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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보완조사 후 

예비 지하수특성 보고서 

lJ.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후보부지 예비조사와 현 보완조사의 목적이 처분장 부지선정과 처분 

방식 선정을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수리지질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고， 지구화학 분야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수리-구조모댈의 기본이 되는 Detenninistic deforrnation 

zone model 구성에 중점을 두었고 조사된 수리자료에 근거하여 수리 

암반과 투수성구조의 수리인자 범위 파악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현재 

까지 조사된 후보부지 의 지 구화학적 baseline data를 제 시 하고자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 암반지질의 보완조사자료 분석 

• 암반수리지질의 보완조사자료 분석 

• 지 구/수리 지 구화학 특성 조사자료 분석 

N. 연구개발결과 

경주 처분장의 지하수와 관련된 부지특성을 기존자료， 보완조사 자 

료， 그리고 연구소에서 수행한 지구화학의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 단열체계의 방향성 및 예상 단열대와 암종 분포특성 파악 

• 수리지질특성과 지구화학특성도출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지역에 분포하는 단열대의 존재 유무와 특성을 도출 할 수 있는 방 

안에 중점을 둔 지질조사 

• 통굴처분장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방안 제시 

• 수리지질특성과 지구화학특성의 보다 뚜렷한 구간의 조사 펼요성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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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le 

Middle . low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complements the research 

Preliminary Groundwater Characteristics Repor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Preliminary site survey and candidate survey cornplement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ite selection and disposal place selected for the study 

because of hydraulic to the geological survey done for the general idea 

was brought in the field of geochemistry survey was made. Therefore, 

this report hydraulic the underlying structure of the model 

Deterministic deformation zone rnodel to focus on the configuration kept, 

according to data surveyed by hydraulic and hydraulic rock star pitcher 

trying to figure out the scope of the structure factors were hydraulic. 

And so far examined Lot District candidates to present to the chemical 

baseline data.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report has following contents: 

• Bedrock geological survey of the complementary data analysis 

• Cornplernent the suπey data analysis queries hydraulic geological 

Ridge 

• District / Hydraulic Geochemical Characteristics Survey Data Analysis 

N . Result of Project 

111 



Groundwater and related land place shares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data and complementary research and laboratory research 

performed on the basis of geochemical data, based on the following major 

findings were presen t. 

V. Proposal for Applications 

• Loc외 presence in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thermal 

units that can be drawn with a focus on the ways Geological Survey 

• Considering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ve measures 

proposed place 

• Ge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zone 

than the obvious need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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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 론 

1.1 배정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특성조사에서 지하수 부문과 관련된 전문분야는 

수리지질과 지구화학 분야로 구성되며， 지구화학 분야는 용질이동특성을 포함한다， 

각 분야의 주요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수리지첼 분야 : 

불포화대 특성 

포화대 특성 

수리 구조모델링 (hydro-structure modeling) 

지하수모텔링: EPM, CPM, Hydro- DFN 

안전성평가 자료 Flow paths, Darcy velocity, GW travel 미ne， GW flux , 

GW travel distance, Flow porosity, In- situ diffusivity etc 

- 설계인자 지하수 유동량， 굴착 시 지하수 유입량， 다량누수예상구간 

지구화학 분야 : 

- 지표수， 지하수， 해수의 지구화학특성 

- 광물， 암석 , Fracture fillings의 지 구화학특성 

• 지 구화학모 텔 링 (hydrochernical modeling) 

용질이동특성모델링<Rock transport property modeling) 

- 안전성평가 자료 홉착특성， Matrix porosity, Matrix diffusivity 

설계인자 처분용기를 위한 지구화학특성 (pH， TDS, Eh etc) 

암반의 수리적 특성은 수리지질특성모델로 제시되며， 이는 수리암반(HRD: 

Hydraulic Rock Domain)과 투수성 구조(HCD: Hydraulic Conductor Domain)로 구 



성된다- 수리암반은 통계학적으로 제시되는 소규모 유통단열체계 (hydrogeologica! 

discrete fracture network)와 유동에 지배되지 않는 암질(rock matrix)포 분리한다. 

이에 대한 특성은 부지특성조사 중 시추공자료에 의하여 도출된다‘ 투수성구조는 

광역규모영역까지 고려하며， 결정론적으로 설정되는 파쇄대/단열대의 수리 -구조모 

텔(hydro-structure modeI)로 그 특성올 제시한다 수리 -구조모텔은 선구조 분석자 

료， 지표몰리탐사자료， 지표지질 자료해석에 의한 지질(구조모델(deterministic 

deforrnation zone modeI)에 수리특성올 부여함으로써 도출된다. 

지구화학조사의 목적은 처분장의 모암과 주변의 수질분포를 명가하고 핵종이통과 

관련된 암반의 용질이동특성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지하수유동체계특 

성과 함께 장/단기의 처분장 성능올 평가하는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처분부지의 지 

구화학특성은 물-앙석 상호반웅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지구화학 모텔링올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하수의 함양， 혼합， 진화과정， 체류기간올 정량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용질이동특성모댈링은 암반의 용질이동특성 (rock transport properties)에 대한 모텔 

링을 통하여 안전성평가의 핵종이동명가에 필요한 파라미터와 부지의 용질이동특성 

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냐 후보부지 예비조사와 현 보완조사의 목적이 처분장 부지선정파 처분방식 선 

정을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수리지질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고， 지구화 

학 분야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수리-구조모델의 기본이 

되는 Deterministic deforrnation zone model 구성에 중점올 두었고， 조사된 수리자 

료에 근거하여 수리암반과 투수성구조의 수리인자 범위 파악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사된 후보부지의 지구화학적 baseline data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보완조사 내용 

예비조사 후 실시된 보완조사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였으며， 처분방식과 처 

분장 위치 선정올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보완조사 내용은 암젤의 퉁급파 

주요 파쇄대 분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하수관련 자료는 시추공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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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리시험과 3개 공에서 실시되는 간섭시험이 이에 해당된다 

조사내용은 거의 둥 간격으로 12개의 조사공(NQ-drill cored borehole)을 배치하였 

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다소 변경되었으며， 1개 공은 굴착허가사항의 문제로 

보류되었고， 2개의 추가공과 함께 총 137~ 공이 설치되었다 각 조사공에서는 지구 

물리겁충과 BHTV겁충 그리고 수압시험이 계획되었으나， 시추공 상태에 따라 시험 

가능한 구간에서 실시되었다 지표조사는 해안가를 따라 노출된 노두를 대상으로 

Fracture window mapping이 수행되었으며， 지표물리탐사로는 전기비저항 탐사와 

탄생파반사법 탐사가 실시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보완조사에 계획되어 있지 않으나， 지구화학의 Baseli ne 

data를 위하여 시추공 core에서 fracture fi lling materi떠에 대한 l차적 분석과 주변 

의 지표수와 시추공 지하수를 대상으로 시료 채취와 시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 

고， background fracture의 확률적 분포특성올 파악하기 위한 단열특선조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원자력연구소는 본 보고서를 위하여 보완조사의 자료 활용에 적극적 

인 협조를 하여주신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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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반지 절 (Bedrock Geology) 

2.1 예배조사결과 

부지반경 8km 내에는 하부로부터 백악기 퇴적암류와 이를 분출 또는 관입한 제3기의 

용결웅회암， 반압류， 화강암류 퉁이 분포하고， 상기 지층들올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제 

4기 퇴적충이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부지반경 8km내에는 13조의 기반앙 단층과 2조의 

제4기 단충이 기재되었다 

부지반경 1km내에는 주로 백악기 퇴적암류와 이를 관입한 처11 37 1 각섬석혹운모화강암 

이 분포하고 있으며， 각섬석혹운모화강암은 균질의 중립 내지 조립질로 구성되었다. 

부지반경 1km내에는 수개조의 소규모 단충들이 분포하며 ， 이들 단층은 북동 ~ 북북 

동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충， 서북서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충， 남북 ~ 북북서 

방향의 정단총으로 해석되었다‘ 

후보부지 화강암 내 단충의 연대측정 결과， 화강암의 관입 시기는 약 5，400만 년 전이 

며， 최초 단충운동 시기는 약 4，500만 년 전이고， 적어도 3백만 년 전에 마지악 단충운 

동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2 보완조사자료 분석 (Eva1uation of Primary Data) 

2.2.1 선 구조 분석 

선구조 분석은 보완조사 파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단열대의 예비모텔올 위하여 

부지규모 선구조분석이 이루어졌다‘ 지오텍컨설탄트(주)에서 항공사진에 의한 부지 

규모 선구조 분석올 제시하였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음영기복도를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부지규모 선 구조는 〈그림 2.6>에 제시하였고， 예비조사 

시 수행된 광역규모 선 구조 자료와 함께 선구조의 통계학적 륙성을 분석하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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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참조) 

2.2.2 지표물리탐사 자료 

지표물리탐사결과의 최종해석이 진행 중이므로 1차 자료(Data freeze ]an. 18. 

2006)에서 제시된 이상대 자료를 Detenninistic defonnation zone의 분포 파악에 활 

용하였다(2.5절 참조) 

2.2.3 시추공 자료 

시추 Logs 

후보부지에 분포하는 단열체계의 분류와 그의 특성기재를 위하여 시추 log sheet와 

core 사진. BHTV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근거로 시추공과 교차하는 단열대를 분 

류하였으며， 분포특성을 도연화 하였다(2.3.3절 참조) 자료 분석이 진행 중이므로 1 

차 자료(Data freeze ]an. 18. 2에6)에 한하여 수행되었다 현재 분류된 체계는 추후 

현장에서 시추 core를 재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 될 것이다‘ 

BoreHole TeleViwer (BHTV) 겁 충자료 

BHTV자료는 다른 공의 자료들이 현재 분석 중이므로， 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KB-9공에 한정하였다. 본 분석에서 특이사항은 단열체계를 단열대 (fracture zones) 

와 암반단열(background fractures)로 구분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2.4절에 제시하였다 

Geophysical Logs 

조사공의 몰리검충자료는 분석하지 않았다， 

2.3 단일시추공 해석 

2.3.1 목적 및 범위 

지하매질에서 심도에 따라 분포하는 단열체계특성은 단일 조사공 자료를 통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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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다 수리암반(HRÐ)과 투수성구조(HCD)의 특성과 분포범위는 시추공자 

료에서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조사공에서 관찰되는 단열분포특성은 주로 국지 단열 

대와 암반의 단열체계 (background fracture)로， BHTV나 BIPS검총자료를 기본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부분 조사공에 대한 BHTV자료는 기본적으로 조사항목에 포함되 

냐， 해상도가 선영치 못 할 경우는 대체자료로 core logging 자료를 활용하여 투수 

성구조(HCD)의 특성을 평가하게 된다 소규모의 단일 Open!Tight fractures는 수리 

암반(HRÐ)의 특성으로 해석하며， 암반의 투수성올 대변하게 된다 

Deterministic deforrnation zone은 각 시추공에서 인지되는 단열디}의 집합체 

(sw없m)와 지표에서 조사되는 선 구조， 지표물리탐사결과의 종합적인 해석으로 설 

정된다. 이때 육안으로 연장선이 인지 될 수 있는 구조만을 Deterministic 

deforrnation zone으로 설정하고， 연장선이 확인되지 않는 구조나 deforrnation zone 

은 통계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2.3.2 암종 분포특성 

시추공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앙종 분포특성은 본 과정에서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지표지질 자료와 시추공의 수리시험 자료와 함께 수리암반(HRÐ)의 수리특성정밀해 

석 시 수행 될 것이다. 

2.3.3 시추공에서의 투수성구조(HCD) 분류 및 분포특생 

BHTV image에서 육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반암에 발달된 단열들은 단총대 

(fa띠t zone), 파쇄대(crush zone) 또는 밀집된 개구성 단열의 집합체로 구성된 단열 

대(HCD)와 암반의 background fracture에 속하는 연결성이 불량한 소규모 

open!tight fractures의 암반단열로 구분할 수 있다 시추공에서 분류할 수 있는 투 

수성구조(HCD)에 속하는 단열대의 특성은 〈표 2.1>에 요약하였다. 상기 분류에 의 

하여 각 시추공에서 분석된 투수성구조의 분포는 〈그림 2.1 > - <그림 2.3>에 제 

시하였다. 보고서 작성 시 KB-9공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사공의 BHTV자료가 분석 

중이라 시추코아의 logging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시추 logging 자료도 일부만이 가 

능하였다. 이에 대한 추가 작업은 BHTV자료를 중심으로 현재 재분석 중이다 

c 
u 



2.3 .4 암반단열특성 

암반단열체계는 시추공의 BHTV자료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우선적으로 시추공자료 

를 HCD와 HRD의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소규모 단열특성을 통계학적으 

로 제시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2.4절에 기술하였다 

〈표 2.1> BHTV와 코아 Log 자료플 이용한 예상 투수성구조영역의 분류기준 

분류명(표기기호) 륙 성 

단열의 빈도는 10개 이상으로 。pe미Fi11 단열율 다수 포함하거나 셀 수 

없올 만큼 매우 율규칙적으로 파쇄 된 (crushed) 구간으로. Core에서 단충 

Cohes iVe 비지 Ifa미I gouge)가 판장되는 구간， 진폭 값과 상대강도지수가 상대적으 

Crush Zone 로 매우 낮고 주시 (Irave l lime)가 긴 영억 CZ의 폭은 Damaged Zone(교 
(CCZ) 린대)톨 포항하며. CCZ는 단층비지 등 fine fill ing malerial로 구성되며， 교 

란대는 ICZ나 FC의 특성율 나타냄. 

Crush 폭 > O.lm 
Zone 
(CZ) 

단얼의 빈도는 10개 이상이나 붙규칙하게 파쇄 되지 않고， 상대강도지수 

Incohesive 
나 주시 값이 모암과 큰 차이톨 나타내지 않음 대부분의 단열이 Tïghl 

Crush Zone 
fraclure로 구성되나 。pe미Fill fraclure톨 일부 포함힐 수 있으며. ICZ는 

(lCZ) 단용비지나 점토질의 Filling malerial을 포항하지 않는 αece lenglhs가 인 

지윌 

폭 > 1m 

단엽의 빈도는 단위 m 당 6 - 9개로. Tighl fraclure가 대부분이여 

Fracture Cluster (FC) 。pe미Fill 단얼율 일부 포함하는 영억 

폭 > 0.5m 

• HPF(High Permeable Feature) 시추초사 시 지하수 유훌이 인지되며 수리전도도가 매우 놓고 

BHlV 결과에서 。%이티11로 분휴된 소규모 단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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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단열체계의 통계학적 분석 (Fracture statistics) 

2.4.1 접근빵법 

단열체계의 통계학적 분석은 통계적 단열망모델(Stochastic 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D의 업력자료 도출을 위한 과정에 속한다 단열체계의 통계적 분석 

의 주요 목적은 단열체계의 기하학적 분포특성에 대한 조사지역의 광역적인 지질통 

처11 (regionaJ geoJogicaJ controD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단열강도， 방향， 크기 

의 공간적 분포와 십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 

석대상은 각 시추공， 지표 fracture map, 선 구조분포를 활용하며， 시추공과 지표 

mappmg은 분석대상의 인접지역올 대표하는 자료로 광역적인 지질학적 통제가 없 

는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일관성 (consistency)이 결여될 수 있다. 

시추공에서 도출되는 자료는 가장 세밀한 단열자료로 이를 바탕으로 단열생성에 대 

한 regionaJ control 여부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시추공자료에서 광역적 통제가 인 

지되 면， 지표규모로 확대하여 통제여부를 해석한다. 이러한 결과는 DFN model의 

파라미터와 개념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본 분석에서는 광역규모와 부지규모의 선구조， 그리고 지표에서의 단열측선조사 자 

료에 대하여는 방향성， 연장성， 밀도(jntensity )를 분석하였다. 시추공 자료는 KB-9 

공에 국한하여 background fractures의 단열조별 통계적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2.4.2 선 구조 분석 

광역규모 선구조 

Landsat TM 위성영상올 이용하여 후보부지로부터 반경 8km 이내에 분포하는 길 

이가 2km 이상， 최대 17.3싸n의 구조로 총 58개의 선 구조를 분석하였다 N450W방 

향의 우세 선구조군과 EW, N100 W , N600 E 방향의 선구조군으로 구분되며 연장길 

이 역시 빈도분포와 유사한 특성올 나타내고 있다(<그림 2.4> ). 

부지규모 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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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분석에 의하여 9개의 선 구조를 예측하였고C<그립 2.5>) , 음영기복도 분석 

에 의해 총 57개의 선 구조를 해석하였다(<그림 2.6>). 음영기복도 분석에 의한 연 

장길이는 0.19 - 1.82 km의 범위를 보이며 3개조의 우세 선구조군으로 구분되었다 

(<표 2.2>) 

선 구조 l군(NE계열) : N20 - 500 E 

- 선 구조 2군CEW계열) : N70 - 9OoE, N70 - 900 W 

- 선 구조 3군(NW계열) : N40 - 700 W 

” 
ι
 



Lineament Map FreQuency 

N 

s 

Length 

〈그림 2.4> Landsat TM 영상에 의한 예상 광역 선구조도(Modified 신월성 

PSAR보고서) 

떠
 



녁낯三 

\ ι 
J 

〈그립 2.5> 항공사진 분석얘 의한 부지규모 예상 

선구조도(지오려컨셜탄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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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및 예상 선구조도 2.6> 음영기복도 분석에 의한 부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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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음영기복도 분석에 의해 예측된 선구조군의 통계적 분석 

(단위 개. km) 

구분 
빈도(상) 및 평균길이(하) 

합채 
명 i!: 최대 누적 

< 0.5 0.5 - 1 1 - 1.5 1.5 < 길이 길이 길 이 

제 1군 6 7 
NE 15 0.61 1.53 9.07 

(N20 - 500 E) 0.32 0.64 1.1 7 1.53 

제2군 
6 

EW 
4 3 

(N70 - 900 E, 
14 0‘ 83 1.82 11.67 

N70 - 900 W) 
0.34 0.79 1.22 1.74 

제3군 8 3 
NW 11 0.42 0.56 4.59 

(N40 - 700 W) 0.37 0.54 

10 7 
기타 군 17 0.51 0.93 8.62 

0.37 0.73 

합 계 30 21 2 4 57 2.37 4.84 33.95 

선 구조 밀도 분석 

부지규모의 선 구조 해석영역 (2.54km x 1 없km)올 둥 면적의 격자(87.6m x 87.6m ) 

로 분할하여 각 격자 내에서의 밀도분포를 계산하였으며(<그림 2.7>) , 분석결과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 해석영역 전반에 걸쳐 선구조가 고루 분포하며， 봉길리 일대에서 최대빈도수(4개 

/격자)를 나타냉 

。 연장성 밀도는 EW 계열이 다소 우세함. 

