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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t1e: Research on Fradure Analysis, Groundwater Flow and Sorption 

Processes in Fractured Rocks 

Due to increasing demand for numerous industrial facilities including nuclear power plants 

and waste repositories, the feasibility of rocks masses as sites for the facilities has been a 

geological issue of concem. Rock masses, in general, comprises systems of fractures which 

can provide pathways for groundwater flow and may 머so affect the stability of engineered 

structures. Such properties of fractures stimulate a synthetic study on (1 )analyses of fracture 

systems, and (2kharacterization of groundwater flow and sorption processes in fractured 

rocks to establish a prelimiriary model for assessing suitable sites for industrial facilities. 

The an머yses of fracture systems . cover (l)reconstruction of the Cenozoic tectonic 

movements and estimation of frequency indices for the Holocene tectonic movements, 

(2)determination of distributions and block movements of the Quatemary marine teπaces ， 

(3)investigation of lithologic and geotechnical nature of study area, and (4) examination of the 

Cenozoic volcanic activities and determination of age of the dike swarms. Using data 

obtained from above mentioned analyses along with data related to earthquakes and active 

faults , probabilistic approach is performed to determine various potential hazards which may 

result from the Quatemary or the Holocene tectonic movements. 

In addition, stepwise and careful integration of various data obtained from field works and 

laboratorγ experiments are carried out to analyze groundwater flow in fractured rocks as 

follows; (l)investigation of geological feature of the site, (2)ident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fracture systems using core and televiewer logs, (3)determination of conductive fractures 

using electrical conductivity, temperature, and flow logs, (4)identification of hydraulic 

connections between fractures using televiewer logs with tracer tests within specific zones. 

The results obtained form these processes allow a qualitative interpretation of groundwater 

flow pattems in the study area. Column experiments of some reactive radionuclides are also 

performed to examine sorption processes of the radionuclides including retardation coefficient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research may provide a preliminary model for assessing 

suitable sites for industrial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waste repositories. 

Futhermore, the final resul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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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목: 암반내의 열극해석과 지하수 유동 및 흡착연구 

원자력 발전소 및 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포함하는 각종 산업시설물 부지 선정을 위한 암반의 

특성 파악에 대한 연구는 최근 이들 시설물들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지질학 분야의 중요한 관심 

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대부분의 암반은 지하수의 주 유동경로 역할을 하는 단열계를 포함하 

며， 이들 단열계의 특성은 시설물의 안정성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 

업시설물 부지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모댈을 제시하기 위하여， (1)열극해석 분야와 (2)지하수 

유동 및 용질의 홉착 연구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극해석 분야의 연구는 제 4 기 지반안정성을 다루기 위해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연구 내용 

은 (1) 단층구조분석을 통해 신생대 지구조운동 복원과 지점별 현생 지구조운동의 빈도지수 산출， 

(2) 제 4 기 해성단구의 분포 및 블록운동 요소 추출， (3) 암석분포 및 지질공학적인 특성 연구， 

(4) 암맥군 조사를 통한 신생대 화성활동 연구 및 연령측정 퉁이며 기존에 연구된 지진활동， 활성 
단층연구 동의 결과를 이 모델적인 연구에 포함시켜 제 4 기 또는 현생 지구조운동에 의해 발생 

할 수 있는 재해요소를 확률론적으로 종합해석하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단열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1)지질 및 지질구조 조사， 

(2)코아 및 텔레뷰어 검층에 의한 단열의 파악 및 특성 분석， (3)전기전도도， 온도， 유속 및 유향 

검층에 의한 유동성 단열구조 규명， (4)텔레뷰어 검층 및 구간별 추적자 시험을 통한 유통성 단열 

구조의 수리적 연결성 파악 둥의 단계별 접근을 실시하고 이들 결과를 종합해석 하였다. 용질， 

특히 핵종의 홉착특성 및 지연계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컬럼법을 이용한 실내 모의실험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원자력 발전소 및 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포함하 

는 각종 산업시설물 부지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제반 필수적인 고려사항들을 포함하는 초기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이 분야의 꾸준한 연구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지 안 

정성 평가를 위한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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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극해석 분야 

1-1.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φ 단층구조분석을 위한 열극조사 

@ 제 4 기 해성단구층의 수준변화 조사로 급격한 수준번화가 있는 지점 조사 

@ 지구조 진화 과정을 연구하여 제 4 기 지구조운동중에 가능한 지질구조 판빌 

@ 울산단층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자료축적 

@ 지진자료의 확률론적인 접근으로 지진영향도 평가 

@ 주제도 작성과 통합으로 지질재해 등급 분류 

@ 지질재해등급에 따라 연안지역에 대한 원전입지 선정평가 

나. 평가의 착안점 

CD 산업발전과 도시의 대형화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지질재해가 적은 입지선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원전 등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지질재해요소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며 현생 지구조 체제 

(current tectonic regime)를 연구하여 지표변형작용의 형태로 나타난 열극해석， 지하심부의 현 

상인 지진에 대한 영향도 평가， 광역적인 번위로 나타난 활동성이 의심되는 단층 등에 대한 



고려가 요망되고 있다. 

@ 이를 위해 지표현상으로 나타난 열극으로부터 현샘지구조지수를 산출했고 최근 4년간의 지진 

에 의한 지점벌 영항도 (누적 밤출에너지의 관계로 산출) , 활동성이 의심되는 단층들에 대한 

주제도를 작성， Boolean 연산자를 이용하여 지질재해 등급을 산출하였다. 

@ 원전 입지선정에 대한 기초기술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합에 따라 기초적이고 모델적인 연 

구를 통해 관련 기술을 개발， 시험， 축적하고자 하였다. 

1-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 포항·울산지역의 지구조진화에 대한 많은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포항분지 및 어일분지 형성과 

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 

@ 저14기 해성 단구층의 분포와 수준변화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저14기 단층연구를 위한 기 

초 자료를 축적 

@ 지질재해요소에 대한 확률론적인 접근으로 지질재해 위험도에 대한 수치모델이 가능토록 합 

@ 차후에 지형분석， 지반공학적인 특성，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업을 보완하여 완벽한 원전입지선 

정 시스텀을 구축하는데 완벽한 기초를 쌓음 

나. 상기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이 연구의 목적은 원전 등 지반안정성이 요구되는 구조물건설 입지를 선정하기위한 기초 모델 

연구로 열극해석， 지진활동， 활성단층 등 현생지구조요소에 기초하여 최초로 입지선정을 확률론적 

으로 접근하는데 성공하였다. 

@ 포항-울산 지역은 저13기분지 발달， 블록회전， 저14기 단층들의 집중， 지진활동의 빈발 등 신생 

대 지구조 활동이 활발하여 지구조 계통수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지역이며 단층구조분석 

에 의한 열극해석결과 지구조사건들을 복원하여 이러한 선결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율적이었 

다. 

@ 양산단층 서측지역에서 복원된 사건벌 주응력축을 비교한 결과 후기 마이오세에 포항-울산 블 

록이 회전하였으며 고지자기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단층과 양산단층， 즉 원형의 경계를 따라 

이 블록이 움직임에 따라 회전의 앙상이 나타남을 밝혔다. 

@ 복원된 고지리를 바탕으로 보면 포항분지의 동측경계는 후포단층과 오전단층이 연결되는 것이 

었고 포항분지는 두단층의 우수항운동으로 당겨열린 분지가 아니라 앙산단층 하나의 움직임에 

수반되어 분지가 열렸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블록운동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제4기 해성단구의 수준번화를 조사한 결과 산하단층 부근에서 

저12단구 수준이 급격한 번화가 있었음을 밝혀 활성단층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을 하였다. 

@ 처음으로 지질재해요소를 확률론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차후에 인문지리 요소등 종합적인 평가 

를 통해 완벽한 원전입지 선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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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수행 방법 

@ 단층구조분석에 의한 열극해석은 야외에서 열극 조사 (단층， 장력틈， 암맥) 및 방향성 측정→ 

지구조 계통 실정 • 열극을 군집으로 분류 • 응력텐서 계산 • 시대추정 및 지구조 사건 

설정 등의 과정으로 수행 

@ 제 4 기 해성단구층의 분포조사 및 단구층벌 수준변화 조사 

@ 초|후기 지구조사건에서 형성된 열극수로부터 지점벌 현생지구조지수 (current tectonic index) 
산출， interpolation하여 등고선도 작성 

@ 지구조 사건벌 지점별 회전량 계산 및 시점 규명 • 블록회전의 재해석 • 울산단층의 형성과 

정 이해 • 포항분지의 분지형성 연구 

@ 경험식에 의한 지진의 누적밤출에너지 및 지점벌 에너지농도 계산 • 확률론적인 접근 

@ Boolean 연산자에 의한 주제도 작성과 통합 • 지질재해 등급 분류 • 원전입지 선정평가 

열극해석 분야의 수행분야와 개발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ti--j-- 야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개발 목표 

。 단충구조분석 。 현생지구조사건의 특성규명 

열극조사 。 지구조 응력장 복원 。 대단층의 형성 및 진화에 대 

한 정보 축적 

。 지구조 사건의 연렁측정 。 지구조 사건 추출 

암맥군조사 。 초|후기 화성활동의 시점 口ji;| 。 단충운동 특성 규명 

암석학적인 특성 연구 。 매몰심도 변화 산출 

。 해 성 단구층의 분포조사 
。 해성단구층에 대한 정보축적 

해성단구조사 
。 수준변화 조사 

。 급격한 수준변화를 일。키는 

지점 추적→활성단층 간접조사 

。 현생지구조 지수분포도 작성 

。 지진자료에 의한 지진영향도 
。 지질재해등급 산출 

전산공정 
의 확률론적인 평가 

。 활동성이 의심되는 단층에 대 

한 문헌조사 
。 원전입지 선정 등급 도출 

。 주제도 작성 및 통합 

1-4.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내용 

(1) 지짐특섣 및 해석다구 수주벼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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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지질 특성 

시범연구지역은 경상분지 동남부에 해당하며 (1 ) 백악기 퇴적암류， (2) 후기백악기-고저13기 화 

강암류 및 화산암류， (3) 에오세 산성화산암류， (4) 전기 마이오세의 퇴적층 및 염기성화산암류 

(앙남분지 또는 어일분지 지역)， (5) 중기마이오세 퇴적층 (현무암 부분 분출; 포항분지)， (6) 염기 

성 암맥군 등으로 구성된다. 제 3 기층에 대한 연구가 포항분지에 집중된 까닭은 포항분지가 두 

꺼운 해성층으로 피복되어 있고 따라서 석회질 초미화석 (nannoplankton) , 쌍펀모충화석 

(dinoflagellate) , 유공층， 연체동물과 같은 다양한 해서성 화석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백악기 퇴적암류는 ‘울산층’으로 기재되어 왔으나 퇴적학적인 연구결과 구영층， 사연리층， 조 

일리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최현일 오1. 1982). 구영층은 밀양소분지 지역의 진주층에 대비되었 

다. 백악기 말엽의 불국사화강암류는 연대측정자료가 축적되면서 제 3 기 화강암의 존재가 밝혀 

졌다 (이윤종， 1981; 진명식외 ， 1986). 시범연구지역에서 화강암체는 대개 풍화가 심하게 진행되 

어있으며 울산단층 동측의 사면을 따라 다수의 산사태가 확인되며 제 4 기 퇴적층이 발달한다. 

흥해-정하 지역의 에오세 화산암류는 Chang (1975)에 의해 ‘곡강동 유문암’으로 분류되었다. 

유문암 또는 석영안산암질 결정질 응회암， 용결응회암， 라피리 응회암， 유문암등으로 구성되는 이 

암층은 장기반도 및 앙남면， 양북먼 지역에 널리 분포하며 ‘왕산층’， ‘와읍리 응회암’， ‘후동리층’， 

‘상정리층’ 등 (Shimazu et al., 198, Yoon, 1986)이 에오세 화산암류에 해당한다. 절대연렁측정 

결과를 보면 곡각동지역은 45 Ma (Shibata et al. , 1979) , 오천 남측은 46-57 Ma (진명식 오1. 

1987) 등으로 측정된 바로 보면 초기에오세· 중기에오서1. 드물게 고저13기에 분출이 있었음을 지 

시한다. 

이 지역의 지질은 제 3 기 기간에 걸쳐 일어난 동해형성과 관련하여 작고 큰 규모의 소분지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천단층 (Yun, 1987)을 경계로 북측의 포항분지， 남측의 어일분지 또는 

양남분지로 불린다 (Yoon, 1984). 오천단층 남측지역은 ‘장기분지’， ‘어일분지’ ‘장항문지’， ‘정자분 

지’ 등으로 기재된 소규모의 분지들이 단층에 의해 분포가 제한된 경우가 많다. 이들 명명된 지역 

외에도 앙남면 서동리 (기원서와 도성재， 1995), 상서리 지역등 다수의 소규모 노출지가 발견되는 

데 대개 화산활동이 수반되어 있다. 

전기마이오세 기간중에 어일지역에서는 화산활동과 동시에 퇴적작용이 있었으며 (Tateiwa, 

1924, 최위찬외， 1987), 어일분지의 사질 또는 역질 이암 시료에서 발견된 쌍편모충 화석은 불안 

정한 연안의 반염수 환경에서 분지충지이 있었음을 지시하고 있다 (Yu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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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 . 연구지역의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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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동물 화석의 패각에 대한 Sr 절대연렁 측정결과， 신현충 (감포역암 상부)은 23-27 Ma 

(Chattian; 전기마이오세 말엽)， 천북층은 20 - 22 Ma (Aquitanian; 중기마이오세 초엽)으로 나타나 

(Woo & Park, 1993), 전기마이오세 지층을 주로한 양남분지 (또는 어일분지)， 중기 마이오세 지 

충이 퇴적된 포항분지로 구분짓기도 하였다. 

Yun et al. (1991)의 쌍편모충의 분포조사 결과는 이와 달리 형산단층， 흥해단층에 의해 구분 

되는 포항분지가 세구역으로 나뉘어 있음을 밝혔다. 중앙구역의 칩강으로 쌍편모층이 나타나지 

않으나 시추코어를 조사한결과 300-400m 수준의 코어에서 쌍편모층이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서방향의 단층의 운동에 의해 포항분지가 마이오세 이후 구조운동이 있었다. 

전기 마이오세 지충이 포항분지 지역에도 분포하였다는 사실로부터 Yoon & Chough (1995) 

는 초기의 포항분지를 ‘영덕분지’로 부르기도 한다. 장기-어일 분지는 포항분지의 하부이며 대단층 

으로 구역이 나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항분지의 고환경에 있어 학전층의 저서섬유공충 군집의 해석 결과 학전충의 하부상위는 난 

류의 세력이 강했던 반면 하부하위는 및 상부는 한류의 영향이 보다 강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정규귀， 1993). 청하면 소동리 지역에 분포하는 두호층단면에서 산출된 103종의 방산충， 냉수 화 

석군이 우세하며 Cyrtocapsella tetrapera, lower middle miocene (11 .95 Ma)보다는 젊지 않다고 

해석되었다 (Bak et al., 1996). 이영길 외 (1991 )은 연일층군을 생충서로 분류하였다. 연일층군은 

생층서 및 고환경으로 보아 세 개로 분대되는데 중기마이오세 초엽-중기마이오세 중기이며 고환 

경은 연일층군 퇴적초기， 중기까지는 온난한 기후의 영향하에 있었고 후기에 한랭한 기후의 영향 

을 받았다. 

포항분지의 학전리 지역 달전 현무암의 연대측정결과 진명식 오I (1987)에 의해 21 .76 :t 2.77 

Ma로， Lee et al., (1992)는 14-15 Ma, CANATOM (1981)은 13.9:t 0.5 Ma로 나타났다. 포항분지 

는 퇴적상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에 당겨열림분지 또는 인리형 분지 (p비I-apart opening)일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종환 외， 1986, 9187; Yoon & Chough, 1995). 

