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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 부지특성

Ⅱ.  연구개 발 의  목   필요성

  고 폐기물 장기 리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2011년까지 선진핵주기 고 폐기

물 처분시스템(A-KRS)의 개념을 수립하고자 한다. A-KRS는 특정 부지의 심부지

질환경에서 선진핵주기의 고 폐기물을 상으로 정한 처분시스템을 설계, 계

획하고, 최종 으로는 비 인 안 성평가까지를 수행한다.

  A-KRS 개념 수립에 용하는 특정 부지라 함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시설 부지를 일컫는다 (한국원자력

연구원, 2005). 본 보고서는 1997년부터 재까지 조사, 평가된 KURT 시설 부지의 

지질환경특성을 종합하여 A-KRS 개발, 공학 방벽의 개발,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이

동 특성, 그리고 안 성 평가 업무에 필요한 기본 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

이다.

Ⅲ.  연구개 발 의  내용   범

  본 보고서의 범 는 재까지 조사, 평가된 KURT 시설 부지의 지질환경특성에 

한 종합보고서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지형 특성

  • 지질  지질구조 특성

  • 수리지질학  특성

  • 지구화학  특성

  • 지하수유동 모델링

  • 심지층 처분시설 입지 후보 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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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 발 결과

  ◦ 지 형   지 질  특 성

  KURT 부지를 포함하는 국지 지역의 지형은 지형 경사가 약 4～5%로서 형

인 구릉성 지형에 해당한다. 수계는 수지상의 형태로 발달하여 부지 주변의 소하천

들은 모두 북진 내지는 서진하는 강 본류에 합류한다. 

  KURT 시설 부지는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이 분포하며 국지 으로는 미약하나마 

편상조직을 보이기도 한다. 립질 내지 세립질의 복운모화강암은 Rb/Sr 측정결과 

190Ma의 연 를 보인다. 단열충 물 에는 방해석이 가장 범 하게 산출되며, 

로먼타이트와 녹염석  황철석의 산출은 KURT를 포함한 시설 부지 반에 열수

변질작용의 향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KURT 시설 부지의 지질구조 모델은 상부의 토양층과 풍화 롤 구성되는 

Hydraulic Soil Domain, 배경단열이 분포하는 Hydraulic Rock Domain, 그리고 

경사 단열 를 포함하는 11개의 Hydraulic Conductor Domain으로 구성된다.

  

  ◦ 수 리 지 질  개 념  모 델   지 하 수 유 동  특 성

  KURT 시설 부지에서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된 수리지질 개념모델에서 

HSD는 지질모델의 상부토양층  풍화 에 해당되며, HCD는 KURT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7개의 단열 , HRD는 단열  사이의 기반암에 해당되며, LAFD는 경사 

단열 에 해당된다.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지표에서는 단열 에 한 향이 크지 않

으나 심부 환경에서는 투수성 단열 가 심부 역의 지하수 유동에 히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 하 수 화 학   지 온구배  특 성

  심부지하수의 화학 인 특성은 심도의 증가에 따라 pH, EC  용존이온 증가와 

Eh, DO값의 감소 상을 보여주고 있다. 300m 심도 이하 구간의 지하수는 

Ca-Na-HCO3 유형에 해당하며, 온도 18.6℃, pH 8.5, Eh -256mV, EC 174μS/cm, 

DO 0 mg/L의 형 인 심부지하수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 

  지표에서 600m 까지의 지온구배는 0.022 ～ 0.025℃/m의 구배를 보이고 있으며, 

600m 이하의 역에서는 0.029℃/m의 구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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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지 층  처 분 시 설  입 지  후 보 역  도 출

  반 으로 KURT 시설 부지에서 심지층 처분시설 입지 후보 역은 부지의 

앙부에서 우세하게 분포하는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 단열 의 서쪽 역의  

-200m 이하 심도에서 충분한 역을 확보할 수 있다.

     

Ⅴ.  연구개 발  결과 의  활용 계 획

  본 연구결과는 2011년까지 계획하는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A-KRS) 개발을 한 부지특성에 한 기본 인 자료에 해당된다. 이 자료들은 

A-KRS의 시설 설계 업무,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 방벽의 개발과 성능 평가 

업무, 처분시설의 모암을 이루는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이동 특성 규명 업무, 그리고 

부지특성에 기 한 체 인 A-KRS의 안 성 평가 업무에 직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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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mmary

Ⅰ.  PRO JE CT  T I T LE

  

  Development of Advanced Korean Reference HLW Disposal System - Site 

Characteristics

Ⅱ.  O BJE CT I V E S AN D I M PO RT AN CE  O F  T HE  

RE SE ARCH PRO JE CT

  In order to dispose of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safely in 

geological formations, an advanced Korean reference high-level waste disposal 

system(A-KRS) is being investigated to cope with the HLWs from 

pyro-processing of the spent nuclear fuel.

  A specific site for the development of A-KRS is localized area around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facility. Based on the geological 

database which has been integrating since 1997,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provide the geological baseline date for the development of disposal system, 

engineered barrier system, radionuclide migration properties in natural barrier 

system, and total safety assessment.

Ⅲ.  SCO PE S AN D CO N T E N T S O F  T HE  PRO JE CT

  This is a summarized comprehensive site characterization report for the 

development of an A-KRS and the scope is as follows;   

  • Topography

  • Geology and structural geology

  • Hydrogeology

  • Groundwater chemistry

  • Groundwater flow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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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tential layout for deep geological repository

Ⅳ.  RE SU LT S O F  T HE  PRO JE CT

  ◦ T opog raphical and G eolog ical Characteristics

  The KURT site is well characterized as the rolling hills topography 

surrounded by the upland which has about 4～6% slope. The dendritic drainage 

pattern is common and flows into the Keum-River. The basement rock is 

composed mainly of biotite gneiss and schist in the northwestern region of the 

study area. The plutonic complex is composed of biotite granite and two-mica 

granite. Two-mica granite with discernible foliation is a major rock type in 

KURT facility site.  There are many fracture zones identified in the deep drilled 

holes, which was locally affected by the hydrothermal alteration. The 

geo-structural model of KURT site consists of hydraulic soil domain (HSD), 

hydraulic rock domain(HRD), hydraulic conductor domain(HCD), and low-angle 

fracture domain(LAFD).

  ◦ Hydrog eolog ical conceptu al model and g rou ndw ater flow  simu lation

  According to the baseline geological data, a hydrogeological conceptual model 

could be comprised of upper part soil formation and weathered zone, seven main 

water conducting fracture zones, background fractured rock mass, and one 

LAFD. The result of groundwater flow simulation presents the main water 

conducting fracture zones distributed in deeper part considerably influences on 

the groundwater flow regime. 