。 선구조간 최대교차빈도는 격자 당 4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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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Density Map Length Density Map 

Intersection Density Map 

〈그렴 2.7> 음영기복도 분석에 의해 혜석판 부지규모 선 구조 밀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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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지표노두의 단열분포 특생(단열측션조사 자료 분석) 

본 지역은 일반적으로 풍화대가 두껍게 발달하여 육상부에서는 노두의 발달이 미비 

하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은 해안가에 노출된 노두에 국한된다 지 

표노두에 발달된 단열체계의 특성올 파악하기 위하여 해안가 노두를 대상으로 

Scanline fracture mapping올 실시하였다(<그립 2.8>). 조사대상지점은 총 7개 지점 

에서 수행되었으며， 조사결과의 l차적 분석 자료를 본 절에 제시하였다 

7개 지점에서 조사된 전체 단열의 방향성 분포만올 고려 할 경우， NE방향이 제일 

우세한 방향으로 분석되고， WNW방향이 우세방향으로 나타난다(<그림 2.9>). 이를 

다시 지역별로 분류하면， 북부지역 (C 지역)은 EW와 WNW 방향이 우세하게 그리 

고 소규모의 NNW와 ENE 방향올 나타내는 특이성을 보이나 이는 조사지점과 단 

열자료의 부족으로 신뢰도를 확신할 수 없다. 냥부지역(B 지역)은 매우 다양한 방 

향성 (NNE， NE, NWW, NW)올 보이고 있다(<그림 2.10>). 

노두에 분포하는 단열체계를 방향성과 경사를 고려하여 분류한 결과는 4조의 단열 

조로 구분 되며， 각 단열조의 특성은 〈표 2.3> - <표 2.5> , <그림 2.11>에 제시하 

였다. 본 지역에서 빈도가 높은 NE방향성의 단열은 Set 1과 Set 4로 구성되며， Set 

3는 주로 북부지역인 C 지역에 발달하고 있다 확률밀도함수는 Fisher 분포를 따르 

고， 분산도는 10이상이다. 

단열의 크기는 Set 3과 4가 다소 크게 분석되었으며 Set 2의 반경 길이는 2m 이하 

이다<표 2.4>. 이들의 확률밀도함수는 대수정규분포에 수렴된다 Terzaghi 보정을 

거친 단열조별 간격은 Set 3과 Set 4가 상대적으로 좁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전체적으로 단열빈도는 0.83 - l.33/m 범위에 있다〈표 2.5>. 

단열 충전물과 종식유형 (termination mode)의 비율올 근거로 background fracture의 

생성 시기를 검토해보연 Set 2, 3, 4가 거의 동시에 생성되고 Set 1 이 최후에 생성 

되었올 가능성을 보이나 지표 노두의 풍화 및 교란 정도를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신 

뢰할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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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8> 지표노두 조사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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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zaghi Corrected 

E I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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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전체 단열에 대한 Terzaghi 보정전 • 후의 l앙향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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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graphic Pole 

Density Plot 

FreQuency- weig 

Rose Diagram 
w 

B^I 역 (SC- 2 - 7) 

s 

〈그립 2.10> 지역별 단열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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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FracMan ISIS Module올 이 용한 단열조 분석 

Set 2 3 4 

Fracture 
Coated 11.3 10.9 5.0 5.7 

Type(%) 
Sealed 3.0 3.3 1.9 
Fresh 88.8 88.1 91.7 92.5 
80th ends free 18.8 16.8 11.7 20.8 

Termination 
。ne end free 32.5 33.7 35.0 28.3 

Mode(%) 
80th ends against fractures 40.0 38.6 3 1.7 3Q.6 
Splay 
Unknown 8.8 10.9 2 1.7 11.3 
80th ends exposed 6s 60.4 41.7 54.7 

Censoring One end covered 23.8 24.8 33.3 35.8 
Type(%) 80th ends covered ’ 1.3 13.9 25.0 9.4 

Unknown 1.0 

Inlilling 
3.8 10.9 6.7 7.5 

Materials(%) 

Mean Atlitude 
Dip direclion 132.6 70.1 193.7 322.9 

(Terzaghi 
Corrected) 

Dip Angle 61.3 77.2 74.2 48.0 

Number 01 Terzaghi uncorrected 8이27.21 101(34.41 60(20‘4) 앓(18.01 

Fractures(%) Terzaghi corrected 119(31.2) 102(26.71 88(23‘이 경(’ 9.11 

Dispersion(k) 15.44 10.67 14.63 12.59 

Set 1 Se! 2 Set 3 Set 4 

<Pole Plot> <Pole Plot> <Pole <Pole Plot> 

\\~ . 
<Rose Diagram> <Ro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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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단열크기얘 대한 흉계적 분석절파 

Sel 1 Sel2 Sel 3 Sel4 

Arrthmelíc Mean(m) 4.1 9 3.50 3.84 4.08 

Geomelric Mean(m) 2.81 2.36 2.87 3.04 

Simulaled fraclure radius(mean) under 
2.50 1.70 2.90 3.00 

Iognorma1 dislribulion(m) 

SET 1 SET 2 

강J 

/ 
~ / --f 

y 

SET 3 SET 4 

ιε」

f ........- .......- x 
κy 

/ 

〈그립 2 .11> FracMan ISIS 모률에 의한 단열크기의 확률 및 누적멜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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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단열빈도 및 간격 분석컬과 

Sel ’ Sel 2 Sel 3 Sel4 

단위 m 당 단열빈도v .. ) 
1.21 1.04 0.90 0.75 

(Terzaghi 보정 후 71 수 l 흩 조사깅이) 

단열간격 (1/}..， m) O없 0.96 1.1 1 1.33 

2.4.3 BHTV 자료 분석 

KB-9번 시추공의 BHTV 분석자료와 해석방법은 다른 공의 결과와 함께 BHTV에 

관한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KB- 9 시추공은 본 지역에서 가장 양호한 암반블록에 

위치하여 (2.5젤 참조) 처분장 가능위치의 암반특성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밀 

분석을 실시하였다 BHTV자료는 투수성구조(HCD)와 암반단열(HRD)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투수성구조대 (HCD) 

KB-9번 시추공 내의 예상 투수성구조영역은 BHTV와 시추 core 사진에 근거하여 

12개 구간 (총 55 m)올 도출하였으며， 각 구간에서 방향성이 인지될 수 있는 개별 

단열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방향의 다양성은 단열대 구간의 폭에 비 

례하는 특성올 보이는 경향이 있다 구간별 륙성은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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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KB-9공의 투수성구조 내애 분포하는 단열(discrete fracturel특성 

Fraclure 
$ 

α
 빼

 쩨 

빼
 빼
 

RSI 

(Mea이M없 

x 100; %) 

Depth 
(GL. - m) 

27 - 37.5 10.5 1 CCZ 13 1 153 89.2 

40 - 43.5 3.5 1 CCZ 6 1 48 90.5 

59 - 72 13 CCZ 1 2 6 1 120 88.9 

74 - 17.5 3.5 ICZ 3 1 37 91.5 

79 - 80 CCZ 35.8 

107.5 - 1091 1.5 CCZ 4 1 13 91 .7 

128 - 136 1 8 FC 2 1 88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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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 3.5 FC 23 91.3 

172 - 173 
ICZ 

(Dyke) 
97.3 10 

1 개 

190 - 1.5 I CCZ 2 I 7 85.6 

195.5 - 2.5 FC 17 89.8 

220 - 5.5 FC 38 94.8 

암반단열(Background Fractures) 

KB-9번 시추공에서 겁충된 암반단열자료의 분석결파， 약 50-65。 경사범위를 갖 

는 4개의 단열조로 분류된다(<그립 2.12>) 조사 편의 (bias)를 보정한 자료를 살펴 

보연， 가장 우세한 Set 1용 123/62의 방향으로 전체의 약 30%릅 점한다. Set 2는 

58159의 방향으로 발달하고 그 비 융은 7:7%, Set 3는 203/66의 방향으로 분포하고 

7:7%를 점한다 그리고 Set 4는 않7/51의 평균 방향을 가지고 약 16%에 해당된다 

상대강도지수(RSI)와 주시이미지 상에서 Open!F피 상태로 인지되는 단열의 비융은 

2.5 %이고， Tight한 단열의 비율은 97.5%이다. 단열조별로는 Open!Fill 단열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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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은 Set 1이 2.5%, Set 2는 5.2%, Set 3는 0 ‘ 6%, 그리고 Set 4는 0.8%로， Set 

l과 Set 2가 상대적으로 Open!Fil1 단열올 많이 포함한다(<표 2.7> ) 

KB 9공의 심도에 따른 암반단열의 분포는 〈그립 2.13>에 도시하였고， 모든 BHTV 

에서 도출된 암반단열의 분포특성은 지역별로 〈그림 2.14>에 제시하였다. 

Stereographic Pole 
Density Plot 

FreQuency-weig 

Rose Diagram 
w 

s 

〈그립 2.12> Terzaghi 보정 전 - 후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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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FracMan I S I S Module을 이용한 단열조 분석 

Borehole 
Set 2 3 

Tota t 
No. 

4 
(%) 

。pen!Fill 5 10 17 (2.5) 

Fraclure 650 

iype (%) 
Tight 191 181 156 122 

Raw (97.5) 

data 
veln 

Proportlon (%) 
196 191 157 123 

667 (100) 
KB- 9 (29.4) (28.61 123.5) (1 8.4) 

Corrected number 01 280 256 247 150 
933 (100) 

data (%) (30 이 (27.4) (26.5) (16. 1) 

Modified 
Terzaghi Mean Dip direction 122.6 58.3 202.5 296.8 
。orrected atlilude Dip angle 62.4 58.8 65.6 50.7 

data 

Fisher k 19.26 12.62 18.21 8.65 

Set 1 Set 2 Set 3 Set 4 

<Pole PI이〉 <Pole PI이〉 <Pole Plot> <Pol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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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단열체계 방향성특성 

처분장 부지의 단열체계특성은 우선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특성안 고려하였다. 단열 

체계의 방향성은 단열의 set를 분류하는 기본 자료이며， 단열체계발달에 대한 

regional geological control 여부를 해석하는데 활용된다， 반경 8km 이내에 분포하 

는 길이가 2km 이상인 구조로 총 58개의 선 구조는 N450 W 방향이 빈도 상으로 제 

일 우세하고， EW, NlOoW, N600 E 방향의 선구조군이 분포하고 있다 연장길이는 

N45W와 EW 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연장길이가 2km 이하의 범위를 보이는 

부지규모 선구조의 경우는 빈도로는 N40E계열이 가장 우세하며， N65W계열이 다음 

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길이 상으로는 두 계열이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규모에 따른 선 구조 방향성 특성은 광역규모는 NW방향이 우세하고， 부지규모는 

NE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특성에 대한 지질구조적 해석은 

우선적으로 부지특성조사 시 보다 정밀한 단층대 조사와 지체구조해석으로 본 지역 

의 지질학적 진화과정이 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해안가의 7개 지점에서 조사된 암반노두의 단열에 대한 방향성 분포는 NE방향이 

제일 우세하고， WNW방향이 우세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분류하면， 

북부지역 (C 지역)은 EW와 WNW 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특이성을 보인다. 남 

부지역(B 지역)은 매우 다양한 방향성 (NNE， NE, NWW, NW)을 보이고 있다. 노두 

에 분포하는 단열체계를 방향성과 경사를 고려하여 분류한 결과는 4조의 단열조로 

구분되고， 빈도가 높은 NE방향성의 단열은 Set 1파 Set 4로 구성되며， Set 3은 주 

로 북부지역인 A 지역에 발달하고 있다 단열의 크기는 Set 3과 4가 다소 크게 분 

석되고 있다 

2005년 예비조사 시 관찰되었던 조사지역 l km 내에 분포하는 암반의 규칙절리 

(systematic joint)의 발달방향은 WNW- ESE 방향과 ENE- WSW 방향이 가장 우세 

한 것으로 보고되며， 이 외에 NW, NE, NS 방향들도 나타난다. 이번 조사에서 분석 

된 해안노두에 발달된 암반단열의 방향성에 의하면， 예비조사 시 관찰된 규칙절리 

군은 국지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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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9공에 발달한 암반단열은 4개의 subverticaJ (50 - 650
) 단열 sets로 분류된다 

가장 우세한 Set 1은 NE(123/62)방향으로， Set 2는 NW(58/59)방향으로 발달하고， 

Sel3은 NW(203/66)방향으로 분포한다 그리고 Set 4는 297/51의 평균 l앙향올 갖는 

다.3개의 주 단열조의 빈도는 각 25 - 30%의 분포를 나타내며， Sel 4는 약 18% 

의 분포를 갖는다 시추공 내 암반단열의 fracture set 분류는 해안가 노두에서 계측 

된 fracture set 분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른 시추공의 BHTV자 

료 분석으로 보다 정확한 특성을 도출할 수 있올 것이다‘ 

심도에 따라 분석한 암반단열들의 방향성 변화는 상부구간(GL-19.5 - -77.5m)의 

경우 Set 2와 4로 구성되어 남북의 방향성올 나타내고 있으며， 중부구간(GL-77.5 

- -143m)은 Set 1, 2, 3으로 다양한 방향성 올， 그리 고 하부구간(GL-143 - - 225m) 

은 Set 1파 3로 구성되어 뚜렷한 2개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 

한 심도에 따른 특성올 투수성구조(HCD)로 분리되는 rock domain uni ts에 대한 특 

성인지를 알기 위하여 단열대 내에 발달하는 개별단열 (discrete fractures)을 분석하 

였다(<그림 2.13> ) 

KB-9공에 서 분석 된 단열 대 (HCD crush zones/ fracture cJusters)는 지 표 하 

77.5m까지 4개조의 단열대가 분포하며， 이중 2개는 10m 이상의 폭을 갖고 있다 각 

단열대 구간에 발달한 open!f피한 개별단열들은 2 - 4조의 단열 sets로 구성되며 

다양한 방향성올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주로 Set 2와 4로 구성되어 남북(N40E -

N30W)의 방향성올 나타낸다. 한편 2조의 단열대가 분포하는 GL- 79 - -109m 구 

간은 Set 3조로만 구성되어 뚜렷한 EW 망향올 나타낸다. GL - 128m 하부구간은 

6개조의 단열대가 분포하며 각 단열대 구간의 단열 Sets는 Set 1과 2로 주로 구성 

되며 Set 3가 소규모 분포한다 그러나 GL-195.5 - -198m구간의 단열대 내에 분 

포하는 단열들은 암반단열의 분류된 fracture set의 방향과 다소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까지 KB-9공에서 분석된 암반단열의 방향성은 GL-143m까지는 단열대의 

background fracture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나， 하부구간은 상이한 특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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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특성은 본 지역 에서 도출된 모든 BHTV자료의 정 

밀해석올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올 보인다 

조사된 모든 BHTV자료에서 앙반단열의 방향성올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그림 

2.14>)는 지표노두에서 측정된 단열의 분포특성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 방향성은 

일치하며 보다 좁은 분포 폭올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BHTV에서 계측되는 

암반단열의 결과는 해당암반 Block의 특성을 대표 될 수 있으며 ， 본 지역에서는 

221 , Z22와 Z23의 Major fracture zones로 분리된 Block의 암반단열들은 각 고유의 

방향성올 나타내고 있다 

Slereographic Pole FreQuency- weighled 

GL. - 19.5 - - n .5m 
w 

GL. -n .5 - - 143m 
w 

s 

GL. - 143 - - 225m 
w E 

〈그립 2.13> KB-9공 심 도에 따른 방향성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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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 지역별 단열채계 방향성특생 

보완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시추공 내 단열검총<BHTV) 자료를 종합하여 우선적으 

로 방향성 자료만올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특성을 검토하였다 이것은 후보부지의 

지역별 암반단열의 분포특성이 regionaJ geological control에 종속되는 것인지， 아니 

연 독립적인 특성인 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로 통일한 분포특성을 보인 

다연 후보부지의 암반단열체계는 통일한 불연속연영역 (discontinuity domain)에 속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14>의 전체 단열 자료의 방향성은 KB-9번 공 및 지표 단열측선조사 자료 

와 큰 차이가 없다 즉， 4개 조로 구성되는 암반단열체계가 후보부지 전체를 대표하 

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 

연， B 지역이 전체자료와 가장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A지역은 Set 2와 

Set 4가 우세하게 분포하고， C 지역은 Set 1과 Set 4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하나 

의 단열조로 나타나며， Set 2와 Set 3의 분산이 커서 길게 연결되어 분포하는 것올 

알수 있다 

현재까지의 BHTV에서 검충된 단열의 방향성 자료만올 대상으로 하였을 때 상기와 

같은 지역별 방향성의 차이는 향후의 부지특성조사 단계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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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단열 

A지역 

B^I 역 

C지역 

Stereographic Pole FreQuency- weighled 

w 

w 

w 

w 

〈그렴 2.14> 전채 및 지역 별 단열의 방향성륙성 

% 

ω
 



2.5 단열 대 개 념 포렐 (Deterrninistic Deformation Zone modeling) 

2.5.1 접근방법 

단열대 개념모텔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단열대 분포는 지형， 항공물리탐사， 지표물리탐사 둥 간접적인 자료를 활용하 

며， 또한 지표조사， 시추공에서 도출되는 직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간접적인 자료로 인지되는 단열대의 길이， 폭 둥 지질학적 특성은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특성보다 신뢰도 낮다 

- 여러 종류의 간접적인 조사방법에서 도출되는 자료의 중첩은 단열대의 존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一 조사과정에서 관측 또는 인지된 지정에서 연장성은 정당한 자료가 있을 경우 

연장성은 내삽법올 활용한다 

- 단열대의 폭은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나， 모렐령 시에는 이를 일정한 폭으로 

가정한다 

지표상에서 해석된 단열대는 지하로 연장하여 3차원 분포를 제시한다. 이때의 

단열대의 김이는 지표추적거리와 같게 가정한다. 