@ 장기반도 일대에 분포하는 암맥군 

장기반도에 분포하는 암맥군에 대한 김종열 오I (1991)의 관심은 지구조응력장을 구하는 밤펀 

으오 연구되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발산리와 석병리를 잇는 선의 북쪽은 중성내지 산성 암 

맥이 우세하고 그 이남에서는 염기성 암맥이 우세하게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 강는 

관심은 이들이 평행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후기 화성활동의 증거로 암석연렁측정으로 시 

대를 알 수있다는 데에 있다 (현재 암석절대연렁 측정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차후의 논문에서 

거론하기로 하겠다) . 

일정한 방향을 가지며 관입하고 있는 염기성 암맥은 주로 오천， 구룡포 및 양포 일대에 에오 

세 화산암류와 전기 마이오세 퇴적충과 염기성 및 중성 화산암류를 관입하고 있다 (그림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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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 일대에서 산출하는 맥암류 (BP 계열)들은 주로 세립질의 사장석 기질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세립의 투휘석이 산점상으로 나타난다. 이 들 맥암류들은 간흑 공동을 가지며 이차 광물인 녹 

니석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일부 맥암 (BP4)은 석영반정이 관찰되기도 하며， 공동의 주번부를 

따라 유체의 작용에 의한 세립질의 흑연 (?)들이 그물상으로 관찰된다. 또한， 일부 맥암 (BP6)의 

경우 사장석 반정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방해석으로 치환되고 있다. 

오전 일대에서 산출하는 맥암류 (SJ 게열)들은 BP 계열과 비교하여 볼 때 중립질의 사장석 기 

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장석 및 투휘석의 반정들이 산점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장석 및 

투휘석 반정이 많이 나타나는 맥암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하여 휠씬 세립질의 사장석 기질로 이 

루어져 있다. 

양포 일대에 분포하는 맥암류 (yp 계열)들은 BP 및 SJ 계열의 맥암들과 비교하여 볼 때 고 

휘석 및 감람석 (?)의 앙이 많은 것으로 보아 현무암질 암석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이 들 맥 

암류들은 중립 내지 조립의 사장석 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립질의 사장석들이 투휘석과 함께 

간극을 채우고 있다. 이 들 맥암류 내에는 거정의 사장석 및 투휘석 반정들이 관찰되며， 일부 감 

람석의 번질물로 생가되는 반정들도 관잘되기도 한다. 

포항일대에 나타나는 맥암류들의 암석학적 특징들을 종합하여 고찰해 보면， 우선 맥암을 구성 

하는 기질 광물들의 크기가 BP 계열에서 YP 계열로 감에 따라 증가하며， 또한 반정의 크기도 

YP 계열로 감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러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YP 겨|열에서 많이 

산출하는 고절질 광물들의 앙과 비교하여 보면， BP 계열의 맥암류에 비하여 YP 계열의 맥암류들 

이 보다 심부에서 생성된 초기 마그마의 산물일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러한 유추는 앞으로 지 

화학적인 연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해성 단구의 지질 특성 

제 4 기 지질 연구는 지질 시대적으로 과거 250만년 동안의 빙하기와 간빙기로 구분되는 일 

련의 기후변동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지질환경의 번화를 추적하는 학문이다. 특히 이 시기에 형 

성된 지층들은 대부분 지표 부근에 형성되어 있어 인류 생활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지질분야이다. 한반도 내에서의 제 4 기 지층은 지표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 

부분이 국토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평야나 산록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일대에는 지 

형층서학적으로 중요한 해성단구층들이 해안선과 거의 평행으로 산재해 있다. 특히 한반도 동남 

해안 일대의 제 4 기 지층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월성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지 

질조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과거 20여년 동안 부분적으로 조사되어 왔던 연구자료를 종합하 

고 아울러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등과 관련하여 한반도 동남해안 일대의 제 4 기 지질의 분포 특 

징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주요 표식지에서 제 4 기 지층을 관찰하고， 표식 

단면을 기준으로 이들 지층의 연속성에 대해 야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퇴적상 번화 및 분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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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유의하여 단구층들을 구분하였다. 시대 층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대측정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단구층의 구성물질에 대한 퇴적학적 연구를 통하여 퇴적환경을 규명하였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로는 Tateiwa (1924)에 의한 저13기층의 연구와 층 

서연구로서 엄상호외 (1964) , 김봄균 (1965) , Yoon (1975, 1976) 등의 연구결과가 있으며， Yoo 

(1970) , 김봉균과 최덕근 (1977), Lee (1975, 1978), Yun (1981) , Bong (1982) , 김희영 (1982) , 

Lee (1982) , Yoo & Koh (1984) 등에 의하여 제3기 지층과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연구가 실 

시되었다. 한편 ， Garrison et al. (1979) , 한종환외 (1987,1988,1989), Choe (1986) 등에 의하여 퇴 

적상과 퇴적구조에 관한 연구들도 실시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와 화 

산작용의 특성 규명을 위하여 화산지질， 구조지질과 고지자기 연구 등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자료 

들이 있다. 그러나 제 4 기 지층의 기존 연구자료 거의 없는 편인데， 제 4 기에 형성된 지질은 

지역적으로 분포하는 현무암류 (연일현무암)와 조천지역에 분포하는 고기의 하상퇴적층， 계곡에 

분포하는 충적층 (A"uvium) 등이 있을 뿐이다 (Tatewa, 1924; 엄상호외， 1964). 

그러나 연일 현무암류로 표시되어 있는 암석은 K-Ar 법에 의한 연대측정결과 Early Miocene 

에서 Middle Miocene 사이에 분출된 현무암으로 해석되었다 (Lee, 1985; 진명식외， 1988,1989). 

포항 일대의 해안지역에 해성단구층들이 발달하여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연구는 Kim (1973)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그는 포항·울산간 단구들의 발달위치에 따라 6개의 서로 다른 단구면으로 구 

분하였으며， C14 연대측정 결과 이들의 형성시기를 Atlantic에서 Early Riss!Würm Interglacial 사이 

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Oh (1977)는 포항남부의 장기암에서 울산 남부의 강양리에 걸쳐 발 

달하여 있는 단구들을 4매의 서로 다른 단구면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조화룡 (1978)은 포항시 

북부의 해안징겨에 발달하여 있는 단구들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단구면들에 대한 기존의 연 

구결과와는 달리 Lee (1985)는 포항·울산 사이에 5매의 단구가 발달하여 있음을 확인한 바 있고， 

이들에 대한 층서를 단구면의 발달고도와 단구층의 암상 등에 근거하여 재분류하였다. Kim 

(1990)은 단구역층을 지형층서학적으로 구분하고 형성시기를 제 4 기의 주요 해침시기를 기준으 

로 해석하였다. 

a. 해성단구층의 분포특성 
한반도 동남해안 일대에는 서로 다른 고도에 최대 5매까지 단구면들이 발달하여 있으며， 포 

항북부 해안에서는 3매의 단구면이 그리고 포항남부 해안에는 4매 혹은 5매의 단구면들이 발달 

해 있다. 이 중에서도 하부로부터 3매의 단구들은 간혹 단구 퇴적층들도 발달하여 있어 단구의 

식벌이 용이한 편이나 저14단구 및 저15단구는 상대적으로 시기가 더욱 고기일 뿐만 아니라 상위고 

도에 위치하고 있어， 후기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계단형태의 단구지형이 소멸된 경우가 많으며， 단 

구지층들 역시 풍화와 침식으로 사면붕적층과 섞여서 교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단 

구면들에 대한 절대고도와 지형층서적인 시대조사는 기존의 연구들 사이에 서로 다른 여러 해석 

들이 있으나， 이동영 (1985)과 김주용 (199이의 단구층서에 따라 해석하였다 πable.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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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3.1. Terrace stratigraphy based on the altitude and relative ages. 

단구명 고도(m) 생성시기 

제 1단구 송하단구 3-5 Holocene 
제 2단구 나아단구 10-15 Upper Pleistocene 
제3단구 월성단구 35-42 upper Middle Pleistocene 
제4단구 읍천단구 50-60 lower Middle Pleistocene 
제5단구 봉화단구 75-90 Lower to lowest Middle Pleistocene 

b. 해성단구의 지형층서 
포항남부의 대보에서 울산에 이르는 지역은 북으로 형산강， 남으로 동천에 의하여 독립된 월 

성지괴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체로 가파른 경사의 산록지형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지질은 백 

악기 퇴적암류와 화성암류 및 저13기의 퇴적암류와 화산암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층이나 절리 

등이 많이 발달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제3기에 구조운동을 많이 받았음을 지시하고 있다. 해안은 

거의 직선의 해안선을 보이고 있으며 소규모의 하천 중에서 감포에서 울산 사이에 발달하여 있는 

대종천， 나아천， 관성천， 신명천， 정자천 들은 감포에서 대보 사이에 발달하여 있는 하전들보다 하 

천의 길이가 클 뿐만 아니라， 주번지질이 암편으로 부스러지기 쉬운 셰일이나 데싸이트질 암석으 

로 구성되어 있어 하상에는 많은 자갈들이 피복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천과 접하는 해안 주 

번에는 모래나 자갈들이 해번에 분포하여 있지만， 감포 이북지역은 대개 암반이 지표에 직접 노 

출하여 있는 곳이 많다. 감포남부의 해안을 연하여 산사면에는 5매의 단구가 잘 발달하여 있으며， 

포항-감포 사이에는 주로 침식기원 (Abrasional terrace)의 해성단구가 발달하고 감포-울산 사이에 

는 퇴적기원 (Depositional Terrace)의 해성단구가 발달하여 있다. 이와 같은 단구의 기원상 차이 

는 해안 주변의 지질과 수계의 발달상태에 기인하고 있다. 즉， 감포 북부해안은 주로 집괴암이나 

현무암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으로 퇴적물 공급에는 부적당한 지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퇴적물을 운반할 수 있는 하천의 발달도 미약한 편이다. 이와는 반대로 감포 남부해안 지역 

은 셰일이나 데싸이트와 같은 화성암류가 분포하여 이들은 절리나 균열들이 매우 발달하여 있어 

해안 퇴적물로 공급되기가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퇴적물을 해안으로 운반시킬 수 있 

는 하천들도 잘 발달하여 있다. 이와 같이， 퇴적물의 공급과 운반에 유리한 지형과 지질조건에 따 

라 포항-감포 사이에는 칩식기원의 단구가 우세하고， 감포-울산 사이에는 퇴적기원의 단구가 우세 

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동해안의 단구층에 근거한 지형충서는 다음과 같다. 

저11 단구 (송하단구) 

이 지역의 해안선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편이며， 암반이 돌출하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나 지 

역적으로는 모래나 자갈들이 피복되어 있는 해안들도 많다. 대본리 일대에는 대종천과 접하는 해 

안에서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나， 소규모의 하천이 해안과 접하는 나아， 양남， 정자리 해안에 

서는 원마도가 앙호한 둥근 자갈들이 분포하여 있다. 일반적으로 하구에 접하는 해안은 조립의 

역들이 분포하며， 하구에서 멀어질수록 세립의 역들로 점이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자갈들은 육지로부터 하천을 따라 일단 운반되어진 퇴적물이 해안을 따라 파도에 의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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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안 역질퇴적물은 고도 약 3-4m 까지 분포하며， 

해안을 따라 대상으로 분포하여 있다. 동해안은 파랑이 지배하는 해안이며 해수면의 고저 차이가 

1m를 넘지 않는다. 띠라서 8ackshore의 후미지역은 보통 하구에 해당하며， 우|치상으로 저11 단구 

들이 분포하여 있는 곳이다. 제 1 단구는 8ackshore로부터 저12단구로 연결되는 단구애까지 연속되 

며 하천층적층의 퇴적면보다는 약 50여 cm 높은 위치에 발달하여 있다. 제 1 탄구가 현생충적층 

및 8ackshore와의 구벌이 불분명한 곳들 있으나， 저11 단구면은 주거지이거나， 아니면 해풍을 방지 

하기 위한 해송립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며， 단구면 하부에 원마도와 분급이 양호한 세자갈층이 

분포하고 있는 점 등이 특징이다. 제1 단구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송하와 그 이남의 나아， 

정자 등지의 해안가에 잘 발달하여 있다. 이들의 형성시기에 대하여 Lee (1985)에 의하면， 지금부 

터 약 5，000년 전 해수면이 현해수면보다 3-4m 만큼 높았던 기간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제2단구 (나아단구) 

현해수면보다 7-18m 상부에 위치한 저12단구층은 5매의 단구들 중에서 가장 뚜렷한 단구지 

형을 나타내고 있다. 단구의 하한은 단구애로 잘 구분되며 제3단구와 연결되는 상한은 대개 급경 

사면으로 되어 있다. 단구먼은 대체로 평탄한 지형을 보이고 있으나 후기의 사면붕적층이 단구면 

을 피복하고 있어 약 4-5도의 경사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평탄한 지형 때문에 현재는 보 

통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촌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해안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감포， 나아， 양 

남， 정자 등지에서 발달 규모가 가장 현저한 단구를 보이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단구폭이 500m를 

넘고 있다. 이와 같은 저12단구는 성인적으로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단구퇴적충이 

없고 기반암이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칩식단구 (Abrasional terrace)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기반암의 침식면 위에 퇴적층이 피복하여 단구를 이루는 퇴적단구 (Constructional 

Terrace)로 구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구의 성인적 차이는 육지로부터 해안으로 공급될 수 있는 

퇴적물의 공급원 유무， 퇴적물을 해안으로 운반시킬 수 있는 하천운반능력， 하구에 도달한 퇴적물 

을 분산시킬 수 있는 파도작용 등의 요인들에 조}우되고 있다. 저12단구의 생성에 대하여 기존 연 

구들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으나 정확한 단구의 고도， 층서， 생성환경 등에 대하여는 해석이 각 

각 다르다. 단구퇴적층이 발달하여 있는 나아， 앙남 등지에서의 야외조사 결과 단구역충은 원마도 

가 극히 양호하며 분급이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향하여 3-5도의 경사를 보이고 있 

고， 층리들이 잘 발달하여 있는 것으로 보아 해안퇴적물임이 확실하며， 따라서 해안단구 퇴적충임 

을 증명할 수 있다 (Kim외， 199이. 이들의 형성시기는 저12단구층을 피복하고 있는 유기질 토양층 

의 탄소연대측정 결과 약 6만년 보다 오래된 지층으로 나타났고， 토양쐐기구조를 보이는 사면붕 

적층에 의해 부정합적으로 피복될 뿐만아니라， 제 4 기의 해수면 변동으로부터 추론하여 마지막 

간빙기 (안정동위원소 5a기와 5e기)로 해석된다 (Lee , 1985; Kim ,1990; 김주용 외，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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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단구 (월성단구) 

저1 3단구은 고도 35 - 42m 사이에 발달하여 있으며 저12단구에 비하여 후기 침식작용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면붕적층이 단구면을 피복하고 있어 지형적으로 단구의 원형올 구벌하기 

용이하지는 않다. 그러나 저13단구층은 제 1 단구층과 제2단구층이 발달하여 있는 지역들에 많이 분 

포하고 있으며， 저12단구층과는 단구애로 구벌되고 있어 식벌이 가능하다. 저13단구층은 나아， 앙 

남， 신명리， 산하리， 정자리 등지는 퇴적단구로 발달하여 있다. 

단구퇴적층은 읍천， 모포， 앙남， 신명 일대에서 나타난 퇴적층에 의하면， 저12단구 퇴적층과 

비슷한 퇴적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풍화는 상대적으로 더욱 심한 편이어서 사력층 사이에 세립 

사질점토들이 층진되어 있는 상태이다. 특히 나산초등학교의 고도 약 33-36m 부근에 나타나는 

해성단구 잔자갈층은 바다로 항하여 낮은 경사를 보이며， 특히 점토를 경계로하여 약 6-7m 정도 

의 자갈층이 번위를 나타내고 있다. 저13단구층의 생성과정은 저12단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나， 

형성시기는 저13단구를 피복하고 있는 사면붕적층에서 고지자기의 연구결과 8runhes Epoch에 해 

당하는 정자화를 지시하고 

Kim,1990). 