  ◦ G rou ndw ater chemistry and g eothermal g radient

  From the long term monitoring of groundwater chemistry using multi-packer 

system, pH, EC, and dissolved ion decreases with depth and Eh and dissolved 

oxygen increases with depth. The groundwater properties below the -300 m are 

as follows; Ca-Na-HCO3 type, temperature 18.6℃, pH 8.5, Eh -256mV, EC 174μ

S/cm, and DO 0 mg/L. The geothermal gradient around KURT site shows  

0.022 ～ 0.025℃/m from surface to -600 m depth, and 0.029℃/m below -6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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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 Potential layou t for deep g eolog ical repository

  It is possible to locate the deep geological repository of A-KRS in the area of 

western part of KURT facility site. Except the eastern part, it is estimated that 

the tunnel layout is enough below -200m depth. 

Ⅴ.  APPLI CAT I O N  O F  T HE  PRO JE CT      

  The geological, geo-structural,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information, 

which are investigated and estimated up to -500m depth using various 

investigation methods, has been providing for development of disposal system, 

engineered barrier system, radionuclide migration properties in natural barrier 

system, and their total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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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2011년까지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

물 처분시스템(A-KRS)의 개념을 수립하고자 한다. A-KRS는 특정 부지의 심부지

질환경에서 선진핵주기의 고준위폐기물을 대상으로 적정한 처분시스템을 설계, 계

획하고, 최종적으로는 예비적인 안전성평가까지를 수행한다.

A-KRS 개념 수립에 적용하는 특정 부지라 함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치된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시설 부지를 일컫는다 (한국원자력

연구원, 2005). 본 보고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조사, 평가된 KURT 시설 부지의

지질환경특성을 종합하여 A-KRS 개발, 공학적방벽의 개발,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이

동 특성, 그리고 안전성 평가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이다.

2. 범위

본 보고서의 범위는 현재까지 조사, 평가된 KURT 시설 부지의 지질환경특성에

대한 종합보고서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지형 특성

• 지질 및 지질구조 특성

• 수리지질학적 특성

• 지구화학적 특성

• 지하수유동 모델링

• 심지층 처분시설 입지 후보영역 도출

3. 부지조사 프로그램

KURT 시설 부지의 지질조사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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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T 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 평가를 위한 조사기술의 개발 및 개선

• A-KRS 설계, 안전성 평가, 핵종이동 특성 연구 및 공학적방벽 특성 평가를

위한 부지 규모의 지구과학적 자료의 제공

• KURT 시설 부지의 부지규모 및 암반 블록 규모의 site descriptive model 구축

가. 조사 단계

KURT 시설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는 1997년부터 착수되었다. 단계별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g. 1.1).

• 1997-2002: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로서, 연구대상 암종의 선정과 처분시스템 개

발을 위한 주요 지질학적 영향 요소를 선정하였으며, 지표조사와

KURT 부지에서 시추조사를 착수함.

• 2003-2006: KURT 시설 부지에서의 시추조사와 KURT 건설 과정에서 조사된

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기준처분시스템(KRS)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

Figure 1-1. Step-wised site investigation program on KUR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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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11: 심부 500m 까지의 시추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심부 조사기

술의 개발, 조사와 해석 과정에서 geosynthesis methodology를 적

용하고, 종합적인 지질환경특성 보고서를 작성함.

나. 조사 절차

KURT 시설의 건설에 앞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지표에서 지질조사를 수행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하의 개략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Figure 1-2). 지표 조사

단계에서는 선구조 분석, 지표 지구물리탐사, 시추조사, 수리시험. 지구화학 조사 등

을 시행하였다.

Figure 1-2. Site investigation procedures in KURT site.

KURT 시설의 건성을 위한 정밀 지질조사는 2003년과 2004년에 이루어졌다. 지

표지질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개략적인 KURT 시설의 위치를 결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시설의 설계를 위한 조사로는 정밀한 지구물

리탐사, 예상되는 터널 방향과 나란한 sub-horizontal 시추조사, 공내 물리검층 및

수리시험, 그리고 암석역학 시험 등을 시행하였다.

KURT 시설의 건설 과정에는 정밀한 터널 매핑을 수행하여 앞서의 지표지질조사

결과와 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A-KRS 설계와 안전성 평가, 핵종이동 특성 연구,

그리고 공학적방벽 특성 시험에 필요한 지구과학적 자료를 평가하여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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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하 500 m 이하까지의 지구과학적 자료의 지속적인 축적과 보완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geosynthesis methodology를 적용한 부지규모의 site descriptive model

을 구축 중이다.

4. 조사방법

가. 지표 지질조사

KURT를 중심으로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을 고려하여 국지영역과 부지영역으로 영

역 구분을 실시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수치지형도의 고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

주변의 선구조선 발달 양상을 파악하고, 연장길이 및 빈도수에 대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구조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부지 규모에 대한 지질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 지표

에서의 12개 측선을 설정하고 지구물리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를 수행하

였다.

나. 시추조사

KURT 건설 전, 부지 주변에 굴착된 총 9개의 시추공과 시설 상세설계를 목적으

로 굴착된 KP-1, 2 시추공에서 공내 물리검층 및 단열특성 검층, 시료 채취 및 분

석, 수리시험 등을 통하여 암석학적, 광물학적, 암석역학적, 수리지질학적, 수리지화

학적 특성으로 조사하였다.

다. KURT 지질조사

지표조사에서 예측된 지질구조의 검증을 목적으로 KURT 진입터널 굴착과정에서

매 발파마다 터널 매핑을 수행하여 터널 지질도를 작성하였다.

시설 준공 이후에는 KURT 부지의 지질모델, 수리지질모델 및 지하수유동 모델

해석을 목적으로 터널 내, 외부에서 추가적인 지구물리탐사, 시추조사 (DB-1,

DB-2), 공내 물리검층 (KAERI, 2009a)이 이루어졌다. 지질구조 파악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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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법 탄성파탐사 (KAERI, 2009b) 와 Multi-offset 수직 탄성파 탐사 (VSP,

Vertical Seismic Porfile)를 수행하였다 (KAERI, 2009c).

DB-1, DB-2 시추조사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부지특성모델에 입력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였다. 가장 중요한 지질정보는 지질구조로서 이러한 지질구조가 지하

수 유동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심부의 수리 및 지화학적 특

성이 심도별로 어떠한 변화 특성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DB-1 시추공에서는 수직적인 암반 물성치의 변화와 투수성 지질구조의 검층을

목적으로 온도, 전기전도도, SPS (suspension P-S logging), Full wave sonic,

Electric resistivity logging, gamma logging을 수행하였다.

라. 수리지질 및 지화학 특성 조사

암반의 투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YS 계열의 시추공에서는 일정구간별 정압주입

및 수위강하시험을 실시하였다. 정압주입시험은 이중패커를 이용하여 구간별로 시

행되었다 (박경우 외, 2005). 주입압력의 안정화를 위하여 약 20m~40m의 정압이 걸

리도록 물탱크를 임시로 설치하거나, 물탱크 설치가 어려운 곳은 주입펌프를 사용

하여 일정압력으로 물을 주입하였다. 터널 내 DB-1 시추공에서는 보다 정밀한 자

료를 얻기 위하여 이중 패커를 이용한 slug test를 실시하였다.