본 지역 부지규모의 2차웬적 단열대 분포는 선 구조 분석자료， 전기 비저항탑사자 

료와 탄성파반사법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지표물리탑 

사에서 도출된 이상대 지정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분석하였 

다 

- Method- specific lineament 각 조사 자료특성에 따라 자료별로 이상대(예상 

단열대)를 도출 

Coordinated lineament: 각 자료별로 도출된 자료를 육안으로 중첩여부릅 판단 

하여 선정 

- Linked lineament: Coordinated자료률 바탕으로 연장성 을 부여 하고 Li따ed 

lineament만을 모델링에 사용하였다 

단열대의 분류는 〈표 2.8>과 〈표 2.9>올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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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 

E 

「 성 

Zone 1 

(Zl) 

Zone 2 

(Z2) 

- 시설의 Unit가 위치할 수 있는 암반규모를 결정해 주는 Zone 2의 경계 
역할율 하는 광역규모의 단열대로1 

- 연장길이는 10km 이상1 폭은 100m 이상으I Regiona1 fracture zone어| 해 
당합 

- 시설으I Unit가 위치할 수 있는 암반규모를 결정해 주고 블록의 경계률 

이루는 단얼대 

연장길이는 1 - 10km. 폭은 5 - 100m로 Major fracture zone에 해 당 
항 

Zone 3 

(Z3) 

- 처분동굴과 교차될 수도 있고 적절하게 터널올 배치하여 비켜갈 수 있 

으며 ， 

- 블록 내에 분포하는 단열대 연장길이는 10m - lkm, 폭은 1 - 5m로 

Minor fracture zone에 해 당합 

〈표 2.9> 신뢰도에 대한 분류기준 

g 

=r 성 

Certain 
- 선 구조 분석(항공사진， 음영기옥도)， 전기 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조 

사자료 충 3개 모두에서 일치되는 구조선 

Probab1e 
- 선 구조 분석 (항공사진， 음영기복도) ， 전기 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조 

사자료 중 2개 자료에서 일치되는 구조선 

Possib1e 
전기 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조사자료 중 1개 자료에서 예측가능하나 

선 구초 분석 결과에 나타나지 않거나 다소 일치하지 않는 구조선 

2.5.2 얘상 단열대 분포 

각 조사방법별로 분석된 단열대의 분포는 〈그림 2.15> - <그림 2.17>에 제시하였 

고， 종합적인 예상 단열대 분포는 〈그립 2.18>에 제시하였다 

상기 제시되고 있는 예상 단열대는 앞으로 진행될 부지특성조사에서 도출되는 자료 

에 의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확정되는 단열대에 대하여는 〈표 2.10>과 같은 

특성파 파라미터가 부여 되어야 한다 

% 

ω
 



〈표 2.10> Detenninistic deformation zones에 부여 되 어 야 하는 득성 

특성 및 파라미터 비고 

단열대 10 code Z #### 

위치 with numerical estimate 01 uncertainty 

앙향 (주향l경사) with numerical estimate 이 uncertainty 

폭 with numerical estimate 01 uncertainty 

길이 with numerical estimate 01 unc‘,rtainty 

Ouctile deformation indicaled il any 

Br~lle deformalion indicated 

A’leralion indicated 

Fraclure orienlation with numerical estimate 01 uncertainty 

Fraclure freQuency with numerical estimate 01 uncertainty 

Fraclure l iII lng Mineral coating or lilling specified 

Transmis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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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15> 바저항전기탐사 컬과에 의해 예측 가농한 단열대 분포도 

1 1-- 꾀 e.a 
1 -싫§ag띠잉시g 

용뺨 

〈그림 2.16> 탄생봐 반사법탐사 절과에 의해 예측 가능한 단열대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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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항공사진 및 음영기북도 분석에 의해 예측 가능한 단열대 분포도 

- C.rtaln ___ Probabl. 

〈그립 2.18> 부지규모 종합 예상 단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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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불확실성 및 추후 조사방안 

현재 제시하고 있는 2차원적인 단열대 분포는 선 구조 분석과 지표물리탐사(탄성파 

반사법/전기 비저항 탐사) 결과에 근거하였으며， 각 단열대에 대한 확인 및 특성파 

악은 시추공의 BHTV자료와 1차적인 지구화학 및 단열 충전물질특성， 수리간섭시 

험 결과(?) 둥으로 정밀분석이 진행 중에 있다. 단열대의 확실성은 3개의 방법이 일 

치하는 것은 확실(Certain) ， 두 개의 방법이 일치하는 것은 Probable, 그리고 한 개 

의 방법에서 인지되는 경우는 Possible로 구분하였다- 단열대의 크기는 주로 선 구 

조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major( Order 2)와 rninor(Order 3)로 구분 하였다. 

본 지역에서 나타나는 확실한 단열대는 모두 maJor규모(Order 2)를 갖는 Z21, Z22 

와 Z23으로 그 중 선 구조상에서는 Z21과 Z23이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시추공으로 단열대의 특성이 확인된 것은 Z22로 KB-3과 KB-15공의 여러 구 

간에서 단열대가 큰 폭으로 교차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위치 및 특성 

은 인근에 설치된 KB-2와 l공과 함께 정밀분석을 수행 중이다. KB-1공은 상부에 

단열대가 교차하고 었으며 ， KB-2공에도 1 - 2개 조의 단열대가 교차하고 있다 현 

재 계획 중인 수리간섭시험은 Z22의 특성 파악에 중요한 수리자료를 제공 할 것으 

로 기대된다. Z21은 인접한 KB-14공에 교차하는 단열대의 분포로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나， KB-14공파 교차 할 가능성보다는 Z35의 특성이 도출 될 가능성 이 많 

다. 현재 인지되는 KB-14공의 단열대는 1 - 2개조로 해석되고 있다. Z23은 현재 

보완조사 결과로는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시추공이 설치되지 않아 추가 시추공 

설치가 필요 시 되고 있다 또한 상기 3조의 maJor 단열대 존재를 암시하는 간접적 

인 조사 자료는 BHTV 자료에서 도출된 지역별 암반단열의 방향특성이다- 각 A , 

B, C지역의 Block들은 각기 고유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본 지역의 rninor 단열대 중 확실성올 갖는 단열대는 Z32와 Z36으로 z36은 전기 탐 

사에서， Z32는 탄성파 탐사에서 인지되었고， 이에 선 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Z32와 

강6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특성은 KB-3공의 자료 분석 시 파악 될 것으로 기대 

하며， Probable한 확실성을 나타내는 z34는 I염-13공 자료 분석 시 고려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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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 단열대 중 가장 연장성이 크게 나타나는 233은 전기탐사에서 나타난 특성과 

선 구조특성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변에 설치된 시추공틀(tUß-13 ， tUß- 3, tUß-8)의 

자료 분석으로 존재여부와 특성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되나， 연장성에 대한 특성은 

추가 조사가 펼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양호한 암반 블록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분포하는 235와 237의 존재여부도 주변에 설치된 시추공(tUß-2 ， tUß- 13, tUß- 14, 

tUß- ll , tUß-16→2)자료의 정밀분석으로 확인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지역의 납부 

에서 인지되는 z38구조대는 피압지하수와 관련된 구조대로 탄성파 탐사와 전기탐사 

결과에서 유추하였다. 경8은 화강암과 타 암종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기도 하나， 이에 대한 일부 특성은 tUß-6공의 자료로 확인 중에 있다. 

본 지역의 보완조사는 처분장 방식선정올 위한 추가 자료를 도출하고 동굴처분일 

경우에 대비한 처분장의 위치를 성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까 

지 보완조사결과에 대한 정밀분석이 끝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해석 된 자료에 의 

한 암반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1. 시추공에서 관찰되는 불량한 암질은 major/ minor 규모의 단열대/파쇄대와 교차 

하는 구간으로 해석되고 있다. tUß-3공은 222, Z32 와 z33이 교차하는 지점으 

로 전 공이 파쇄가 심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tUß-13은 233과 강5가 교차 

하는 지정으로 큰 폭의 파쇄대 보다는 착은 폭의 단열대가 다수 분포하는 특 

성을 보인다 또한 보완조사 시 설치된 시추공들 중에서 양호한 암질올 나타내 

는 tUß-9, 10공파 tUß-7공은 큰 규모의 파쇄대와 교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지역의 추후 지질조사는 지역에 분포하는 단열대의 존재 

유무와 특성올 도출 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지표조사 자료에 의한 화강암(granotoid)의 서쪽경계는 예상보다 동쪽으로 분 

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tUß-8, tUß-15와 tUß-16-2공의 통편으로 예상된 

다. 이률 위하여 AIB 지역의 서측 화강암 경계는 C 지역에서의 화강암 경계 

자료와 함께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단열대 222와 223에 의한 구조적 영향여 

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정확한 남측의 화강암경계도 확인되어 

야 하며， 이때 237의 역할도 분석되는 것이 바랍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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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굴 처분장의 위치설정(Repository locaJ ization)은 지형적 특성， 지하수의 유동 

체계， 암반특성과 단열대의 분포 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나， 현재까지 분석된 

암질과 단열대 자료에 근거한 최적암반블록은 235, 222, 236과 223을 경계로 

하는 살록으로 KB-9과 KB-lO공이 위치하는 암반(B지역)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최소의 면적으로 보다 유효한 암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암반을 중심으 

로 통서남북의 방향으로 확장 할 수 있는 options를 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남측과 북측으로의 확장에 대한 의견을 다음 항에 요약하 

였다‘ 검토 자료는 현재까지 유효한 압질특성과 단열대 분포특성만을 사용하였 

기 때문에 자료축척과 함께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4 남북방향으로 확장하기 전에 고려될 수 있는 B지역에서의 확장은 KB-1과 

KB- ll공 위치하는 지역으로 KB-1공은 상부구간에 한정하여 파쇄대가 발달하 

고 있으며 하부는 양호한 암질이 분포하고 있고， KB-ll공은 큰 폭의 단열대가 

발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222, 

경3， 223의 단열대를 경계로 하는 암반으로 확장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z36 단열대의 특성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5 동굴처분장의 가용면적의 확보를 위하여 북측으로 확장 할 경우는 221 , 232와 

222으로 형성된 암반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납측보다는 넓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특히 232 서측의 화강앙 경계까지 확보될 경우 연적 변 

에서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시추공에서 인지되는 다소 불량한 암 

질과 많은 단열대의 분포로 미루어 양호한 암질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북측 

올 포함한 처 분장 가용암반블록은 221 , 232, 233, 223으로 구성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는 예상 핵종 이동을 위한 지하수의 주 유동로는 221. 

222, 223로 설정되며， 222는 지하수 유동로 외에 처분장 건설올 위한 단열대의 

역학적 특성도 상세히 파악되어야 한다 

6 남측으로의 확장방안은 KB-6과 7공의 양호한 암질에 의거하여 z38 단열대까 

지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확보되는 암반의 면적이 적은 단점이 있다 이 경 

우의 암반블록은 222, 233(KB-8꽁 동편의 암종 경계)， 238올 경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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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측의 암종경계가 확인되어야 하고， 223단열대의 규모와 수리적， 암반 

역학적 특성이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KB-6의 피압조건이 처분장 

의 수리적 경계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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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반수리 지 질 (Bedrock Hydrogeology) 

3.1 예비조사결과 

후보부지일대는 coastal끼owland지역으로 100 - 250m의 잔구성산지를 이루고 있으 

며， 잔구성 산체와 하천올 따라 발달된 넓은 선상지 계곡올 형성하고 있는 지형적 

인 특성으로 독립규모의 수리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상기와 같은 지형에서의 

수리지질체계 형성은 남쪽과 북쪽은 대종천과 나아천올， 북서부는 구길리와 상라리 

를 잇는 저지대를， 남동부는 통해안으로 경계를 하는 약 16 krn2 면적의 지하수체계 

를 설정할 수 있다-

4개의 시추공에서 관찰되는 표토층의 두께는 4 - 10m의 범위이며， 풍화대가 발달 

된 구간은 8.4 - 18.6 m 범위로 분포하나 국지규모의 단열대 발달로 수리토양층의 

경계가 쉽게 인지되지 않고 있다 단열대의 수리전도도는 1.3x10 8 - 3.7x lO"6 rn/s 

의 범위로 추정되고 암반매질의 수리전도도 값은 2.8x lO"g - 1.7x lO"6 rn/s로 계측되 

나， 이러한 팡범위한 모압의 투수성범위는 수리시험구간에 포함되는 단열대나 소규 

모 단열의 분포특성으로 판단하고 있다 

봉길리 주변의 지하수 함양지역은 저지대를 제외한 모든 지표연을 지하수함양지역 

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함양지역으로 유입된 지하수의 기저유출은 주변의 나아천 

과 대종천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해안으로 배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3.2 보완조사자료 분석 

보완조사 시 조사된 수리시험은 시추공에서 실시된 구간별 정압주입시험과 222 단 

열대 주변에서 계획된 수리간섭시험이 있다 또한 DEM(Digitizec! Elevation ModeIl 

자료에 의한 삼차원적 지형분석과 조사기간 동안 시추공에서 수행한 지하수위변화 

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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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단일공 수리특생 

현장에서 실시된 수리시험은 정압주입/수위강하시험(constant injectionlfall-off test) 

으로 이중패커를 이용하여 상부 케이싱 설치구간올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실시하였 

다‘ 수리시험구간은 주로 7m 간격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9 - 10m 간격으로 실시 

되었다 주입압력은 주입 중의 안정화를 위하여 물탱크를 설치하여 정 수두압(약 

2.5-4.0 kglcm2)올 사용 하였으며， 유량계의 계측범위는 최소 0α)()1 .f /min부터 최 

대 4.0 .f /min 범위로 구성되었다 수리시험자료는 주입단계와 주입 후 수위강하 단 

계로 구분하여 계측되었다 매질의 수리전도도 계산은 정압주입시험의 경우 

Moye(l967)에 의한 해석식을， 수위강하시험의 경우에는 Hornor plot 법올 적용하여 

수리전도도가 산출되었다 본 수리시험에서는 현장 여건상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 

루어진 시험이므로 주입융(q)은 일정유동(constant flow) 경계조건일 경우에는 평균 

유동율을， 주입시험 종료 시정에서도 계속 주입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정의 주입융이 적용되었다. 

총 107~ 조사공， 전체 잃6개 구간에 대하여 FIL(Fixed Interval Length) test가 수행 

되었으며， 본 단일공의 수리특성분석은 현장시험결과 보고서에서 분석된 정상류의 

수리전도도 값만을 활용하였다 현장시험 자료 중 보고서 작성 시에 유효하였던 8 

개 공의 191구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암의 투수성 분석 시에는 구조적 특성이 

불확실한 3개 구간의 자료는 고려하지 않았다 

처분장 모암에 대한 투수성은 분석된 자료를 공간적 관점으로 검토하였다. 모암의 

투수성 분석에 이용된 수리시험 자료는 부지에서 예상되는 대규모 주요 지하수 유 

동로(deterministic deformation zones)가 직접 판통되지 않은 암반블록 내의 자료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각 시추공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따쇄구간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이 실제 주요 유동로에 해당하거나 그들로부터 분기되는 구조인지는 현재 자료 

로 확인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각 시험공의 core logging sheet와 core 사진에서 확인 될 수 

있는 투수성 구조들을 크게 crush zone, fracture c1uster, bedrock fracture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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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기에서 crush zone은 단총비지의 유무에 따라 cohesive, incohesive crush 

zone으로 세분하였다‘ 이들 구조 중 crush zone과 fracture cluster가 본 부지에서 

수리지질학적 개념으로 HCD(Hyclrau!ic Conductor Domainl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현 단계에서 불가하지만 이를 HCD로 구분하였고， 암반단열 (background 

fracturesl 분포구간은 수리지질학적으로 HRD (HydraLÙic Rock Domain)로 구분하 

여 암반(rock massl의 투수성특성으로 분류하였다 

후보부지의 암반 투수성은 전체 시험자료에 대한 평가， 수평적으로는 단위 암반블 

록 (A, B, C 지역)별 평가，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심도에 따른 투수성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모암의 투수성 

모암의 투수성은 8개 시추공에서 시험된 188개 투수성자료에 근거할 때 다음과 같 

이 요약되며， 정량적인 자료는 <그림 3.1 >과 <표 3.1 >에 제시하였다 

• 모암의 유효수리 전도도(crush zone, fracture cluster, beclrock fracture 분포 영 

역 모두를 포함l ， KE : 5.57x lO•8 m/s 

• Cohesive crush zone의 KE : 8.59x lO-8 m/s 

• lncohesive crush zone의 KE : 1.07x lO-7 m/s 

• Fracture 미uster의 KE : 8.49x lO-8 m/s 

• HRD의 KE : 4.42 x 10-8 m/s 

현재 까지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본 지역의 HCD의 투수성은 HRD보다 2 - 2.5~H 

의 높은 투수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계측되는 화강암지역의 HCD와 

HRD의 투수성 차이인 2 - 40rder와는 다른 특성올 나타내고 있다. 