저14단구 (읍천 단구) 

。 l 느二 
N<. L- 것으로 보아 중기 플라이스토세 초로 해석된다 (Lee, 1985; 

상위의 단구로 갈수록 단구의 지형은 오랜 침식으로 인하여 구벌이 불확해지고 있다. 해안을 

따라 산사면의 경사가 약간 번이되는 지역 중에서 경사면에 단구퇴적층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고기에 단구가 발달하였던 지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4단구는 읍천， 양남 수럼리 

등지에서 50 - 60m 고도에 이와 같은 고기의 단구면이 형성되어 있고 해성단구 자갈층도 널리 분 

포하고 있다. 제4단구 퇴적층의 형성시기는 블록운동을 배제한다면 제 4 기 해침시기를 고려하여 

Lower Middle Pleistocene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5단구 (봉화단구/침식면) 

봉화재와 오발산 지역에서는 75m 이상 약 90m 까지 산능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저15단구 퇴적층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고， 특히 산하리 화암마을 윗쪽에는 교란받지 않은 단구 

층으로서 지표에서 약 30cm 아래에 granule 혹은 paebble 로서 발견되고 있다. 제5단구층의 형 

성시기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블록운동을 배제한 가정하에서 저14 기 

해침시기를 고려하여 Early Pleistocene 내지 Lowest Middle Pleistocene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c. 단구역층의 조직특성 

연구지역 해성기원 역층준은 해빈사층과 사구층이 교호하는 현재의 해빈역층과 고기 해안선 

부근에서 형성된 해성 단구역층이 있다. 이들 역층에 대한 연구방법으로서 역들의 형태변수와 입 

도번수를 구하였다. 역의 입도변수를 구하기 위하여 개개 역편의 장경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역펀 

에 대해 통계적인 번수인 평균치， 표준펀차， 분산도， 왜도， 정도 및 첨도 등을 구할 수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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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역의 형태번수를 구하기 위하여 각각의 역암편에 대하여 장경， 중경 ， 단경， 최소 및 최대내접 

원의 직경들을 즉정한 후 공식에 의하여 원마도， 원구도， 편평도， OP치 및 형태조 (Form class) 

및 형태비 들을 계산할 수 있다. 역의 형태번수와 입도번수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입도 

의 평균치 (SZm), 입도의 표준편차 (SZstd), 원마도의 평균치 (RDm) , 원마도의 표준편차 (RDstd) , 

원구도의 평균치 (MPSm), 원구도의 표준편차 (MPSstd) , 편평도의 평균치 (FLm) , 편평도의 표준 

펀차 (FLstd) , OP치의 평균치 (OPm), 형태비의 평균치 (FRm), Zingg의 Spherical (SP) , Oblate 

(08) , Prolate (PR), 81ade (8니에 대한 각각의 백분율， 그리고 Sneed & Folk으1 10개 형태조 대 

한 백분율들이다. 이들조직에 대한 R-mode 요인 분석결과 입도의 표준펀차 (SZstd) , 원마도의 평 

균치 (RDm) , 원구도의 평균치 (MPSm)를 이용하여 퇴적층의 형성환경을 구분할 수 있음을 규명 

하였다 (Kim 외， 199이. 

역충의 조직번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입도번수의 경우 현생 해빈역과 단구역의 입도표준편차 

가 0.78-1.87 범위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현생하도역과 하성단구역은 입도표준편차가 

1.10-1 .45mm 범위에 분포한다. 따라서 해성기원의 역들이 하성기원의 역들에 비하여 다소 다양 

한 입도를 보이고 있는 편이다 (Table 1-3.2). 

또한 원마도 (Roundness)의 경우 현생 해빈역과 해성단구역은 원마도의 평균치가 0.54-0.65 

의 범위에 분포하는데 반하여， 현생 하도역과 하성단구역은 원마도의 평균치가 0.34-0.50의 범 

위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성기원의 역들이 하성기원의 역들에 비해 뚜렷이 높은 원마 

도를 보여주고 있다. 대개 기원암이 백악기 및 저13기 화산암에에 공톨적으로 유래하므로 기원암 

의 차이에 의한 원마도의 차이라기 보다， 해성환경하에서 해파의 반복적인 왕복운동으로 계속적 

인 마멸작용을 많이 받은 해빈역들이 주로 일시적으로 도래하는 범람이나 홍수에 의해 이동되면 

서 마멸되는 하성역에 비하여 더 높은 원마도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원구도변수 (MPS)의 경우， 현생해빈역과 해성단구역의 원구도 평균치가 0.52-0.68의 범위에 

분포하는데 반하여， 현생하도역과 하성단구역은 원구도의 평균치가 0.69-0.70의 범위에 분포하 

고 있다. 이것은 해성기원의 역들이 반복적인 해파의 마멸작용으로 한쪽 방향의 마멸이 우세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서 비교적 펀형이 많은 역의 형태군을 이루기 때문이다. 끝으로， 2번수 상호조 

합에 의하여 역들의 퇴적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주로 원마도의 평균치 (RDm)와 원구 

도의 평균치 (MPSm)를 조합하여 환경을 구분하고 있다. 연구결과 하성기원 역들과 해성기원 역 

들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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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2. Main textural parameters and their statistics moments of gravel deposits In 

southeastern coastal area. 

S ~A~MssPsL~E GRolf→「S「「「- TEX r P A RR - As A L~1I~E~TERS SIZE INDEX 
SHAPEINDEX 

ROUNDNESS M.P.S 

Std. Dev. Mean Mean 

PRESENT RIVER(NUS) 1.404 0.339 0.694 

PRESENT RIVER(NMS) 1.343 0.421 0.692 

PRESENT RIVER(NDS) 1.102 0.464 0.694 

PRESENT BEACH(YF) 0.782 0.581 0.667 

PRESENT BEACH(YB) 0.848 0.602 0.637 

PRESENT BEACH(UB) 1.742 0.542 0.516 

NAENGCHEON TERRACE(N) 1.450 0.420 0.679 

UMOKDONG TERRACE(U) 1.869 0.571 0.607 

YANGNAM TERRACE(Y) 1.214 0.639 0.650 

*Designation of Symb이s NUS, present Naengcheon upstream gravels; NMS, present Naengcheon midstream gravels; 
NDS, present Naengcheon downstream gravels; YF, present foreshore gravels at Yangnam-Jeongja area; YB, þresent 
backshore gravels at Janggi-Yangnam area; UB, present backshore gravels at Umok-Yeonam area; N, Naengcheon 
terrace gravels; U, Terrace gravels at Umok-Yeonam area; Y, Terrace gravels at Yangnam-Janggi area. 

d. 소 결 론 

한반도 동남해안 일대의 기반암 지질은 백악기 이후 화산암류와 퇴적암류가 주를 이루며 저13 

기 니암층도 널리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제 4 기 지층은 현재의 계곡을 층진하고 있는 충적 

층，구하도퇴적층들이 분포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해안사면에 발달하여 있는 해안단구층이 트득7' 1 
-, 0 

적이다. 이들 해성단구층의 형성시기는 Lower Pleistocene에 서 Holocene 까지 시대분포를 

보인다. 이들의 형성시기 시대구분은 제 4 기 지층의 분포위치， 퇴적상， 단구층서， 절대언대 측정 

등에 근거하였다. 해성단구은 해안사면을 따라 5매의 단구가 발달하여 있는데， 포항이북 지역에도 

3매의 단구가 계단형태로 발달하여 있다. 제 1 단구는 3-5m, 제2단구는 10-15m, 제3단구는 3 

5-45m, 저14단구는 50-60m, 저15단구는 75-90m 위치에 각각 발달해 있으며， 대체로 하위의 단 

구들은 원마도와 원구도가 앙호한 자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해성단구는 발달위치가 바다 즈즈드으 -， E르 향한 산사면에 국한되어 있고， 퇴적구조가 해번의 

shoreface 퇴 적 층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3-5도 경사의 사층리를 보이고 있다. 해성단구 역들은 

형태가 하성기원의 역들에 비해 원마도와 원구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 등을 보아서 이들이 해성기 

원임을 알 수 있다. 퇴적층내에 포함되어 。|느 O~E드。 l 
.M L- -, ε긍 -1 조직번수 연구결과는 해성기원의 역과 하 

성기원의 역들이 생성환경의 차이에 의하여 역들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입도， 

원마도， 원구도 등의 평균치와 표준펀차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 조직변수들 간의 상호 

비교에서도 해성기원과 하성기원의 역들을 구분할 수 있다. 이들 해성단구층의 형성은 제 4 기 

동안에 기후변동에 따라 일어났던 해수먼 번동과 유관하며， 해수면이 상승하여 최상위 해수준먼 

에 도달한 후， 후퇴하면서 이들 해성 단구사력층들이 형성되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이들의 단구층의 

연장성이 양호함에 비추어 

의 저흔닙 g 
t::::::t -=;--r ë: 이루는 경계면 

분포고도에 편차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단구층의 

블록운동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성단구층와 기반암 

물질에 대한 연대측정이 수반되고， 또한 단구층을 피복하고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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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 세립퇴적물이 발견되면， 이들에 대한 TL, OSL 그리고 Amino Acid Racemization 등에 의한 

연대측정이 반드시 수반되어 단구역층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절대연대를 획득할 수 있다면 이 

때는 블록운동의 가능성이 있는지 재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3.2는 현재의 연구수준에서 감포읍에서 당사리사이 제 2단구와 제 3 단구의 수준변화 

를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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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현재 연구상황에 기초한 해성단구의 수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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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다축구조부석에 의하 열극해석 

m 지구조계통 및 열극분포 
지구조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히 큰 노두를 대상에 대해 크기를 막론하고 일어난 모든 단층운 

동과 암맥 ， 석영맥， 방해석맥 등의 장력틈 (tension gash)의 방향성 등을 측정하고， 단층운동과 관 

련된 광물 섬유 (mineral fibers) , 장력틈 층진광물의 종류， 각종 열극의 선후관계 (cross-cutting , 

superposition of fa비t-slips) 등을 종합하여 각군집에 대한 지구조적 의미를 추출해내는 작업이 요 

구된다. 시범 연구지역의 지구조 운동을 복원하고 이 보고서가 추구하는 제 3 기 및 제 4 기 지 

구조 사건에서의 단충운동 증거를 추적하기로 한다. 

열극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열극의 형성기구인 응력장의 관점에서 분류하는 것이 열극의 특성 

파악이나 시대추정을 위해서도 유리하다. 열극은 지표인접지역의 지각에서 발생된 취성번형작용 

의 지배를 받는다. 어떤 응력상태에서 광역적 (megascopic scale)으로는 대단층， 스러스트， 분지 

형성， 습곡작용 그에 수반된 화성활동 (암맥군 형성)을 일으키기며 노두 크기 (mesoscopic scale) 

에서 단층， 절리， 인장구조 등의 불연속면을 동반한 번형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크기를 떠나 이러 

한 변형작용의 기저에는 지구조 응력 (tectonic stress)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으로 풀이되어 왔다. 

취성번형작용 (brittle deformation)에 의해 형성되는 단층， 인장구조 (tension gashes 또는 암 

맥) 등은 어떠한 특정한 응력장에서 형성되었다고 전제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열극자료들을 단층 

군집 (fa비t population) 으로 분류할수 있다. 각각의 군집들로부터 고응력장을 역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재구성된 고응력장을 광역적으로 추출해냄으로써 하나의 지구조 사건 (tectonic events)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시대빌 고응력장 (또는 지구조 사건) 추이를 복원하여 지구조 진화 과정을 

재구성할수 있다. 

이 연구는 야외에서 측정가능한 단층이동자료 (fa비t slip data) , 장력 틈 (tension gashes) 등 

에 나타난 선후관계들을 이용하여 지구조 사건의 계통을 수립하고 각지구조 사건에 대한 고응력 

장을 복원하는 작업을 한다. 이렇듯 지점벌로 복원된 고응력장이 광역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 

가를 추적하여 후기의 사건에 의한 교란 여부 또는 응력번이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다. 표 2-1 . 1 은 

열극자료를 측정한 지점의 위치， 구성암층 (시대) , 지층의 자세， 측정 열극 자료수 등을 요약한 것 

01 다. 

연구지역의 지구조 계통은 크게 다섯 개의 지구조 사건이 확인되며， Choi (1996, 1998)과 최 

현일 외 (1997)과 비교할 때 T_6 사건과 TJ 사건에 해당하는 주응력축의 방향은 일치한다. 반면 

에 그 이전의 지구조 사건들에 있어서는 주응력축의 방향이 완전히 달리 나타나며 지점별로도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양산단층의 서측과 동측의 어느시기 이전의 지구조사건들이 다름 

을 보이는 것이다. 일치하지 않는 각지구조사건들의 주응력축을 일정한 각도를 회전시키면 앙산 

단충 서측에서 확인되는 주응력축과 일치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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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단층구조분석 지점. 

No 측정 지점 경도 위도 암충연대 자료수 지점약어 

청하면 월포리 작은포 129023" 360 13" 에오세 31 JAGN 

2 흥해읍 덕장리 벌래재 1290 21 " 36009" 에오세 49 BELAE 

3 연일읍 학전리 1290 19" 36002" 중기마이오세 7 HAKJON 

4 구룡포읍 병포리 (1 ) 1290 32" 350 58" 초기마이오세 25 BENPO 

5 구룡포읍 병포리 (2) 129033" 35058" 초기마이오세 134 BENP 

6 동해면 석리 안돌글 129028" 35059" 초기마이오세 37 SOGRI 

7 흥해읍 칠포리 곤륜산 1290 24" 36006" 에오세 39 KULUN 

8 칭하면 명안리 배바위 1290 18" 360 11 " 후기백악기 72 BAEBA 

9 동해면 입암리 1290 29" 36001" 초기마이오세 23 IBAM 

10 구룡포읍 석병리 다무포 129034" 36002" 초기마이오세 40 OAMU 

11 오천읍 용산리 1290 24" 350 56" 에오세 43 YOSAN 

12 오천읍 갈평리 진전지 1290 24" 35054" 에오세 76 GALP 

13 오천읍 진전리 음지마을 129024" 35053" 에오세 58 UMJI 

14 오천읍 진전리 성황재 1290 24" 35052" 에오세 111 SOHWA 

15 장기면 읍내리 129028" 35053" 초기마이오세 37 GUNWI 

16 앙남면 나산리 1290 28" 35043" 후기백악기 51 NASAN 

17 앙남면 석읍리 1290 25" 35043" 초기마이오세 66 SOGYB 
18 앙남면 환서리 129027" 35042" 초기마이오세 10 IHWA 

19 강동면 왕신리 운곡서원 1290 18" 35057" 중기마이오세 29 UNGOK 

20 외동읍 석계리 석계못 1290 17" 35040" 후기백악기 36 SOKYE 

21 외동읍 냉천리 덕동 1290 18" 35042" 후기백악기 45 0000 

22 흥해읍 초곡리 1290 18" 36005" 중기마이오세 48 COGOK 

23 정하면 유계리 샘재 1290 16" 360 13" 후기백악기 46 SAEM 

그림 2-1.1 은 앙산단층 서측 지역의 경상분지 지역 (특히 진주， 군위-의성 지역)에서 복원한 

지구조 사건과 해당 관련된 지질구조 형성시기， 지진초점기구 자료와 대비한 시기 등을 비교한 

것이다 (Choi et al. in submission) . 연구지역의 지구조 계통은 이들중 T_3에서부터 확인된다. 정 

하면 명안리 배바위는 양산단층 동측에 위치하며 단층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는 지점으로 일곱 

개의 서로다른 단층군집이 확인된다 (그림 2-1.2). 최후기의 사건은 양산단충 서측의 T_7 지구조 

사건과 연관되며 직전의 사건은 정단층군으로 이루어진 군집의 주응력축은 동서방향의 인장력을 

지시하는 것으로 T_5 사건의 주응력축보다 동측으로 약 50 。 시계방향으로 회전해있는 양상을 

보이며 압축력을 지시하는 스러스트단층의 군집은 약 20 。 정도 회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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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_4 사건에 해당하는 스러스트단층군집 또한 주응력축이 약 50 。 정도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앙상을 보인다. 아울러 경동 (tilting)을 보정한 주항이동형 단층군집에서도 마찬가지이며 T_3 사건 

에 해당하는 단층군집의 주응력축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2). 이는 배바위 

지점에서 T_5 사건중에 약 50 。 시계방향의 회전이 있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각지점빌로 이러한 회전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양산단층 서측지역과 연구지역 

의 지구조 사건의 대비가 가능하다. 보정된 고응력장을 기초로 재구성한 지구조사건과 그들 상호 

간의 관계 (relative chronology)를 종합하면 표 2-1.2와 같다. 