심도별 지화학특성 조사는 KURT 모암 및 단열충전 광물 특성과 지하수의 화학

적 특성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모암 및 단열충전 광물 분야에서는 주로 암

석화학, 단열충전광물 및 광물화학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부지주변의 암석-광물학

적 특성 및 진화과정을 해석하였다.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 조사는 심부 시추공 지

하수의 장기 지화학 모니터링, 지하수화학 및 유기물 분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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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형 및 지질 특성

1. 지형

KURT 시설이 위치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50 km 지점

에 위치하며 금강을 경계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와 접경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계

룡산 줄기를 능선으로 공주시와 접하며, 갑천이 서남쪽에서 북동쪽으로 흐른다. 따

라서, 지형적으로 대전분지의 서북부에 해당한다 (Figure 2-1). 이 지역은 분지 특

성 상 보덕봉, 금병산, 우솔봉, 갑하산, 도덕봉이 서북부 지역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

다. 이 분수령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충남 연기군 금남면이 접하고 있다.

특히, 우솔봉과 갑하산, 도덕봉으로 연결되는 NS 방향의 고지의 능선은 유성지역에

잘 발달되어 있는 석영맥암과 그래노피어에 의한 결과이다.

KURT 부지를 포함하는 국지 지역의 중심에 해당되는 추목동 분지 후면의 금병

산을 EW와 NW-SE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지형경사를 살펴보면, KURT 부지를

가로질러 최근접 갑천(EL. 35 m)까지의 지형 경사는 약 5.3 %이고, NW-SE 방향

으로의 지형 경사 역시 약 4.1 %로서 구릉성 지형에 해당한다.

수계는 전형적인 수지상의 형태로 발달한다. 소규모 하천을 중심으로 동하천 소

유역, 탄동천 소유역, 지족천 소유역, 유성천 소유역, 건천 소유역, 그리고 금천천

소유역 등으로 나뉘어진다. 이들 소하천은 모두 북진 내지는 서진하는 금강 본류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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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opographic map of KUR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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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

가. 지질

KURT 시설부지의 지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KURT가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를 포함한 대전 유성 북부지역의 광역적인 지질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KURT시

설 부지 주변의 광역적 지질특성은 기존의 조사 보고서 (박희인 외, 1977; 이상만

외, 1988; 정지곤 외, 1997; 한국원자력연구원, 2007)에서 발췌하였으며, KURT 시설

부지의 국지적인 지질특성은 KURT의 건설 및 심부시추공에서 얻어진 지질자료에

근거하였다.

Figure 2-2. Geologic map of KURT area.

유성 지역은 경기변성암 복합체 내에 위치하며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중생대의 심성암과 맥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2-2).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

는 흑운모 편마암 및 편암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KURT 부지의 북서부에 주로 분

포한다. KURT 시설 주변의 심성암류는 크게 시대미상의 편상화강암과 중생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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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모화강암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 복운모화강암은 KURT 시설의 모암으로 광범위

하게 분포하며 편상화강암을 관입하고 있다. 국지적으로는 미약하나마 편상조직

(N20°～30°E)을 보이기도 한다.

중립질 내지 세립질의 복운모 화강암은 Rb/Sr 측정결과 190Ma의 연대를 기록하

고 있으며 KURT 부지의 남서부에 분포하는 편상화강암과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대전도폭에서는 편상화강암을 쥬라기의 편마상 화강암으로 보았고 복운모화강암과

는 동일 마그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중립질로서 편리의 방향이 주변

의 변성퇴적암류의 편리방향과 일치한다.

나. 광물

1) 조암광물

KURT 모암의 이루는 복운모 화강암의 주요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이며 이밖에 녹니석, 금홍석, 저어콘, 인회석 등이 소량 존재한다.

이들의 산출양상은 국지적으로 흑운모가 우세한 운모류로 산출되며 일부에서는 변

형 작용에 의한 편상 흑운모 화강암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일부 산화철이

미세 단열을 따라 세맥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심부시추공 (DB-1)에서 얻어진 신선

한 모암들로부터 분석된 모달분석 결과를 심성암분류표에 도시하여보면 대부분 화

강암영역에 도시된다 (Figure 2-3).

Figure 2-3. Modal analysis of two-mica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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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볼 때 화강암의 SiO2의 함량은 66.4∼75.0%로 산성암에 해당되며, 지

화학적으로 I-type에 속하면서 과알루미나 성질을 나타내고, 0.96∼1.21범위의 알루

미나 포화지수를 갖는다. 화학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SiO2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TiO2, Al2O3, MgO, FeOT, CaO, P2O5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K2O는 증가하는

일반적인 화강암의 분화경향을 나타낸다 (Figure 2-4).

Figure 2-4. Harker's diagram showing the contents of major elements v.s.

SiO2 in two-mica granite.

2) 단열 충전광물

시추코아의 단열면에서 추출한 충전물질에서 일라이트, 로먼타이트, 녹니석, 녹염

석, 몬모릴로나이트, 카올리나이트, I/S 혼합층상광물 등의 광물들이 감정되었다. 단

열충전광물 중에는 방해석이 가장 광범위하게 산출되며, 일라이트는 산출양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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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산출빈도는 가장 높다. 로먼타이트와 같은 제올라이트 광물은 주변 시추공

보다는 빈도가 낮지만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녹니석은 주로 단열대 표면의 변질광

물로서 주로 산출된다. 특히 로먼타이트와 녹염석 및 황철석의 산출은 KURT를 포

함한 연구지역 전반에 열수변질작용의 영향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 로먼타이트는 전형적인 주상의 결정형을 보여주며, 일라이트와 카올리나

이트는 판상의 결정형태로 산출되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결정도를 보인다. 반면에

녹니석은 전형적인 판상의 결정형의 집합체로 산출되고, 몬모릴로나이트의 경우는

전형적인 벌집형태의 조직을 보여준다 (김건영 외, 2004; Figure 2-5).

Figure 2-5. Photographs of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n fracture filling

materials.

3. 지질구조 모델

KURT 주변 지역의 지질은 상부 토양층 및 풍화대, 저경사 단열대, 단열대, 기반

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표 지질조사 및 시추공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들의 특

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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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부 토양층 및 풍화대 (Weathered zone)

상부 토양층 및 풍화대의 심도(두께) 분포는 시추공별로 각각 차이가 있지만, 10

～ 38m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와 비교하여

KURT 주변 지역의 상부 토양층 및 풍화대의 분포 깊이를 정의하였다 (Table

2-1).

시추공 Weathered zone (mabh)

KP-1 27

KP-2 10

YS-01 16

YS-02 15.2

YS-03 15

YS-04 13

YS-05 10

YS-06 15

YS-07 38

Table 2-1. Thickness of Soil and weathered zone based on borehole data.