또한 HRD의 수리전도도의 확률밀도합수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며 이는 <그림 

3.2>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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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thmetic mean 

• Geometric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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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 

수라전도도의 산술명균， 기하펑균， 중앙값， 최 

HRD 

기하명균， 

FC 

산술평균， 

ICZ 

수랴전도도의 

CCZ 

unit별 

〈표 3.1> Hydrogeologic unit별 

대， 칙소값 

Host: rock 

〈그립 3.1> Hydrogeologic 

최대， 최소값 

Crush Zone 
Host rock FC HRD 

CCZ ICZ 

No. 01 data 188 42 11 9 126 

Arithmetic mean I.09E애IU 1.34E-OU 1.87E애'7"' 9.43E-æ", 9.54E-08"' 

otSD 1.62E매7 1.06E메7 2.89E메7 3.58E-æ 1.88E애7 

Geometric mean 5.57E-OO 8.59E-08 I.09E애7 8.49E-æ 4.42E애8 

Median 5.97E매8 1. 13E-Q7 I.06E매7 I.09E-07 4.80E애8 

Max I.05E녁J6 4.43E메7 I.05E-ü6 1.21E-07 I.OI E녁J6 

Min I.44E-09 4.01E• 19 I.38E-æ 2.99E-æ 1 .44E녁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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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리전도도 범위 

〈그림 3.2> HRD의 

지역별 수려특생 

수리영역별로 수리전도도의 차이가 크 인지되는 바와 같이 모암의 투수성에서 상기 

지 않아서 지역과 심도에 따른 특성분석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별 

분포하며， C지역이 가 수리전도도가 가장 낮게 

장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3.2>) 

로는 기하평균값에 의하면 B지역의 

있으나 넓은 A와 C 지역은 다소 차이는 그러나 심도별로 도시한 〈그림 3.3>에서 

얼반적 경향을 수리전도도값을 보인다. 심도에 따라 수리전도도가 낮아지는 범위의 

따르는 것으로 보이나 뚜렷하지가 않으며， 그 감소율은 A 지역이 상대적으로 C 지 

수리전도도는 영역의 하부 EL.-l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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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A 즉， 나타난다. 크게 더 역보다 



5.00E- 08 m/sec 정도일 것으로 예측된다.B 지역은 10 7m/s에서 cut- off 현상이 나 

타나고 있다. 이는 수리시험 장비 중 유량계， 패커 또는 조사자의 오류에 의한 결과 

로 사료되며， 본 분석에서는 저투수성구간은 정상적으로 계측되고 다만 높은 투수 

성구간의 계측자료가 미흡하다는 가정 하에 일반적인 수리특성 분포를 해석하였다 

지역별 수리특성은 3.3절에 기술하였다‘ 

〈표 3.2> 수리 전도도의 지 역 별 분포특성 

Block A Block B Block C 

No. 01 data 50 83 58 

Arithmetic mean 1.65E-071o 6.47E-ü81o 1 .89E애7t: 

土so 2.74E-07 3.85E-08 1‘8OE-07 

Geometric mean 5.97E-08 4.41 E-08 1.1 8E-07 

Median 4.88E-08 5.60E-08 1.36E-07 

Max 1.05E-06 1.24E-07 7.91E애7 

Min 3.97E-09 l.44E-09 4.70E-09 

심도별 수랴특성 

심도별의 수리전도도 값은 가능한 현재 분석되는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별로 

도시하였으며，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였다(<그립 3.3>) 일반적인 심도에 따른 수리 

전도도의 감소는 GL -250m까지 변화가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고 있다.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하여 수리전도도 계측 자료， BHTV에서 도출된 암반단열 

과 HCD 분포 자료를 〈그립 3.4 - 3.6>에 함께 비교하였다 각 시추공에서 분석된 

자료 중 KB-IO과 11공의 자료는 각 시험구간별 차이정올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 

러한 특성으로 보아， 시험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며， 지역별 수리특성에 기술 

하였던 B→지역의 수리시험의 문제정은 상기 두개 공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시추공의 특성 중 C 지역에 설치된 KB-13과 14공의 투수성은 전반적으로 

타 시험공 보다 다소 높은 투수성을 나타내고 있어， C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 

수성은 전 성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임올 시사하고 있다- 심도에 따른 수리특성은 

3.3절에 추가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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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채채 분포 대비 (C지역) 〈그립 3.6> 심도별 수라전도도 및 

수라특성 3.2.2 간섭시험 

중단되어， 보고서 작성 시 까지 시험자료가 도 수리간섭시험 이 의하여 

출되지 않았다 

현장여건에 

3.2.3 삼차원 지형분석 

영역에 대한 지형분석은 ERDAS IMAGINE 8.3 프로그랩파 DEM 자 부지규모의 

고도분포， 경사변의 경사도 및 경사방향에 대한 수행되었고， 지형의 료를 이용하여 

요약된다(<그림 3.7> ).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100m가 28.0%, 고도분포는 EL. 50m 이 하가 26.3%, 50 해석영역 내 지형의 。

100 - 150m는 25.1%, 150 - 225m는 20.6%로 비교적 저지대에 해당함 

차지하고 

급비탈면은 2.4% 내외임 

46.9%를 구릉지가 전체면적의 미만의 

20 - 40。의 다소 험한 산지는 50.7% ， 40。이상의 

띠
 써 

완만한 20。경사도는 지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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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의 경사방향은 E, SE, S, SW방향계열의 비율이 13.8 - 15.9%로 다른 방 

향계열에 비해 다소 우세함 

3.2.4 지하수위 분포 

지하수위분포는 지하수 유동체계를 해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며， 지 

하수유동량과 유동방향에 특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조사된 수리자료가 도출되지 않 

은 지역에서는 지하수위가 지형과 평행하게 발달하였다는 가정 하에 지하수유동체 

계를 해석하게 된다. 

지하수 유통속도는 지하수위 분포， 상부지하수대의 구성 물질， 함양량 그리고 기반 

암의 수리전도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하수유동량은 기반앙파 투수성 구조의 특성 

그리고 수리지질 domain의 수리전도도 특성을 고려하며， 수리경사에 선형적으로 비 

례한다는 Darcy법칙에 의하여 계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암반지하수에서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열대 내의 지하수유동로는 유통로의 폭이나 지하수 저류 

체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운이다 또한 암반에서의 지하수위는 지형과 

다르게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조사기간 중에 계측된 지하수위의 변화는 〈그립 3.8 - 3.10>에 도시하였고， 지하 

수위 둥수위도는 〈그림 3.11>에 제시하였다 지하수위의 분포특성은 다음 절에 기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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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리지질특성 및 추후 조사방안 

3.3.1 기본적인 전제 조건 

지하수유통의 기본적인 체계는 함양지역과 배출지역을 포함하는 3차원적 지하수유 

동 단위로 정의되며， 이러한 지하수체계는 수리지질환경 요소인 지형， 지질， 기상학 

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형적인 요소는 유동체계의 경계형태와 지하수 유통 

력을 결정하게 되며， 지질요건은 지하수 부존량 및 형태， 유동량과 유동로를 지배하 

게 되고， 기상학적 요소는 대상지역의 지하수분포와 양올 결정하게 된다. 일반척으 

로 지하수체계특성은 상부와 하부 지하수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게 된다 

상부지하수대 특성은 단순한 균질퉁방성 (isotropic， homogeneous)의 다공성 연속체 

(porous continuum) 매질이라는 가정 하에 해석， 명가될 수 있다 균질퉁방성의 다 

공성 연속체를 전제로 한 유동개념은 다공성 매질에 대한 수리전도도， 공극륜， 지하 

수압 둥 수리상수들이 공간적으로 분포하는 연속함수에 근거를 둔다. 또한， 이때 사 

용하는 수리상수들은 명균치를 사용하게 된다. 하부의 암반지하수대에서는 상부지 

하수대와는 달리 분리단열망(Discrete Fracture Network)올 통한 유통개념으로 다 

루어지고 있다. 분리단열망 개념은 지하수가 격리된 부존체계 (hydraulic 

compartrnen t)로 존재하며 한정된 투수성 단열을 통하여 지하수유동이 이루어지고， 

유동량은 유동경사， 단열망의 연결성 및 단열수리특성 둥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전 

제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하수유동체계는 복합적인 분리 단열망 특성과 다공성 매 

질특성， 그리고 외적인 지하수 유동력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지하수체계의 수 

리적 특성은 규모에 따른 수리 동력학적 특성에 의하여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암반에서 지하수유통파 오염물질이동에 대한 해석대상은 수 m에서 수 

km에 이른다. 그러나 복잡한 지질학적 현상에 의하여 형성된 지하수체계의 공간적 

변화로 일부 유동영역(f1ow regime)의 지하수흐름 파악만으로는 전 지역의 유통특 

성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현장에서 제한된 위치와 심도에서 수행되는 수 

리시협의 해석은 더 큰 규모의 암반이나 작은 규모의 암반에 대한 신빙성 있는 수 

리지질학적 특성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론적인 방법도 단열암반의 구조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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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성과 수리인자의 다양성 때문에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 

적인 수많은 조사와 계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모든 규모와 위치에서 지하매질에 대한 정확한 수리특성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 

며， 현장조사 자료에 근거한 다양한 해석 (multiline interpretation)과 수리지질학적 

개념을 도출하는 방안으로 부지특성이 해석되고 있다. 규모에 따른 수리인자에 대 

한 문제점은 실험실 자료와 controlled 현장시험자료， 주변의 지하수화학특성자료의 

종합적인 평가로 해결하고 있다. 

3.3.2 보완조사 후 수려지질특성 분석 

보완조사 시 도출된 수리지질 자료는 시추 중에 변화하는 지하수위 계측과 시추공 

에서 실시한 구간별 정압주입시험자료이다‘ 따라서 처분장부지의 수리지질특성은 

아직까지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보고 있는 단계로 이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특성 

을 기술하였다 지하수의 자연수위 (baseline water table)는 지형분석 결과에 의하여 

100m EL를 기준으로 고지대와 저지대로 구분하였다. 고지대 (> 100m EL; KB- 16, 

16-1)에서는 지표 하 35 - 45m의 범위를 보이며， 저지대 (<100m EL; KB- lO, 7, 9) 

는 19 - 24m 지표하부에 형성하는 것을 각 지대의 대표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파쇄대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 KB-8, 15, 16-2공(97.8 - 110.5m EU은 

지하수위가 지표 하 3 - 10m에 위치하는 매우 높은 지하수위가 계측되고 있다 저 

지대의 KB- 11공은 지표 하 30.5m로 대표치 보다 낮게， KB-13과 14는 지표 하 

12.8 - 14.1m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추작업에 의한 지하수위 교란 후 

안정수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KB←16→l은 지하수위의 지속적인 강하 후， KB-8공 

은 지속적인 상숭 후에 두 개 조사공의 수위가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 

한 특성이 두 조사공 간의 수리연결성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추가 조사에 의하여 밝 

혀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B- 16-2, 11, 10공에서는 지하수위의 안정이 단계적으 

로 일어나고 있는 경향에 대한 수리특성도 추가 조사 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제한된 지하수위자료에 제시되는 둥지하수위도는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자연수위는 

지형고도와 I영행하게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내나， KB- 1, 2, 3, 4, 5, 6공의 지하수자 

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분포를 알기에는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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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위 변화자료가 시사하는 수리지질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며， 부지특성조 

사 시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지금까지 나타나는 지하수위특성을 미루어 파쇄대 발달지역이 다소 높은 지하수 

위가 분포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 KB-16-2와 8공의 수리적인 연결가능성은 단열대 분포， 특히 233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정밀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 KB- 4, 5, 6공의 피압 상태를 고려 할 때， 본 지역의 지하수위분포특성은 지형과 

지질구조의 분포에 의하여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남부지역의 피압 지하수 

대 분포는 처분장의 수리경계로 유리한 조건여부에 대한 추가분석이 필요 시 된다. 

현재 까지 분석된 자료에 의하연， 본 지역 모암의 투수성은 HCD와 HRD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계측되는 화강암지역의 투수성 차이 (2 - 4 order 차이)보다 매우 적게 

냐타나고 있으며， 각 수리단위 (Hydra띠ic units)별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전체 모암의 유효수리전도도， l<E : 5.57x1O•8 m1s 

• HCD (Cohesive crush zone) 의 KE : 8.59x 1O-8 m1s 

• HCD (Incohesive crush zone)의 KE : l.07xlO 7 m1s 

• HCD (Fracture c1uster)의 KE : 8.49x lO-8 m1s 

• HRD의 KE : 4.42 x 10-8 m1s 

이러한 결과는 본 지역에 발달된 투수성구조(HCD)의 각 units는 대체적으로 

O.2-1m의 폭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unit가 연속되거냐 sw없π1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시험구간인 7m의 δxed interv머로는 뚜렷하게 분리 될 수 없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향은 예비조사 시 실시한 4개 조사공의 수리시험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지특성 조사 시는 일률적인 fixed interval 보다는 시추공 

의 단열 발달특성에 따라 주입구간올 조정하여 HCD와 HRD의 구간올 보다 뚜렷 

이 구분하여 수리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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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결과에서는 HCD와 HRD의 수리전도도분포가 각 수리영역에서 매우 넓은 

범위로 계측되어 영역의 특성을 분리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정량적인 

수치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수리영역별과 각 HCD의 unit별로 뚜렷하게 분리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본 지역에서 가장 높은 투수성은 lncohesive Crush Zone으로 

인지되며， Cohesive Crush Zone은 단열충전물질로 인한 다소 낮은 투수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충전물질의 예비분석에서 도출된 montrnorillonite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특성을 알기 위하여 수리시험자료와 BHTV자료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일차적으로 냐타는 경향은 Cohesive Crush 

zone(CCZ)은 매우 낮은 투수성을 보이고 Incohesive Crush zone<ICZ)과 Fracture 

c!uster(FC)은 다소 높은 투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자료로 처분장지역의 투수성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심도별로 나 

타나는 수리변화 경향은 A지역은 상부구간 (>l00m GL)이 넓은 폭의 투수성범위를 

갖고 있으며， 저투수성 구간(<10-8m/s)이 다소 분포하는 반면， B 지역에서는 GL 

• 150m 하부구간에서 저투수성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B 지역이 많은 구간이 

낮은 투수성을 냐타내는 것은 시추공에서 관찰된 양호한 암질특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사료된다‘ C지역의 수리자료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투수성을 도시하고 있 

는 것은 암질의 변화가 섬하지 않은 것으로 명가되며 다소 높은 투수성영역을 나 

타내는 것은 KB→13과 14공에 발달된 파쇄대의 분포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간주된 

다， 이에 대한 특성도 현재 분석 중에 있는 BHTV 결과와 수리시험결과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섬도에 따른 수리전도도의 감소는 본 지역의 현재 조사 

결과로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리전도도의 분포는 주로 시추공과 교차하는 투수 

성구조와 관련된 경향올 보이고 있다 뚜렷하지는 않으나 암반단열보다는 HCD의 

분포와 보다 높은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암반단열과의 관계에도 üpen 

fracture 보다는 어느 특정 단열조(fracture set)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었 

다 이에 대한은 정밀분석은 현재 수행 중이다 

61 



4. 지구화학 (Geochemistry ) 

4.1 예비조사결과 

금번 부지 보완조사에서는 지구화학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사부지를 포 

함하여 월성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기존의 지화학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부지 주변 지표수 및 지하수에 대한 기존 수리화학자료는 전무하다. 다만 월성 원 

전주변 환경 감시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삼중수 

소와 C- 14 분석이 보고된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93; 1994; 1997)‘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월성 원전 주변 지표수， 지하수 및 해수에 대하여 산소 및 

수소 안정동위원소와 삼중수소 함량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미발표자료) 이번 보 

고서에서는 보완조사 시 수리지질조사와 더불어 수행되었던 자료와 함께 이틀 동위 

원소자료들을 제시하였다 

4.2 조사내용 

예비조사 뿐만 아니라 금번 보완조사에서도 부지특성조사항목에 지구화학조사가 포 

함되지는 않았지만， 부지특성조사와 관련하여 지하수 유통체계 해석에 있어서의 보 

완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 부지특성에 따른 핵종이통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부지에 대한 지구화학 특성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금번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수리지질조사와 함께 예비적인 지구화학조사를 수행하였 

다. 부지 주변 환경에 대한 지구화학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시추 

꽁 지하수 및 주변 지표수에 대한 수리화학조사 및 동위원소 특성 조사를 수행하였 

고 아울러 시추코아률 이용한 암석 · 광물조사를 병행하였다- 시추 및 수리시험 일 

정 둥의 외부요인에 의해서 체계적인 시료채취 및 현장분석이 수행되기 어려웠지 

만， 최대한 현장특성올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기초적인 

현장분석 및 실내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지역 내의 시추공올 중심으로 한 기초조 

사이지만，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비적인 부지 주변의 지하수 화학 및 지화학 특성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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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였고， 지하수의 체류시간 및 지화학모델 둥의 추후 요구되는 조사내용과 관 

련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우 선 보완조사를 위하여 굴착된 137ij 시추공 중 시료채취가 가능한 107ij 공에 대하 

여 암석 · 광물 조사를 위한 모암 및 단열광불시료를 채취하였다 코아시료 채취 시 

대부분 시추가 진행되고 있거나， 시추는 완료되었지만 쿄아로깅이 완료되지 않았으 

며， 추후 본조사시 세밀하고 체계적인 시료채취가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 

단열대 부분의 코아시료를 최대한 교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들에 대한 현미경관찰， 광물분석 및 화학분석이 수행되었다 암석 및 

광물시료에 대한 광물감정 및 화학분석은 단기간에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금 

번 보완조사기간 내에 충분한 결과를 얻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상당부분 현재 분석 