표. 2-1.2. 지구조 사건간의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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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명안리 배바위 지점에서 구한 지구조 계통과 단층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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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동축의 지구조 사건들에 있어 일부의 정단층은 주향이동단층의 면을 자르기도 하고 반 

대로 주향이동단층이 정단층을 자르기도 한다. 이는 두 인접 사건들이 부분적으로 동시성임을 지 

시한다. 부분적으로 동시성인 인접 동축 지구조 사건은 같은 지구조 체제로 묶는 것이 합당하다 

(최현일 외， 1997; Choi , 1998). 표 2-1.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에 수립된 지구조 계통을 활 

용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이들의 명칭을 따라 rT_n 사건 」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에오세 화산암류의 분출이 중기에오세까지 있었음을 상정한다면 T_3 및 T_4 사건의 경계는 

올리고세 정도에 T_4 사건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흥해읍 초곡리 지점은 중기 마이오세 지층으로 구성된 곳으로 포항분지 충진과정에서 형성된 

다수의 퇴적동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예로 N30W 방향의 고각도 역단층들이 형성된 곳에 소규 

모 ’piggy back basin’과 유사한 구조들을 보이며 다시 퇴적물에 덮여있으며， N60E 방향으로 다수 

의 사암 암맥 (sandstone dike)이 발달한다. 이러한 구조들은 퇴적동시에 형성된 구조로 N60E 밤 

항의 압축력， N30W 밤항의 인장력 또는 장력이 퇴적기간중에 있었음을 지시한다. 이 지점에서도 

약 25 。 정도 시계방향으로 회전이 있었다 (그림 2-1.3에서 2-1.5까지를 볼 것) . 양남면 나산리 지 

점은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 서북쪽 백악기 이암 또는 이회암으로 구성된 퇴적층 노두이다. 활성 

단층조사를 통해 제 4 기 해성단구층을 번위시킨 단층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들을 대개 

NNE-SSW 밤항의 역단층들이다. 제 3 단구까지만 영향을 끼친 이 단층작용은 T_6 사건에 속하 

는 단층들과 대비된다. 이러한 단층군집 이후에도 또다른 단층작용이 확인된다는 측면에서 제 3 

단구 형성시기까지 T_6 사건이 존재했었을 가능성을 내비치는데 이는 앞선연구에서 밝히지 못했 

던 T_6 및 T_7 사건의 경계가 이 시점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설정된 지구조사건들의 주응력축의 방향과 문헌에 나타난 지질구조 형성시기 등을 종합하여 

구한 추정시대는 표 2-1.2와 같다. 그림 2-1.3에서 2-1.7은 지구조 사건벌 열극을 분류한것이다. 

표 2-1.2. 지구조 사건별 특성. 

지구조 사건 주응력축의 방향 추정 시 대 비 고 

NW-SE 압축 Camapnian-T3 
NE-SW 인장 Eocene 

NE-SW 압축 Oligocene- 인장력 2 압축력 
T4 

NW-SE 인장 rniddle Miocene (7) 

WNW-ESE 압축 인장력 = 압축력 
T_5 late Miocene 

(7) NNE-SSW 인장 

E-W 압축 Pliocene -T6 압축력 2 인장력 
N-S 인장 early Pleistocene(7) 

ENE-WSW 압축 late Pleistocene (7)-T7 인장력 > 압축력 
NNW-SSE 인장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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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T_3 지구조 사건에서의 열극자료와 고응력장. 

24 



A 1 。.
o 1 。 ... 

그림 2-1 .4. T_4 지구조 사건에서의 열극자료와 고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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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T_6 지구조 사건에서의 열극자료와 고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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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T_7 지구조 사건에서의 열극자료와 고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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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구조 운동 

가. 블록 회전의 시기 및 운동앙상: 울산단층의 특성 

앞서 말한바와 같이 양산단층 서측지역과 비교해서 시범연구지역은 지점벌로 시계방향의 회 

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2.1). 확인되는 회전량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회전 시점은 

T_5 사건을 기준으로 직전， 기간중， 직후에 있어 T_5 사건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적 

으로 약 30 。 내외의 회전이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60 。 정도의 회전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 지역에 대한 고지자기 측정결과 (김인수와 강희철， 1989; 이준동 오1. 1993; 손문 오1 ， 

1996)를 비교할 때 포항-울산 지역이 우수향으로 회전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 이의 

해석에 있어 손문 (1998)은 울산단층에 평행하게 6km 동측에 구조선 (‘연일구조선 ')01 있어 이 구 

조선의 우수향운동으로 장기반도와 포항을 잊는 선 (오천단층) 이남지역이 단층끌림에 의해 블록 

회전을 했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림 2-2.2a). 

그러나 ‘연일구조선’의 실체는 명확지 않으며 차라리 울산단충이 경계단층일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울산단층 서남측 블록에서는 불국사화강암류에 

대한 고지자기 방향만을 놓고 볼 때 declination 방향이 언앙지역에서 20 。 내외이던 것이 울산단 

층을 따라 남·북 또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2). 울 

산단층 동북측에 있어서도 declination 밤향이 40-80 。 이던 것이 울산단층을 인접부에서 남-북 또 

는 북북서-남남서 방향으로 조정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산단층의 운동에 의 

해 영항을 밭았다고 한다면 이른바 ‘연일구조선’은 울산단층 전단대의 동측 경계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고지자기 방향을 같은 시대에 형성된 평행했던 요소로 본다면 단층끌림 의 기하학적인 특성 

에 의해 이론적인 단층의 경사 및 이동 벡터를 구할수 있다 (Choi et al., 1992). 계산 결과 울산 

단층이 좌수항 주향이동 단층이었음을 지시한다 (그림 2-2.2c). 

손문 (1998)은 고지자기 회전을 김인수 (1992)에서 제시한 울산단층과 평행한 ‘동한단충’으| 

우수항 운동이 있던 시점， 즉 초기마이오세에서 중기마이오세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단층구조분석에 의한 열극해석결과는 이와는 상반되며 후기마이오세 T_5 사건 0NNW

ESE 압축력) 기간중임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는 서남 일본이 회전하여 한반도 서남부와 접촉 

(convergence)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이 시기에 대한해협단층 (Choi , 1996, 1998)이 충상하였으며 

(Minami , 1987), 돌고래 1호공 주변에 형성된 복잡한 스러스트군을 형성시켰다 (park, 1992). 

이 ‘접촉’의 전단부와 만나는 지역은 대략 장기반도 이남이다. 앞서 울산단층의 이동벡터가 

좌수향임을 고려할 때 단층의 연장부는 앙산단층의 일부가 ‘포항-울산 블록’의 회전으로 운동이 

있었던 지역으로 볼수가 있으며 이 원형상의 단층을 따라 블록이 좌수항 주항이동한 것이 일종의 

회전으로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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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지점별 회전랑과 회전 시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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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고지자기 편기현상과 울산단층의 이동벡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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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지자기 북극의 방향. (b) 고지자기 축이 울산단층이전 같은 방향이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구한 이동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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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은 포항분지의 퇴적층 (특히 천북층과 학전층)의 배열과 오전단층 이남블록의 회 

전，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복원한 것이다. 포항분지지역은 어떠한 큰 변위없이 복원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천단층은 양산단층에 평행하고 후포단층 (Yoon & Chough, 1995)에 연결되는 앙상을 

보여준다. 이는 Yoon & Chough (1995)가 제시했듯이 포항분지-후포분지가 우수항 앙산단층과 후 

포단층의 공조로 열개 확장 분지가 형성되었다는 해석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며 현재 지표에 드 

러난 포항분지 지역은 열개 연번부 (p비I-apaπ margin)에서 퇴적된 지층들임을 내비치고 있다. 

복원된 위치와 현재 위치를 연결하는 변위벡터로 보면 북쪽으로 갈수록， 동쪽으로 갈수록 

번위가 줄어들듭을 제시한다. 이는 해역지역에 비교적 영향없이 번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자료는 없으나 제 3기 지층을 걷어낸 상태의 포항-후포 분지의 기저부에서 관찰되는 

후포단층의 굴곡이 이와 관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울산단층 지역에 대한 지구물리학적인 연구 (항공자력， 밤사능) 결과 는 예상 울산단층을 따 

라 이상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울산단층 상부의 파쇄대 최대깊이와 폭은 각각 1km 와 3 kmol 다 

(Baag & Kang , 1994). 방사능 탐사자료의 분석결과 감마선 강도 이상대는 예산단층과 맞지 않는 

다. 반면에 이 이상대는 주로 지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노두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활동성 

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나. 전기마이오세 앙남분지 (어일분지)의 열림 

‘정자분지’에 대한 구조지질연구는 북서측 분지 경계 단층인 산하단층이 지속적인 정단층운 

동으로 ‘정자분지’가 열렸다고 해석하였다 (손문과 김인수， 1994). 기원서와 도성재 (1995)는 앙남 

면 서동리 지역으I NE-SW 밤항의 단충으로 구획된 소분지가 NW-SE 방향의 인장력으로 열렸으 

며， 다시 동서방향의 압축력으로 퇴적충이 변형되었음을 밝혔다. 어일분지에 대한 지질구조연구도 

위의 소분지와 유사한 앙상으로 분지가 열렸음을 퇴적동시구조 등으로 확인하였다 (손문， 1998). 

이들 분지를 구획하는 단층중에는 NW-SE 방향의 외견상 주향이동단층으로 보이는 다수의 

단층이 존재하는데 이단층의 동서블록이 서로 봉합이되지 않는 점은 이들 단층이 NE-SW 밤항의 

정단층들이 지어낸 transfer fa비t일 가능성을 보인다. 포항-울산 지역을 복원한 바에 따르면 (그림 

2-2.3) , T_4 사건중에 NW-SE 밤항의 인장력의 영향으로 전지역이 인장구조체제 (extensional 

tectonic regime)에 놓여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포항분지 지역에 대한 고생물연구는 퇴적기간중의 고환경， 특히 해수의 온도 번화에 있어 

초기에 난류의 영향을 받다가 뒤에 한류의 영향을 받고있음을 제시한다 (B.K. Kim, 1965; P.Y. 

Bong , 1982, 1985; 이영길 외 1991 ). 해수의 온도변화 시점은 동해가 완전히 열려 북쪽으로부터 

의 한류가 유입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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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회전량을 고려한 포항-울산 지역의 복원 및 번위벡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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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에 근거를 둔다면 양남분지 (어일분지) 지역의 인장구조체제는 동해가 열리기 

이전 대단충의 영향을 받지 않는 블록내에 인장력이 보다 큰 역할을 했음을 내비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림 2-2.4). 

다. 산하단총의 제 4 기 재활성 가능성 

산하단층은 ‘정자분지’으| 북서측 경계단층으로 정자분지 형성기간중에 점완/성장단층으로 해 

석되었다 (손문 외， 1993; 손문， 1998). 제 4 기 해성단구의 수준변화를 조사한 결과 특히 제2 단 

구층위의 수준변화에 있어 앙남면 신명리 일대에서 급격히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현재로써 

는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 급격한 수준변화가 산하단층을 경계로 일어나고 있음은 이 

단층이 제2단구가 형성된 뒤 재활성했음을 시사한다. 

@ 시범연구지역의 지구조 진화과정 종합 

마이오세로부터 현세까지 연구지역의 지질구조 형성시점과 지구조 사건들을 대비하여 종합 

하면 그림 2-2.4와 같이 크게 네 시기로 분류된다. 

가. 전기 및 중기 마이오세 

복원된 포항분지에 있어 오천단층은 북쪽의 후포단층 (Yoon & Chough, 1995)으로 연결되 

는 듯하다. 후포단충의 북측연장이 확인되지 않듯 복원된 위치의 오전단층의 서남측 연장도 확인 

되지 않는다. 포항분지가 앙산단층과 이에 평행한 단층의 공조로 열개분지 (pull-apa띠로 형성되었 

다는 증거는 찾아지지 않는다. 양산단충의 북측연장이 후포를 지나 동해해역으로 언장될 것으로 

본 이동영 외 (1995)의 견해에 따른다면 포항분지는 양산단충의 우수향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지 

을수 있으며 후포단충과 오천단층은 단지 포항분지 동쪽의 경계의 정단층으로서의 역할만이 인정 

된다. 

한 개의 주향이동단층 (앙산단층)과 관련된 분지의 발달로 야외에서는 두밤항의 인장력을 

지시하는 퇴적동시구조가 발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흥해읍 학천리와 초곡리 일대 도음산 동 

측에서는 현재의 자세로 동서방향과 NE-SE 방향 (N30W)의 인장력을 지시하는 정단층군 및 사암 

암맥 또는 역암 암맥이 관찰된다. 이는 광역적인 지구조 응력과 지역적인 응력이 공존했음을 지 

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4 



나. 후기 마이오세 

대한해협단층 (Choi , 1996, 1998; Choi et al., in submission)과 돌고래 1호공 주번의 지질 

구조 (Minami, 1979; Park, 1992)는 동해의 열림과정에서 서남부 일본이 한반도 동남부와 접촉하 

던 후기 마이오세에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포항울산 블록은 울산단층을 따라 이동하였으며 이 

이동은 울산단층 및 양산단층을 따라 일어났기 때문에 회전의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된 

다. 

다. 플리오서1 (또는 플리오세 - 전기 플라이스토세 ?) 

동서방향의 압축력이 작용하고 나서 남북방향의 인장력의 영향을 받아 포항분지 일대에 남 

북방향의 스러스트 및 습곡이 형성되었고 이들 스러스트는 부분적으로 WNW-ESE 밤항의 화수향 

단층에 의해 변위가 일어났다. 남북방향의 인장력의 영항으로 포항분지는 Yun et al. (1991)에서 

논의한바와 같이 거의 동서 방향의 단층들이 정단층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현일 외 (1997) 

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시기에 의성소분지의 가음단층계는 좌수항운동을 했다. 

라. 플라이스토세 - 현세 

울산단층을 동측 지역에 제 4 기 퇴적층이 쌓였으며 국부적으로 단층활동이 있었다. 신명 

리 지역에서는 저12 해성단구층의 수준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데 아마도 산하단층이 재활성한 것 

으로 추정된다. 해앙물리탐사 결과 해석 (이동영 외， 1995)에 의하면 장기반도 동측에 N60E 방향 

의 정단충 2개가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원전입지 선정에서 현재에도 재활동이 의심되는 단층 

으로 이들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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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마이오세부터 현세까지 지구조 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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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짐재해요소의 주제도 작석 및 편가와 원자력밥적소 입지선정 

α 현생지구조 지수 산출 및 주제도 작성 

단층구조분석이 가능했던 지점들을 대상으로 측정지점이 갖는 현생 지구조 사건 (T_7 사건) 

에서 열극의 형성 빈도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참고 지수 (RIN; 

reference index number)를 정 의 한다. 