나. 저경사단열대 (Low-angle fracture zone)

단열의 방향성 분석 결과 저경사를 갖는 단열은 KURT 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군

으로 분류된다.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심도가 깊은 곳에서

도 일부 분포하고 있지만 저경사 단열은 풍화대 및 하부 기반암 사이에 주로 위치

하고 있으며, 준수평적으로 연속되는 단열대를 이루고 잇다. 이는 KURT 주변 지역

의 결정질암반에 대한 주요 지질구조 특성이다. 이러한 저경사 단열대는 단층 혹은

단열대를 형성하는 지구조적 응력에 의해 생성되었거나, 지표 근처에서 지반의 융

기․침식으로 인한 응력이완으로 생성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성

인은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지하수유동과 관련하여 투수성이 양호하여 결정질암

반의 지하수 유동에 중요한 준수평방향의 유동로로서 역할을 할 경우 수리지질모델

구축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KURT 주변 지역에 존재하는 저경사 단열대를 시추공별 관측되는 단열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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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 지하 22.5 ～ 84.2m의 깊이로 다양한 분포 깊이를 보인다

(Table 2-2). 다만, KP-1 시추공은 준수평 시추공이므로 저경사 단열대에 대한 뚜

렷한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시추공 저경사 단열대 (mabh)

KP-1 150

KP-2 53

YS-01 53

YS-02

YS-03 38

YS-04 28

YS-05 22.5

YS-06 45.8

YS-07 84.2

Table 2-2. Interception depth of sub-horizontal fracture zone in boreholes.

다. 단열대 (Fractur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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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해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와 선상구조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총 9개의 단열대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단열대에 대하여는 시추코아 조사 결과

를 이용하여 fracture zone core와 damage zone에 대한 자세한 특성을 기재하였다.

위의 9개 단열대에 추가하여 시추공 자료로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선상구조 분석

에 의해 KURT 연구지역의 오른쪽에 비교적 큰 규모로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

열을 추가하여 총 10개의 단열대를 구성하였다 (Table 2-3).

지구조적 활동에 의해 생성된 단열은 개개의 단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열대

를 구성하게 된다. 연구 지역 내의 단열대는 수리지질학적 측면에서 지하수 유동로

및 방어벽의 역할을 하며, 지구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다른 화학적 성분을 갖

는 지하수의 혼합 매개체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단열대는 길이 및 폭을 기준으

로 광역 규모의 단열과 국지 규모의 단열로 나눌 수 있는데, 단열대에 대한 분류는

SKB (Black et al., 1994)의 체계가 일반적이다 (Tab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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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단열대 분석 자료 Remarks

1
YS1_104F

YS1MF104(N18W74N)
선상구조 분석

major fracture on 104mabh
of YS1FZ1ab

YS1_104DZ YS1FZ1ab(87.2-138.0mabh)
fracture zone #1of YS-01
pararell to YS1_104F

2
YS1_433F

YS1MF433(N20W55S)
지표 물리탐사
선상구조 분석

YS1_433DZ YS1FZ4cd(417.3-447.2mabh) pararell to YS1_433F

3
YS2_106F

YS2MF106(N10W73N)
지표 물리탐사
선상구조 분석

YS2_106DZ YS2FZ1abc(88.9-152.1mabh)

4
YS6_70F

YS6MF70(N9W75N)
지표 물리탐사
선상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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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P1_75F

KP1MF75(N2E86E)
선상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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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KP1_120F

KP1MF120(N75E42S)
선상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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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KP1_177F

KP1MF177(N87E71S)
지표 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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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DB1_213F

DB1MF213(76W45S)
선상구조 분석

DB1_213DZ DB1FZ6(201.5-226mabh)

9
DB1_241F

DB1MF241(43W56S)
선상구조 분석
YS-07 시추공

DB1_241DZ DB1FZ7(234-244mabh)
10 L1 선상구조 분석

Table 2-3. Characteristics of fracture zones including core and damage zone.

단열대의 trace length는 일차적으로 선상구조 분석에 의해 결정되며, 시추공에서

관측되는 단열대에 대해서는 그 길이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단열대의 폭으로서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 지역에서 단열대는 시추공 초음파주사검층 자

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폭을 기준으로 단열대를 분류하였다. 단열대의 폭을 기

준으로 분류된 단열대에 대하여 지표로 연장시켰을 때, 지구물리탐사 결과와 지형

적 요소를 고려하여 단열대의 흔적 길이를 연장시켜 단열대의 길이를 재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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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KB) Sub-class
(KURT)

Width Geometric
description

Order
(SKB)

Regional fracture
zone

>100 m Deterministic Order 1

Local major
fracture zone

Class S 50-100 m
Deterministic

(with uncertainties)
Order 2Class A 10-50 m

Class B 5-10 m

Local fracture zone Class C 0.1-5 m
Statistical
(some

deterministic)
Order 3

Background
Fracture <0.1 m Statistical Order 4

Table 2-4. Classification criteria for fracture zone around KURT site.

현재까지 KURT 부지에 분포하는 단열대는 Table 2-5에 제시된 체계와 같이 분

류하였으며, 이를 도시하면 Figure 2-5와 같다. 분류된 단열대 명칭은 FZ(order)(분

류결과)-No.의 순서와 형식으로 정하였다. FZ2A의 단열대는 총 7개가 존재하며,

FZ2S 단열대 2개, FZ2B 단열대 1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분류된 단

열대 중 선상구조 분석만으로 고려된 L1 단열대의 명칭을 FZ2S-2로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칭은 향후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No 단열대 두께(m) Order 분류 결과 단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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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DB1_213F 17.32 2 Class A FZ2A-7

9 DB1_241F 5.6 2 Class B FZ2B-1

10 L1 1 or 2
Class S
(expected)

FZ2S-2

Table 2-5. Classified local major and minor fracture zones in KUR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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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e view

(b) Bird-eye view

Figure 2-5. Fracture zones around KUR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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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질구조 모델

KURT 부지의 지질구조 모델은 상부의 토양층과 풍화대롤 구성되는 Hydraulic

Soil Domain, 배경단열이 분포하는 Hydraulic Rock Domain, 그리고 저경사 단열대

를 포함하는 11개의 Hydraulic Conductor Domain으로 구성된다 (Figure 2-6).

현재까지의 조사된 결과에 의하여 Version 2의 지질구조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1,000m 까지의 심부 시추조사를 통하여 좀 더 정밀한 모델로 수정될 것이다.

지질구조 모델은 다음 장의 수리지질 개념모델의 구성과 지하수유동 해석의 기초

모델이 된다.

Figure 2-6. Geo-structural model of KURT site (ver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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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리지질 개념 모델 및 지하수유동 특성

1. 수리지질 개념모델

수리지질모델은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수가 대상 매질의 지질모델 요소에 대해 어

떠한 유동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수리지질학적 요소를 적용하여 구성한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수리지질모델은 해당 영역의 지질모델을 근거로 구축되어

야 하며, 각 요소에 대한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질학적 요소를 수리지질

학적 요소로 대입시키거나 혹은 삭제, 첨가 시킬 수도 있다. 즉, 투수성이 양호할

것으로 고려되는 지질학적 요소가 기반암과 같은 수리적 특성을 보일 경우 이를 기

반암의 수리지질요소에 첨가 시키거나, 반대로 기반암에서 투수성이 양호한 단일

혹은 몇 개의 단열이 주변 지하수 유동에 주요 역할을 할 경우 이를 투수성이 양호

한 수리지질요소에 첨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지질학적 요소와 수리지질학적 요소

는 반드시 일치되지 않으며 수리적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KURT 주변 지역의 지표 지질조사 및 시추공 지질조사를 통해 상부 토양층 및

풍화대, 저경사 단열대, 단열대, 기반암의 4개의 지질모델에 대한 요소를 분류하였

다. 이에 대한 수리지질학적 특성이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성질을 갖는다고 가정하

여 각 지질모델의 요소에 대한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를 구성하였다.