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기초적인 결과만을 제시하였지만， 추후 

부지특성 보고서에서는 모든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지역내 자연수에 대한 수리화학 특성 조사를 위하여 부지 주변 지표수 및 지하 

수에 대한 시료채취가 이루어 졌으며， 이들에 대한 현장측정， 화학분석 및 해석이 

수행되었다. 지하수시료채취는 가능한 한 보완조사의 시추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 

으나， 시추코아 시료채취 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추공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조사기간 중에도 시추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BHTV 검층과 수리시험이 진행 중 

이었기 때문에， 일부 시추공을 제외한 시추공 지하수에 대한 수리화학조사가 이루 

어졌다 본 조사에서는 더블패커를 사용하지 않고， 예비적으로 나공상태의 시추공지 

하수를 양수펌프(Grundfos사. Denmarkl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일부 시추공지하수 

는 약 30m 간격으로 심도별로 채취하였다. 지하수의 수리화학조사 시 원칙적으로는 

지하수 본래의 화학조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추수 둥 인위적인 영향올 받지 않은 

자연 상태의 지하수 시료채취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추일정과 함께 지하수 

시료채취 및 추후 모니터령을 위한 사전계획이 조사단계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기 

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금변 보완조사에서는 지화학조사가 포함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 초기부터의 체계적인 지화학조사가 수행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시추공 지하수 시료가 초기 시추수의 지화학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 정도를 추정하기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지 

- 63 -



화학 조사결과의 해석은 자료자체의 해석결과 보다는 부지특성 조사 시 지화학적 

조사 및 해석기법의 활용제시 측면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4.3 현장자료 분석 

자연수의 지화학조사를 위하여 2α)5년 12월에서 2α)6년 l월에 걸쳐 총 32개 지점에 

서 37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추공 지하수는 보완조사를 위하여 착공된 13개의 

시추공중 BHTV 검충 및 굴착 퉁 현장 사정으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시추공올 제 

외하고， 8개의 시추공에서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이 이루어 졌다. 일부 시추공 

(KB-5, 9, 11)에 대하여는 Grundfos 혐프와 Kemmerer Well Sampler (Model No. 

l잃0， Wilc피fe사， USA)를 이용하여 심도별로 시료채취를 하였다 KB-6공의 경우는 

현재 피압된 상태로 지표에서 쉽게 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시추공 지하수 이외 

에 부지주변에 식수 둥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지하수공으로부터 지하수를 채취하 

였다- 이들 지하수공의 섬도는 150 - 20αn 로 알려져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또한 주변 지표수계에서 9개의 지표수를 채취하였으며， 시추공지하수와 시추수와의 

화학특성올 비교하기 위하여 7개의 시추주입수를 채취하였다. 금번 보완조사 시 물 

시료의 채취 위치는 <그림 4.1>파 같으며， 지하수 및 지표수 시료채취 현황은 〈표 

4.1 >에 정리된 바와 같다 

채취된 물 시료는 화학분석 및 동위원소분석을 위하여 간이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셀룰로스 질산염 막펼터 (0.45μm)를 통과시켜 부유물질을 제거하였다， 양이온 분석용 

시료에 대해서는 유기작용과 금속 이옹들의 침전 및 용기 내 홉착올 막기 위해 농 

질산을 첨가하여 pH를 2이하로 유지하였으며 이후의 분석을 위해 폴리에틸렌 용기 

에 담아 냉장 보관하여 실험실로 옮겨졌다 온도， 수소이온농도(pH) ， 산화-환원전위 

(Eh), 전기전도도(EC) ， 용존산소(DO) 둥， 물리화학적 특성자료는 채수 시 현장에서 

Orion사의 pH probe (9107WP), Combina디on redox electrode (9678BN), 

Conductivity cell (013010), DO probe electrode (083010)의 전극을 사용하여 M띠디 

parameter meter (Orion 1잃0)로 현장에서 보정한 후 채수와 동시에 측정하였으며， 

알칼리도 (alkalinity ) 역시 현장에서 산중화 적정법으로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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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1> 시료채취 위치도 

〈표 4.1> 시료채취 시추공 및 현황 

Sample Sampling Borehole Sampling 
Name Date depth (m) depth (m) 

주변지 하수 

구이구이 16-Dec-05 200.0 30 
윗봉길 16-Dec-05 10 
해 CC는집 16-Dec-05 150.0 30 

나산리 노인정 16-Dec-05 10 
시추공 

KB-5 2005-12-28, 2006-01-11 160.1 30. 120 
KB-6 2005-12-28, 2006-01 -11 117.3 30 
KB-7 220.7 
KB-8 11 -Jan-06 164.9 30 
KB-9 2005-12-28, 2006-01-11 235.6 30, 60, 90, 100 

KB-10 11-Jan-06 230.0 30 
KB-1 1 11-Jan-06 230.0 31 , 225 
KB-13 11-Jan-06 225.5 30 
KB-14 11-Jan-06 221 .0 
KB-15 11-Jan-06 27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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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료의 주 원소 및 미량원소 함량은 기초과학지원연구소에 의뢰하여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분석기 (ICP- AES, Shimadzu ICPS- 11000 1m와 유도결합플라즈마질 

량분석기 (ICP- MS, FISONS PlasmaTrace)로 분석하였고， 음이온 함량은 한국왼자 

력연구소(KAERI)에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IC, Dyonex 50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오차범위는 상대오차 :t5%이다， 환경동위원소인 õD은 질량분석기 Micromass 

OFrIMA, 6l8O 및 Õl3C는 VG SIRAII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오차는 각각 

土 1.5%0， %00.1%0이다 물 시료의 산소동위원소분석은 25"C(土0.1 "C )에서 울시료와 동 

위원소교환반웅을 거친 CÜ2 gas의 180/60를 측정함으로써 구하였다. 수소안정동위 

원소분석올 위하여 먼저 물 시료로부터 아연반웅제를 사용하여 45O"C조건에서 환원 

반용을 통하여 수소가스를 얻는 Zn 환원법올 사용하였다. 삼중수소(미디um)는 한국 

원자력연구소내 액체섬팡계측기 (Model Parkard Tricarb 2'ηOTRlSLl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연수는 극미량의 삼중수소를 포함하고 있어 모들 시료는 Tritium 

Enrichment System에서 약 8일간 농축과정을 거쳐 시료 600g올 20g으로 놓축하여 

계측하였다 농축된 시료를 10m! 취한 후 UIσagold LL T (Parkard사) lOml를 가한 

혼합용액올 만들어 액체섬광계측기에서 각 시료당 20분씩 25회 계촉하여 표준용액 

(NBS 4926 회석 액)과 비교하여 TU (Tritium Unit)로 환산하였다， 분석오차는 

土0.3 TU이다. 자연수 시료 및 광물의 열역학적 계산은 SOLVEQ 컴퓨터 프로그랩 

CReed, 1982)의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4.3.1 수리 화학특성 

현장측정 

부지 주변 자연수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는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시추공 지하 

수는 13 - 18"C의 거의 일정한 온도 범위를 지니며， pH는 6.1 - 11.8로 다양한 조 

건을 나타낸다. 지하수의 전기전도도 (ElectricaI Conductivity)도 100 - 4，αxl II 

S/cm로서 넓은 범위를 보이며， 이는 일반 화강암지역 지하수에서 산출되는 지하수 

에 비해 매우 높은 용존이온을 함유하고 있음율 지시한다. 지하수의 용존산소는 비 

교적 낮은 값(0.1 - 5.7 mg!L)을 보여주며， 산화 환원전위 (Eh)는 - 322 - +5OrnV 

범위로 넓은 범위를 보여준다 산화-환원반용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뢰 

성 있는 측정값올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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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금번 조사에서는 현장여건 둥의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산화 환원전위 측정을 위한 시간적 여건을 만족할 수 없어서 측정결과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장에서 측정한 온도 ， pH, 알칼리도 자료로부터 

SOL VEQ (Reed, 1982)를 이용하여 계산한 시추공 지하수의 이산화탄소 분압 

(PC02)은 10 2.9 - 1O-L3atm으로， 국내 기 타지 역 에 서 나타나는 일 반적 인 지 표수나 천 

부지하수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인다. 

이들 현장측정 자료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지하수의 pH와 전기전도도 

의 상관관계의 경우， 일부 낮은 pH (약 6.1 - 6.5)에서 높은 전기전도도를 보이는 

것이 특정이다(<그림 4.2>). 해안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높은 전기전도 

도는 해수의 혼합으로 설명되지만， 해수의 pH가 약 8.2을 고려한다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전기전도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즉， 뒤에 기술될 시추코아에서 관찰 

되는 바와 같이， 부지 내에는 단열에는 황철석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경우에 따라 

서는 맥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이들과의 반웅(황철석의 산화반응) 

에 의해 pH가 낮아지며， 전기전도도를 높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석촌 

리 시료의 경우에는 지표수임에도 불구하고 pH가 4.6을 나타내며 Eh 또한 119mV 

로 매우 높은 산화값을 나타내어 광산주변의 산성폐수의 영향올 받은 지표수 특성 

을 보여준다. 이는 뒤에 설명할 이온종의 함유량과 일치한다. pH와 산화→환원전위 

(Eh)와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인 지하수에서는 pH가 높아질수록 산화-환원전위가 낮 

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나 조사지역의 경우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그림 4.2>) 또 

한 일부 시추공지하수에서 높은 pH가 확인되는 바(KB-8) ， 이는 시추 시 그라우팅 

에 의한 영향으로써， 지하수가 시멘트물질과 반응하여， 수화작용에 의해 높은 pH를 

보이며， 결파적으로 지하수의 화학조성올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인위적인 오영이나 외부로부터 pH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 

지 않올 경우， 지하수의 pH변화는 물-암석반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강우가 대 

기와 반웅하면서 지표로 도달하게 되연 대기중의 0.03%인 이산화탄소와 반웅하게 

되어 pH는 약 5.6이 되고 이때 강우의 용존 이산화탄소분압은 이론적으로 10-3.5기 

압이 된다 이러한 약산성인 강우는 토양 및 암석 퉁 다양한 지질매체와 반웅으로 

pH는 상숭한다 토양충에 침투한 강우 또는 지표수는 유기물의 분해 및 식물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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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_2> 현장측정 자료들 간의 상관관계 (pH vs EC and pH and Eh ) 

홉작용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반응하게 된다. 이때의 토양수의 이산화탄소 분압 

은 약 10-2 .5- -0.571 압으로 높아지며 pH는 약 4.5를 가지게 된다 토양충올 거쳐 낮은 

pH를 갖는 지하수는 지하 암반내로 유입되연서 물의 유동통로인 단열과 파쇄대내 

에 존재하는 광불과 반응하게 된다 즉， 기반암인 화강암의 주 구성광물인 장석류 

및 운모류와 지하수가 반웅하게 되연 규산염광물과의 반용을 통하여 수소소모반웅 

이 진행되어， Na, K, Ca, Mg 퉁 알칼리 및 알촬리토금속원소와 Si가 접진적으로 

지하수에 용해된다 결과적으로 pH는 상숭하게 되고， 이용함량은 정진적으로 중가 

하게 된다， 조사 지역에서 산출되는 pH범위를 갖는 지하수의 지화학적 생성과정은 

상기와 같은 과정의 다양한 정도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수리화학 

부지 주변의 시추공지하수， 일반지하수， 지표수 및 해수 시료들의 주성분 및 미량원 

소의 함량이 <표 4.2>에 정리되 어 있다. 총용존고체 (TDS)함량은 지하수가 93.2 -

1,458 mg;L(시추공지하수는 1'2:7.7 - 1.458 mg!L), 지표수는 해수영향을 받은 하서 

교 시료를 제외하고 85.6 - 267.3 mg;L올 보인다 주요 용존이온올 살펴보면 시추 

공 지하수의 경우， 양이온은 시추공에 따라 Na 혹은 Ca가 우세하고， 음이온은 Cl이 

주요 용폰이온엄올 알 수 있다 이밖에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Br이옹이 모든 지하 

수 시료에 소량 용존되어 있는 것이 특정적이다 미량왼소는 특정적으로 시추공지 

하수에서 Mn함량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KB-9와 KB- l1, KB-15공의 경우 Mn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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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Cu, Zn 둥의 중금속 함량이 매우 높아서 이들의 진화과정 중， 지하환경에서 

의 광화대와의 반웅과정올 예상할 수 있다 이 중 KB-9공의 경우는 시추과정에서 

해수가 혼합되었기 때문에 이의 영향이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æ 9 시추꽁지하수의 pH는 6.1 - 7.3으로 해수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 

나는 것은 시추코아에서 다량 관찰되는 황화광물과의 반웅이 전체적인 지하수화학 

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지표수의 경우 현장측정결과에서 pH 4.6올 나타내었던 석촌리 지표수가 AI, 

Mn함량 및 Cu , Zn 동의 중금속 합량이 높게 나타나서 전형적인 금속 광화대와의 

반용에 의한 특성을 보여준다 나중에 기술할 시추코아 자료에서도 전반적으로 황 

철석이 산재해 있으며 일부구간에서는 상당히 두께를 갖고 맥상으로 산출되는 것으 

로 보아， 조사지역내에 광범위한 광화작용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지하수에의 영향 

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연수의 유형을 분류하고 지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용존이온함량을 

Piper diagrarn( <그림 4.3>)에 도시하였다 상대적인 이온 함량의 특성을 보여주는 

Piper diagrarn상에서는 부지 주변 지하수들은 다양한 유형올 보여주며， 시추수 및 

해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Na-Cl형， Ca-HC03형， Ca-SO.형의 

광범위한 양상올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유형의 자연수들이 지하매질올 순환하연 

서 서로 상이한 지구화학적 환경 하에서 형성되고 다양한 정도의 해수영향올 받았 

음올 지시한다 그러나 이 중， KB-9공의 경우 특정적 인 Na-CI형올 보이지만， 시추 

당시 오염으로 판단되어 이들의 화학적 유형은 큰 의미가 없다. 지표수 역시 다양 

한 화학적 유형올 보여주어 다양한 정도의 해수영향올 받고 있음올 알 수 있다 

〈그림 4.4>에서는 주요 용존이온들의 분포특성을 조사지역 주요 음이온인 Cl 함량 

에 대하여 도시해 보았다. 대체로 Na, K, Ca, Mg 이온들이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 

으며 특히 해수영향올 지시해주는 Br과도 정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KB-9공의 

시료를 제외하고 다시 도시해본 그립에서는 Cl과 Br파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조사지역의 시추공지하수의 화학특성에서 보이는 CI과 Na, K, 

Ca, Mg 이온들 간의 정의 관계는 KB-9공을 제외하고는 해수의 영향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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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조사지역 지하수 및 지표수의 지화학분석철과 

Sampling Temp. Eh EC DO TOS Concentratlon (n앵니 pH 
Dale (t) (mV) ("51cm) (moll) (mgJ\.) Nψ'Ca NaJK Na K ca Mg 51 cr SO~ 2- NO~' 8r' F HC。ι cα‘ 

Samplo 
Name 
지하후 

구이구이 1용!Jec.{)5 3.0 
엇톨길 16-De<:-05 3.0 
빼또는짙 1 6-Dec애5 3.0 

나산리 노인정 16-Dec.05 3.0 
KB-5 28-Dec.o5 17.8 

KB.Q5(30m) 11 .Jan쟁 

KB.Q5(12Om) 11 .JarHl6 14.5 
KIHl 28←Deε-05 15.4 

KS.o6(30m) 11 .JarHl6 15.9 7.5 
K8.Q8(30m) 11 .JarHl6 14.9 11 .8 

KB-9 2ß.0ec.Q5‘ 4 6.4 
KB-09(30m) 11 ..Jan-06 15.4 6.1 
KE><l9(60m) ’1-Jan-06 
KB-<l9(90m) 11 -Jan~ 

KB-09{100m) 11 ...Jan..Q6 

KB-1어30m) 11.Jan-{)6 

K용11(31m) 11 .JarHl6 
KB-11 (225<끼 11 .JarHl6 
KB-13(30m) 11 .Jan.Q6 

K용1혀8m) 11 .JarHl6 
지요'1'밑시후후 

천긍*재소 16-Oec..QS 
덕동효 1용Dec-05 
굉징쿄 1 6-Decρ5 

석온리 16-Dec.05 
빼언*재소 1용Dec에5 

나이교 1용.()ec얘5 

석율 16-!Jec.{)5 
3.서교 1ß.0ec.Q5 

KB-6,7Á I.'I' 1 6-ζ>ee-05 

KIHl시후수 16-De<:.05 
KB-8시추수 28-Deι.05 

KB-10시4수 28-[‘<-05 
KB-13시후후 28-Dec-05 
KB-14시후수 26-De<:.05 
KB-15시추수 2ß.0ec.Q5 

구길교 하힌‘? 16-Dee.05 
에후 

대왕암빼수 11 .Jan-06 

17.9 

…… 

빼
 빼
 빙
 

…” 
13.3 
15.2 
14.3 

3.0 
3.0 ““ ” 
M 
M 
”” 

3.0 
3.0 7.3 
3.0 6.5 
3.0 7.5 
3.0 10.7 
3.0 7.2 

6.7 
6.8 
7.8 

3.0 
3.0 
5‘0 

16.9 

7.0 
7.0 25.9 
9.0 -27.3 
6.5 64.7 
7.9 -152.3 
8.2 
8.3 
7.2 

-288.6 
-178.2 
-190.2 
-177.4 
-322.5 
-160.7 
-206.0 

6.1 -227.8 
7.0 -237.5 
7.3 -239.6 
6.4 
6.5 

183.9 
-158.4 

6.3 -153.3 
8.2 용4.9 

9.2 -247.7 

야
 
”u 
% 
”” 
m 
N 

π
ω
 

”“ 

44.9 
56.7 
60.3 

119.0 
10.4 
29.8 
35.6 

-58 .7 
19.6 
25.8 

-112.0 
-178.5 
.153.8 
-164.7 
-115.2 
ξ9.8 

8.6 -200.8 

껴
 

뼈
 

η
 μ
 
g 
g 
% 
U 

”ι
 
” 
”“ 
9 

강
 야
 

m 
“
Q 

”” 