N(T7) + N( T p, ) 
RIN= ’ ~ x lQO 2..x T ,) 

측정지점은 물성과 지구조사건에 따라 열극의 수가 달라질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지점 

에서 측정가능한 열극의 총합에 대한 현생 지구조 사건에서의 열극수는 이 지점에서 단층활동의 

가능성을 지시하는 참고 지표로 사용할수 있다. 

시법연구지역은 마이오세부터 같은 지구조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T_4 사건이후의 열극의 총 

수에 대한 현생 지구조 사건 (T_7 사건)에서의 열극수만을 고려하였다. 위에서 정의한 RIN을 현 

생지구조 지수 (current tectonic index number)로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표 3-1.1 과 그림 

3-1.1 은 이를 종합한 것이다. 이들 지수를 (SURFER를 이용) kriging하여 등고선도를 작성하였다. 

단층구조분석이 가능한 지점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현생지구조 지수 분포는 지점벌로 점이 

적인 번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하지역， 효동리-석읍리 지역， 장기반도 지역에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생지구조 체제 (current tectonic regime)에 부합되 

는 단층이 있는 울산단층 인접지역 (특히 말밤단층 지역; 초|위찬 외， 1988)과 해앙물리탐사로 나 

타난 제4기층을 절단하고 있는 장기반도 동측의 정단층 (이동영 외， 1995)에 인접한 지역， 뒤에서 

다시 논의할 해성단구의 수준번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산하단충 부근과 지진활동이 지속적으로 나 

타나는 양남면 효동리， 석읍리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현생지구조 지수가 현생 지각변형 빈 

도를 대치할수 있는 개념일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기면에서 앙남면 읍천리지역에 이르는 해안지역과 포항에서 안강에 이르는 지역에서 현생 

지구조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interpolation으로 구한 현생지구조 지수가 낮은 지역은 상대 

적으로 단층작용이 낮고 현생 지구조 체제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뒤에 설 

명하는 바와 같이 지진활동이 적은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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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지점벌 현생지구조 지수 산출 결과. 

No 측정 지점 경도 위도 암층연대 
열극 T_4부터 T 7 

RIN 
충합 열그λ 열그λ 

..." ..." 

정하면 월포리 작은포 1290 23" 360 13" 에오세 31 23 10 43.5 

2 흥해읍 덕장리 벌래재 1290 21" 36009" 에오세 49 44 17 38.6 

3 연일읍 학전리 1290 19" 36002" 중기마이오세 7 7 0 

4 구룡포읍 병포리 (1 ) 1290 32" 35058" 초기마이오세 25 25 12 48.0 

5 구룡포읍 병포리 (2) 129033" 350 58" 초기마이오세 134 134 23 17.2 

6 동해면 석리 안돌글 1290 28" 35059" 초기마이오세 37 37 2 5.4 

7 흥해읍 칠포리 곤륜산 1290 24" 360 06" 에오세 39 35 8 22.9 

8 정하면 명안리 배바위 1290 18" 360 11" 후기백악기 72 68 39 57.4 

9 동해면 입암리 1290 29" 36001" 초기마이오세 23 . 

10 구룡포읍 석병리 다무포 129034" 36002" 초기마이오세 40 27 13 48.1 

11 오천읍 용산리 1290 24" 35056" 에오세 43 24 8 33.3 

12 오천읍 갈평리 진전지 1290 24" 350 54" 에오세 76 60 12 20.0 

13 오천읍 진전리 음지마을 1290 24" 350 53" 에오세 58 55 12 21.8 

14 오천읍 진전리 성황재 129024" 35052" 에오세 111 111 33 29.7 

15 장기면 읍내리 1290 28" 35053" 초기마이오세 37 . -
16 앙남면 나산리 1290 28" 35043" 후기백악기 51 51 3 5.9 

17 양남면 석읍리 1290 25" 35043" 초기마이오세 66 61 42 68.9 

18 앙남면 환서리 1290 27" 35042" 초기마이오세 10 

19 강동면 왕신리 운곡서원 1290 18" 350 57" 중기마이오세 29 29 29 -
20 외동읍 석계리 석계못 1290 17" 35040" 후기백악기 36 

21 외동읍 냉천리 덕동 1290 18" 35042" 후기백악기 45 37 4 10.8 

22 흥해읍 초곡리 1290 18" 360 05" 중기마이오세 48 48 9 18.8 

23 청하면 유계리 샘재 1290 16" 360 13" 후기백악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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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현생지구조 지수 및 그의 등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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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영향도 산출 

원자력발전소는 지반진동 (vibratory ground motion) , 특히 지진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지에 미칠수 있는 최대 잠재 지반가속도 (maximum potential ground 

accelaration)를 산출하기 위해 안전 차폐 지진 (safe shutdown earthquake) 즉， 최대 지반진동을 

구해야 한다. 최대차폐지진은 반경 320 km (200 miles)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지진이 고려 

되어야 한다. 원전부지 예비안정성보고서에서 늘 다루었듯이 쌍계사 지진 (1936/끼03， 진도 IV-V) , 

수원지진 (1978/9/16, M=5.0, J MA 川， 50km 심도) , 홍성지진 (1978/9/07, Tsuboi M=4.5, JMA 111 , 

약 10 km 심도) 등과 최근에 일어난 영월지진 (1996/12/13, M=4.3, 전국에서 감진진도 I-IV)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 연구는 원전부지 입지선정을 위한 지진자료의 처리방식만을 다루기 때문에 

시범연구지역과 그 주번에서 일어난 1994년 12월부터 1998년 말까지 측정된 계기지진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 

그림 3-2.1 은 시범연구지역과 규모가 큰 지진이 포합된 동해 해역의 지진자료를 종합한 것이 

다. 특히 양남면 효동리， 석읍리 일대에 지진이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주며 규모는 1.7-2.8 

정도이다. 동해면 상정리 일대에서도 지진진앙이 분포하며 규모는 1.9-3.0 정도이다. 이 두 지진 

은 각각 ‘효동리지진’， ‘구룡포지진’으로 불린다. 이 두 진앙의 미소지진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최위찬 외， 1998), 이들 지역은 앞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생지구조 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 

나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 구한 지진 초점기구들은 열극해석을 통해 구한 현생지구조 체제와 일치하는 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2). ENE- WSW 또는 E-W 방향의 압축력과 NNW-SSE 또는 N-S 

밤항의 인장력이 결합된 주향이동형이거나 정단층형의 응력장이 작용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지진의 감진범우1 (felt area; FA in km')는 규모 (M)의 함수로 표시된다 (Tsuboi , 1954, 최위찬 

오1. 1998도 볼 것) . 

M= 1.49 x log lO (FA) - 2.55 

~ 
FA = 10 1.49 

위의 식에 의하면 규모가 201면 약 14 km반경 안에서 지진이 감지되며 301먼 약 30 km 반경， 

4이면 약 62 km 반경까지 지진을 감지할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지역에서 지진에 의한 진동 

이 있을 확률을 산출하기로 하자. 정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돌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산술 

적으로 구한 감진범위의 반경의 반을 ‘영향 반경’으로 보고 연구지역에 적용키로 한다. 그림 3-2.3 

은 설정한 ‘영향 반경’을 적용하여 각 진앙에서의 ‘영향 반경’을 구한 것이며 같은 진앙에서 지진 

이 반복해서 일어난 회수를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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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시범연구지역의 지진의 추정 영향범위 및 최근 4년간 지진발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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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은 방어진 동쪽에서 일어난 지진 (규모 4.6; 1995/10108, KIGAM)과 경주 남동쪽 

5.4km 지점에서 발생한 경주지진 (규모 4.3; 199끼6/26 ， KIGAM)이 큰 규모의 지진이며 포항-울산 

지역 모두 영향권에 놓였었다. 

각지점에서 지진의 영향으로 지반 진동이 있을 확률을 잠정적으로 산출하기로 하겠다. 최근 

4년동안 (1994.12-1998.12) 일어난 지진을 대상으로 격자망 (grid)을 이용하여 각 격자에서 지진의 

영향권에 있을 회수， 즉 지진영향 빈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등고선도로 나타내면 그림 3-2.4a와 

같다. 각지점에서 산출한 값을 넷으로 나누어 1 년 평균 지진의 영향권에 놓일 회수 (기대값)는 

그림 3-2.4b와 같다. 지진이 빈발하는 앙남면 효동리 일대， 울산단충 동쪽지역에 큰 이상대가 나 

타나고 있는데 지진영향권에 들 확률 (지진영항빈도)이 비교적 높음을 지시한다. 이는 앞서 지구 

조 진화과정에서 논의했듯이 울산단층을 따라 확인되는 제 4 기 단충들의 운동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지진영향 빈도 산출은 각종 지진을 모두 고려하였다. 그러나 실제 영향을 미치는 지진 

의 규모는 비교적 큰 것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진으로 규모 2.5 이상의 것만을 고려하면 양상은 

사뭇 달라진다. 한번의 지진이 밤출하는 에너지는 규모의 할수로서 logE=12.24+ l. 44M 으로 

주어진다. 이 경험식을 이용하여 한지점에서 최근 4년동안 규모 2.5 이상의 지진에 의해 받은 에 

너지를 산출하기로 한다. 그결과는 그림 3-2.5a와 같이 나타나며 규모가 큰 지진인 규모 4.6의 동 

해상의 지진과 경주지진이 중요한 요소임이 나타난다. 에너지의 최대값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하 

면 그림 3-2.5b와 같다. 

@ 주제도 통합과 원전입지선정 등급산출 

원전부지 입지 평가를 위해 작성한 주제도는 (1 ) 현생지구조 지수 (current tectonic index; 

RIN), (2) 규모 2.5 이상의 지진영향 빈도， (3) 활성 단층 등이다. 추가로 요구되는 지형분석 결과， 

사면안정성， 기반암의 지질공학적인 특성， 인문지리 정보 등은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에서 다루기 

로 하고 이 연구에서는 원전입지에 가장 중요한 비중이 있는 지질재해 요소 (제4기 번형작용 특 

성， 지진， 활성 단층 등)만을 고려하였다. 

이 언구에서는 원전입지를 평가하기 위해 지질재해 등급에 기초를 두었다. 작성된 현샘지구 

조 지수， 지진영향빈도， 활성단충 등의 주제도공간분석으I Boolean 연산자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주제도를 통합하였다. 현생지구조 지수 “RIN > 20"인 구역， 지진영향 빈도에 있어 지역의 특성상 

최근 4년동안 규모 2.5 이상의 지진으로 받은 최대 에너지의 50%이상의 구간， 활성 단층으로 의 

심이 드는 단충들이 포함된 지역 등을 소거했다. 각각의 주제도에 대한 가중치는 1:1 로 보았으며 

이들로부터 지질재해 등급을 평가， 해안에 연한 지역에 대해 이 등급에 따른 원전입지의 등급을 

매경다. 활성 단충은 기존에 연구된 울산단층 주번의 제 4 기 단층들로 보아 울산단층은 재활성 

가능성이 의심되는 단층으로 활성 단층의 범주에 잠정적으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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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지점멸 주요지진의 영향범위에 있은 회수. (a) 1994년 12월에서 1998년 12월까지 발 

샘한 지진의 영향범위에 든 회수. (b) 1 년 평균 지진발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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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5. 규모 2.5 이상의 지진에 의한 지진영향도 및 등고선도. 

(a) 1994년 12월에서 1998년 12월까지 발생한 지진에 의한 누적 에너지 (x 1012 ergfkm'). 
(b) 최대 누적에너지에 대한 지진영향도의 비교값 (%) 등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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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기 해성 단구의 수준변화가 일어나는 산하단층과 장기반도 동쪽으로 ENE-WSW 밤향 

정단층들을 활성 단층의 범주에 넣었다. “8km 반경이내에 300mol상의 활성 단층이 없어야 한다” 

는 규정에 근거하여 활동성이 의심되는 이들 단층 둘레에 8km 띠를 설정했으며 띠로 구획된 지 

역이 Buffer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그림 3-2.6). 

Buffering 구간설정은 현재로서 각 주제도별로 지질재해요소가 최대한 배제된 구역으로 하였 

으며 공간분석의 Boolean 연산자를 이용하여 세 주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3-2.6 - 3-2.8어| 

서 보는 바와 같다. 지질재해 등급은 주제도를 통합했을 때， 한 지점이 세 주제도 모두에서 소거 

구역에 들면 D 등급， 주제도 중 하나의 소거구역에 들면 C 등급， 두 개의 위험구역에 들면 B 등 

급， 세 개이면 A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원전입지 선정 등급은 반대로 어느 주제도의 소거 구역 

에도 들지 않으면 A 등급， 세 주제도 중 하나의 소거 구역에 들면 B 등급， 두 개의 위힘구역에 

들먼 C 등급， 세 개이면 D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3-2.9). 

시범연구가 현재 택한 자료와 기법에 의해 지질재해 통합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지질재해 등 

급이 A인 지역은 오천단층 남동측의 경주시 양북면， 앙남면， 외동읍， 울산시 강동면 일대와 장기 

반도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포항·안강-경주 북부 지역은 비교적 지질재해가 적은 지역 (D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원전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지질재해 등급에 기초할 때 시범연구 지역에서 포항 

-울산 해안선을 따라 입지를 찾는다면 포항시 일대 해안지역이 입지선정등급이 A등급으로 나타났 

고， 포항 이북 지역과 구룡포에서 감포 사이 해안에 연한 지역이 B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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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활동성이 의심되는 단층지역 (8km)과 그를 소거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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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현생지구조 지수 (RIN)가 2001상인 지역을 배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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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최근 4년간 규모 2.5 이상의 지진영항 평가에 의한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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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결과 

열극해석 등 지질재해요소 평가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번 연구 과제는 네 개 분야 (단층구조분석을 위한 열극조사， 해성단구층의 분포와 수준변화 

조사， 암맥군 조사， 자료처리 및 평가)로 나누고 분야벌로 네 단계 (자료 수집 • 자료 처리 및 

해석 • 자료층화 • 자료층의 중첩 및 종합 평가)로 나누어 연구되었다. 

2. 단충구조분석을 통한 열극해석 작업으로 연관 과제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포항-울산 지역의 

신생대 지구조 진화에 대한 지식를 축적하였으며 현생 지구조 체제에 대한 윤곽을 보다 세밀 

하게 그려냈다. 

3. 이 연구 과제는 원전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의 지질재해요소에 대한 기초적이고 모델적인 연구 

로 분야별/단계별로 필요한 단위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가능한 한 기존의 것을 이용하였다. 

4. 자료 수집 및 처리， 기초평가 과정을 시험하기 위해 활성단층 및 지진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포항-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충들을 작성하고 통합 평가하는 과 

정을 거쳤다. 

5. 용인할수 있는 최소의 지질재해요소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작성한 각 주제도 층위에서 

를 통합하여 Boolean 연산자를 이용， 각 주제도에서 설정한 한계이상의 구역들의 중첩여부로 

지질재해등급을 매겼으며 이를 근거로 해안에 연한 지역에 대해 원전입지 선정 등급을 분류함 

으로써 최적입지를 선정하는 종합 결론에 도달하였다. 

