성 수리 도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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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 의 향을 고려하기 하여 그림 3.5.101와 같이 분리단열망 모델을 만

든 후 Oda's method를 이용하여 (Oda, 1985), 모의를 한 이방성 수리 도도 장을 

구성하 다. 그림 3.5.102은 Oda's method를 이용하여 그림 3.5.101의 분리단열망 

모델로부터 도출한 이방성 수리 도도 장을 보여 다. 이 때 모의 역의 상부는 

지질모델을 바탕으로 수리토양 역으로 가정하 으며, 수리토양 역, 수리암반 역, 

단열 의 수리지질특성은 부지 내 YS series 정, KURT 내 정 등을 통해 도출

한 수리지질특성을 그 로 부여하 다.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시스템에 미치는 단

열 의 향을 규명하기 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Case 1: 단열 가 없는 경우

       Case 2: 지질모델에서 확인된 단열 만 존재하는 경우

       Case 3: 역 내 찰된 선구조가 유동성 단열 인 경우

       Case 4: 단열 를 확장시킨 경우

       Case 5: NS 방향 단열 의 수리 도도가 높은 경우

     그림 3.5.103은 Case 1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보여 다. 단열 가 

없는 경우 지표 부근 지하수 는 지표의 고도와 높은 상 성을 보이며 지하 1000m 

부근에서는 KURT의 진입터  방향으로 완만하게 지하수가 흐른다.

그림 3.5.103. Case 1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으로 측한 정류상 수리수두분포

 

     그림 3.5.104은 Case 2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보여 다. 지질모델

에 포함된 단열 만 존재하는 경우 단열 가 없는 경우에 비교하여 단열 의 향

을 많이 받아 체 으로 수리수두구배가 커지면서 지하수 흐름 방향도 많이 바

다. 한 수평 방향의 단열 가 지하수 흐름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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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림 3.5.104. Case 2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으로 측한 정류상 수리수두분포

     그림 3.5.105는 Case 3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보여 다. 지질모델

에서 확인된 단열  외 역 내 선구조가 모두 유동성 단열일 때 Case 2와 비교하

여 지하수 흐름 방향은 비슷하나 수리수두구배는 약간 작다. 이는 선구조의 반  

여부에 해 좀 더 많이 야외조사가 필요함을 보여 다. 

그림 3.5.105. Case 3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으로 측한 정류상 수리수두분포

     그림 3.5.106은 Case 4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보여 다. 단열 를 

확장시켜도 KURT 부근의 지하수 유동장에는 큰 향이 없으나 역의 경계 부근

에서는 지하수 가 약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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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06. Case 4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으로 측한 정류상 수리수두분포 

     그림 3.5.107은 Case 5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보여 다. NS 방향 

단열 의 수리 도도가 커져도 지하수 유동장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3.5.107. Case 5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으로 측한 정류상 수리수두분포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모든 Case에 해서 지표에서는 단열

에 한 향이 크지 않으나 심부 환경에서는 투수성 단열 가 심부 역의 지하수 

유동에 히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부 역에서의 지하수 유동 

특성을 알아내기 해서는 단열 에 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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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심부지질환경 조사  해석기술 개발

   1.  수리시험기술 개발

     가. 수 회복 측장치 (등록번호10-0905377, 출원번호10-2007-0062405)

       (1) 목

     이 패커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수성 매질에서 수  회복을 찰함에 있어 정

해진 측 의 경에 따라 시험시간 결정된다. 측 의 경이 넓을수록 시험장

비 특성상 장 수리시험(순간충격시험, 양수시험)이 용이하게 되나  고투수성 매질

의 경우 수 회복이 빨라 기  수 로 도달되는 시간이 짧은 반면, 투수성 매질

의 경우 측 의 경이 넓게 될 경우 기  수 로 도달되는 시간이 히 길기 

때문에 장수리시험을 완료하기 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하는 단 을 않고 있

다. 본 수  회복 측 시스템은 시험용 과 측용 을 분리하여 작은 경을 갖

는 측용 에서 수 회복 찰을 가능  하여 시험시간을 단축하고자 개발되었다.

       (2) 구성  동작

     본 개발된 수 회복 측시스템은 그림 3.6.2와 같다. 기존 이 패커시스템과 

패커 구성  시험 은 동일하나 시험용  에 별도의 측 을 두어, 수리시험용

을 이용하여 수 변화를 주며, 수 가 회복될 때 시험공 격리용 밸 를 닫으면, 

지하수 는 직경이 작은 측 을 따라 수 회복이 되기 때문에, 투수성 조건이

라 할지라도 빠른 수 회복을 기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측 시스템에 비해 

투수성 매질 뿐만 아니라 고투수성 매질에서도 보다 빠른 수  회복을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험공 격리용 밸 는 별도로 제작될 수 도 있으나, 시험용 에 

O-ring을 삽입하여 수 변화를  후, 지상에서 구슬 등을 떨어뜨려 시험용 으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효과

     기존 이 패커시스템(그림 3.6.1)을 이용할 경우, 투수성을 갖는 매질에서 순

간충격시험을 수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에 소요되지만, 본 발명된 수 회복 측시스

템을 이용할 경우 신속한 수리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로 시험용  내경이 

25mm일 경우, 내경이 2.5mm인 측 을 사용할 경우 100배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근래 지하수 개발  연구와 련하여 수  회복 측시스템의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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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그림 3.6.1. 기존 방식의 이 패커시스템을 이용한 장수리시험



- 349 -

     

그림 3.6.2. 본 개발된 수 회복 측시스템

     나. 수리시험장치 (등록번호 10-0914380, 출원번호 10-2007-0062421)

       (1) 목

     지하수 가 공의 지표고도가 높아 지하수가 공 밖으로 넘쳐흐르는 자분정은 

수 측정은 물론 순간수 변화시험의 수행 자체가 힘들고 양수시험의 수행과 해석

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공 밖으로 넘쳐흐르는 지하수를 넘

쳐흐르지 않도록 가둬둘 수 있어야 하며, 공의 지표고도보다 높은 지하수 를 찰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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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성  동작

     자분정을 한 수리시험장치의 구성요소는 그림 3.6.3과 같다. 실험장치의 하

부에는 지하수의 용출을 막기 한 패커가 치하고 패커 하부와 패커 상부의 실험

장치는 연 을 통해 수리 으로 연결되어 내부에 일반 인 자동수 측정기의 설

치가 가능하다. 이 연 은 상부의 투명아크릴 과 연결장치로 연결되어 있으며 

투명아크릴 을 통하여 지표면 의 지하수 를 정확하게 찰할 수 있다. 연결장

치에는 지하수배수용 코크가 있어 일정량의 물을 갑자기 덜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순간 으로 수 를 변화시키는 순간수 변화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압개폐용 

코크는 상부 투명아크릴 과 패커 하부의 지하수시스템을 순간 으로 수리 으로 

연결시키거나 끊을 수 있도록 해주어 물을 천천히 주입하거나 덜어낼 수밖에 없던 

기존의 순간수 변화시험보다 더 정확하게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다. 한 

투명아크릴 과 지하수배수용 코크는 양수시험시 정확한 수 강하 측정과 일반펌

의 사용 등을 가능  해 다. 상부 투명아크릴 은 지하수면의 치에 따라 확장/축

소할 수 있으며 패커 하부에는 조립식 롯드를 이용해 패커를 더 설치하여 체 구

간이 아닌 어느 특정 구간의 수리  반응을 찰할 수 있다.