μ
 
”“ 

50.4 
““ “ 
“u “g 

잉
 

여
 때
 
…3 

m 
…… 

261 
258 
237 
239 

1092 
28∞ 5.7 

1.1 
3.0 

1458 
1271 
2177 
463 
297 

160 0.1 132.6 
391 2.4 283.9 1.32 
392 3.1 2n.8 1.13 

4.49 
0.39 

2410 
4190 

784 1.3 
467 1.1 

151 2.7 127.7 
2‘。 1 .9 214.9 

때
 뼈
 짧
 

뼈
 뼈
 @
얘
 

짧
 

m 

0.79 7.55 
0.73 9.45 

234.9 
1.22 
0.61 6.82 

39.5 

11 ‘3 

10.99 
15.45 
91.36 
11.25 
16.45 
18.32 
16.29 
18.32 
17.69 

0.13 2.39 22.31 350.3 
4.12 16.90 
2.65 14.17 
2.82 14.56 
2.19 15.24 
1.93 13.22 
2.70 14.17 % 

뼈
 쩌
 뼈 

때
 때
 뼈
 

…… 
…” 

뼈
 

…‘ 

뼈
 때
 짧
 뼈
 뼈 

w 

없
 뼈 
없
 없
 
% 

빼
 뼈 때 짧 없 없
 

μ
U
 

“” 
““ 
“” 
% 

잉
 
m 
““ ” 
”“ 
“… 
“N 

m 
…… 
m 
m 
…… 

…@ 

힘
 쟁
 
% 

없
 

때
 
” 
뼈
 
… … … 
째
 뼈
 뼈
 

% 

때
 때
 뺑
 뼈 뼈 뻐 때
 

뼈
 

없
 

혀
 

야
 
@ 

157 
2없XlO 

161 5.8 117.3 
194 5.7 148.1 
142 5.9 114.1 

‘9900 
1.2 31322 25.48 

뼈
 
띠
 뼈
 

375.7 
272.1 
476.4 

84.5 
50.0 

20.43 
36.00 
33.00 
27.53 
16.57 

뼈
 
% 

없
 뻐 쩌 뼈 빼
 없 앓
 없 앓 깨 없 뼈 뼈 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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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4.00 
1.64 21 .12 
2.31 0.39 
0.98 9.21 
2.41 27.07 
2.24 25.53 
2.56 25.89 
2.82 18.87 
2.67 18.45 
9.35 176.1 

22.23 91.2 
19.21 
32.73 

102.6 
169.0 

5.55 38.69 
3.78 25.90 
1.44 7.57 
5.58 27.30 
5.41 29.30 
1.16 6.13 
2.53 42.21 

1.14 10.98 
0.76 14.71 
1.34 15.58 
1.70 14.52 
0.83 2.41 ’ 40 9.69 
1.74 16.56 
303 250 

2.43 23.24 
4.19 29.23 
2.63 20.41 
1.58 13.23 
1.50 16.81 
1.51 7.08 
1.60 15.15 
1.34 13.04 

9642 388 378 

4.19 8.32 
5.38 22.33 
0.12 17.76 
2.27 9.83 
7.86 21.03 
8.17 22.13 
8.40 22.59 
7.94 22.40 
8.33 
0.20 10.51 
51 .5 10.8 

57.81 14.83 
97 찌 14μ 

17.94 19.00 
10.99 19.24 
2.22 25.11 

10.71 23.95 
10.80 24.27 

1.82 26.10 
4.n 14.77 

2.32 4.61 
2.61 5.63 
4.75 6.42 
3.74 21.85 
1.74 14.98 
2.46 8.82 
4.53 6.32 
597 1.64 
7.60 12.82 
9.20 11.06 
6.53 11.01 “ 7 11.09 
5.52 12.41 
3.1‘ 14.61 
4.93 14.56 
3.16 7.61 

1117 0.40 -

8.38 16.67 4.83 
14.02 26.65 0.19 
77.40 13.44 0.00 
9.46 9.23 6.99 

16.66 22.04 0.22 
16.63 22.17 0.05 
16.96 22.38 0.15 
23.09 18.38 0 ∞ 
22.33 18.73 0.06 
69.75 40.56 0.12 
725.0 
685.0 

1185.0 
209.00 
93.66 
19.71 
50.60 
50.40 
16.00 
18.52 

23.63 

17074 

137.1 2.60 
115.8 0.65 
195.6 0.21 
33.97 0.08 
21.86 0.09 

0.05 26.77 

0.00 0.14 
0.00 0.15 
0.24 0.14 
0.14 0.13 
0.06 0.13 
0.06 0.18 
O 때 0.13 
0.06 0.13 
0.10 0.13 
0.07 0.25 
3.28 0.12 
3.24 0.12 
5.71 0.14 
0.87 0.20 
0.43 0.18 
0.09 0.33 

102.7 0.53 0.11 0.31 
104.1 0.06 0.11 0.14 
22.17 0.05 0.06 Q.18 

0.08 0.24 40.26 1.13 

12.63 11 .08 2.65 
7.77 18.41 1.45 
8.84 17.31 4.87 
7.46 76 0.71 

29.25 5.26 1.96 
11.46 9.72 6.24 
9.83 13.55 4.64 
9833 1238 2.53 
37.85 56.74 6.94 
40.76 97.24 2.61 
35.35 47.59 6.82 
19.15 53.10 2.40 
18.44 58.21 3.48 
19.44 27.96 1.52 
14.90 48.12 3.16 
9 .07 15.98 7.86 

2474 5.15 

0.06 0.13 
0.00 0.20 
0.08 0.15 
0.00 0.35 
0.09 0.06 
0.12 0.13 
0.00 0.13 

43.59 0.86 
0.10 0.16 
0.12 0.14 
0.11 0.33 
0.07 0.12 
0.19 0.14 
0.00 0.11 
0.00 0.14 
0.00 0.40 

73 1.88 

115.94 
94.58 

103.73 
91 .53 
88.46 

183.06 
25.83 

167.80 0.00 

58.72 0.02 
67.12 0.00 
70.00 0.02 
33.56 0.09 

0.00 
0.00 
5.90 
0.00 
0.02 
3.00 18.09 

38.14 0.00 
0.00 0.00 
0.00 0.45 

53.08 0.06 
0.02 71 .08 

28.06 0.80 
25.32 0.87 
20.14 0.13 
0.74 25.81 

73.83 0.00 

… 
m 

뼈
 뼈
 

”ι
 
n 

K
잉
 
언
써
 

% 

갱
 

1 
”“ 

0.04 

12.36 19.67 m 
% 
m 
% 
m 
m 

n‘ 
nu 

nu 

nu 

nu 

nu 

깨
 

”
。

째
 빼 쨌 

삐
 삐
 뼈
 

때
 짧 44.91 0.11 



< 계속 >

B Ti 
Sample Sampling 
Name Date 
지하수 

구미구이 t6-Dec-05 
엇톨길 16-Dec애5 

빼g논입 16-Dec-05 
나산리 노인정 16-Dec-05 

KB-5 28-Dec-05 
KB애혀30m) 11 ..Jan-06 

KB-05{120m) 11 -Jan-06 
KB-6 28-Dec-05 

KB-06(30m) 11-Jan-06 
KB-08(30m) 1'-Jan애6 

KB-9 28-Dec-05 
KB-O잊30m) "-Jan애6 

KB-09(60m) 11 -Jan-06 
KB~90m) 11 -Jan..Q6 

KB-09(100m) 11.Jan..Q6 

KB-1어30m) 1'-Jan-06 
KB-11(31 m) 11-Jan-06 
KB-11(225m) 11 -Jan-06 
KB-1 3(30m) "-Jan-06 
KB-1 5{8m) 11-Jan-06 

지요'1' 및 시후‘F 

전문*게소 16-0ec-05 
억동효 16-Dec-05 
굉징교 16-Dec-05 
여혼리 16-Dec‘05 

뼈연휴게쇼 16-Dec-05 
나이교 ’6-Dec-05 
석흩 16-Oec-05 
하서교 16-Dec-05 

KB용.7시후수 16-Dec-05 
KB-8시후4 ’6-Dec-05 
KB-9시추수 28-Dec-05 
Kß..10시추수 28-Oec-05 
Kß..13시후수 28-Oec-05 
KB-14시추추 28-Oec애5 

Kß..15시후수 28-Dec-05 
구곁교 하전후 16-Dec-05 

예수 

대암암빼‘r- 11-Jan-06 

씨 F. 
Concentrations (α니 

Mn Sr U CrCo NI Cu 

7 
8 
8 
3 
5 

9 

η
 인
 앙
 낀
 

M 
M 
m 
이
 
M 

0.5 0.1 
56.6 0.1 

1.2 0.0 
2.9 0.1 

232.0 0.1 
39.4 0.0 240.2 0.1 6.4 
50.4 0.0 242.1 0.1 6.4 
6.8 0.2 169.8 0.1 9.1 

13.2 0.3 175.0 0.1 6.9 
83.2 0.0 <2 0.5 8.2 
18.9 10.2 905.5 0.5 26.5 
41 .1 7.3 1279.1 0.5 25.6 

254.7 9.0 1917.6 0.9 34.8 
10.2 0.0 302.9 0.2 9.2 
22.2 0.1 188.3 0.1 8.2 
36.7 0.1 75.5 0.1 6.4 
28.8 0.1 272.9 0.2 13.7 

112.7 0.2 294.7 0.3 13.8 
20.5 0.1 75.4 0.1 6.8 

1‘2.3 2.9 563.9 0.1 6.4 

31 .0 
16.1 
8.8 

2305.0 
12.3 
11 .3 
12.1 

108.9 
7.9 

59.1 
16.8 

115.7 
21 .1 
35.6 
4.4 

0.0 1.1 0.1 
0.0 1.9 0.1 
0.0 1.2 0.1 
0.1 204.8 0.1 
0.0 0.9 0.0 
0.0 2.1 0.1 
0.0 1.1 0.1 
0.1 16.5 3.9 
0.0 2.5 0.2 
0.1 34.0 0.2 
0.1 10.7 0.2 
0.1 6.8 0.1 
0.0 29.0 0.1 
0.0 49.2 0.1 
0.0 14.6 0.1 
0.0 72.0 0.1 

3 
3 
7 
4 
4 

0 
5 
6 
0 
8 

0.6 0.1 
0.8 0.1 
0.9 <0.02 
0.6 0.1 
1.7 0.4 

0.4 27 .5 
0.6 19.3 
<0.2 14.0 
0.3 18.8 
1.8 35.0 

2 
5 
4 

0 
1 
1 

2 
5 
6 

1 
1 
0 

0.7 
0.8 
1.2 
0.7 0.5 0.6 32 。

<10 <0 ,5 <10 45.0 
4.4 <2 15.8 

<10 10.9 
<10 20.7 
4.0 3.3 
2.5 

6 
1 
4 
6 
2 

Q 

1 
1 
0 
1 

0 
1 
1 
4 
1 
Z 
3 
3 
5 
S 
1 
2 

o 
o 
o 

o 
o 
5 
0 
1 
o 
o 
o 

냉
 7 
O 

얘
 5 
7 
9 
7 
6 
% 

녕
 7 

이
 O 
1 

o 
o 
o 
o 
。

이
 
야
 O 

O 
2 
4 

얘
 
6 
o 
o 
o 
2 
O 
5 
2 

1 
0 
0 

1 
3 
2 
1 
2 
2 
1 
0 

μ
 
% 

앙
 μ
 
”u ” 

8.1 
<10 25 。

<10 50.9 
1.3 
1.2 
1.1 
2.5 
4.9 
1.9 
4.9 

Zn Rb Mo Ba U 

12.8 
17.2 
35.0 

753.5 
31.8 11 .1 
49.4 20.1 

2.2 
15.0 
10.0 
15.4 

16.9 230.8 
25.3 

17.3 
18.4 

3 
3 
0 
4 
7 
1 
3 
6 
1 

1 
1 
1 
0 
2 
2 
2 
2 
2 

0.1 18.7 0.0 

7 0 

없
 

2 
1 
1 
g 

o 
o 
o 
0 

M 
M 
M 

떠
 
” 

mM 

M 
% 
M 

애
 
” 
”“ 

1 
1 
0 
1 

O 
O 
O 
O 

뻐
 없
 
m 

쩌
 

57.4 0.6 
59.3 0.1 172.7 

0.5 126.8 
0.3 188.6 

10.6 
“ 
““ 
”“ 
”“ 

μ
 
““ 
”a 
g 
”“ 

야
 
”x 

애
 애
 
”“ 

μ
 
” 
8 
% ” 
상
 

48 .8 

0.5 0.7 0.1 0.3 6.1 
0.4 0.6 0.1 0.4 19.0 
0.1 0.6 0.1 0.5 6.8 
3.6 <0.5 6.0 12.4 597.3 

0.4 14.3 
0.4 7.8 
0.5 22.5 

<5 22 .0 
0.9 8.8 
1.0 13.9 
1.4 12.5 
0.3 10.7 
0.7 3.5 
0.9 13.7 
0.5 5.3 
0.6 20.9 

9.6 
52.0 2977.0 

249.5 

315.8 
11.1 
17.1 
7.8 

12.6 
11.2 

’5.6 
113 .4 

9.7 
29 .1 

7.9 

2.4 

뼈
 
m 

@
μ
 

…“ 
% 

@@ 

10 .4 21.6 
8.3 

2.8 
1 
6 
8 
1 
3 

5 
3 
3 
9 
9 

1.0 85.2 
<1 102.3 

6.1 

“
잉
 

% 
% 
U 

띠
 얘
 띠
 
M 
M 

띠
 애
 

0 
5 
8 
8 
2 
4 
4 

얘
 8 

얘
 히
 인
 

9 
% 

8.8 
5 
g 
0 
3 
8 
8 
6 
3 

μ
 m 
”” 
η
 n ” ” 
”“ 

41 .2 
31 .4 

5.1 
6.2 
5.1 
3.5 
9.1 

25.7 3.5 
10.3 4.7 
11 .4 4.3 
6.3 17.1 
5.4 0.7 

10.7 2.3 
10.9 3.0 
<30 <10 
6.3 5.1 

13.3 8.2 
13 .4 8.0 
9.2 9.5 
7.8 8.6 
6.0 5.2 
9.7 7.0 

10.0 3.1 

78.9 0.1 14.8 7.0 ‘ 20 18.7 3.6 12.6 21.7 37.5 20.5 10.8 6.5 3.9 3.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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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 
m 

0.5 13.9 
4.9 54.0 

% 
”” 
”“ 

1.0 1.7 
0.7 4.1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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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3> 조사지 역 자연수 시 료들의 Pipe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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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4.4> Cl과 주요 용존이온들간의 상관관계 <e :지하수， A:지표수) 

특성이 아니고 일반적인 지하수의 진화과정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시추공 내에는 시추수의 영향이 아직 상당히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모니터령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부지특성조사 계획 시 초기 시추수에 대한 

와lodarnine과 같은 추적자 사용이 펼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3.2 동위원소특성 

자연계에는 통일한 원자번호를 갖으면서 상이한 원자량을 갖는 소위 통위원소가 다 

량 존재한다 이들 통위원소는 방사성용괴의 유무에 따라 안정동위원소와 방사성동 

위원소로 구분된다 지하수의 기원과 진화과정을 규명하는데 안정동위원소가 이용 

되는 반면， 지하수의 연령과 체류시간 동을 추정하는 데는 방사능붕괴를 하는 방사 

성통위원소가 적용된다 특히 ， 일반자연계에서 다량 함유된 원소， 즉， H, 0 , C, 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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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의 동위원소를 환경동위원소라 한다 

동위원소 중에는 질량이 가벼운 원소인 H, 0 , C, 5 , N가 주로 이용되연， 이들의 자 

연계에서의 존재비는 잘 알려져 있다(<표 4.3> ). 화학반응은 원자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몰리적 반웅은 원소의 질량의 차이에 기인한다， 동위원소는 

주변 전자의 수가 같으므로 이들 동위원소의 화학적 거동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질 

량차이에 의한 동위원소분별작용이 발생된다， 이러한 미소한 차이를 정량적으로 설 

명하기 위하여 기준 물질의 동위원소비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함량비 (0)를 사용하 

며， 사용단위는 %0 (permiJ)을 사용한다， 단위의 정의는 디음과 같다 

R""" - R,td 

0180 (%0) = x 1,000 

R,'d 

R"""와 Rstd는 sample과 standard의 각 180/60비 이 다 

동위원소비의 표현에 혼히 사용되는 기준물질은 <표 4.3>에 정리되어 있다 

〈표 4.3> 자연계에셔의 동위원소분포 및 표준시료 

Element Isotopes 
Average 

Standard material 
abundance (%) 

’H 99.985 
VSMOW (Vienna Standard Mean 

Hydrogen 2H 0.015 
3H 10-16 。cean Water) 

Carbon 
I2C 99 앉xl POB (Belemnite from PeeOee 
13C 1.1 1 Formation) 

16
0 99.762 

VSMOW (Vienna Standard Mean 
Oxygen "0 o∞8 

1.0 0.200 
。cean Water) 

32S 95.200 

Sulfur 
33S 0.750 

COT (Canyon Oiablo Troilite) 34S 4.210 
36S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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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6값이 +라 함은 시료의 동위원소 함량비기 기준물질의 함량비에 비해 크다 

는 것올 의미하며， 반대로 -라는 것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위원소분별작용은 