6. 시범연구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 오전단층 남동측의 경주시 앙북면， 양남면， 외동읍， 울산시 강 

동면 일대와 장기반도 지역이 지질재해 등급이 A인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포항-안강-경주 북부 

지역은 비교적 지질재해가 적은 지역 (0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7. 지질재해 등급에 기초할 때 시범연구 지역에서 포항·울산 해안선을 따라 입지를 찾는다면 포 

항시 일대 해안지역이 입지선정등급이 A등급으로 나타났고， 포항 이북 지역과 구룡포에서 감 

포 사이 해안에 연한 지역이 B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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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 유동 및 용질의 흡，탈착 연구 분야 

2-1.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m 야외지질조사를 통한 지질특성 및 지질구조 조사 
@ 코아로깅 및 해석을 통한 단열계의 지하수 유돔에 미치는 특성 조사 

@ 델레뷰어 검층을 통한 단열의 연장성 해석 

@ 공내검층(온도， 전기전도도， 유속 및 유항 측정)을 통한 지하수 유동경로 역할을 하는 단열계 

파악 

@ 구간벌 추적자 시힘을 이용한 단열계의 연장성 검증 및 지하수의 유동속도 산출 

@ 컬럼실힘을 이용한 용질(핵종)으| 홉， 탈착 특성 평가 및 지연계수 측정 

나. 평가의 착안점 

φ 단열계의 특성에 따른 지하수의 유동 및 용질의 거동 특성 규명은 각종 지하공간 건설 설계와 

폐기물처리 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기술이다. 

@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지하수면이 지표로부터 매우 가까이 형성되어 있어， 각종 산업폐기물 

(방사성 폐기물 포함)의 지하저장시설 설계에 있어서 지하수의 유동 특성 파악이 필수적이나 

체계적인 연구가 아주 미흡한 상태이다. 

@ 수리지질학적으로 이빙성이 매우 높고， 불균질한 암반 대수층에서의 지하수 유동 특성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현장 자료 습득 및 해석 기술을 축적하기 위하여， 야외 지질 조사， 각종 

검층， 구간벌 추적자 시험 등을 수행하고 이를 해석하여， 시험 지역에 분포하는 단열계의 지하 

수 유동 가능성 등을 정밀하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기술들은 향후 폐기물 부지 

안정성 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핵종을 포함한 용질의 거동 및 지연 특성의 정량적 조사는 폐기물 부지의 안정성 평가에 있 

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컬럼방법을 이용하여 핵종의 지연계수를 측정하고， 지하수의 유 

동속도와 지연계수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m 야외지질조사를 통하여 조사지역의 지질 분포 특성을 조사하고， 단열계의 분포 앙상 및 특성 
을 규명하여 연구 수행의 기본자료를 획득하였다. 

@ 본 연구으I 1 ， 2차 연도에 실시된 코아로깅 자료를 다시 해석하고， 이 결과를 지표지질 조사 및 

현장 지하수 시험 결과와 연결지어， 단열계의 지하수 유동에 미치는 특성을 조사， 분류 하였 

다. 

@ 텔레뷰어 검층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단열의 연장성을 파악하고， 이를 구간벌 추적j 

자 시험을 이용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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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 검충(온도， 전기전도도， 유속 및 유향)을 통한 지하수 유동경로 역할을 하는 단열계를 

파악하고， 지하수의 유동 경로 및 방향 등을 해석하였다. 

@ 용질(핵종)으| 흡， 탈착 특성 평가 및 지연계수 측정하기 위하여 컬럼실험을 이용한 용질거동 

모의 실힘을 실시하였다. 

나. 상기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결정질암과 같은 균열암반내에서의 지하수 유동 및 용질의 거동 특성을 밝 

히고， 이를 통한 각종 산업폐기물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및 안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모델 연 

구로서， 지질조사， 각종 검충， 현장 수리시험， 및 실내 홉，탈착 실험 등을 통해， 암반 지하수 유 

동 및 용질의 거동 연구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에 성공하였다. 

@ 균열암반내에서의 지하수 유동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단열계의 분포 양 

상 및 특성 등을 중점적으로 밝히기 위한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자료는 지하 단 

열계 분포 해석 및 각종 현장시험의 설계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 코아검충을 이용한 단열계의 특성 파악은， 지하수 유동에 관련될 것으로 사료되는 단열계를 

특성에 따라 군집화 하여 단열 발달특성과 지하수유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하수 유동성이 

높은 단열군을 추정하였다. 단열 특성과 지하수유동 특성을 연관시킨 연구는 현재까지 소수 

에 불과하며， 이 분야의 계속된 연구는 폐기물 저장부지 평가를 위한 지하수유동 연구에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단열계의 특성 파악과 더불어 단열계의 연장성 규명은 지하수 유동 해석에 매우 중요한 연구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델레뷰어 검충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단열의 연장성을 파 

악하고， 이를 구간벌 추적자 시험을 이용한 검증하였다. 특히， 텔레뷰어 자료를 이용한 단열 

의 연장성 파악하려는 시도는 본 연구에서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 공내 검총자료의 해석을 통하여， 지하수 유동의 경로가 되는 단열을 밝히고， 조사지역내의 지 

하수 유동 체계를 해석하였다. 균열암반내에서의 지하수유동 연구를 위해서는 투수성이 높은 

단열의 파악이 필수적이나，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장비와 많은 해석상의 노력이 필요하여 

국내에서는 적용을 미루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균열암반에서의 지하수유동 해석을 위 

한 한단계 발전되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사료된다. 

@ 컬럼실힘을 위한 실험기구를 자체 제작하여， 향후 계속된 연구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를 이 

용한 용질(핵종)의 흡， 탈착 특성 평가 및 지연계수 측정하여 용질의 거동 모델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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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구체적인 내용 

지질조사 
。 지표지질조사 및 시추공내 단 

열분포해석 

공내단열계조사 
。코아검층자료 해석 

지하수 유동 특성 。 델리뷰어 검층자료 해석 

。 물리검층(온도， 전기전도도) 

지하수 유동해석 。 유속검 층(유속계 이 용) 

。 추적자 시험 (NaCI 이용) 

핵종 흩착실험 용질 흡/탈착 모의시험 
。컬럼법을 이용하여 핵종 

및 Na의 흡탈착능 분석 

2-4.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연구내용 

(1 ) 야외지질조사 

(2) 곰내 단열계조사 

- 델리뷰어자료 해석 

-시추코아자료해석 

(3) 지하수 유동 해석 

- 공내 온도검층 - 심도빌 온도변화 관측 

- 곰내 전기전도도검층 - 심도멀 전기전도도 변화관측 

- 유속계를 이용한 양수시 및 비앙수시의 유속변화 조사 - 시추공내 지하수의 상하유동방향 

분석 

• 지하수 유동차원 해석 

- 추적자 시험 

(4) 용질 흡/탈착 모의 시 험 

- 균열암반에서의 지하수와 암석간의 핵종원소의 흡탈착능을 분석하기 위한 컬럼실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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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결과 

(1 ). 야외지질조사 

1. 지질 

지체구조적으로 경기육괴의 남서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지역은 선캠브리아의 펀마암과 시 

대미상의 번성퇴적암， 쥬라기 남포층군의 운곡리층 및 신대리 응회암， 백악기의 석영맥 및 염기성 

암맥， 그리고 제4기 미고결 충적층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상기 제 지층들을 시대에 따라 기술하 

면 다음과 같다. 

2. 지질구조 

연구지역의 지질계통 

제4기 [ 충적층 
~부정합~ 

| 염기성 암맥 
백악기| 

| 석영맥 

-관 입-

| 신대리웅회암 | 
쥬라기 남포층군 

| 운곡리층 | 

~관계미상~ 

시대미상 [ 변성퇴적암 
~부정합~ 

선캠브리아 [ 편마암 ] 경기변성암복합체 

연구지역의 대표적인 지질구조로는 운곡리총내의 향사습곡구조와 북북동 내지 북동방항의 단 

충들이 있다. 이와 더불어 충리 및 엽리구조의 방항성， 전단단열구조 및 절리 등과 같은 이 지역 

지질구조 요소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2.1. 총리 및 엽리구조 

대흥도폭(엄상호와 이민성， 1963)의 자료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운곡리충은 남-북 방향의 완사 

습곡구조들에 의해 반복하여 분포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운곡리층이 전체적으로 향사구조를 

이루면서 분포한다는 사실은 기반암인 편마암과의 서측 및 동측 경계가 위치하는 신대저수지 및 

공정글에 공히 이 지층의 최하위 암석인 변성사질암들이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현상으로부터 미루 

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운곡리충의 총리의 방향을 살펴보면， 서부지역인 신대저수지에서는 북 

동 방향의 주향과 남동의 경사를 보이나， 동부인 공정글에서는 남-북 방향의 주향과 수직 내지 서 

쪽으로 고각의 경사각을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향사구조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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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리층이 북쪽으로 가면서 그 분포 앙상이 좁아지는 현상은 항사습곡의 축이 남쪽으로 경사져 있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편마암의 엽리구조 방향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번화를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일관 

된 방향성을 보인다. 운곡리층 이서부 지역에서는 북동밤항의 주향과 남동쪽으로 60' -70。 의 

경사를 보인다. 그러나 운곡리층의 이동부 지역， 즉 삼광광산S 주번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북북동 

방향(N70。 티의 일관된 주향을 보이며， 그 경사각은 남동쪽으로 45。 이상(평균 70' )의 경사를 

갖는다. 인접한 번성퇴적암의 주 밤향성 역시 거의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 

2.2. 전단단열 

이 연구에서 전단단열은 그 면상에 활면조선 (slickenside striae)이 발달해 있으나 그 면을 따 

라 단층각력암이나 단층비지 듬과 같은 물질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단층을 의미한다.이 

지역의 전단단열들은 밤항벌로 각각 다른 이동감각을 강고 발달되어 있는데， 북동 내지 동북동 

방항의 것들은 좌수항의 이동감각을， 북서 내지 서북서 밤항의 것들은 우수항의 이동감각을， 그리 

고 북북동 방향의 것들은 정경사이동 성분이 우세한 전단단열로 나타난다. 

야외 관찰에 의하면， 좌수항의 전단단열군은 특히 펀마암의 엽리구조와 평행하거나 아평행한 

면을 따라 발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단열들의 주향과 경사는 N50' -70' EI >65' SEOI 

며， 단열의 이동방향을 지시하는 조선은 남서쪽으로 10。 이하의 낮은 침강각을 갖는 것들이 대부 

분이다. 

우수향 전단단열군은 N50' - 75' WI >65' SW or NE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조선들은 
북서쪽 또는 남동쪽으로 8' -37。 으| 다양한 침강각을 이룬다. 특히 조선의 피치는 30。 를 넘는 

것들이 우세한데， 이는 단열을 따라 상당량의 정겸사 혹은 역경사 이동성분이 부가되었음을 지시 

한다. 

상기한 우수항 및 좌수항의 전단단열군은 상호 공액관계를 이루며 형성된 것이 아니며， 따라 

서 형성시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단열군의 상호 선후관계는 우수항의 전단단얼이 좌 

수향의 단열들을 절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수항의 것들이 보다 후기에 형성되었음을 지시한 

다. 

2.3. 단층 

연구지억내에는 지질분포를 제어하고 있는 단층들이 북동 및 북북동 방향으로 3 조가 발달되 

어 있음이 인지된다. 

먼저 번성퇴적암과 펀마암간의 접촉대를 따라 북동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능 북동 방향의 단충 

은 삼광광산의 폐광석 운반절로번 아래의 절개사면에서 잘 관찰된다. 이 단충은 상기 두 암체간 

의 접촉부 및 펀마암내에 서로 아평행한 수 조의 단층들이 각각 50-100cm 폭의 단총대를 이루 
면서 밀집하여 발달하고 있다. 각 단층대는 수 cm 이하 두께의 단층비지를 포함한 단충각력암으 
로 구성되며， 모두 일관되게 화수항의 이동감각을 보여주는 수평에 가까운 조선들이 관찰된다. 

북동 방향의 주향과 남동쪽 또는 북서쪽으로 약 80。 이상의 고각을 이루고 있어， 이 단총이 전체 

적으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좌수항의 주향이동단충임을 알 수 있다. 이 단층의 특성은 전술한 동 

일 방항의 전단단열들의 이동양상과도 잘 대비되는 것으로서 ， 편마암내에서 엽리구조에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는 소단층 및 전단단열들과 성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지역의 중앙부에 북북동 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는 두 조의 단층들 중 동측 

의 것은 신대리 안골 마을에서 신대리응회암과 편마암의 접촉대를 이루고 있으며 ， 거의 수직을 

이루는 약 2 - 3m 폭의 단충각력대가 이 단층의 북쪽 연장선상에서 관찰된다. 이와 평행한 서측 

의 단층은 신대리응회암과 운곡리층 사이에 발달하고 있다. 이 두 단층의 특성은 단충대의 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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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불완전하여 확실치 않으나， 지질분포 상태로 미루어 보아 두 단층 모두 서측 지괴가 하강 

된 좌수항의 사교이동단층으로 추정된다. 

2.4. 절리 

조사 시추공 주변의 절리의 발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 3개소의 절개사면에서 절리의 방향 

성을 측정하였다. 체계적인 측정을 위해 절개사면의 연장을 따라 하나의 기준선을 설치하고， 이 

기준선과 만나는 모든 절리들에 대해 방향 측정이 수행되었다. 총 158조의 절리 방향이 측정되었 

으며， 그 결과를 등면적 입체투영망에 도시하였다. 

측정된 절리들을 방향성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총 8개의 절리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을 

발생빈도의 순으로 나얼해 보면， CD N55 0 -80 0 W/65 0 -75 0 NE, @ N-S/65 0 -85 0 W, @ N1 

0 0 -20 0 W/>60 0 NE, @ N35 0 -60 0 W/15 0 -35 0 SW, @ N20 0 -30 0 W/55 0 -75 0 SW, @ 

N40W/55 0 -80NE, (J) N30 0 -60 0 E/65 0 - 80 0 SE, 그리고 @ N10 0 -20 0 E/ 55 0 -75 0 SE 

등이다. 이 지역의 절리들은 북서 방향의 주향을 강는 것들이 매우 우세함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절리군들 중에서 절리군 m은 발생빈도 뿐만아니라 연장성이 매우 좋으며， 그 일부는 

활면조선이 미약하게 발달된 전단절리로 관찰된다. 그리고 절리군 @와 @의 절리들 중에는 절리 

의 틈을 따라 석영결정들이 일부 채워져 있는 개구상 단열인 것으로 보아 이들 방향의 절리들은 

인장절리로 해석된다. 

(2) 유독석 다열 파악음 위하 악바내 H열특석 규먹 

1. 시추공내 단열발달 상태 

연구지역에서 실시한 시추작업을 통해 회수한 코아를 대상으로 정밀로깅을 실시한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 

. 8-1 공(Table 2-2-1) : 본 시추공은 지표에서 2.5m까지는 매립충이고 그 하부는 전체적으로 

호상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화정도는 3m 구간까지는 HW(Highly Weathered) , 3-6m 까지 

MW(Moderately Weathered) 내지 SW(Slightly Weathered)이며， 그 이후 시추공 바닥까지는 신선 

하다. 각 구간벌 암질지수(RQD)는 지표에서 6m까지 72-74%이고， 그 하부는 84-100%로서 상당 

히 높은 암질지수를 가지고， 단열간격이 20cmOl상으로서 단열발달 등급 중 Solid에 해당된다. 

그러나， 단열이 심하게 발달하는 구간들은 암질지수가 10%미만의 고파쇄대 (Highly Fractured 

Zone)를 이루고 있다. 

시추공 상부구간(0-12m)의 단열면은 산화철로 풍화되어 있으며， 공 전체에 걸쳐 단열면에 방 

해석이 피복되거나 미세한 맥으로 층전되어 있다. 32.3-33.6m 구간은 암질지수가 0%인 고파쇄 

대로서 고화된 단총대(consolidated fa비t zone)를 이루고 있고， 단층비지도 일부 산출된다. 

46.1-47.4m 구간 역시 심하게 파쇄되어 있으나， 32.3-33.6m 구간과는 달리 고화되어 있지 않고 

점성이 없는 물질로 파쇄대가 구성된다. 초음파주사검층에 의하면， 이 지점에 발달하는 주단층의 

방향은 N680 E/560 SE 이 다 . 