그림 3.6.3. 자분정을 한 수리시험장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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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효과

     그동안 피압 수층을 비롯하여 지하시설물 내에 시추된 공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분정에서는 지하수시스템의 특성화를 한 수리시험의 수행에 제약이 많았었다. 

본 수리시험장치의 개발을 통하여 자분정에서의 정확한 수 측은 물론 순간수

변화시험이 가능해졌으며 양수시험 해석의 불확실성도 많이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물론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한 안 성/환경 향평가에 있

어 정확한 지하수시스템 특성화의 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때, 본 수리시험장치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 된다.

   2. 지화학 조사기술 개발 

     가. 특허 : 침 물회수가 간편한 원심분리 튜  부속품 (등록번호 10-0890316; 

출원번호 10-2007-0062388)

       (1) 목

     용액내의 부유뮬 혹은 불순물이 주된 연구 상 물질일 경우, 원심분리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을 분리한 후 손쉽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시료의 양이 거

나 완 한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시약수 를 이용하여 회수하거나 증류수

로 다시 세척하여 회수하고 건조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원 시료의 물리-화학  성질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량의 침 물도 완 히 회수

할 수 있는 원심분리 튜 , 혹은 원심분리 튜  부속품이 필요하다.

       

       (2) 구성  동작

     기존의 원심분리 튜 에 간단히 장착하여 원심분리 침 물을 간편하고 완 하

게 회수할 수 있는 원심분리튜  부속품(2)의 모식도는 그림 3.6.4와 같다. 화학 으

로 안정하고, 고속의 원심분리시 원심분리튜  내부와 유연하게 착하여 작용될 

수 있도록 테 론 재질로 제작되며, 원심분리시 침 물은 원추모양의 기존 규격화

된 원심분리튜 의 하단부와 착된 본 발명품의 침 물 회수 부분(3)에 모여지고, 

원심분리 후 튜 의 뚜껑부분까지 연결된 손잡이(4)를 이용하여 부속품을 분리해 

내면 소량의 침 물도 완 히 회수 가능하게 된다. 한 본 발명품에서 침 물이 

회수되는 부분의 내부 형태를 구형(5)으로 제작함으로써 침 물의 회수를 더욱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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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수 있다.

       (3) 효과

     기존 원심분리튜 를 이용하여 용액내 부유물이나 불순물이 주요 연구 상일 

경우, 특히 용액내에 이들의 양이 소량일 경우, 본 원심분리튜 용 부속품을 간단히 

부착하여 원심분리를 수행하여 시간의 약 뿐 아니라 시약수 의 사용이나 증류수

의 2차 세척 등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원 시료의 물리-화학  성질 변화를 방지

할 수 있다. 이 부속품은 기존의 모든 규격화된 원심분리용 튜 에 용할 수 있으

며, 용액내 화학  반응에 의한 부유물질 회수 용도 뿐 아니라 원심분리을 많이 이

용하는 생물학  분야에서도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기존 원심분리 튜 > <새로 고안된 원심분리 튜 > 

그림 3.6.4. 침 물회수가 간편한 원심분리 튜  부속품

     나. 심지층 가스채취기술  비조사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은 용존이온 뿐 아니라 용존 가스에 의해서도 변화하

며 이는 특히 심부산화-환원 환경의 지시자로 작용→이들의 동정  심지층 가스채

취기술이 요하다.

     심부환경의 가스채취시는 지하수채취와 마찬가지로 상·하부의 간섭  교란으

로 인한 시료채취의 신뢰도 확보가 우선 이며 이를 하여 시추공 내 여러 구간을 

완벽하게 격리시킨 후 지하수 환경을 심도별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

템이 필수 이다 (그림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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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inGroundwater out

Aluminum bag

Gas

Groundwater inGroundwater out

Aluminum bag

Gas

그림 3.6.5. 더블패커시스템을 이용한 심도별 가스채취장치 모식도

기존의 다 패커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시료채취 으로부터 가스를 분리하기 

한 진공라인을 개발하여 다 패커시스템의 시료 채취 으로부터 직  가스시료의 

획득이 가능하다 (그림 3.6.6).

그림 3.6.6. 다 패커 시스템의 구조(좌)  가스시료채취용 tool(우)

개발된 가스시료채취 챔버 (그림 3.6.7)를 심도별 지하수시료채취를 하여 개발된 

수리시험용 더블패커시스템에 연결하여 용했을 경우 격리된 단열구간별로 지하수

압과 지하수질 변화특성 자료와 함께 가스시료채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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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심도별 가스 시료채취를 한 tool

   3.  지화학 원 치 측정기술 개발

     가. 특허 : 수리화학 라메터 장측정 챔버 (등록번호 10-0935786; 출원번호 

10-2007- 0065791)

       (1) 목

지하수가 시료채취된 후 각종 수리화학특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온도, 압력변화 

 기 을 방지하여야 한다.  즉, 지표환경에서 온도변화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지하수와 지표환경과의 온도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온

도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지하수에 비해 지표환경이 압력이 낮기 때문에 시료채

취 후 지하수의 가스성분이 용출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 측정하는 동안 

기와의 을 방지하여 기에 의한 지하수의 성분변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지

하수를 채취한 후 수리화학 라미터를 측정하기 한 온도, 압력변화  기

을 방지하는 장측정 챔버가 필요하다.

       (2) 구성  동작

기존 수리화학 라미터 장 측정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고안된 장측정 

챔버의 구성요소는 그림 3.6.8과 같다.  채취된 지하수는 장측정 챔버안에서 각종 

수리 라미터가 측정된다.  지하수의 유입부와 배출부를 가진 챔버의 본체는 진공

을 유지하도록 하여 챔버 내부가 외부에 의한 온도변화를 최소화하며, 각종 탐사침

(probe)이 폐된 조건에 측정하도록 하여 압력감소에 의한 가스용출을 방지한다.  

알칼리도를 측정하기 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산(acid)을 주입하며, 주입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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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내부의 압력증가를 상쇄하기 한 별도의 주사기를 사용한다.  주사기는 주입

구는 고무격막(septum)을 이용한다.  챔버내부에는 회 막 를 삽입하여 교반기를 

이용하여 회 시킴으로써 주입된 산이 빠르게 챔버안에서 혼합될 수 있도록 한다.

     (3) 효과

지하수를 채취한 후, 기존 방식 로 수리화학 라미터를 신속하게 측정한다 하더

라도, 온도, 압력변화  기와의 을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수리화학 

라미터 측정에 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본 고안된 장치를 이용하면 

측정하는 동안 지하수 시료의 온도, 압력변화를 최소화하며 기와의 을 방지

함으로서 지하수의 수리화학 라미터 측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래 

지하수 조사  오염등 환경연구와 련하여 수리화학 라미터 측정이 필수 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리화학 라미터 장측정 챔버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그림 3.6.8. 수리화학 라메터 장측정 챔버

     나. 지화학 연속측정기술 개발

기존 장측정 방식의 문제 을 최소화하여 심부 지하수의 장측정  시료채취 방

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해 지화학 연속측정기술을 개발하 다. 