그 발생에 따라 동위원소교환평형 (isotope exchange equilibriurn process) , 역학적 

비 평 형 (kinetic non- equi librium process) 및 물리 적 작용(physical process)으로 나눌 

수 있다 동위원소교환평형에서는 2개의 동위원소의 화학적 거동이 동일하다는 전 

제하에서 화학적 교환평형에 도달할 때의 평형상수를 분배계수 (a , fractionation 

factorl라 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000 ln aA-B = OA - OB 

역학적 비평형작용은 화학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위원소분벌이 일어 

나는 것으로서 주로 생물계의 작용이 개입된다 예를 들연， 미생물 주위의 물이나 

대기는 13C의 비융이 높아지게 된다， 물리적작용은 증발작용이나 웅결작용에서 두 

드러지게 냐타난다. 물이 중발하는 경우 기체상의 물에는 액체상의 물에 비해 보다 

가벼운 동위원소가 농집되며 따라서 바다에서 구름이 만들어지연 구름의 산소 및 

수소동위원소비는 바다의 그 것에 비해 가볍게 된다 또한 이 구름이 이동하여 다 

시 비를 내힐 때는 비에는 반대로 무거운 동위원소가 많아진다 

본 조사지역의 자연수시료에 대해 현재 분석중인 방사성 동위원소인 삼중수소 

(Tri디urn)는 약 12.43년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 삼중수소는 우주선 

(Cosrnic-ray)에 의해 생성된 중성자가 대기 중의 질소와 반웅할 때， 또는 인위적인 

핵 실험 시에 대기 중에 생성된다 대기 중에서 ￡영방 센티미터 당 l초 동안 0.25개 

의 삼중수소 원자가 생성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렇게 생성된 삼중수소는 물 분 

자의 수소이온올 치환해 들어가 지하수의 유동과 더불어 이동하게 되며， 따라서 지 

하수 내의 삼중수소 함량은 수문 순환 규명에 있어 매우 유용한 지시자가 될 수 있 

다. 핵실험 이전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강우 중에는 삼중수소가 약 5 내지 20 TU 

(Tritiurn Unit 1 atom of 3H per 1018 atoms of ~) 정도 합유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인공 핵 실험이 실시되었던 l잊30년대 이후에는 

대기 중 삼중 수소의 농도는 매우 중가되었다. 포항 지역 강우의 측정 자료를 보연 

최대 1,384 TU(1963년)가. 캐나다 오타와의 강우는 최대 8，9때TU (1963년)가 보고된 

π
 
ι
 



바 있다. 삼중수소를 이용한 지하수의 함양 연대 측정은， 첫째 반갑기가 짧기 때문 

에 핵실험 이전파 이후로， 즉 50년 정도의 정성적인 연대 측정만이 가능하며. 둘째 

다양한 함양 시기의 물이 혼합되었을 경우 정량적인 연대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현재까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의 장기적인 삼중수 

소의 분석결과가 따른다면， 수리학적 접근방법과 결부시쳐 보다 신뢰성 있는 연대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조사지역의 자연수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측정한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수소 

산소 통위원소 도표를 작성해 보았다(<그립 4.5>) 전체적으로 모든 시료들이 세 

계강우직선상에 도시되어 조사지역의 지하수가 강수기원엄올 알려준다- 또한 동위 

원소 고도효과를 고려하였을 경우 지하수가 지표수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어야 

하지만 조사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 지역에서 제시되는 일반적인 특성은 

지표수와 지하수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는 시료채취방법에서의 중 

요성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부지특성조사 시에는 지하수 시료채취 시 반드시 더블때 

커나 멸티패커를 이용하여야 지하수의 본래 심도에서의 지구화학특성 치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소 산소 동위원소의 관계로부터， 지하수의 함양지역 특성을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삼중수소분석 자료에 따르연， 월성주변 일부 지표수 및 지하수는 매우 

높은 삼중수소함량을 보인다 이는 월성원전에 의한 영향으로 환단되며， 삼중수소외 

에 월성원전에 의한 주변환경에 영향올 미치는 방사능의 준위를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상중수소함량으로는 함양특성 및 체류시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으며 조사지역의 시료 중 현재 분석중인 시료에서 OTU 값을 보일 경우 C-14 

분석이 병행될 경우 지하수 체류기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화학조성에서 확인된 황철석의 산화반용에 대한 기원 및 반옹특성을 S-34 

분석을 통하여 밝힐 수 있으며 다양한 암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사지역의 지질륙 

성올 고려하였을 때， 지하수 뿐 아니라 암석 내 광물， 단열광물들의 Sr isotope 분 

석이 뒷받칭된다면， 지하수 반용경로를 확인할 수 있올 것이다 아울러 부지 주변 

빗물에 대한 동위원소 모니터령이 수행되연， 함양량의 산출 퉁， 부지 지하수체계를 

해석하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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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5> 조사지역 자연수의 산소-수소 동위원소 (기존자료를 이용한 것염， 

채워진 섬볼: 지하수， 바어있는 성깔: 지표수) 

4.3.3 암석 및 단열광물특성 

조사지역의 시추코아로부터 채취된 단열광물에 대한 XRD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체 

적인 단열광물의 상대적 산출양상을 〈표 4.4>에 정리하였다 정토광물특성올 위한 

XRD감정결과는 부록에 별도로 나타내었다. 시추코아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단열광 

물은 산출빈도 및 산출양을 기준으로 몬모릴로나이트， 제올라이트광물， 녹니석， 일 

라이트 둥이다‘ 이밖에 황철석 이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그 산출규모 또한 산정 

상으로부터 - lcm 두께의 맥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산출되어 조사지역 전반 

에 걸쳐 광범위한 광화작용이 있었음올 알 수 있다. 시추코아 상에 주로 흰색 혹은 

잃은 핑크색의 코탱형 태로 산출되는 제올라이트 광물은 주로 로먼타이트로 감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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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조사지역 시추표아얘서 산출되는 단열충전광물 

Borehole Depth (m) Montm . Laumontite Stellerite Heulandite Chlorite IlIite Pyrite Calcite 

12.0 ***** tr 
40 .2 ***** 

KB-5 62 .0 ***** •• •• 
120.4 •• * •• 
141 .0 ••• • •• 

KB-6 65.0 **** ••• 
73 .0 •• •• 

KB- 7 85 .8 * **** **** 
101 .8 ••• * tr 
133.9 * KB- 8 
151 .6 ***** •• 
37.3 •• 
64 .9 tr * 
69 .8 * * *‘* 

KB-9 103.3 tr ••• 
129.3 ••• •• 
191 .3 * ••• • •• tr 
220 .3 * * tr 
234 .5 * •• 
59 .5 * tr 

KB-10 170.5 tr tr 
225 .2 •• * 
42.0 •• tr ••• 
79 .0 ***** •• ••• KB-11 

133.5 •• •• 
170.8 ••• • •• 
42 .7 * * 
67 .0 tr * 
91 .7 •• ••• • •• 

105.0 **** •• 
106.7 ***** * 
110.5 * * •• * 
114 .5 ***** * * 
125.5 * ••• * * 

KB- 13 128.0 * tr 
140.0 .. * 
158.0 * •• 
162.0 •• • •• • •• 
176.0 **** * * 
184.0 tr tr 
199.0 **** **** 
202 .5 •• .*.* 
205 ‘0 .*.* •• 
217 .8 ••• .. 
101 .7 •• •• •• 

KB-14 124.8 tr * 
142.7 ***.* •• 
57 .5 * * .. 

KB-15 
1 800655 **** ... 

tr * 
*의 개수: 상대적 함량(최대 *****), σ:소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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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밖에 스텔레라이트도 흔히 산출되 며 드물게 흉란다이트가 감정되었다. 제올라 

이트광물의 경우 단열충전광물로 흔히 산출되는 팡붙이나 일반적으로 산출상태가 

방해석과 유사하기 때문에 방해석으로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흔하다- 일반적으로 

방해석 역시 매우 흔한 단열충전광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지역의 경우 KB-5시추공 

올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 땅해석의 산출이 드물다 시추코아에서는 다양한 규모의 

단열대가 관찰되며 이들은 경우에 따라 정토질의 단총비지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경우 구성광물은 대부분 몬모렬로나이트로 구성된다 

연구지역 자연수 시료의 화학분석결과를 근거로 광물들의 포화지수를 계산하여 

〈표 4.5>에 정리하였다‘ 

〈표 4.5> 조사지역 자연수시료들의 주요광물에 대한 포화지수 

abite-I。‘ anorlhiteJeide-M‘ eα-ord I씨orll’ gypsum lftU lanál!' kaollnlte‘umontitnlcroclin . .yrophylit Quartz beide-NI calcite chch αe 

구이구이 1.8 -1.1 1 7.83 - 0.27 -3.62 -2.95 13.52 9.68 8.45 4.21 9.42 0.9‘ 7 .40 -1.74 -1. 69 

윗톨깅 3.33 0.08 9.69 1.73 -3. 42 -2.61 16.87 10.74 10.51 5.63 11 .37 1.36 9.25 -1. 50 -0.02 

에뜨는집 4.11 -0.9 5.91 2.34 -5.23 ‘" ’‘ 96 7.36 9.15 5.79 7.62 1.18 0.04 -1.1 5 8.86 

나산리노잉정 2. 13 -0.95 9.16 -0 .57 -4 ’ -3.35 14.06 10.86 8.77 ‘ 35 10.78 1.01 8 .77 -2 ‘6 -6.06 

KB-5 2.69 0.69 6 .71 4.56 -3.6 -2.64 14 .94 7.93 9.81 4.86 8.06 1.0‘ 6 .26 -0.06 11 .54 

KB-6 2.33 -0 .68 7.07 2.31 -3.72 -2.85 1‘’ 8.36 8.70 4.56 8.62 1.12 6.59 ’ 06 ‘ 29 

KB-9 2.61 -0 .97 7.53 2.12 -3 ‘2 -1.69 12.38 9.27 7.86 “ 5 8.92 0.82 7.38 ’ 19 -0 .33 

Kß.05(30m) 2.89 1.03 6.64 5.16 -3.34 -2.67 15.33 7.72 10.16 5.03 7.88 1.05 6 ’3 0 .17 ‘ 27 

.... 의’20m) 3.29 1.42 7.32 5.92 -3.59 -2.66 16.28 8.29 10.85 5.56 8 .56 1.12 6.83 0.19 14.65 

KB-06(3Om) 2.69 0.03 7.22 3.77 -3.73 -2 .88 이 μ 8.37 9.41 4.96 8.66 1.13 6.7‘ -0 .74 7.84 

"""이30m) - 4.81 -3. 13 -9.96 4.14 -2. 42 -1.86 -2.3 - 4.07 0.68 -2 ’2 -9 ‘o -1.68 - 10.10 2.24 25.86 

KB-09(3Om) 2.63 -1.05 8.03 ‘ -3.51 -1. 69 12.8‘ 9 .61 7.97 4.52 9.51 0.94 7.82 -2.07 -2.16 

K6<)일60m) 3.69 0.86 10.13 3 .45 -3.97 -1.39 ‘ 14 11 .41 9.83 5.57 11.28 0.92 9.96 -1.92 0.12 

"""허9Om) 2.79 -0.38 7.29 0 ‘7 -3.13 -2 ‘ 13.86 8.64 8.76 ‘ 63 8.72 1.02 6.97 -1. 3‘ 4.56 

K8-09(100m) 2.97 0.3 7.62 3.21 -3.35 -2.71 14.52 8.86 9. 43 4.88 8.94 1.02 7.26 - 0.84 6.86 

KB-l이30m) 2.38 -1.27 8.49 -0 .8 -3.36 -3.02 13.79 9.83 8.22 4.27 10.20 1.17 8.12 -2.87 -5.30 

.8-,’ (31m) 2.8 -0.52 8.8 0.64 -2.91 -2.02 14 .71 10.01 9.08 5.07 10.39 1 .18 8. 42 -2.27 -1.35 

K8-11(225m) 3.27 0 ‘8 10.42 1.59 -3.91 -1. 99 15.77 11.46 10.10 5.57 11 .86 1.19 10.03 -2. 52 -2.23 

Kß.13(3Om) 2.19 -2.08 7.97 -2.2‘ 3.97 -3.2 13.08 9. 43 7.45 3.88 9.83 ’ 19 7.66 -2.79 -7.66 

... ，혀8m) 2.88 1.93 5.44 9.93 -2.89 -2.24 15.36 6.79 10.79 5.14 6 .48 0.83 5.00 1.1 8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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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시추코아에서 관찰되는 단열충전광물틀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경 

우 카올리나이트가 침전 가능한 팡물로 계산되어짐에도 실제 시추코아에서는 지표 

근처의 풍화대를 제외하고는 카올리나이트가 관찰되지 않는다 조사지역 자연수시 

료들에 대한 상안정도를 도시하여보았올 경우에도 이들은 대부분 카올리나이트영역 

에서 안정한 특징을 보인다(<그림 4.6>) 이 는 현재 분석된 시추공지하수는 나공상 

태에서 채취된 시료로서 황철석과 산화반웅이 진행된 지하수와 혼합되었으며 시추 

수의 영향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아마도 지하수시료에서의 시추수영향이 큰 것으 

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간의 모니터링올 통한 관찰， 분석이 요구된 

다. 또한 조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드물게 산출되는 방해석의 경우， 대부분 시료에 

서 옹의 값올 보여주어 지하수에 용해되는 상태를 보여준다- 일부 침전상태를 보여 

주는 시료의 경우는 지표수 일부(시추수)와 해수이며， 그리고 KB-5공의 지하수는 0 

에 가깡거나 O보다 큰 값올 보여주어 시추코아에서 실제 방해석이 혼히 관찰되는 

경향과 잘 일치한다(<그립 4.7>) 

- 80 -



ν
μ
γ
/
 

a 
{ 

깨F
t융ι

4
@
 

Mg-Montm。꺼'11.α1ite 

16 

15 /. Na-Montm。ι 'lIonite

9 

8 

s e 
。--I 
g , ‘ ‘ t 
。
흩
 & 

Q 

14 

냉 12 

훌 2 
훌 ’ u 

9 

t허용 
J흩， 

KaoJin서e 

7 

6 

5 

4 

3 

(
-
-
-
w
1

잉
Z
얘
 

) 

@
。
-

8 A 
2 

• 7 

18 16 14 

’og(éIç".I(a...)') 

12 10 8 
6 

6 16 14 12 10 8 6 
o 

4 

셔r 
8 -- Adularla 7 • 
8 

l얘(éICa，씨(a셔') 

16 

MfþMontmorillonite 1 5 

14 

Albite 

~ 

·A 

f 

繼t 

Kaωlinfte 
S 

4 

3 

(
*
애
1
i
빼
 

) @ 

。-
2 

a 
/JIite • 

짧. 

i -
'" 

t; i ‘ 

녀
 
냐
 ” 
m 

(”(
·
I
어
)
~
·
N
g
@
)
@

으
 g 

KaoIlnite 8 

a • 7 

9 8 7 6 5 4 3 2 
o 

o 6 4 2 
8 

o 

4. 

log(a“, Ja...) 

Kao/inite 

-----
--

Albite 

• 

·
에
 
” . %

f
양
’
 

j 
•• 

Chlorite 

17 

냄 " 
홍 12 

훌 1 ‘ 

9 

’6 

15 

log(a..Ia싸 

Prehnite 

/ 
Laumontite /‘. 

• 

"짧· 
A 

AlbIta 

20 

냄 
중 1‘ 
쳐 -
홍 1 ‘ 

8 

18 

8 

9 8 7 8 5 4 3 2 
7 

o 9 8 7 8 5 4 3 2 
6 

o 

log(a써，.Ia...J 

조사지역 자연수의 상안정도 

- 81 

Iog(a빼.Ia...) 