. 8-2공(Table 2-2-2) 이 공은 지표에서 2.6m 까지 매립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부는 

8-1공과 마찬가지로 호상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추코아의 풍화정도는 2.6-4.8m까지는 SW 

에 해당되며 그 하부는 대체로 신선하다. 구간벌 암질지수는 시추공 전체에 걸쳐 87-100%이나， 

21.1-27.0m 구간은 13-67%로 낮게 나타나며， 47.0-49.6m 구간은 0%으| 고파쇄대를 이룬다. 암질 

지수 0%의 고파쇄대는 71.6-73.3m 구간에도 나타난다. 이처럼 암질지수가 0%인 구간을 중심으 

로 상하부에서 암질지수의 양호j불량 구간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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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 상부구간(0-6.9m)의 단열면은 모두 산화절로 풍화되어 있으며， 8-1 공과 같이 방해석으 

로 충전 또는 피복되어 있는 것도 있다. 상기한 고파쇄대 구간 중 21.1-27.0m 구간은 단층비지 

를 포함하는 단층대로 나타나고， 47.0-49.6m 구간은 코아회수가 전혀 안된 코아손실 (core 1055) 

구간이다. 그 상하부는 단열간격 5cm 미만으1 HF(Highly Fractured) 등급에 해당되며， 부분적으로 

단층비지를 포함하는 고화된 단층대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점성이 없는 고파쇄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71 .6-73.3m 구간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소규모의 고화된 단층대나 비점성 

고파쇄대가 수군데 산재해 있다. 초음파주사검층을 통해 이 지점의 주단층은 N600 E/620 SE 임 

을 알 수 있었다 . 

. 8-3공(Table 2-2-3) : 본 시추공 역시 지표에서 3.0m 구간은 매립층이고， 그 하부 전체는 흑 

운모 호상편마암으로 구성된다. 이 시추공에서는 심도 약 13.0m까지 SW의 풍화정도를 나타내 

고， 그 하부는 신선하다. 그러나， 49.3-51.1 m 구간은 고파쇄대 구간으로서 SW의 풍화정도를 나 

타낸다. 이러한 양상은 72.5-73.2m 구간에도 나타난다. 암질지수는 0-7.0m까지 53-74%로 낮게 

나타나고， 그 하부는 대체로 90%01상의 암질지수를 보인다. 그러나， 49.3-51.1m까지는 암질지수 

가 0%01고， 코아손실이 발생한 고파쇄대 구간으로서， 이 지점의 주단층 방향은 N650 E/50 0 SE로 

파악되었다. 

시추코아의 파쇄정도는 전반적으로 SF내지 Solid에 해당되나， 부분적으로 MF인 곳도 있다. 

그러나， 상기한 49.3-51.1m 구간은 단일간격이 5cm미만의 HF구간이다. 지표에서 19.0m구간까지 

에 분포하는 단열면은 모두 방해석으로 피복 또는 충전되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산화절로 풍화 

되어 있다. 그 하부구간도 거의 대부분의 단열이 방해석으로 피복되어 있어， 다른 시추공에 비해 

단열면의 방해석 피복율이 더 많다 . 

. 8-4공(Table 2-2-4) : 본 시추공은 0-3.30m 구간의 매립층과 그 하부의 흑운모 호상펀 마암으 

로 이루어져 있다. 3.3-9.7m 구간은 MW 내지 SW으| 풍화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하부는 시추공 

기저부인 80.2m 까지 대체로 신선하다. 8-1 공에서 8-3공은 암질지수가 대부분 85%01상 100% 

에 이르지만， 본 시추공의 암질지수는 주로 65-85%에 해당되는 구간이 많다. 특히， 12.7-13.9m 

와 21.0-30.5m 구간은 암질지수가 0%01고， 절리간격이 5cm미만인 HF구간이다. 이 구간은 모두 

단층비지로 구성된 고화된 단층대이고， 일부 구간에서는 코아손실이 발생한다. 이 공의 단열은 

대체로 미세 방해석맥으로 충전되어 있다 . 

. 8-5공(Table 2-2-5) 본 시추공은 0-1.0m 구간까지 매립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공에 비 

해 기반암 심도가 얄은 편이다 1.0m이하는 시추공 바닥까지 흑운모 호상펀마암으로 구성된다. 

1.0-10.0m까지는 MW내지 SW의 풍화도를 가지며， 단열면이 풍화되어 산화절이 나타난다. 이 공 

은 1.0-3.9m까지의 암질지수가 50%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절리간격은 10cm口 l 만인 MF 상태이 

다. 그러나， 3.9m에서 시추공 바닥인 23.0m까지는 대부분 100%의 암질지수를 가지며， 절리간격 

은 20cmOl상의 Solid한 상태이다. 

시추공 8-1 , 8-2, 8-3에서 실시한 초음파주사검층 자료를 처리하여， 각 시추공에 대한 진폭이 

미지， 주시이미지， 암석강도， 그리고 단열 경사 및 방향을 구하였고， 이 자료들을 입체투영이나 등 

고선 그림으로 표현하여 지표하 단열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판단하였다(Figure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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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 Simplified core log sheet of B-1. 

Rock 
Hole No. Depth 

Type 
Weathering RQD(%) Fracturing Remarks 

Fill HW 0 HF-MF 
MW-SW 72-86 

맨으 

댄;으 90-100 SF-Solid 

댄;으 32.3 Conso이lidatd 

0 HF fault zone 
(fault gouge) 

B-l 40.0 Banded 90-100 Solid 

Gneiss Fresh 46.1 

0 HF Highly Fract 

50.0 
zone 

60.0 Solid 

89-100 

70.0 

MF-SF 

Solid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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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2. Simplified core log sheet of B-2. 

Rock 
RQD(%) Hole No. Depth Weathering Fracturing Remarks 

Type 

Fill SW 0 

SW-Fresh 

맨으 
87-100 MF-Solid 

댄;므 21.1-27.0 Coαnso이lidatd 
fault zone 

13-67 HF-SF (fault gouge 
& breccia) 

댄;으 

Fresh 71-100 SF-Solid 

B-2 밍으 Banded 42.3-47.0 Consolidatd 
Gneiss 

470 1-74-94 67 
fault zone 

HF-SF 
Core loss 

댄;으 
0 HF Highly Fract. 

zone 

88-100 Solid 

댄으 61.5-71.6 
Consolidated 

fault zone 
30-60 HF-SF (fault gouge 

& breccia) 
맨으 SW-Fresh 

71.6-73.3 
Highly Fract. 

0 HF zone 

28-79 HF-SF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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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3. Simplified core log sheet of B-3. 

Rock 
Hole No. Depth 

Type 
Weathering RQD(%) Fracturing Remarks 

Fi11 SW-MW 0 

53-74 MF-Solid 

10.0 SW 

SW-Fresh 
20.0 

댄;으 88-100 MF-Solid 

Fresh 

B-3 
40.0 

Banded 

Gneiss 

50.0 49.3-51.1 Core loss 

SW-Fresh 0 HF Highly Fract. 
zone 

17-42 HF-SF 
57.4 Consolidated 

60.0 fault zone 

70.0 
Fresh 

83-99 SF-Solid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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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4. Simplified core log sheet of B-4. 

Rock 
RQD(%) Hole No. Depth Weathering Fracturing Remarks 

Type 

Fill 0 
MW HF-MF 

0-23 

맨;으 
29-67 HF-Solid 12.7-13.9 Cons01idated 

0 HF fau1t zone 

SW 12-73 HF-Solid 
댄으 21.0-30.5 

Core 10ss 
Cons01idated 

0 HF-MF fau1t zone 
(gouge & 

댄:으 breccia) 
24-67 MF-Solid 

B-4 댄으 Banded 79-95 SF-Solid 
Gneiss 

48.0-55.5 
댄므 52 HF-SF 

Core 10ss 
Cons01idated 

fau1t zone 
Fresh 

댄므 

87-100 Solid 
맨;므 

80.2 

Table 2- 2-5. Simplified core log sheet of B-5. 

Rock 
Hole No. Depth 

Type 
Weathering RQD(%) Fracturing Remarks 

Fill 0 

MW-SW 0-50 HF-MF 

댄;ι 
B-5 Banded 

Gneiss 94-100 SF-Solid 
SW 

띤;ι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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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추공내 단열분포 해석 

시추코아와 초음파주사검총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지표 하에 발달하는 단열의 방항성 및 특성 

을 분석 해 보았다(Figure 2-2-1 , Table 2-2-6). 여 러 방향으로 발달하는 단열 이 있을 때 동일 생 

성기구(mechanism)에 따른 단열들끼리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주향이 같더라도 경사각이 

확연히 차이나고 단얼면 상태가 다른 두 개의 단열이 있을 경우， 이 단열들의 생성기구나 응력방 

향， 또는 응력상태가 서로 다르게 작용했음을 나타낸다(Engelder， 1985). 또한， 동일한 응력하에서 

발생한 단열이라도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단열의 생성방향에 따라 단열면의 상태， 즉 틈간격이 

나 조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이 단열들이 지하수 유동에 있어 다른 경로가 될 수 있으므 

로， 이들을 서로 다른 단열군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8-1공 : 본 시추공의 단열분포는 Table 2-2-6과 같이 크게 2개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 중 

N60-900 E/ 능 600 SE 방향의 단열군은 연구지역내 주 구조선의 방향인 GSet 1 (N50-820 E/55-900 

SE)과 일치하고 N20-600 W/능 600 NE 방향은 지표 및 항내자료를 분석한 GSet 3 (N46-720 

W/60-850 N티 단열군에 해당된다. N60-900 E/ :2 600 SE 방향 단열군은 평균 단열간격이 35cm로 

서 지표 하에서 조밀한 간격으로 발달해 있고， N20-600 W/ :2 600 NE 밤향의 단얼군도 57cm으| 평 

균 단열간격을 가져， 전자보다는 단열간격이 넓지만 비교적양호한 단열발달상태를 보인다. 

한편， 이 두 방향에 속하는 단열들을 대상으로 초음파주사검충 결과의 단열 등급(code)을 분석 

해 본 결과， N60-900 E 방향은 등급 1&2가 전체의 42.9%를 차지한 반면， N20-600 W 방향은 등급 

1&2가 26.9%를 차지하여 N60-900 E 방향의 단열들이 가장 명확하고 강하게 발달됨을 알 수 있 

다. 즉， N60-900 E 방향의 단열들이 틈간격은 넓고 다른 방향의 단열에 비해 단열틈이 밤해석이 

나 기타 광물들로 층전되지 않은 단열이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 

. 8-2공 : 본 시추공의 단열분포는 단열 경사방향을 고려활 경우 크게 4개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N50-900 E/55-850 SE 방향은 8-1 공과 마찬가지 로 GSet 1 단열 군， N20-500 W/50-800 NE 방향 

은 지표 및 항내의 GSet 3 단열군， N10-300 E/50-700 SE 방향은 GSet 2(N2-80 E/56-860 SE) 단열 

군과 유사한 밤향을 가져 각각 이 군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중， N50-900 E/ 능 55-850 SE 단 

얼군은 평균 단얼간격이 47cm로서 8-2공에서 가장 좁은 평균 단열간격을 가진다 N20-500 

W/50-800 NE 단열군은 56cm의 평균 단열간격을 나타내 8-1공의 이 방향 단열군과 거의 비슷하 

며， 8-1공에서는 큰 집중성을 보이지 않았던 N10-300 E/50-700 SE 단열군은 127cm의 비교적 넓 

은 평균 단열간격을 가진다. 

이 단열군들에 대한 단열 등급을 보면， N50-900 E/55-850 SE 밤향에서 등급 1&2가 21.0%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틈간격이 크고 뚜렷한 단열들이 발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지표 하에서 

발달하는 단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 방향으로 집중적인 단열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 

다. 한편， N20-500 W/50-800 NE 방향과 N10-300 E/50-700 SE 방향의 경우， 등급 1&2가 각각 

15.4%, 13.0%로써， 단열의 대부분이 등급 3에 해당되어 이 방향 단열은 대체로 닫힌단열 (closed 

fractures) 내지 아문단열 (healed crack) 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ure 2-2-1 c， d를 보면， 

N1 0-500 E/40-800 NW 방향에 또 다른 단얼군이 집중되는 앙상을 보인다. 이 단열군의 평균 단열 

간격은 141cm로서 전술한 3개 단열군보다 넓은 단열간격을 가진다. 그리고， 이 단열군은 단열등 

급 1&2어| 해당하는 단열이 불과 4%를 차지해， 대부분의 단열이 광물로 충전되었거나 틈간격이 

매우 좁은 상태로 존재한다 . 

. 8-3공 : 본 시추공 역시 단열 자세(attitude)를 고려하여 3개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 



N40-900 E/50-800 SE밤항은 지표 및 항내으I GSet 1 단얼군， N40-600 W/50-800 NE 방향은 GSet 3 

단열군에 속한다. 

N40-900 E/50-800 SE 방향은 평균 단열 간격 이 30cm로서 3개 시추공 중 가장 좁은 단열간격을 

가진다. N40-600 W/50-800 NE 방향은 55cm의 평균 단열간격을 보여 전술한 2개 시추공의 유사 

방항 단열군과 비슷하다. 

단열 등급을 분석하면， N40-90 0 E/50-800 SE 밤항 단열군 중 등급 1&2가 24.6%인데， 이 중에는 

단층(등급 9)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대상 3개 시추공에서 N40-900 E 밤항 단열들은 공통적으로 

좁은 단열간격으로 발달하며， 그 가운데는 단층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N40-600 W/50-800 NE 

방향 단일군은 21.1%의 등급 1&2에 해당하는 단열을 가지고 있다. 

한편， N10-500 E/s400 NW 방향은 본 시추공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로 낮지만， 등급 

1&2에 해당하는 단열의 비율이 무려 54.5%가 되어， 이 방향의 단열 중 단열틈이 넓고 다른 광물 

로 충전되지 않은 단열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단열간극이 넓고 다른 광 

물의 층전이 없는 열린 (open) 상태이며， 단열면이 거칠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조건의 단얼보 

다 단열 투수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Gale ， 199이. 이를 토대로，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 

럼 등급 1&2의 비율이 높은 단열군은 상대적으로 투수성이 크며， 주요 지하수유동 경로가 될 것 

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N50-900 E/55-900 SE 단열군(HSet 1)이 단열방향의 집중성， 빈도수， 

단열면 간격， 단열 등급에서 가장 우세한 앙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지표 및 항내에서 분석한 

GSet 1 (N50-820 E/55-900 SE) 단열 군에 대응된 다(Figure 2). 이 를 통해 HSet 1 은 삼광광산 지 역 

의 주단층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영향은 단열 등급분류에서 단층 내지 열린단 

열의 비율이 다른 방향에 비해 높게 차지함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N10-300 E/50-700 SE 단열군(HSet 2)은 지표 및 항내의 GSet 2(N2-80 E/56-86 0 SE) 단열군에 

해당되는데， 이는 주로 단열틈이 매우 좁거나 밤해석과 같은 광물이 단열틈을 충전해 있는 상태 

의 단열들이다. 

N20-600 W/50-800 NE 단열군(HSet 3)은 지표 및 항내의 GSet 3(N46-720 W/60-85 0 N티 단열군 

에 해당되며， 지표하에서 두 번째로 우세하게 발달하는 단열군이다. 

N10-500 E/s400 NW 단열군(HSet 4)은 지표 및 항내에서는 N240 E/340 NW 절리계에 대비될 

뿐 우세하게 관찰되지 않으나， 단열 등급의 구성비율에서 단층 또는 열린단열이 54.5%를 차지해 

지표 하에서 주요한 단열군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단열군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상기한 3개 단열군(HSet 1, HSet 3, HSet 4)은 연구지역 내에서 단열투수성이 비교적 큰 군집으 

로 추정된다. 