   ∙ 싱 /더블패커, 수 펌 , 측정챔버 이용. 장측정과 시료 채취 (Slug test 병

행)→연속 인 흐름 내에서 외부의 공기와 없이 장 측정→충분한 양수 

후 장측정값들(특히 Eh)이 안정된 후(4시간～5일) 시료채취 실시→지화학 분

석 수행 (그림 3.6.9).



- 356 -

(지화학 연속측정장치 개념1) (지화학 연속측정장치 개념2) (지화학 측정 챔버)

그림 3.6.9. 지화학 연속 측정장치 개념

     다. 원 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섬유 연구: 연구에 합한 섬유에 한 조사  특성 연구, thermochromic 

물질- 섬유간의 결합 연구, 최 의 원 결정

   ∙ 온도센서 연구: Thermochromic 물질을 이용한 센서 의 제작, 딥 코  

(dip-coating) 방법과 학용 에폭시와의 혼합 등의 결합방법  섬유 연마 

(polishing) 방법 연구,  워메터(power-meter)  포토다이오드

(photodiode)를 이용한 측정시스템 구축, thermochromic 물질을 이용한 섬유 

온도센서의 설계  제작 등 (그림 3.6.10).

   ∙ 로그램 제작: LabVIEW를 이용한 출력신호 처리 알고리즘  로그램 구축 

등 (그림 3.6.11)

   ∙ 성능평가: 온도 컨트롤러를 이용한 섬유 온도센서의 성능 평가 .  

그림 3.6.10. 로핀과 에폭시 혼합을 이용한 섬유 온도센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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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  워메터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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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도별 연구목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가. 제 1 차 년도(2007)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후보부지선

정 평가시

스템 기술

지침 개발

․안 성기능 해당 item 별 list 작성

․평가 factor-area-item-parameter 등의 도출  기

술분류 체계 제시

․11개 제외지침  40개 선호지침을 토 로 선별 지

침(안) 구성

100

평가항목의 

정성과 기술지

침을 마련

화산암.편마

암 연구지

역 선정  

심지층환경 

조사

․한반도 화산암  편마암 지질분포도 작성을 통한 

분포특성 악

․화산암.편마암지역의 수리  지화학 자료 수집

․자료의 통계분석을 한 자료 수집

․국내 편마암  화산암 지역 수리;지화학 자료의 

분석  평가 : 화산암(고흥지역), 편마암(서천지역) 

수리/지화학 특성 평가

100

연구지역 선정

의 타당성  

기술  근거 

확보

장기지질안

정성 요소

정량평가(1)

․국내 지진/단층/화산 분포도 작성 100

단층/지진분포 

자료 근거  

타당성 확보

KURT  

부 지 주 변 

수리.지화학

환경 분포

특성

․KURT 단열특성  주요유동로 수리특성 분석

․KURT을 포함하는 연구지역의 지질모델 (ver.1)을 

구축하고, 수리지질학  인자의 표성을 도출하여 

수리-구조모델을 구축

․심도별 지하수 화학.유기물 특성 분석(KURT  

주변지역 시추공 상)

․KURT 다공성 지하수 유동모델링

․처분 부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공구조물(시멘

트/콘크리트)-지하수의 지구화학  반응특성을 제시

100

수리.지화학자

료의 신뢰성 

확보

심부지질환

경 조사.해

석기술개발

(1)

․KURT내 심지층 시추를 한 물리탐사 : 기비

항  탄성  탐사

․심지층 지하수시료채취 기술 개발 : 시료채취와 함

께 장측정 가능 기술 개발

․수리특성분석을 한 신뢰도 향상기술개발 : 처분

장 조건인 심지층 투수성 결정질 암반에서의 수

리 도도 측정기술 

․심도별 지하수 원 치 장측정기술 개발

100

지하수채취, 수

리시험, 원 치

측정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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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 2 차 년도(2008)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후보부지선

정 평가인

자  선정

방법론 개

발

․IAEA등의 국제기   해외선진국에서 제시된 내

용을 바탕으로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후보부지

선정 평가인자 검토

․통계분석을 통한 정 공간범   단 격자 크기 

선정/제안

․외부 문가 자문  응용통계를 이용한 정량  가

치 설정

100

평가인자별 상

 요도 

분석  각 인

자별 가 치를 

정량  값으로 

정하게 도출

화산암.편마

암 심지층 

기 조 사 

 특성분

석

․화산암편마암지역 지질정보 분석

․수리, 수질화학  암석화학 자료의 분석  해석

․화산암편마암지역 수리/지화학자료의 종합평가해석

100

기 조사자료

와 지하수 유

동특성 비교 

제시

장기지질안

정성 요소

정량평가(2)

․국내 장기지질 상(지진,단층,화산 등) 기존자료 종

합분석  황 작성

․지체구조해석 문가 자문분석

100

향후 처분장부

지 평가를 

한 기 자료 

확보

KURT내 

MWCF 수

리 .지화학 

특 성 시 험 

평가

․MWCF에서 추 자이동 수치실험

․KURT내 심부 시추공(500m)을 이용한 수리.지화학

특성 시험

․MWCF 구조 해석을 한 공내 물리검층, 탄성  

반사법탐사, Multi-shot VSP 탐사 수행

․KURT 주변 지역 지하수 유동특성 분석을 한 부

지특성모델 개발

․시멘트-벤토나이트-지하수 지화학 반응 모델링

100

추 자시험  

단열망모델링

의 신뢰성  

열역학자료의 

신뢰성 확보

심부지질환

경 조사.해

석기술 개

발(2)

․물리탐사로 추정된 MWCF 구조 확인을 한 

600m 시추조사 수행

․심도별 수리.지화학특성 조사

․심부 환경 지화학 측정 기술 개발

․Thermochromic 물질을 이용한 섬유 온도 센서 

개발 기 연구

․심부 지하수 시료 채취  용존 가스 채취 기술 개

발

100

투수성  

고압조건에서

의 수리.화학특

성 측정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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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후보부지선

정 평가.선

정을 한 

지질정보체

계 개발

․부지 선정을 한 선정단계별 평가 기술지침서 작성

․부지 평가를 한 지질학  인자의 정량  분포범

와 평가인자별 정량  가 치 결정

․규모별/단계별 평가를 한 지질정보 요소를 도출하

고,  시나리오별 활용을 한 지질정보체계를 설계

100

상지역의 

정한 선정  

역지질정보

와의 연계성 

확보

화산암.편마

암 심지층

환경 기

조사  특

성평가

․화산암과 편마암 연구지역의 심부지하수 수리화학 

특성 통계 분석

․심부 지열수(1,200m 심도) 수리화학 유형 분석 결과

․기 조사와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타당성 측

․화산암과 편마암 각 1개  연구지역 도출

100

연구 상지역 

이 정한 선

정  비평

가가 타당하게 

수행됨

장기지질안

정성 요소

정량평가(3)

․장기 지질안정성 평가인자의 시공간  분포 분석을 

통하여 재까지의 연구 수 을 검하고, 기술 선도

국 비 장기 인 연구추진 방향을 제시

․장기 으로 처분장의 안정성에 향을 미칠 수 있

는 지각변동 상을 IAEA 지침과 일본 NUMO의 

기 에 근거하여 발성 지각변동과 완속형 지각변

동으로 분류

100

평가인자의 시.