수리지질모델의 요소 수리지질학적 특성

HSD
- 등방성의 투수성

- 공간적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균질한 분포

LAFD
- 이방성의 투수성

- 공간적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HRD
- 등방성의 투수성

- 공간적으로 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불균질한 분포

HCD
- 이방성의 투수성

- 각 단열대 마다 상이한 투수성

Table 3-1. Definition of components for hydrogeological conceptual model.

일반적으로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는 수리토양대(Hydraulic soil domain, HSD), 수

리투수대(Hydraulic conductor domain, HCD), 수리암반대(Hydraulic rock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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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로 구성된다. 그러나,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에서 저경사 단열대가 추가

되었으므로 저경사 단열대(Low angle fractured domain)의 요소를 수리지질모델에

추가하여 기본 개념 모델을 구성하였다. 즉, 구성된 수리지질 개념모델에서 HSD는

지질모델의 상부토양층 및 풍화대에 해당되며, HCD는 KURT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7개의 단열대, HRD는 단열대 사이의 기반암에 해당되며, LAFD는 저경사 단열대에

해당된다. 수리지질 개념 모델의 요소에 대한 각각의 특성은 Table 3-1과 같다.

2. 수리지질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수리특성

수리지질 개념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수리특성은 시추공에서 수행된 구간별

정압주입시험 (Constant head injection test)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구간별 정압주입

시험은 각 시추공 별로 지하수두에 대하여 일정한 over pressure를 가하여 시험 구

간에 주입되는 유량을 도출하는 현장 수리시험의 한 종류로 주입 유량을 통해 수리

전도도를 산출할 수 있다. 정압주입시험을 통해 산출한 수리전도도는 Figure 3-1과

같다.

Figure 3-1. Hydraulic conductivity from constant head injection test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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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지질 개념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응하는 투수성은 각 시추공에서 구간별로

산출된 수리전도도 값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시추공별 상부토

양층 및 풍화대의 깊이에 해당되는 수리전도도의 분포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일

부 시추공에서 산출된 수리전도도(1.5E-7m/sec)를 이용하였다. 상부토양층 및 풍화

대를 제외한 각 시추공에서 도출된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별 수리전도도 분포는

Figure 3-2와 같고, 단열대를 제외한 수리지질 요소에 대한 수리 특성은 Table 3-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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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Distribution of hydraulic conductivity LAFD, HCD, and H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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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지질모델 요소 수리전도도 (m/sec)

HSD 1.5 E-7

LAFD 1.05 E-7

HRD 4.36 E-10

Table 3-2. Hydraulic conductivity of HSD, LAFD, and HRD

특이한 점은 기반암의 상부에 존재하는 저경사 단열대의 수리전도도가 기반암의

수리전도도에 비해 현저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질 모델에서 기반암과 저

경사 단열대 및 단열대로 구분한 것과 같이 수리지질 모델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기

반암에 존재하는 단열대와는 다른 투수성 분포를 갖는 요소로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기반암에 존재하는 단열대에 대한 수리전도도 분포는 Log K 값이 정규 분

포를 따르지 않으며 작은 값 (10-11 m/sec)에서 큰 값 (10-5 m/sec)의 범위에 존재하

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대푯값을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지질 모델

의 분류 체계 (단열대의 크기 및 방향성)를 기준으로 수리전도도를 분리하여 그 분

포를 분석하였다 (Figure 3-3).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단열대의 방향성 및 크기에 따른 수리전도도의 분포의 통

계적 대푯값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각 단열대의 Geometry 및 연결성, 크기 등

의 복합적 요소에 의해 수리전도도 값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각각의 단

열대에 대해 다른 수리전도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단열대 별로 수리전

도도를 구분해 내야 적절한 수리인자를 입력할 수가 있다 (Tabl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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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열대의 방향성에 의해 구분한 수리전도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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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열대의 크기로 구분한 수리전도도 분포

Figure 3-3. Distribution of hydrualic conductiviy of H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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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요소 수리지질요소 수리전도도(m/sec)

토양층 및 상부풍화대 HSD 1.5E-07
상부 저경사 단열대 LAFD 1.05E-07

단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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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3. Hydraulic conductivity of hydrogeologic units.

3. 지하수유동 모델 해석

KURT 주변에 대해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광역 규모, 국지 규

모, 부지 규모로 영역을 좁혀 가면서 지하수유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모의를 위해

사용한 수치 모의 방법은 유한요소법이며, 포화대만을 대상으로 모의하였다.

광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KURT 주변의 광역 규모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이의 결과로부터 국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위한 모의

영역과 경계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모델링 영역은 KURT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금강, 동쪽으로 갑천을 지하수 유동 경계로 하였으며 남쪽은 유등천 및

그 지류, 서쪽은 계룡산의 고지대를 포함한다.

Figure 3-4는 모의된 정류상 수리수두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수는 산지 지역에서 강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 모의 결과로부터 지하

수가 분기되어 불투수경계로 가정할 수 있는 지하수 분수령을 찾아내어 국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위한 모의 영역과 그 경계 조건을 도출하였다 (Figur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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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imulated hydraulic head distribution

of regional scale groundwater flow modeling.

Figure 3-5. Local scale groundwater flow simulation extracted from regional

scale modeling result.



- 26 -

국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KURT 주변의 국지 규모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이해하고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의를 위한 모의 영역과 경계조건을 도출하기 위

해 수행하였다 (Figure 3-6).

Figure 3-6. Hydraulic head distribution of local scale groundwater flow

simulation.

모의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는 KURT 남쪽에 있는 적오산에서 함양되어 방사형으

로 퍼져간다. 그리고 저지대에 존재하는 하천의 영향으로 인해 하천 부근에서 지하

수 유속이 비교적 빠르며, 표토층 및 상부 파쇄대의 높은 수리전도도로 인해 심부

보다는 지표 부근에서 비교적 많은 지하수의 유동이 발생한다.

국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위한 모의 영역과 경계 조건을 도출하였다. 부지 규모 지하수 모델링은 특별히 지

질모델을 통해 도출한 부지 내 단열대가 지하수 유동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였다 (Figur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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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Site scale modeling region (red line) and HCDs.

Figure 3-8. Anisotropic hydraulic conductivity field for site scale groundwater

flow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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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대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Figure 3-7의 지질구조 모델에 근거하여

Oda's method를 이용하여 (Oda, 1985), 모의를 위한 이방성 수리전도도 장을 구성

하였다. Figure 3-8은 Oda's method를 이용하여 도출한 이방성 수리전도도 장을

보여준다. 이 때 모의 영역의 상부는 지질모델을 바탕으로 수리토양영역으로 가정

하였으며, 수리토양영역, 수리암반영역, 단열대의 수리지질특성은 부지 내 YS 계열

의 시추공과 KURT 내 시추공 등을 통해 도출한 수리지질특성을 그대로 부여하였

다.