4.6> 〈그렴 



구이구이 

잊용길 

빼으능입 

니신리노인얻 

KB -5 
KB -6 

KB -9 
KB동(3αn) 

KB -5(1 20m) 
KB-6(30m) 
KB-8(30m) 
K8 -9(30m) 
KB -9(60m) 
Kb-9(90m) 
K8-9(10Om) 

!(B-’0(3Om) 
KB- l 1(31m) 
!(B-ll(225m) 
1<IH3(3Om) 
!(B-15(6m) 
전군 
억톨1 
g전파 

석툴리 

혀연*찌소 
나이교 
석읍 
하서교 
!(B-6.7시흥수 

!(B-8 시-':'* 
!(B-9 시루수 

!(B-l0 시a후 

!(B-13 시쭈수 

1<8-14 시-':'* 
1<8-15 시-':'* 
구김교 
빼* 

. ‘ 
‘a 
+ 

。

。

。
i 

•• 

‘ 
A 

+ 

。• ‘ .. 
‘ 
a 
·
。

。••• 
。

。

디
 a 
x 
I 

2.5 

‘ 

x 4 

a 

• 

。

)it 
「σ--

·@‘ 
*+ 

• 
。

디
 

<>

‘

• -


• 

+ 

‘
ι
f
 

. 
‘ / 

口

+ a 

1.5 
잉 

'13 
매 

Q 
。

홍 -0.5 

” @ 

￡ 
~ 

m 

0.5 

-1.5 

-2.5 

+ 
• ‘ • 

12 11 10 9 

pH 

8 7 6 5 

-3.5 

포화지수와의 상판환계 pH와 방혜석의 

- 82 -

조사지 역 자연수 시 료들의 4.7> 〈그림 



4.4 수리지구화학특성 

4.4 .1 지 하수화학조건 및 분포 (물-암석 반용) 

조사지역의 다양한 유형의 지하수생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 

-암석반웅은 암석을 구성하는 규산염광불과 지하수와의 반응이기 때문에 광물조성 

및 반웅조건에 따라 특정지역의 지하수 수질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와 규 

산염광물과의 반웅이 진행될 경우， 규산영광물의 가수분해반웅으로 지하수내로 양 

이용이 용해되고 그 결과 지하수내 수소이온농도는 감소하게 된다‘ 결국， 물-암석반 

웅이 진행됨에 따라 지하수내에는 암석의 주구성원소인 Na, K, Ca, Mg 둥의 함량 

이 중가하면서 pH는 상숭하게 된다 그러나 용존이온 함량의 증가와 pH의 상숭은 

각종 이온의 용해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Ca는 지하수내에서 pH가 상숭함에 

따라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어 더 이상 용해된 이온상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방해 

석으로 침전하게 된다 K와 Mg는 주로 양이옹교환반응， 홉착 또는 점토광물로 침 

전되어 지하수로부터 제거된다. 또한 강우로부터 대기와 토양층을 거쳐 지하수를 

형성하는 물의 순환과정에서 지하수는 대기와 토양층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공급받 

게 된다 이산화탄소와 지하수와의 반웅 (C02 + H20 = H’ + HCÜ3)은 지하수내 수 

소이온올 공급하고 중탄산이온(HC03)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공급된 수소 

이온 역시 물-암석반응에 의해 소비되어진다. 결국， 물 암석반응이 진행될에 따라 

수소이온이 감소하여 pH가 높아지면서， 물속에 용해왼 Ca, K, Mg퉁은 광물침전 및 

홉착 퉁으로 지하수내에서 제거되어 심부지하수에는 Na와 HC03가 주요이온 종으 

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지화학 반웅올 통하여 화강암지역에서 산출되 

는 지하수의 화학적 특정은 Na-HC03형을 띠게 되며 기반암이 주로 화강암으로 이 

루어진 지역에서는 Na-HCÜ3형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화강암지역에서의 일반 

적 지하수와는 달리 퇴적총암이나 광화대내에 협재되어 있는 황화광물 (특히， 황철 

석， FeS2)의 영향으로 이들이 산화되면서 다량의 SO.를 함유하는 황산영올 생성시 

켜 주로 Ca- SO. 또는 Na-SO.형의 화학조성올 보일 수 있으며， 해안지역에서는 지 

역적 특성 때문에 해수의 영향을 받게 되어 다량의 Cl 및 SO.를 함유하는 

Na- CH -SO.)형의 지하수가 부존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하수의 진화과정은 

조사지역의 지하수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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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 지하수 체류시간 

지하수의 체류시간은 안전성 명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앞서 일반적인 

동위원소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분석에는 삼중수소 및 C- 14가 가능하 

다. 현재 조사지역의 시료에 대해 삼중수소 분석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삼중수소는 

조사지역이 원전근처라는 지역적 특성상 연속적인 장기 모니터령이 수행되어야 하 

며， 이와 더불어 C-14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비 발표 자료이지만， 부지주변 

지표수 및 지하수에는 약 l ,800TU 까지 확인된 바， 삼중수소를 활용한 지하수의 체 

류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은 부지특성조 

사 중 지화학조사시 반드시 포함되어 수행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이다 

보완조사 시 채취된 일부 시추공지하수 및 지표수의 삼중수소 함량은 〈표 4.6>에 

정리되어 있다. 대부분 시추공 지하수의 삽중수소 함량은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원전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월성 원전이 가동시기를 갑안한다연， 지 

하수의 체류시간에 짧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지하수 

시료채취가 나공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시추공내 지하수의 명균 체류시 

간으로 볼 수 있다 더불패커를 이용하여 격리된 지하수를 채취한다연， 수리지질특 

성에 부합되는 지하수 체류시간올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압현상 

을 보이는 KB-5공과 6공은 낮은 삼중수소 함량올 보이고 있다 이는 KB-5공 및 6 

공 지하수의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길거나， KB-5공과 6공 지하수가 원전의 

영향을 보여주는 천부지하 대수충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올 통하여 피압대수충의 수리특성과 체류시간을 추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5 지구화학 개념모텔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사지역의 모든 시추공지하수가 현재 시추수의 영향을 받고 있 

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지화학적 특성을 일반적인 지하수의 지화학적 진화과정 

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해안가에 인접한 지리적 영향으로 인한 해수칭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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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코아에서 관찰되는 국지적인 광화작용에 의한 지하수 유화광물간의 반웅 동의 요 

인들올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보다 명확한 조사지역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화학 개념모텔은 현재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구성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대체적인 개요 및 추후 조사 

시 중정항목올 열거하는 형 태로 기술하기로 한다. 

<표 4.6> 부지 시추공 지하수 및 주변 지표수의 삼중수소 함량 

Sample no. T ritium (TU) Remarks 

KB- 5 1.0 Groundwater 

KB- 6 18.5 Groundwater 

KB- 9 434.0 Groundwater 

KB- 9 641.5 Groundwater 

KB- 10 400.4 Groundwater 

KB- 13 425.2 Groundwater 

KB- 14 41 2.3 Groundwater 

KB- 15 248.0 Groundwater 

SW- 12 42.3 Stream water 

SW- 34 42.9 Stream water 

SW- 78 62.6 Stream water 

SW- 910 41 .4 Stream water 

4.5.1 접근방법 

앞으로 부지특성조사과정에서 수리화학특성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 지질특성， 수리지질특성， 수리화학특성을 통하여 지하수 지화학 체계를 설명하여 

야함 

- 시추공지하수 및 일반지하수 결과를 토대로 3차원 분포작성 

지화학 체계에 대한 반용경로를 해석 

야
 잉 



일부 부지특성에 보이는 상황에 대하여 (예 황철석 산화반웅， 해수침투) , 개념모 

델 보완 

4.5.2 개념모델 

수리화학의 개념모텔 설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추진될 수 있다 

지하수 심도별 유형에 따른 진화과정 

• 해수의 영향， 물-암석반웅에 대한 광화대의 영향범위 설정 

수리지질특성에서 나타나는 자료들과의 종합해석 

4.5.3 불확실성 분석 

지구화학특성조사 분야에서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불확실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 조사된 지하수가 과연 자연상태 심도에 해당하는 지하수인가에 대한 논의 

- 시료채취방법 반드시 더블패커나 다중패커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추수의 영향올 

모니터링 하여야 합 

현장측정， 화학분석， 동위원소 분석의 신뢰성 제고 

- 채취된 지하수의 분석특성이 일시적일 가농성에 대한 겁토 장기 모니터링 

조사 분석항목 이외에 지화학 특성을 결정짓는 기타 요인에 대한 검토 (유기물， 

가스둥) 

열역학자료의 신뢰성 

- 물-암석 반용이 평형반용으로 해석되는가에 대한 겁토 

지질특성 一광물특성-수리화학특성의 종합적 해석 

- 지질특성-광물특성-수리화학특성의 종합적 해석과 수리지질특성과의 연관성 검 

토: 모든 자료가 수리지질특성 부합되는가에 대한 검토. 

- 86 -



5. 결 론 

경주 처분장의 지하수와 관련된 부지특성을 기존자료， 보완조사 자료， 그리고 연구 

소에서 수행한 지구화학의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명가 하였다 아직까지도 

많은 지하수시료가 분석 중에 있으며， 보완조사 자료도 정일분석을 수행하고 있어 

서 지금까지 도출된 자료에 근거한 지하수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단열채계의 방향성: 

1. 규모에 따른 선 구조 방향성 특성은 광역규모(반경 8km 이내에 분포하는 길이가 

2km 이상인 선 구조)는 NW방향이 우세하고， 부지규모(2X2.7km 범위의 길이가 

2km 이하의 선 구조)는 NE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암반노두의 단열에 

대한 망향성 분포는 NE방향이 제일 우세하고， WNW방향이 우세방향으로 나타 

나며， 북부지역 (C 지역)은 EW와 WNW 방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납부지역(B 

지역)은 매우 다양한 방향성(NNE， NE, NWW, NW)을 보이고 있다. 

2. BHTV자료에서 관찰된 암반단열(background fracture)의 방향성은 지표노두에서 

측정된 단열의 방향성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 방향성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 

서 BHTV에서 계측되는 암반단열의 결과는 해당암반 Block의 특성으로 대표 될 

수 있으며， 본 지역에서는 221 , 222와 223의 Major fracture zones로 분리된 

Block의 암반단열틀은 각 고유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예상 단옐대 및 암종 분포특생 : 

3. 본 지역에서 나타나는 확실한 단열대는 모두 major규모(Order 2)를 갖는 221, 

222와 223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추공으로 단열대의 특성이 확인되는 것은 

222로 국한된다 본 지역의 rninor 단열대 중 확실성을 갖는 단열대는 232와 z36 

으로 인지되었고 rninor 단열대 중 가장 연장성이 크게 나타나는 z33은 전기탐 

사에서 나타난 특성과 선 구조특성으로 예측하고 있다. 

4 시추공에서 관찰되는 불량한 암질은 주로 major/rninor 규모의 단열대/파쇄대와 

교차하는 구간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역의 추후 지질조사는 지역에 분 

포하는 단열대의 존재 유무와 특성올 도출 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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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5 처분장의 예상부지에 분포하는 화강암(granotoid)의 서쪽경계는 KB 8, KB-15와 

KB-16-2공의 동쪽으로 예상되며， AIB 지역의 서측 화강암 경계는 C 지역의 화 

강암 경계 자료와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단열대 222와 223에 의한 구조적 

영향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정확한 남측의 화강암경계도 확인 

되어야 한다 

Repository Localization (동굴처분) : 

6 동굴 처분장의 위치설정 (Repository locaJization)은 지형적 특성， 지하수의 유동체 

계， 암반특성과 단열대의 분포 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나， 현재까지 분석된 암질 

과 단열대 자료에 근거한 최적암반블록은 경5， 222, z36과 223올 경계로 하는 

블록으로 KB-9과 KB-lO공이 위치하는 암반으로 제시할 수 있다 

7 남북방향으로 확장하기 전에 고려될 수 있는 B지역에서의 확장은 KB-1파 

KB-ll공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222, Z33, 223의 단열대를 경계로 하는 암반으로 

확장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6 단열대의 특성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8. 통굴처분장의 가용면적의 확보를 위하여 북측으로 확장 할 경우는 Z21 , Z32와 

Z22로 형성된 암반을 대상으로， 남측보다는 넓은 연적올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추공에서 인지되는 다소 불량한 암질과 많은 단열대의 분포로 미 

루어 양호한 암질이 적올 것으로 사료된다 북측을 포함한 처분장 가용암반블록 

은 Z21 , Z32, Z33, 223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222는 지하수 유통로 외에 

처분장 건설을 위한 단열대의 역학적 특성도 상세히 파악되어야 한다. 

9 남측으로의 확장방안은 KB-6과 7공의 양호한 암질에 의거하여 238 단열대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암반블록은 222, Z33(KB-8공 동편의 암종 경계)， 

강8올 경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서측의 암종 경계가 확인되어야 하고， 223단열대 

의 규모와 수리적， 역학적 욕성이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수려지질특생: 

10. 지하수의 자연수위 (baseline water table)는 고지대 (>10αn EL; KB- 16, 16- 1) 

에서는 지표 하 35 - 45m의 범위를 보이며， 저지대 (<1。이n EL; KB- 10, 7, 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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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4m 지표하부에 형성하는 것을 각 지대의 대표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파쇄대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 KB- 8. 15. 16→2공(97.8 -llO.5m EU은 

지하수위가 지표 하 3 - 10m에 위치하는 높은 지하수위가 계측되고 있다- 저지 

대의 KB-ll공은 지표 하 30.5m로 대표치 보다 낮게， KB-13과 14는 지표 하 

12.8 - 14.1m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11 지하수위 분포자료가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수리지질특성은 부지특성조사 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 지금까지 나타나는 지하수위특성을 미루어 파쇄대 발달지역의 다소 높은 지하수 

위가 분포하는 특성 

KB-16-2와 8공의 수리적인 연결가능성， 특히 z33의 존재여부 

• 본 지역의 지하수위분포특성은 지형과 지질구조의 분포에 의하여 형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납부지역의 피압 지하수대가 처분장에 미치는 유리한 수리조건여 

부 

12 현재 까지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봉 지역 모암의 투수성은 HCD와 HRD의 차 

。l 가 일반적으로 계측되는 화강암지역의 투수성 차이 (T4 order 차이)보다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지역에 발달된 투수성구조 (HCDl의 각 

units는 대체적으로 O.2-1m의 폭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unit가 연속되거나 

swarm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시험구간인 7m의 fixed interval로는 뚜렷 

하게 분리 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부지특성 조사 시는 일률적인 

fixed interval 보다는 시추공의 단열 발달특성에 따라 주입구간을 조정하여， 

HCD와 HRD의 구간을 보다 뚜렷이 구분하여 수리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한다 

13 본 지역에서 가장 높은 투수성은 lncohesive Crush Zone으로 인지되며， 

Cohesive Crush Zone은 단열충전물질로 인한 다소 낮은 투수성을 갖고 있다. 심 

도별로 계측되는 암반투수성의 일차적인 분석결과는 Cohesive Crush zone(CCZ) 

은 매우 낮은 투수성을 보이고 lncohesive Crush zone (ICZ)과 Fracture 

cluster(FC)은 다소 높은 투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14.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심도에 따른 수리전도도의 감소는 현재 조사결과로 

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라전도도의 분포는 주로 시추공과 교차하 

는 투수성구조(HCD)와 관련된 경향올 보이고 있다 또한 암반단열과의 관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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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pen fraclure 보다는 어느 특정 단열조(fraclure set)와의 관련성올 나타내고 있 

다 이에 대한은 정밀분석은 현재 수행 중이다. 

지구화학특성: 

15. 시추공 지하수는 13 - 18 t:의 거의 일정한 온도 범위를 지니며， pH는 6.1 -

11.8로 다양한 조건올 나타낸다 지하수의 전기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도 

100 - 4,090 IlS!cm로서 넓은 범위를 보이며， 또한 일반 화강암지역 지하수에서 

산출되는 지하수에 비해 매우 높은 용존이온올 함유하고 있옴을 지시한다. 지하 

수의 용존산소는 비교적 낮은 값(0.1 - 5.7 mg!L)을 보여주며， 산화 환원전위 

(Eh)는 - 322 - +50mV범위로 넓은 범위를 보여준다. 따라서 부지특성 조사 시 

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packer system으로 격리 된 조건에서 시료를 채 

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6. 일부 시추공지하수에서 높은 pH가 확인되는 바(KB-8) ， 이는 시추 시 그라우탱 

에 의한 영향으로써， 지하수가 시멘트물질과 반용하여 높은 pH를 보이며， 결과적 

으로 지하수의 화학조성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륙히 부지특성조사 

계획 시 시추 수에 대한 Rhodarnine과 같은 추적자 사용이 펼수적으로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17. 부지 주변 시료들의 총용존고체 (TDS)함량은 지하수가 93.2 - 1，엠8 mg/L(시 

추공지하수는 1'2:7.7 - 1,458 mg/L), 지표수는 해수영향을 받은 시료를 제외하고 

85.6 - 267.3 mg/L올 보인다 시추공 지하수의 경우， 양이옹은 시추공에 따라 

Na 혹은 Ca가 우세하고， 음이온은 Cl이 주요 용존 이온염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Br이온이 모든 지하수 시료에 소량 용존 되어 있는 것이 

특정적이다. 

18. 미량원소는 특징적으로 시추공지하수에서 Mn함량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KB-9 

와 KB-ll , KB-15공의 경우 Mn뿐 아니라 Cu , Zn 동의 중금속 함량이 매우 높 

아서 이들의 진화과정 중， 지하 환경에서의 광화 대와의 반용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 일부 지표수의 경우 현장측정결파에서 pH 4.6올 나타내었던 석촌리 지표수 

가 Al, Mn함량 및 Cu, Zn 퉁의 중금속 함량이 높게 나타나서 전형적인 금속광 

화 대와의 반응에 의한 특성올 보여준다. 

19. 자연수의 유형올 분류하고， 상대적인 이옹 함량의 특성을 보여주는 P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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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상에서 부지 주변 지하수들은 전체적으로 Na-CJ형， Ca-HC03형， Ca- S04 

형의 광범위한 양상올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강수가 지하매질을 순환하연서 서로 

상이한 지구화학적 환경 하에서 자연수가 형성되고 다양한 농도의 해수영향을 

받았음을 지시한다 

20 지하수의 수소-산소 통위원소 특성은 전체적으로 모든 시료들이 세계강우직선 

상에 도시되어 조사지역의 지하수가 강수기원엄올 알려준다 그러나 본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통위원소특성은 지표수와 지하수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 

지 않는다‘ 이는 시료채취방법의 문제점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부지특성조사 시에 

는 지하수 시료채취 시 반드시 더블패커나 멀티패커를 이용하여야 지하수의 본 

래 섬도에서 격리된 지구화학특성 치를 얻어야 할 것이다 

21. 또한 기존 삼중수소분석 자료에 따르면， 월성주변 일부 지표수 및 지하수는 매 

우 높은 삼중수소함량올 보인다 이는 월성원전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삼중 

수소 외에 월성원전에 의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의 준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22. 시추코아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단열광물은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 ， 

제올라이트광물(zeolite) ， 녹니석 (chlorite) ， 일라이트(illite) 퉁이다 이밖에 황철석 

(pyrite)이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그 산출규모가 다양하여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광화작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3 시추코아 상에 주로 흰색 혹은 짧은 핑크색의 코탱형태로 산출되는 제올라이트 

광물은 주로 로먼타이트로 감정되며 이밖에 스텔레라이트도 혼히 산출되며 드물 

게 흉란다이트가 감정되었다 제올라이트광물의 경우 단열충전광물로 흔히 산출 

되는 광물이나 산출상태가 방해석과 유사하기 때문에 망해석으로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혼하다， 일반적으로 방해석 역시 매우 혼한 단열충전광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지역의 경우 KB-5시추공올 제외하고는 예외적으로 방해석의 산출이 드물 

다- 시추공에 교차하는 점토질의 단충비지형태 구성광물은 대부분 몬모렬로나이 

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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