공간  분포특

성  정량화

방안 제시

KURT 수

리 .지화학 

부 지 특 성 

모델 최

화

․지하수의 산화-환원 과정을 분석하고 열역학 으로 

모델링하여 심도별 산화-환원 과정의 특성 제시

․지하수-시멘트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강알칼리성 용

출수가 벤토나이트에 미치는 향 규명

․2008년 연구결과를 토 로 새롭게 조사된 자료와 

종합하여 지질모델 (ver.2.0) 구축

․지질모델에 의해 주요 유동로로 제안된 단열 에 

해 정 수리시험을 통하여 derivative curve 분석

을 수행하고 이를 토 로 단열 의 수리  향과 

주변 경계조건을 분석.

100

기존 수리.지화

학 자료를종합

한 지질모델 

확보

     다. 제 3 차 년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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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심부지질환

경 조사.해

석기술개발

(3)

․장심도 1,000m 시추조사(DB-2)  100m 간벽으로 

정 수리시험과 실시간 지화학인자 계측

․DB-2 시추공에 한 물리검층을 수행하여 1,000m 

까지 심도별로 공곡도, 기 도도, 음 속도, 온도

분포 등의 인자를 도출하여 기존 DB-1 (500m) 조

사결과와 비교 수행

․DB-2 시추공 시험결과를 토 로 지질모델 (ver.3) 

구축

․DB-2 심부 역의 수리/지화학/가스 특성에 한 

자료체계 구축

․Geosynthetic analysis를 통하여 KURT 시설부지의 

심부 역에 한 천연방벽 기능 평가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개발의 국제 력결과

로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SNL)에 해당기술 수출

(10만불 규모)

100

수리시험  

지화학조사의 

신뢰성 향상

 제 2  련분야의 기술발 에의 기여도

     가. 제 1 차 년도(2007)

연구개발 내용  범 기술발  기여도

∙부지선정평가항목 도출  기술분류

∙평가항목-요소-인자간 구조  분류체계 도출

∙평가항목 최소요건 기 안 도출

․기술 선도국  IAEA 지침을 따르는 

부지선정 차 가이드라인 제시

․부지 선정단계별 평가항목-평가요소-

평가인자 간 기술분류

․ 역조사 단계의 제외기  제안

․후보부지 도출 단계의 선호기  제안 

∙화산암.편마암 연구지역 지질자료 수집방안 수립

∙화산암.편마암지역 수리.화학특성 배경치 분석

∙수집자료 통계분석

∙지역별 역 지하수 유동 비모델링

․국내 분포하는 결정질암류( 화강암, 편

마암, 화산암)의 분포도 작성

․분포면  직격 8km 이상되는 연구

상 26개 지역 도출  문헌자료를 이

용한 지화학 배경치 DB 구축

․화산암 지역 (여수)을 상으로 역 

지하수유동 시뮬 이션 수행

∙지진.단층.화산 분포 분석

∙융기.침강.해수면변화 분포 분석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발을 한 국내 

정 지질환경 정의

․지진.단층.화산 분포자료 분석  연장

길이 4km 이상의 단층 430개 추출

․ 성고도계에 의한 지구 평균해수면 

상승률  측치 분석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화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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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범 기술발  기여도

∙단열특성  주요유동로 수리특성 분석

∙심도별 지하수 화학.유기물.가스 특성 분석

∙KURT 다공성 지하수 유동모델링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반응 상 규명을 한 

매질 선정  비실험

․JAEA와 공동으로 KURT 내 500m 시

추조사  정  시험 

․심도 500m까지 MWCF 확인  정

시험을 통하여 수리 도도 취득

․처분용기 부식실험을 해 심부 지하

수 채취  제공

․500m까지의 수직 인 지하수 산화-환

원 이  확인  화학조성 규명

․KURT 시설부지 geological model 

(ver.1) 구축

․KURT 시설부지에 한 다공성 매질

개념의 지하수유동 시뮬 이션  단

열체계 통계분석

․시멘트페이스트-KURT 심부지하수 반

응실험을 통하여 이차 생성 물 규명

․콘크리트-지하수 반응에 의한 강알칼

리 지하수 생성과정 모델링

∙시추를 한 지구물리탐사

∙심지층 지하수시료채취 기술 개발

∙수리특성분석을 한 신뢰도 향상기술개발

∙심도별 지하수 원 치 장측정기술 개발

․패커 간격의 조 이 용이한 가변식 더

블패커 (출원번호 10-2007-0052309)

․자분조건에서 용 가능한 자분정 수

리시험장치 (출원번호 10-2007- 

0062421)

․심부 투수성 암반에서 효율 인 수

리시험이 가능한 투수성수 회복

측장치 (출원번호 10-2007-0062405)

․원 치 지화학 인자의 계측 신뢰도 향

상을 한 수리화학 라메터 장측

정 챔버 (출원번호 10-2007-0065791)

․ 음 를 이용한 균열 간극의 크기 측

정방법 (출원번호 10-2007-0062976)

․ 음 를 이용한 균열면의 거칠기 계

수 측정방법 (출원번호 

10-2007-0062978)

․침 물회수가 간편한 원심분리 튜  

부속품 (출원번호 10-2007-006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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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범 기술발  기여도

∙평가 입력인자 선정

∙인자별 최소요구사항  정량  분포범  설정

∙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단 격자 크

기 결정

∙평가인자별 항목-요소-인자간 가 치 설정

․부지 선정에 고려되는 4개 분야

(function)내 12개 요소(item)에 하여 

재까지 확보된 국내 지질인자별 특

성 값의 분포범 를 악하고 정량  

분포범  (조사 직경 최  9km 이내)

를 제안

․ 재까지의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평균 지온경사는 약 25.7 

℃/km임을 확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문가 23인의 설

문을 통하여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을 이용한 평가인자

별 가 치 설정 

∙ 비후보지역 특성분석

∙ 비후보지역 지하수 유동 모델링

∙화산암.편마암 연구지역 선정

․연구 후보지로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화산암, 편마암 분포지역 각 2개 지역 

선정 ( 북 부안, 부산 기장, 강원 양

양, 충남 서천)

․후보 연구지역 지하수의 특성 확인

∙지진.단층 지구조해석

∙기후변화.융기.침강 지역별 규모분석

․해안지역 인근에 분포하는 규모 단층 

황 악(해안 연계 단층 97개, 임해

지역 59개 단층)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 (1.627 mm/yr)과 

2090년 경 측치 추정 (동해 33.9 cm, 

남해 40.7 cm) 