지하수 유동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해발 -400 ～ -600 m 심부의 지하수두는 해

당 영역에 존재하는 단열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ure 3-9, 3-10). 즉,

남쪽 경사를 갖고 동서 방향으로 존재하는 단열대가 지하수의 유동로 역할을 하여

천부의 지하수를 북쪽에서 심부 영역의 남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여, 결과적

으로 심부의 북쪽 영역과 남쪽 영역을 수리적으로 격리시키게 된다. 남북방향의

단열대는 모델 영역의 지하수를 심부 영역에서 동서 방향으로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모델영역의 남쪽 영역의 수두 영향을 받게 된다.

Figure 3-9. Simulated three-dimensional head distribution around KUR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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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400m EL. -500m

EL. -600m EL. -1,000m

Figure 3-10. Plan view of simulated three-dimensional head distribution at -400,

-500, -600, and -1,000m depth.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시스템에 미치는 단열대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 기준 Case : 확인된 단열대만 반영한 경우

• Case 1: 단열대가 없는 경우

• Case 2: 영역 내 관찰된 선구조가 유동성 단열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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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3: 단열대를 확장시킨 경우

• Case 4: NS 방향 단열대의 수리전도도가 높은 경우

Case 1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지표 부근 지하수위는 지표의 고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지하 1,000m의 심부 영역에서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지하수두가

완만하게 형성되어, KURT의 진입터널 방향으로 느린 속도로 지하수가 흐른다

(Figure 3-11).

Case 2의 경우와 같이 지질모델에서 확인된 단열대를 포함하여 영역 내에 관찰되

는 모든 선구조가 유동성 단열로 고려될 때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는 기준

Case와 비교하여 지하수 흐름 방향은 비슷하나 심부 영역의 지하수 유동 양상은 약

간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심부에 존재하는 추가적인 남북 방향의 선구조에

의해 모델의 동쪽과 서쪽 영역이 현저히 수리적으로 격리되고 있으며, 북쪽과 남쪽

영역의 심부 지하수는 오히려 연결성이 양호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ure 3-12).

이러한 결과는 지질모델에서 도출된 투수성 단열대 이외에 영역 내에 존재할 수 있

는 투수성 구조들이 심부 지하수의 수리구배, 유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의미하며, 보다 정확한 심부 지하수의 유동 특성 파악을 위해 추가적인 야외

조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열대를 모델 전 영역까지 확장시킨 Case 3의 결과 및 NS 방향의 수리

전도도를 크게 입력한 Case 4의 결과는 기존 Case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KURT

부근의 지하수 유동에 있어 경계 부근에서는 지하수두 분포가 약간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등 KURT 주변 영역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3-13, 3-14).

요약하면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모든 Case에 대해서 지표에서는

단열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으나 심부 환경에서는 투수성 단열대가 심부 영역의

지하수 유동에 현저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부 영역에서의 지하수

유동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단열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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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Simulated groundwater head distribution in steady state condition

(Case 1).

Figure 3-12. Simulated groundwater head distribution in steady state condition

(Case 2).



- 32 -

Figure 3-13. Simulated groundwater head distribution in steady state condition

(Case 3).

Figure 3-14. Simulated groundwater head distribution in steady state condition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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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하수화학 및 지온구배 특성

1. 지하수화학 특성

가. KURT 주변 지하수 화학 특성

지질조사용 시추공 중에서 YS-1, YS-4, YS-7 등의 3개 심부시추공에는 단열구

간 별로 Multi-packer system이 설치되어 시추공 굴착 후 현재까지 연구지역의 수

리지질특성 및 지하수의 지화학적 해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Table

4-1).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나공상태 (open borehole)에서 채취된 지하수 시료들은 심

도별로 지하수의 수리화학특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피압이 걸리는 시추

공에서는 공내에서의 수두차이에 의해 상방향 유동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 구간

에 걸쳐 지하수의 수리화학특성이 동일하다. 그러나 MP system이 설치된 시추공

지하수의 pH값은 -50m이상의 천부지하수에서는 약 7임을 보여주는 반면 심도

-150m 이하 구간에서의 지하수의 pH는 약 9.9∼10.3으로 매우 일정한 값으로 심도

-500m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중패커시스템이 설치된 YS-1공 주변의 시추공들

의 pH는 7.4∼9.1을 보여준다. 심도에 따른 pH의 변화양상과는 달리 산화-환원전위

(Eh)는 심도에 따라 크게 2가지 양상으로 대분되어 심도 -250m 이하 구간에서는

환원환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추공 지하수의 용존 산소함량은 대부분 2∼5

ppm 범위에 속하며, 심도에 따라 뚜렷한 변화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지

화학 특성이 -252m∼ -259.5m 심도를 기준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하수

의 체류시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어 심도 -250m 구간까지 심도 증가에

따른 물-암석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심부지하수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약 10-6 atm을 보이고 있어, 심부지하수는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거의 닫힌

계에서 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중 KURT내 심부시추공인 DB-1 시추공이 500m 심도로 확장되기 이전에는

부지의 심부 지하수의 대푯값으로서 YS-1 자료가 제시된 바 있다. 심부시추공 중

가장 깊은 심도에서 채취된 YS-1공의 수리화학특성 자료를 살펴보면, pH가 10으로

알칼리를 띠고 있으며, 낮은 산화-환원전위를 보여 강한 환원환경 조건임을 지시하

고 있다. YS-3공의 경우는 나공상태임에도 불구하고 YS-01공과 마찬가지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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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와 낮은 산화-환원전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Na, Ca를 위시하여 화학조성도

YS-1공과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YS-4, YS-5, YS-6, YS-7공 또한 pH가 약

9이며 낮은 산화-환원전위를 보이고, Na와 HCO3가 우세한 화학조성을 나타내고 있

다.

Table 4-1. Hydrogeochemical properties of YS boreholes.