․해안단구 자료를 이용하여 융기.침강율 

추정

  - 융기율: 0.1~0.528 m/ky

  - 침강율: -0.056 mm/y

․화강암반의 지각부 상승률 추정(140 

m/m.y)

     나. 제 2차 년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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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범 기술발  기여도

∙기상변화에 따른 KURT 지하수 함양특성 분석

∙주요 유동로에서의 추 자시험

∙분리단열망모델을 이용한 지하수 유동모델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지화학반응 모델링

․KURT 내 DB-1 시추공에서 확인된 8

개 MWCF의 투수량계수 도출 (5.33⨯
10-6 m2/sec)

․지하 1,000까지의 상되는 MWCF 추

정을 한 탄성 탐사  Multi-shots 

VSP 수행

․DB-1 500m 시추공에 한 물리검층

(음 , 비 항, 탄성 , 도, 온도) 시

행하여 4개 이상  도출

․시추조사, 물리검층, 지구물리탐사, 수

리시험 결과를 종합한 geological 

model 구축  지하수유동 시뮬 이션 

․KURT 내 심도 500m의 심부시추공인 

DB-1 시추공의 345-400m 구간의 환

원환경 지하수와 벤토나이트의 평형열

역학  모델링 수행

∙ 0-600m 시추  수리.화학특성 분석

∙ 투수성조건에서의 수리인자측정기술 개발

∙고압조건하에서 지화학인자측정기술 개발

∙심지층 가스채취기술  비조사

․지하 600m 심도까지 지화학 인자 원

치 계측

․심부 환경에 한 수리시험  지화학 

특성 연속 측정을 하여 심부 수층

에 해 피압 수층에 한 조사 기술

과 자유면 수층에 한 조사 기술로 

구분하여 시험장치 개발

․KURT 내 심도 500m의 시추공(DB-1) 

 KURT 주변 심도 600m의 심부시추

공(DB-2)를 활용하여 고압조건에서의 

지화학 측정기술을 개발

․기존 지화학 장측정 방식의 문제 을 

최소화하여 심부 지하수의 장측정 

 시료채취 방법 신뢰도 향상

․ 섬유를 이용한 원 치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지하수 용존가스 채취를 한 진공라인

을 개발하여 다 패커시스템의 시료 

채취 으로부터 직  가스시료의 획득

이 가능

․ 투수성수 회복 측장치 (일본 

2008-162017, 2008.03. 출원)

․ 음 를 이용한 균열면의 거칠기 계수 

측정방법 (등록번호 제 10-0840024호, 

2008.06.13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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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 3 차 년도(2009) 

연구개발 내용  범 기술발  기여도

∙후보부지 선정 기 안 제시

∙후보지역 조사.평가 수행 차 개발

∙ 역지질정보 연계체계 구축

․부지 선정을 한 선정단계별 평가 기

술지침서 작성

․부지 평가를 한 지질학  인자의 정

량  분포범 와 평가인자별 정량  

가 치 결정

․ 역  지역단 의 지질정보체계 개발

의 기단계 연구로서 부지 규모별/단

계별 평가를 한 지질정보 요소를 도

출하고,  시나리오별 활용을 한 지질

정보체계를 설계

∙화산암.편마암 연구지역 처분환경 비평가

∙화산암.편마암 지역 심지층환경 조사를 한 타당

성 분석

․화산암과 편마암 연구지역의 심부지하

수 수리화학 특성 통계 분석

․심부 지열수(300~1,200m 심도)의 수리

화학 유형 분석

   - 화산암, 편마암 지역 지하수: 

Na-HCO3 to Na-Cl(SO4)

   - 화강암(화강암+편마암) 지역 지하수: 

Na-HCO3 우세한 특성을 보임

․기 조사와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타당성 측

․화산암과 편마암 각 1개  연구지역 

도출

∙장기지질안정성 평가인자 시.공간  분포분석

∙장기지질 상 정량화 방안수립

․장기 지질안정성 평가인자의 시.공간  

분포 분석을 통하여 재까지의 연구 

수 을 검하고, 이를 토 로 기술 선

도국 비 장기 인 연구추진 방향을 

제시

․장기 으로 처분장의 안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지각변동 상을 IAEA 

지침(SS 111-G41)과 일본 NUMO의 

기 에 근거하여 발성 지각변동과 

완속형 지각변동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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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범 기술발  기여도

∙주요 유동로에서 종합수리시험을 통한 지하수 유

동실증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지화학반응 실증

∙지하수 산화-환원 반응시험  모델링

․지하수 환경의 산화-환원 과정을 분석

하고 열역학 으로 모델링하여 심도별 

산화-환원 과정의 특성을 분석함. 이를 

통하여 황산염 환원과정이 열역학 으

로 더 우세하고, 국부 으로 메탄생성

과정 (Methanogenesis)을 동반함을 확

인

․지하수-시멘트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강

알칼리성 용출수가 벤토나이트에 미치

는 향 규명

․2008년 연구결과를 토 로 새롭게 조사

된 자료와 종합하여 지질모델 (ver.3.0) 

구축

․지질모델에 의해 주요 유동로로 제안된 

단열 에 해 정 수리시험을 통하여 

derivative curve 분석을 수행하고 이

를 토 로 단열 의 수리  향과 주

변 경계조건을 분석함.

∙600-1000m 시추  심도별 지하수 시료채취

∙심지층 지하수의 수리.화학.가스분석

∙심지층 처분환경 비해석

․장심도 1,000m 시추조사(DB-2)  

100m 간벽으로 정 수리시험과 실시간 

지화학인자 계측 수행

․DB-2 시추공에 한 물리검층을 수행

하여 1,000m 까지 심도별로 공곡도, 

기 도도, 음 속도, 온도분포 등의 인

자를 도출하여 기존 DB-1 (500m) 조

사결과와 비교 수행

․DB-2 시추공 시험결과를 토 로 지질

모델 (ver.3) 구축

․DB-2 심부 역의 수리/지화학/가스 

특성에 한 자료체계 구축

․Geosynthetic analysis를 통하여 KURT 

시설부지의 심부 역에 한 천연방

벽 기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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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

 제 1  경제  측면의 활용

     고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과 련된 국내 기술이 미확보될 경우, 해외로부

터 련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을 상하 을 때,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된 국내 

기술을 처분연구  고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에 극 활용할 경우의 경

제  효과는 단순한 수치비교  그에 따른 체효과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개발과 련된 심부 지질환경의 조사, 시험분석, 결과의 해석, 평가기

술들은 지하시설, 환경보존, 오염제거 등의 련분야의 소기업  형 산업체로

의 기술이 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기간 ,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

기술개발 결과를 처분분야에서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

(SNL)에 기술 수출 (10만불 규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 비추어, 앞으로 해당 기

술을 국내뿐 아니라 국제 인 기술지원  수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심부지하공동 이용시설의 건설  운 을 한 심부지질환경과 지하수

문체계 조사  평가기술에 활용되며, 지하수자원 리사업과 련된 분야에 활용

될 것으로 기 된다. 한, 단열암반의 특성과 이에 지배되는 지하수 부존체계 해석

기술 발 에 활용되어 지하수의 개발, 지하수 오염 측  방지기술의 발 과 함께 

이 분야의 경제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다. 