Borehole YS-1 YS-2 YS-2-1 YS-2-2 YS-3 YS-4 YS-5 YS-6 YS-7

Sampling
depth 457.5m 200m 200m 200m 300m 255m 200m 300m 250m

pH 10.0 7.7 7.6 8.1 10.0 9.1 8.9 9.3 8.8

Eh (mV) -174 -38 -66 -83 -247 -87 -102 -90 -103

EC (μS/cm) 172.0 499.0 218.0 170.1 144.0 134.0 138.7 136.0 301.0

TDS (mg/L) 124.1 320.7 197.0 141.6 107.6 138.0 112.6 119.5 256.3

Na (mg/L) 38.3 50.0 15.2 17.7 28.8 23.7 23.4 26.5 62.7

K (mg/L) 0.4 5.8 1.7 1.3 0.5 0.4 0.5 1.0 1.1

Ca (mg/L) 3.3 36.8 28.5 17.1 4.9 9.8 7.7 6.6 10.7

Mg (mg/L) 0.1 5.4 1.7 0.7 0.0 0.1 0.2 0.1 0.6

SiO2 (mg/L) 25.0 14.8 23.6 18.5 25.6 20.2 16.4 20.1 21.5

Cl (mg/L) 5.9 86.3 15.5 13.1 5.4 4.2 3.2 4.1 4.5

SO4 (mg/L) 5.4 15.1 9.0 8.9 6.7 9.7 8.7 9.4 7.0

NO3 (mg/L) 0.0 0.0 7.8 3.0 0.0 0.3 0.0 0.0 0.0

F (mg/L) 12.6 3.4 3.0 4.3 15.8 6.3 10.6 9.8 16.2

HCO3 (mg/L) 10.4 103.0 91.0 57.0 11.0 59.8 41.0 39.0 129.0

CO3 (mg/L) 6.9 0.0 0.0 0.0 9.0 3.4 0.9 3.0 3.0

Al (μg/L) 210.0 2.2 3.9 14.8 138.0 76.1 92.7 125.0 28.6

Fe (μg/L) 98.8 804.0 10.1 27.5 23.6 79.6 29.9 16.2 26.5

Mn (μg/L) 7.0 500.4 39.2 31.2 0.8 4.3 4.7 2.8 11.9

Sr (μg/L) 72.5 239.4 170.1 122.4 18.9 81.2 67.0 74.2 621.9

U (μg/L) 1.8 14.2 24.1 51.6 11.2 2668.0 1.8 47.7 2.4

나. KURT내 DB-1 심부시추공의 심도별 지하수화학 특성

DB-1 시추공에 대한 지화학 조사는 시추 중의 조사와 시추 후의 상세조사로 나

누어 수행되었다. 시추공에 싱글 혹은 더블패커를 설치하여 수리시험과 더불어 연

속적인 흐름 내에서 외부의 공기와 접촉없이 현장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충분한 양

수 후 현장측정값들(특히 Eh)이 안정된 후(4시간～5일) 시료채취를 실시하고 지화

학 분석을 수행하였다. DB-1 시추공의 시추 후 상세조사에 따른 지화학 분석결과

는 Table 4-2에 정리하였다.

DB_1 시추공에서의 단열 조사 및 상세 단열 로깅 결과 등에 의해 8개 구간에 대

하여 상세한 수리시험 및 지화학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Figure 4-1에서 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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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는 일반적인 심부지하수의 변화 양상으로 심도의 증

가에 따른 pH, EC 및 용존이온 증가와 Eh, DO값의 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300m 이하 구간에서는 수리전도도 값이 매우 낮으며, 따라서 지하수의 유출

량도 지화학 측정이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지화학 측정 및 시료채취에 매우 장기간

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단열분석에 의해서 결정된 8개 단열구간에 대한 지화학 조

사와는 별개로 300m 심도 이하 구간에 대한 정확한 지화학 특성값을 얻기 위한 모

니터링을 약 1개월 간에 걸쳐서 별도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온도는 18.6℃, pH

는 8.5, Eh는 -256mV, EC는 174μS/cm, DO는 0 mg/L의 전형적인 심부지하수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었다.

DB-1 시추공에서의 지하수의 화학적 유형은 KURT 시설 주변의 천부 시추공 지

하수 시료들이 Ca-HCO3 유형에 속하는 반면, 300m 심도 이하 구간의 시료가

Ca-Na-HCO3 유형에 속함을 보여준다 (Figure 4-2).

Table 4-2. Detail hydrogeochemical analysis of borehole D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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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Monitoring of hydrogeochemical properties in the borehole D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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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Groundwater chemistry type of borehole DB-1.

Figure 4-3은 상세 지화학 모니터링 중 채취된 지하수 시료에 대한 동위원소 분

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분포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모든

지하수는 강수기원임을 알 수 있다. C-14분석에 의한 지하수 연대측정 결과는 가장

심부의 지하수가 약 8,600년의 지하수 연대를 지시한다. 일반적으로 강수기원의 지

하수의 경우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의 체류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지하수

연대가 오래된 값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3～213m 심도의 지하수의 경우

에는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대

규모의 투수성 단열대가 인지되었으며 수리전도도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측정

된 바 있다. 따라서 국지적인 단열 특성 의한 지하수 유동체계 특성을 반영하고 있

음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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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Result of groundwater isotope in borehole DB-1.

2. 지온구배 특성

가. 조사 방법

KURT 시설 부지의 지온구배 도출을 위해 이용된 장심도 시추공은 KURT 주변

지역에 굴착된 YS-01, YS-03, YS-04, YS-06, DB-01, DB-02 시추공이며, 다중패

커시스템이 설치된 YS-01, YS-04는 패커로 격리된 구간에서 측정된 지하수의 온

도를 이용하였고, 그 외 나공상태의 시추공에서는 온도센서를 시추공에 삽입하여

깊이별(5 cm) 지하수 온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4-4). 지중 온도 측정에 이용된 장

비는 Mount Sopris Instruments 사의 2PFA-1000 Fluid Resistivity/Temperature

Probe이며, 온도 계측범위는 -20 ~ +80 ℃, 해상도는 0.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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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Location of boreholes for measuring the geothermal gradient (blue

color).

나. 결과

6개의 시추공에서 관측된 깊이별 지온 분포는 Figure 4-5와 같으며 선형회귀 분

석 결과는 Table 4-3과 같다. 지표부의 지하수 온도는 대기 온도에 영향을 받고 있

다. YS-01, YS-03, YS-04, YS-06 시추공의 경우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가 선형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온 구배는 0.022～0.027℃/m의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300m의 심도인 YS-03에서 0.027℃/m의 최고 구배를 보였으나,

YS-01(500m), YS-04(350m), YS-06(500m) 보다 비교적 얕은 심도이기 때문에 심

부 500m에 대한 지온 구배로 보기 어렵다.

KURT 내에 위치한 DB-01 시추공에서는 두 개의 지온 구배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심도 230m 이상의 영역에서는 낮은 구배를 보이고(0.013℃/m), 230 ～ 500m의

영역에서는 이보다 높은 구배를 보이고 있는데 (0.022℃/m), 이는 DB-01 시추공이

자분정의 특성을 가지며, 200 ～ 240m에 투수성 단열대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즉, 그 구간에서 시추공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시추공 내에서 위로 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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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부 구간의 지하수 온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DB-01 시추공의 경우 230m 이하의 구간에서 관측되는 구배가 실제 값으로 간주하

였다.