 제 2  사회  측면의 활용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와 련된 기술개발은 고 폐기물을 우리가 끝

까지 안 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국내 심지층의 지질환경특성이 이에 매우 합하

다는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안 한 원자력에 지에 한 국민

의 신뢰와 공감 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본 과제수행과 련된 단 요소기술들을 

활용하여 기존 소기업, 형 기술용역회사  정부투자기  등과의 기술 력 사

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이 이 이루어졌다.

     재는 본 연구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심부지하의 조사기술을 한국석유공사의 

지하비축기지 건설  시설운 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국가기반시설의 안정

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처분기술의 사회  공헌을 통한 국민의 공감  형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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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향후 보다 극 인 활용이 기 된다. 한, 본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직  연 된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된 국가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처분기술  안

성과 련하여 방사성폐기물에 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국민이해  수용

성 증진에 기여하며, 차후에 필연 으로 겪어야 할 국가사업인 고  처분장 후보

부지 선정과정의 객 성을 확보할 수 있다.

     궁극 으로는 본 과제수행 성과를 재 처분장 건설과정 기술업무 지

원  운  인·허가 과정 지원에 직  활용하고, 한 고 폐기물 처분장부지 선

정을 한 방법론  법제화 방안 기반 조성과 고 폐기물 처분장의 국내 수용에 

한 기술  타당성 확보에 활용될 것이다. 

 제 3  기술  측면의 활용

     단열체계  지하수 유동로 분석자료들은 처분시스템설계에 기본입력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안 성평가에 필요한 처분장 주변의 단열체계망 모델링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한 가상 처분장 주변의 단열망 모사는 주유동경로까지의 유동경로해석

에 기본 인 틀을 제공하게 된다. 심부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규명을 해 개발된 

기술은 국내에서  안 성검토, 음용수의 오염 평가, 지하수문환경의 오염, 지하수

의 연 측정  고기환경 연구의 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심지층 환경 조사·해석기술은 심지층 지질환경과 하게 련된 산업분야인 

지하 비축 시설, 도시 지하공간, 형 의 기  지반  안 성 검토, 심부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음용수의 오염 평가, 기타 지하수문환경의 오염, 고기환경 연구 등의 

다양한 련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지질환경 평가기술 에서, 단열체계  지하수 

유동로 분석기술은 도시지하공간, 지하발 소, 지하 유류  식품 장소 등의 지하

공간 건설의 안정성 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 확보된 기술은 우선 으로 처분장 후보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 폐기물 처분 련 

사업 수행을 한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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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일본

     일본 JAEA는 재 화강암 지역인 Mizunami와 퇴 암 지역인 Horonobe에 각

각 지하 1km 치를 목표로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있음. 지하연구시설의 목 은 

이  연구에서 수행되었던 지표지질조사를 통해 측된 부지의 지질시스템을 검증/

보완하여 향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조사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처분장의 성능 

 안 과 계된 공학  방벽, 천연 방벽을 개발/실증하는 것이다. 

     재 Mizunami에 건설 인 지하연구시설은 지하 약 400m까지 굴착되었으며 

굴착  지질 조사  수리시험, 수리지화학 조사를 병행하고 있고 주변공  shaft 

내 굴착공을 통해 주변 지하수시스템의 변화를 지속 으로 측하고 있다. 본 과제

의 수행기간  JAEA와 공동연구에 한 약을 체결하여 매년 기술회의와 기술

훈련과정을 교 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있다. 

JAEA의 종합평가기술은 향후 KURT에 설치된 심도 정에 수정/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 스웨덴

     스웨덴은 2009년 6월 고 폐기물처분부지를 포스막(Forsmark)으로 최종 선

정하 다. 본 과제수행  스웨덴 SKB가 주 하는 Aspo Task Force에 참여하고 

있다. Aspo Task Force는 단열 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 모의 모델의 개선을 해 

스웨덴 SKB, 미국 Golder, 캐나다 NWMO, 핀란드 Posiva, 일본 JAEA, 일본 

CRIEPI, 한국 KAERI가 참여한 공동 연구 기구로 재 핀란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인 Olkiluoto 부지를 상으로 련 연구를 하고 있다.

     각 국의 연구 은 단열 암반에서의 수리시험에 의한 지하수 유동을 모의하기 

해 각각 연속체 모델, 추계  모델, 분리단열망 모델, 혼합 모델 등의 다양한 모

델을 사용하여 각 모델의 한계를 악하고 더 정확한 모의를 해 필요한 알고리즘

을 개발하고 있다.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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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지하 500m 이하에서 실제로 고 방폐물을 처분하고 있는 지하처분시

설은 미국의 WIPP이 유일함. 샌디아국립연구소는 WIPP의 부지 선정 작업을 주도

하 으며, 재 WIPP의 재승인을 한 부지조사에 참여하여 상세부지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세부지조사를 해 샌디아국립연구소는 자체개발한 nSIGHTS 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지의 수리지질학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처분장의 

장기 성능 평가  안 성 평가 인자를 도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본 과

제를 통하여 지난 2009년 3월 샌디아국립연구소와 기술도입 약을 체결하고 기술 

도입  공동 연구를 수행 이다. 

□ OECD/NEA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안 성평가를 해서는 유출가능한 물질들의 이동 상

을 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화학종 분화 측을 해 필요한 양질의 

화학  열역학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재 OECD/NEA는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 스, 국, 미국 등의 연구기 과 공

동으로 Thermochemical Database (TDB) 로젝트를 진행 이다. 

     재까지 이 로젝트를 통하여 테크니슘, 우라늄, 넵트늄, 루토늄 등 핵분

열물질과 oxalate, citrate, EDTA 등의 유기 리간드, Ni, Ce, Zn, Fe, Sn 등의 무기

복합체의 열역학 자료가 축 되었으며, 향후 4년간 Mo, Nb, Cr, Ag, Co, Be 등의 

무기복합체의 열역학 자료를 실험을 통해 구축할 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본 과제를 통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이 TDB 로젝트

에 참여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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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 기술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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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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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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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5 (Technical Report TR-00-12; SKB, 2000)

처분장의 암반은 지하 수백 m 내에서 채  가능한 물자원을 포함해서는 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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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을 가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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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채굴

될 수 있는 경제 으로 가치 있는 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미래에 어떤 암석이나 물이 유용해질지 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폐기장은 일반

으로 흔한 암종에 치하는 것이 선호된다.

1.2 기술  배경

   1. 검토 상지역과 제안부지에 분포하는 암종은 암체가 비교  균질하고 암체의 크기

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심성암이 선호된다. 염기성 심성암과 산성 심성암 에서 우리나

라의 경우 암체가 크고 균질한 산성 심성암인 화강암체가 많이 분포하므로 화강암체가 

가장 선호된다.

   2. 석회암 지역이나 탄  지역은 제외된다.

   3. 선호지역에는 가능한 은 수의 암종이 분포하는 것이 선호된다. 왜냐하면, 암종이 

단순할 수록 설계나 공사 시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지고 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4. 선호지역에는 과거에 채 한 흔 이 없어야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유용해질 가능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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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야 

한다.

   6. 상이 된 암체는 시설이 들어설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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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침(안)

  1.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제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단일 암종이어야 하며, 석회암  탄 지역은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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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모암 분포지역은 경제 으로 유용한 물이 분포하지 않는 지역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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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질도.

     - 제안부지 단계에서 상세조사에서 새로 만들어야 함. 1:1만 축척 이상.

   3. 상의 치, 개발 시기 : 과거 ore 황 단.

     - 업진흥공사에 보고된 자료 이용.

   4. 시추조사나 물리탐사의 결과가 반 되어 암체의 크기를 보여  수 있는 암체의 3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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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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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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r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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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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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조건:

    - 연성 단 의 특성이 암석의 다른 부분의 특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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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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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  배경

   1. 연성 단 는 원암과는 다른 하나의 다른 암종으로 취 될 수 있으며, 연성 단

를 따라서 단층이나 리 등의 발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성 단 가 지나는 곳은 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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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하

수의 유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습곡구조가 발달한 지역은 상 으로 불리하다.

   4. 부분은 리나 균열은 엽리구조를 따라서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엽리구

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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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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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가능

함. 제안부지 단계에서는 상세 지질도, 지질구조도를 작성해야함 (1:1만 축척 이상)

   2. 습곡구조의 치, 규모, 방향.

     - 검토 상지역 단계에서는 기존에 발간된 도폭, 지질도, 지질구조도를 이용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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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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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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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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d. 경제 으로 가치있는 물자원에 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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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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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조건:

    - 상지역에서 단열 (fracture zone)를 피하여 처분장을 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심층 처분장이 단층 에 해서 좋은 치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선택한다. 단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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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바꾸기 해서

는 국 인 단층 에 한 DB화가 선행되어 하며, 이 DB에 따라서 상  비율에 따라서 

길이나 폭의 분류 기 이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DB화가 어렵다면 이 표를 그 로 사용

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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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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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처리하여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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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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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암맥 자체도 주변의 암석에 비해서 응력이 집 되어 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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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한다.

  3.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에 가능한 한  단층 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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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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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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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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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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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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조건: 

    - 상지역과 그 인근지역은 처분시설의 안정성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활성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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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ne을 형성

하거나 단층에서 분기되어 새로운 단층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근 한 곳도 제외되어야 

한다. 활성단층의 근 지역의 단은 활성단층의 운동특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며, 이는 

세부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3. 정  지질조사를 통해서 활성단층의 운동특성을 악하여 damage zone과 분기 방

향을 상하고 상 인 비교를 통해서 불리한 지역을 제외한다.

   4. 과거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있을 경우 지표 는 지하에 활성단층이 존재할 가능성

이 크며 향후에도 지진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 검토 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

   5. 제4기에 화산활동이 있었던 곳은 지질이 복잡하고 측하기 힘들 뿐 아니라, 미래

의 화산활동은 지질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므로 화산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

되어야 한다.

   6. 빙하기/간빙기의 변화 주기는 장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장주기 (수천~수만년)의 지

구환경 변화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빙하기/간빙기의 변화 주기는 기반암의 상

승과 침강, 해수면 변동, 지역 응력장 변화, 단층 활동, 지하수 흐름 등에 큰 향을 미치

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7. 빙하가 녹을 때에는 빙하에 의한 무게가 제거되면서 빠른 수직 상승 (uplift)이 발

생할 수 있다. 높은 상승율을 보이는 지역은 활성단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하

는 것이 좋다. 반 로 매우 낮은 상승율을 보이는 곳에서는 잠재  활성단층을 포함할 가

능성이 있으며,  차후의 규모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주의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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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다. 

4.3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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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제외지침 1: 처분장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거나 활성단층에 근 한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2: 처분장 인근에 지진활동이 있었거나, 활성단층과 연계한 지진의 발생이 

상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3: 처분장과 그 인근에 제4기 화산활동이 있었거나, 앞으로 화산활동의 가능

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4: 처분장은 최근 100,000년 동안 융기율이 0.35 mm/년 이상인 지역은 제외

한다(IAEA Safety Series No. 111-G-4; NUMO(개요조사지구 선정상의 고려사항); 조화

룡(1978); 김종욱 외(2005)).

  4.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제외지침 1: 처분장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거나 활성단층에 근 한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2: 처분장 인근에 지진활동이 있었거나, 활성단층과 연계한 지진의 발생이 

상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3: 처분장과 그 인근에 제4기 화산활동이 있었거나, 앞으로 화산활동의 가능

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4: 최근 100,000년 동안 융기율이 0.35 mm/년 이상인 지역은 제외한다

(IAEA Safety Series No. 111-G-4; NUMO(개요조사지구 선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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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단층

임. 이 지역은 제외되어 하며, 제안부지 단계에서 정  지질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

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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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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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하게 된다. 

이들 토양  풍화 는 모암의 종류, 지역의 기후와 식생에 따라 그 분포 양상이 크게 달

라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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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후  분포 양상 (기후도)

      - 재 이용 가능

6. 항목 :  지형(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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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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한

다.

6.2 기술  배경

   1. 지형은 가장 기본 인 지역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암체의 분포 특성, 지하수  지

표수의 흐름 등에 한 략 인 정보를 지형에서 악할 수 있으며, 해수면 변동이나 강

수 양상의 변화와 련하여 홍수 범람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악할 수 있다. 

   2. 한 지역의 식생이나 동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 주거 등 사회환경

도 지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부지선정에 있어서 지형 정보를 매우 세세하

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제4기 비고화 퇴 층의 두께는 신기지체구조 는 지형변화의 이력을 지시하는 것

으로서, 비고화 퇴 층의 두께는 얇은 지역을 선호한다.

   4. 제4기 비고화 퇴 층의 분포지는 비교  최근에 형성된 활성단층 는 분지경계단

층의 존재를 암시한다. 뿐만아니라, 비고화 퇴 층은 지하수의 유동  경계조건에 향

을 미치기 때문에 퇴 층의 두께가 얇은 지역을 선호한다. 

6.3 지침(안)

  6.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제외지침 1: 처분장 내 지형구배가 한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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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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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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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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다. 

따라서 표 인 기반암의 평균 인 강도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상 처분

심도의 기 암반 응력에 비하여 매우 큰 값을 가져야 응력에 의한 취성 괴를 유발하지 

않는다.

   2. 변형계수는 터   처분공 굴착시 응력에 의한 변형정도를 좌우하는 변수이다. 따

라서 표 인 기반암의 평균 인 변형 물성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변형계

수가 높을수록 굴착으로 인한 터   처분공의 변형이 작게 생긴다.

   3. 균열 도는 암반의 역학  물성에 좌우하는 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상부지내 

터  는 처분공 주변에 안정성문제를 크게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균열 도로 존재하여

야 한다.