DB-02 시추공의 경우 지표하 600m 지점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의 구배에 근소

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600m를 기준으로 그 상, 하부가 지온 구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이한 지질환경을 갖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

는 시추코아를 활용한 광물학적, 암석학적 조성 증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장심도 시추공을 활용하여 조사한 KURT 주변 지역의 지온 구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지표에서 600m 까지는 0.022 ～ 0.025℃/m의 구배를 보이고 있으며,

600m 이하의 영역에서는 0.029℃/m의 구배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심부 500m, 심부 1,000m의 영역에 대한 지온 분포를 추정하면, 심부 500m 영역은

24.42 ～ 25.90℃ (평균 25.14℃)의 분포를 보이며, 1000m 영역은 38.2℃의 지온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YS-01 Temp.(℃) = 0.024×depth(m) + 13.28

YS-03 Temp.(℃) = 0.027×depth(m) + 11.01

YS-04 Temp.(℃) = 0.022×depth(m) + 14.72

YS-06 Temp.(℃) = 0.022×depth(m) + 13.66

DB-01 Temp.(℃) = 0.022×depth(m) + 14.12

DB-02(upper) Temp.(℃) = 0.025×depth(m) + 10.90

DB-02(lower) Temp.(℃) = 0.029×depth(m) + 9.00

Table 4-3. Geothermal gradient in KUR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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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S-01 (b) YS-03 (c) YS-04

(d) YS-06 (e) DB-01 (f) DB-02

Figure 4-5.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 borehole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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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심지층 처분시설 입지 후보영역 도출

1. 검토 방법

2장의 지질구조 모델과 3장의 지하수유동 모델 해석에서 언급된 국지 규모와 부

지 규모에서의 단열대를 처분시설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하는 표고 -500 m 까지 투

영하였다. 국지 규모의 단열대 분포도는 Figure 5-1과 같다. 여기에서는 선구조선을

포함한 결과이다. 주로 E-W 방향 계열과 NS 방향 계열의 단열대가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국지영역 내 단열대의 빈도는 중앙부에서 다소 미약하게 분포하는데,

이는 도심지가 위치하는 지역으로 위성영상에서 선구조선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북동단 쪽에 위치하는 KAERI 부지를 포함하는 KURT 시설부지 지역은 비교

적 상세한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다수의 단열대를 확인하였다.

처분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후보 영역은 평면적으로는 지표에서 확인되었거나 추

정되는 단열대를 표고 -500m 까지 투영시켜서 단열대를 교차하지 않고 충분한 이

격거리(respect distance, 단열대 양측으로 50m 이상)를 갖는 조건에서 처분장 규모

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찬가지로, 수직적으로는 KURT 시설

부지를 중심으로 N-S와 E-W 방향으로 단면도를 작성하여 단열대가 교차하지 않

는 공간을 도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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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Fracture zones at the -500m level in local scale area.

2. 심지층 처분시설 입지 후보영역

KURT 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지규모의 영역에서 지하 500m 심도에서 처분시

설을 입지할 수 있는 가능 영역은 평면적으로는 Figure 5-2와 같이 도출된다. 부지

규모의 영역에서는 부지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단열대만 반영하였으며, 불확실성이

큰 선구조선은 제외하였다. 후보영역은 주로 산지에 해당하며 비교적 규모가 큰 산

체로 이루어져 있다. 후보영역은 부지의 좌측에서 단열대를 교차하지 않는 충분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상단 지역에서도 가능 지역을 고려할 수 있다.

수직적으로 처분시설이 입지 가능한 영역은 N-S와 E-W 단면에서 단열대의 발

달 방향을 검토하여 도출하였다 (Figure 5-3).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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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심지층 처분장의 심도는 본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실제 처분장의 심

도는 광역적인 지각운동,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 지하수의 유속과 배출지역까지의

유동거리, 지질구조적 특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설계 인자이다. Figure 5-3

의 단면에서는 E-W 방향의 단면에서 남북방향의 주향으로 다수 분포하는 단열대

의 서측 영역에서 충분한 규모의 처분장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심도를 달리 할 수 있을 정도의 균질한 암반 영역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

다. N-S 방향의 단면에서는 단열대의 대부분의 경사 방향이 동쪽이므로 가능한 한

서 동쪽보다는 서쪽 영역에서 균질한 암반 영역을 기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KURT 시설 부지에서 심지층 처분시설 입지 후보 영역은 본 지역의

중앙부에서 우세하게 분포하는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 단열대의 서쪽 영역의

-200m 이하 심도에서 충분한 영역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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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Potential layout at KURT site at the -500m level in site scale area.

Tunnel orientations are selected to make best use of available space without

consideration of stress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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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W cross section

(b) N-S cross section

Figure 5-3. Potential repository area at KURT site scale area. The tunnel depth

depends on the disposal system design and its safety assessment.





- 49 -

제 6 장 연구결과 요약 및 활용

1. 연구결과의 요약

◦ 지형 및 지질 특성

KURT 부지를 포함하는 국지 지역의 지형은 지형 경사가 약 4～5%로서 전형적

인 구릉성 지형에 해당한다. 수계는 수지상의 형태로 발달하여 부지 주변의 소하천

들은 모두 북진 내지는 서진하는 금강 본류에 합류한다.

KURT 시설 부지는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이 분포하며 국지적으로는 미약하나마

편상조직을 보이기도 한다. 중립질 내지 세립질의 복운모화강암은 Rb/Sr 측정결과

190Ma의 연대를 보인다. 단열충전광물 중에는 방해석이 가장 광범위하게 산출되며,

로먼타이트와 녹염석 및 황철석의 산출은 KURT를 포함한 시설 부지 전반에 열수

변질작용의 영향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KURT 시설 부지의 지질구조 모델은 상부의 토양층과 풍화대롤 구성되는

Hydraulic Soil Domain, 배경단열이 분포하는 Hydraulic Rock Domain, 그리고 저

경사 단열대를 포함하는 11개의 Hydraulic Conductor Domain으로 구성된다.

◦ 수리지질 개념 모델 및 지하수유동 특성

KURT 시설 부지에서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된 수리지질 개념모델에서

HSD는 지질모델의 상부토양층 및 풍화대에 해당되며, HCD는 KURT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7개의 단열대, HRD는 단열대 사이의 기반암에 해당되며, LAFD는 저경사

단열대에 해당된다.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지표에서는 단열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

으나 심부 환경에서는 투수성 단열대가 심부 영역의 지하수 유동에 현저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수화학 및 지온구배 특성

심부지하수의 화학적인 특성은 심도의 증가에 따라 pH, EC 및 용존이온 증가와

Eh, DO값의 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300m 심도 이하 구간의 지하수는

Ca-Na-HCO3 유형에 해당하며, 온도 18.6℃, pH 8.5, Eh -256mV, EC 174μS/cm,

DO 0 mg/L의 전형적인 심부지하수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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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에서 600m 까지의 지온구배는 0.022 ～ 0.025℃/m의 구배를 보이고 있으며,

600m 이하의 영역에서는 0.029℃/m의 구배를 보인다.

◦ 심지층 처분시설 입지 후보영역 도출

전반적으로 KURT 시설 부지에서 심지층 처분시설 입지 후보 영역은 부지의 중

앙부에서 우세하게 분포하는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 단열대의 서쪽 영역의

-200m 이하 심도에서 충분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2.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결과는 2011년까지 계획하는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A-KRS) 개발을 위한 부지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에 해당된다. 이 자료들은

A-KRS의 시설 설계 업무,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방벽의 개발과 성능 평가

업무, 처분시설의 모암을 이루는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이동 특성 규명 업무, 그리고

부지특성에 기초한 전체적인 A-KRS의 안전성 평가 업무에 직접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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