   4. 암반상태는 상부지내 터   처분공의 안정성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지수이

다. 따라서 암석의 강도, 균열 도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는 암반분류법(RMR, 

Q-system, GSI 등)을 참고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열팽창계수는 암반 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암반이 팽창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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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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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이다. 따라서 열 도도는 기반암의 평균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상 처분심

도에서의 비교란 온도는 일반 인 지  온도와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한 지열에

지의 추출의 높은 가능성을 가진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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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는 지

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한 우리나라 표 인 기반암의 평균 인 변형 물

성 값을 가지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 모암은 처분시설의 안정성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균열 도가 

가능한 한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 모암은 처분시설의 안정성문제를 크게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양

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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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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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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으로

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일반 으로 유리하다. 한 최 와 최소주응력의 비가 클 경

우 굴착으로 야기된 유도응력에 의하여 터  주변에서  괴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정수압 상태에 가까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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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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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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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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 경우에는 외일 수 있

음

     - 처분장 격리암반의 수리 도도는 낮을 수 록 유리함. 수리지질  지구화학 

function 체에 한 통합분석이 필요함

     - 지하수 모델링에 필요한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가 축 되어져야 함

     - 법의 보호가 용되는 지역은 제외되어야 함

9.2 기술  배경

   1. 지역 / 역 인 수문지질단 에 한 수리지질학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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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

성핵종의 이동에 지연역할을 한다. 단열 가 발달되어 있는 처분장의 구성암석은 제외되

어야 한다.

   3. 제안지역의 투수량계수 역시 작을 수 록 좋다. 스웨덴의 기술보고서(TR-00-12)에 

따르면 TR는 10-5m2/s 이하인 수리지질환경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4. 수두경사는 지하수 유동을 지배한다. 제안지역의 수리경사도는 처분장을 기 으로 

해서 1% 이하를 선호한다. 그러나 비록 수두경사가 작다고 할지라고 다른 평가 요소에 

큰 향을 항상 미치는 것은 아니다.

   5. 지하수 유동의 기작에 한 평가뿐만 아니라 유동방향  유속에 한 분석은 방사

성핵종 출이 지하수 유동과 매우 한 계가 있음에 따라 처분장의 안정성 평가에 

있어서 매우 요한 인자이다. 제안지역은 처분장에서 자연환경에 이르기까지 지하수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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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지질

학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8. 방사성 핵종 출에 한 측은 모델링에 의해 모사 될 수 있다. 모델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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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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측을 하여 

과거의 지하수체 진화를 분석하고 고수리지질학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지

하수체의 종류를 분석하기 해서는 지하수체간의 안정성, 체류시간, 혼합정도가 악되

어야 한다.

   10. 제안지역과 주변지역의 지하수 유동 경로와 오래기간동안 유동경로의 변화특성을 

악하여야 한다. 지하 깊은 곳에서부터 지표까지 발달되어 있는 지하수 유동경로를 통해 

빠르거나 느린 속도로 유동하는 지하수의 존재여부는 제안지역에 한  합성의 지시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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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지역까지의 유동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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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체의 종류

가 악된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9: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지하수 유동경로가 단순한 지역이 선호된다.

    

9.4 요구자료/정보

   1. 제안부지  후보부지의 지하수 분포  유동 특성을 해석하기 한 지표지질조사 

자료(선구조분석, 암석과 충 층이 분포, 암종별 분포  특성, 지질구조 발달상태 등)

   2. 수문지질도 작성, 지하지질구조 도출, 쇄  공간  분포 악 등을 한 지표물리

탐사자료  

   3. 제안부지  후보부지를 구성하고 있는 수문지질단 와 수리지질학  특성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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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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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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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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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2++Mg2+>4mg/l)  오래된 연령의 지하수 등 핵종의 출이 발

생하지 않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

  ․요구조건:

    - 지질  지하수의 지구화학  특성은 처분시설로부터 인근 환경으로 핵종의 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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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지역은 처분장을 기

으로 용존산소가 없어야 하는데, 지하수 내 용존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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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리(fracture)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용존산소를 포함한 지하수가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산화환원 가 음의 값을 나타내고 Fe(II) 이온과 황화물이 존재함으로 

알 수 있다. 특히 3단계에서는 최소한 Eh, Fe
2+
, HS

-
 의 하나는 만족해야만 한다.

   3. 지하수내 용존되어 있는 이온들의 함량은 핵종의 거동에 향을 미친다. 제안지역

의 총용존고형물총량은 100mg/l 이하를 만족해야한다(SKB Technic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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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00-12). 2단계에서는 기 이 요구되지 않으며, 처분장에 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 지

하수인 경우 기 치 이상도 허가될 수 있다.

   4. 지하수의 동 원소 분석은 지하수의 기원, 이동  체류시간을 제공한다. 제안지역

에서 지하수의 동 원소 함량은 H-3와 C-14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5. 제안지역 지하수내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은 dissolved organic carbon으로 나타

내는데 함량은 20mg/l 이하를 선호한다. 그 외에 콜로이드 함량은 0.5mg/l 이하, 낮은 암

모늄함량, [Ca
2+
]+[Mg

2+
]가 4mg/l 이하, 라돈(Rn)과 라듐(Ra) 함량이 낮은 지하수를 선호

한다(SKB Technical Report, TR-00-12).

   6. 지하수연령 측정은 일반 으로 H-3, C-14, Cl-36 등의 동 원소로 측정을 한다. 제

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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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선

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은 용존 산소가 없는 지역(낮은 Eh  Fe
2+
, HS

- 
존재)이 선호된

다.

   선호지침 3: 처분장은 가능한 한 용존고형물총량이 낮은 지역(TDS<100g/l)이 선호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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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된

다.

   선호지침 6: 처분장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수의 연령은 가능한 한 오래된 지역이 선호

된다.

   선호지침 7: 처분장 지역은 암석이 물상평형학 으로 환원상태인 지역이 선호된다. 

10.4 요구자료/정보

   1. 제안지역내  주변지역의 지표수  지하수의 수리화학  분석 자료

   2. 제안지역 구성암석의 지구화학  분석자료(열역학 분석자료, 물-암석 상호작용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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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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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발

산 가능량을 과하지 않아야 한다.

11.2 기술  배경

   1. 강우는 지하로 침투되거나 지표를 따라 유출되는데, 지하로 침투되는 강우는 지하

에 설치된 처분시설에 부정  향을  수 있다. 한, 강우강도가 클 경우 지상에 설치

된 처분시설의 운 성  안정성에 향을 미치므로, 강우강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2. 태풍은 지상에 설치된 처분시설의 안정성에 치명  향을  수 있으므로, 한반도

를 심으로 한 태풍의 이동경로를 통계 으로 분석하여 이동경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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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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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지침 2: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일 강우강도가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 지역은 한반도  인근지역의 태풍 경로에서 최 한 원거리의 지

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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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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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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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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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시설에도 요한 향을  수 있으므로, 과거 홍수범람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선호

한다.

12.3 지침(안)

  12.3.1 검토 상지역(preferred area)

   제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과거 홍수범람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2.3.2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산사태  사면붕괴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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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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