기타 단열군으로 N1 0-500 E/40-800 NW 단열군이 있으며， 이는 평균간격이 비교적 넓게 나타나 

고 단열 등급 중 1&2어| 해당하는 비율이 4%로서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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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 Equa1 area projections of poles to fractures , showing orientations of fractures 
in the three boreholes. (a)&(b)B-l , (c)&(d)B-2, (e)&(f)B-3. Low hemisphere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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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6. Fracture groups analysed from televiewer log data. Code means 
fracture type code l:clear fracture , code 2:normal fracture, 
code 3:acceptabe fracture 

Hole No. 
Fracture Dip Angle 

Mean Spacing Code 1&2(%) 
Direction (cm) Code 3(%) 

N60-90E 는 60SE 35 
42.9 
57.1 

B-1 
26.9 

N20-60W 는 60NE 57 
73.1 

N50-90E 55-85SE 47 
21.0 
79.0 

N20-50W 50-80NE 56 
15.4 
84.6 B-2 
13.0 

N lO-30E 50-70SE 127 
77.0 

NlO-50E 40-80NW 141 
4.0 

96.0 

N40-90E 50-80SE 30 
24.6 
75.4 

B-3 N40-60W 50-80NE 55 
21 .1 
78.9 

N10-50E 드40NW 239 
54.5 
45.5 

N 

(a) 비
 

( 

Figure 2-2-2. Equal area projections of poles to all fractures from the three boreholes. The 
dominant fracture sets are similar to those of outcrops. Low hemisphere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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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볼여속면 여속석 조사 

델레뷰어 자료는 무엇보다 불연속면의 위치(심도)， 경사밥향， 경사각 및 두께(aperture size)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만약， 임의의 탐사지역에서 2개 이상의 서로 인접하는 시추공으 

로부터 텔레뷰어 데이터를 얻게 된다면 각 불연속면에 대한 연장성연구도 가능하게 된다. 즉， 임 

의의 평탄한 절리면이 인접하는 두 개의 시추공을 관통하였다면， 각 시추공에서 관찰되는 절리면 

의 경사방향 및 경사각은 동일하게 인식(동일한 fracture signature)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각 

시추공에서 관찰된 절리먼 심도는 일반적으로 달리하게 된다. 만약， 동일한 심도(E.L.)에서 그 절 

리면이 관찰되었다면 이는 바로 절리면이 수평면을 나타내거나 혹은 절리면의 주향방향이 우연하 

게도 두 개의 시추공을 잇는 방향과 동일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기 

밤항은 서로 달리하기 때문에 각 시추공에서 관찰되는 절리면 심도는 차이를 보여주게 되며 여기 

서 심도차가 최대가 될 때는 바로 그들 밤향이 수직을 이루고 있을 경우가 된다. 환원하면， 상기 

심도위치를 잇는 직선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평면 즉， 두 개의 시추공을 포함하는 수직평면과 절 

리면이 교차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시추공의 불연속면에 의해 비롯된 절단선이 이 

상적인 여건(예: 평탄한 절리면， 시추공이 휘지않고 연직한 상태)하에서 서로 동일하다면 이는 바 

로 그 절리면이 양 시추공 사이에서 연장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되겠다. Fig. 2-3-1 은 상기 

연계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추공 A에서 관찰된 절리면의 경사밤향 및 경사각을 OA 

및 a , 시추공 A, B를 잇는 경사방향을 OAB라 할 때， 두 경사방향의 사이각 0= OA - OAB가 된다. 

시추공 A 주위 거리 r(m) 떨어진 곳에 시추공 B가 위치한다면 시추공과 절리면의 교차점 DB의 

위치는 경사방향 OAB가 달리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값은 

DepDif=DB - DA 으로써 이를 위해 우선 경사각 β가 구해져야 한다. 

그림에서 나타낸 a ,O 및 β의 기하학적 정의에 의해， 

β= tan -l( tan a. cos f)) 

이 성립되며 그로부터 

DepDif = r. tanβ= r. tan a. cos f) 

을 얻게 된다. 따라서 심도차 DepDif는 주어진 끼시추공간 거리) 및 불연속면 경사각 a 에 대하 

여 단지 8 값에 의해 변화된다. 즉， 

8 • 0 

8 →90。

0< 101 <90。

90' < 101<180。

DepDif• r tan a 

DepDif• O 

DepDif>O 

DepDif<O 

한편， 절단선 DADB는 시추공 A의 절리면 연장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주요 지침이 된다. 만 

약 그 불연속면이 단충면이라면 단층의 연장상태가 규명될 수 있으며， 혹은 그 불연속면이 수로 

가 된다먼 지하수 유동경로에 대한 이해를 크게 높힐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된다. 당소에서 독자 

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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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hole B Borehole A 

\ 

/ 

Fig. 2-3-1 . Geometrical configuration of cross cut between a fracture plane and a plane 

comprising two bore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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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프로그램 Fraclnt는 델레뷰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절리면에 대한 두 시추공 사이의 

절단선을 추적하고 동시에 도면화할 수 있다. 

Figure 2-3-2는 두 시추공(8-1 ， 8-2) 사이의 절리면 언장상태를 Fraclnt에 의해 표현하고 있다. 

그림의 왼쪽 부분은 시추공 81 에서 관찰된 모든 절리면을 시추공 82방향으로， 오른쪽 부분은 그 

반대로 시추공 82에서 인식된 모든 절리면을 시추공 81 방향으로 연장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2-3-3과 2-3-4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추공 82와 83 사이 및 시추공 81와 83 사이 

의 절리면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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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 Facemap (81-82) Fracture Facemap (81 -82) 

G.L.(m) 81 82 G. L.(m) G.L.(m) 81 82 G.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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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 Presentation of fracture cross cuts between borehole 81 and 82. Red fault , 
black: c1ear fracture , blue normal fracture , greenacceptable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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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 Facemap (82 - 83) Fracture Facemap (82- 83) 

G.L. (m) 82 B3 G.L.(m) G.L.(m) 82 B3 G.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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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Presentation of fracture cross cuts between borehole 82 and 83. Red fault, 

black: clear fracture, blue normal fracture, green acceptable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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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 facemap (81 - 83) Fracture facemap (81- 83) 

G. L. (m) 81 83 G.L. (m) G. L. (m) 81 83 G.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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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4. Presentation of fracture cross cuts between borehole 81 and 83. Red fault, 

black: clear fracture, blue normal fracture, green : acceptable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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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를리걱측 및 지하수 유독특석 

암반내에서의 지하수유동 연구를 위해서는 유동경로 역할을 하는 투수성이 높은 단열의 파악 

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지질조사， 코아검층， 및 델레뷰어 검층을 통해 인지된 단열 

중 상대적으로 투수성이 높은 단열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전도도， 온도 공내유속을 측정하 

는 검층을 실시하였다. 전기전도도 및 온도 검층에서는 단열구조를 통한 지하수 유동이 일어나 

면 시추공내와 주변의 지하수 전기전도도 및 온도가 서로 달라 지하수유동 구간에 전기전도도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이상대가 형성되어 이로부터 유동성 단열구조를 인지할 수 있다. 유 

속 검층에서는 시추공내 지하수의 수직 유동 방항 및 유속을 측정하였다. 지하수가 시추공안으 

로 유입되거나 시추공 밖으로 유출되면， 유동 방향이 각각 유동구간을 기준으로 상부에서는 상승 

하고， 하부에서는 하강한다. 반면에 상부에서 하강하게 되면 하부에서는 상승하게된다. 또한 유 

동방향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속도차이가 나게됨으로써 유동성 단열구조를 인지할 수가 

있다. 

전기전도도， 온도 및 유속 검층은 자연상태와 인근 시추공으로부터의 앙수에 의한 부정류 상 

태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자연상태에서는 지하수 유동이 매우 느려 유동성 단열구조가 쉽게 인지 

되지 않으나， 부정류 상태에서의 검층은 각 시추공간의 수리적 연결성을 보여준다. 

전기전도도 검층에 의하면 3개의 시추공 중 8-1 과 8-2 , 8-1 과 8-3는 유동성 단열구조를 따라 

수리적으로 서로 연결됨을 알 수 있으나， 8-2와 8-3간의 연결관계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온도 

검층에서 시추전에는 지하수가 유동되지 않았으나 시추후에는 유동하는 단열구조가 나타난다. 이 

러한 단열구조는 각 시추공간의 수리적 연결성을 강는 것은 아니며 단지 시추후 공에 의하여 상 

호 연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속 검층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유동성 단열구조가 거의 인지되지 

않으나， 부정류상태에서는 각 시추공간의 단열구조를 통한 수리적 연결성이 부분적으로 파악된다. 

전술한 검층 중 전기전도도 검층에서 유동성 단열구조가 가장 많이 인지된다. 8-1 , 8-2 , 및 8-3 

의 검층 결과를 도시하면 각각 figure 2-4-1 , 2-4-2 , 및 2-4-3과 같고 이들 결과로 부터 파악된 유 

동성 단열구조를 종합하여 table 2-4-1 에 나타내었다. 

유동성 단열구조의 특성은 코아， 델레뷰어 및 공경 검층 결과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파악되었 

다. 밤항성은 동북동 내지 동-서 망항， 북서 방향 그리고 저경사의 단열구조로 구분되며 이중 동 

북동 내지 동-서 방향의 단열구조가 가장 우세하다. 많은 단열구조가 시추공에서 확인되지만 특정 

단열구조를 따라 지하수가 유동되는데， 대체로 단층과 같이 파쇄가 심하거나 밀집되어 발달된 단 

얼구조대가 유동성 단열구조로 확인된다. 

시추공 8-1 으로부터의 양수 상태에서 실시한 유속 검층에 의하면 시추공 8-2 , 8-3에서 인지 

된 유동성 단열구조가 반드시 시추공 8-1 과 수리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시 

추공 8-2에서의 심도 48.95m으| 유동성 단일구조와 시추공 8-3에서의 심도 32.51m와 49.67m의 

유동성 단열구조가 시추공 8-1 과 수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이 정확한 지하수 유동 경로 및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제한성을 

갖고 있으나， 본 연구방법에 의하여 단열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 앙상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특정 지하수 유동 그간에 국한시킨 대수층시험 및 추적자시험등의 수리시험에 필요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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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 Location of fractures identified from the various logging results in borehole B 1. Each line stands for following 
conditions. Electrical conductivity log under the ambient condition (a1), during pumping borehole B3 (a2), and 
during recovery (a3). Temperature log under the ambient condition (b1), during pumping borehole B3 (b2), and 
during recovery (b3). Flow velocity log during pumping borehole B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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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2 Location offractures identified from the various logging results in borehole B2. Each line stands for following 
conditions. Electrical conductivity log under the ambient condition (al), during pumping borehole B3 (a2), and 
during pumping B 1 (a3). Temperature log under the ambient condition (b 1), during pumping borehole B3 (b2), and 
during pumping B 1 (b3). Flow velocity log during pumping borehole B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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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3 Location of fractures identified from the various logging results in borehole B3. Each line stands for following 
conditions. Electrical conductivity log under the ambient condition (al), during pumping borehole B 1 (a2), and 
during recovery (a3). Temperature log under the ambient condition (bl), during pumping borehole B 1 (b2), and 
during recovery (b3). Flow velocity log during pumping borehole B 1 (c). 



Table. 2-4-1. Specifications of the conductive fractures identified from each logging. 

Hole D(e껴pth Fracture Fracture Type E al a2 a3 T 
No. Orientation 

12.13 N56Fl08NW Probable Fracture • • • 
20.71 N47W/39NE αrtain Fracture • • 
21.77 N84Fl62SE certain Fracture • • • • • 
28.23 N45W178NE C하tain Fracture • • 

B-l 33.65 N85W/67SW certain Fracture • • • • 
40.29 N70W/53SW Fault • • • • 
45.13 N76Fl68SE αrtain Fracture • • • 
46.24 N67Fl60SE Fault • • 
47.46 N68Fl56SE Fault(Core 1ρss) • • • 
14.07 N35W/48NE Fault • • • • 
21.28 N57W/7JNE Fault • • 

B-2 23.89 N78Fl66SE Fault • • • • 
35.19 N88Fl53SE Fault • 
48.95 N48Fl56SE Fault(Core Loss) 
50.1 5 N80Fl43SE Probable Fra따ure • • 
16.84 N63Fl22SE certain Fracture • • • 
18.57 N43W/20SW Probable Fracture • • • 
21.83 N41FlI6NW certain Fracture • • • • 

B-3 27.72 N67W/7JNE Fault • • • • 
32.51 N74FlllSE certain Fracture • • 
37.65 N84Fl68SE Fault • • 
49.67 N59Fl65SE Fa버t(Core Loss) • • • 

E : Total conductive fractures identified from the electrical conductivity logs. 

T : Total conductive fractures identified from the temperature logs. 

F : Total conductive fractures identified from the flow logs. 

B-1 : (a1 , b1: ambient; a2, b2: pumping B-3; a3, b3: recovery) 

B-2 : (a1 , b1: ambient; a2, b2: pumping B-3; a3, b3: pumping B-1) 

B-3 : (a1 , b1: ambient; a2, b2: pumping B-1; a3, b3: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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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홉탐착심희 

핵종의 지언을 고려한 안전평가 이동 모델 (safety-assessment transport model)은 핵종의 흡탈 

착이 이상적인 크로마토그라피 이론에 따른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transport modeller는 1) 한 핵종의 흡탈착은 가역적이고 2) 핵종이동은 지하수에 관련되어 지연된 

다. 핵종의 이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가는 암석의 밀도와 공극율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용액과 고체사이의 각 핵종벌 분배를 기술할 수 있는 분배계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으I 1 차년도에서는 surface area, 양이온교환능， 용액의 pH, 암석의 조성등의 차이에 

의한 핵종의 흡착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tatic test method인 batch test를 실시하였다. 이 밤법 

은 주어진 암석과 지하수계내에서의 핵종의 지언에 영항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이용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질매체와 핵종간의 수력학적인 상호관계를 조사하 

기 위해 dynamic method인 column method를 이용하여 실힘을 수행하였다. 

1. 실힘방법 

1) 지질매질의 물리적 특성 측정 

o 시료준비 
분쇄 된 두 종류의 지 질 매 질 (81-20, 83-49)을 W.S.Tyler사의 siever(RX-29, Rotat type, USA) 

를 이용하여 75-300μm(200 - 50 mesh)의 입자만을 취하였다. 

o Density and Porosity 측정 

25m2 용량 플라스크에 10뼈(Vw)의 물을 넣고， 여기에 지질매질 10g(Wgm)을 넣은 후 지질매질 

을 충분히 팽윤(swelling)시켰다. 총 용량(Vtot)과 지질매질의 용량(Vgm)을 측정하였다. 실험 자료로 

부터 아래의 식에 의하여 지질매질의 Density(p)와 Porosity(p)를 산출하였다. 

p=짧 (g/새) 
’앙n 

( Vω + Vm)- Vtot 
(Vpo,Ngm) 

실험자료와 결과는 table 2-5-1 과 같다. 

Table 2-5-1. Density and porosity of two geomaterials. 

GM ~ 
B1-20 1O.0082g 

B3-49 1 0.0001 g 

2) Column 장치 구성 

2-1) 기본 장치 

V뻐 ~ 'iJm 
10rn.e 7.4rn.e 14.2rn.e 

lOm.e 7.4m.e 13.8rn.e 

density porosity 

1.352gjrn.e 0.4324 

1. 351 gj rn.e 0.4865 

핵종의 매질-지하수계에서의 동적 분포측정을 위하여 사용한 column장치는 Column과 Pump, 

그리고 Collector로 나눌 수 있다. Column은 직경 1 인치， 길이 30cm인 미국 KONTES사 유리 제 

품으로 장기간의 실험 기간동안 입도 및 밀도 차이에 의한 매질의 상하 이동을 억제할 수 있고 

용리액의 용출방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것을 선택하였다. Pump는 Pharma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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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사의 Peristaltic Pump(P-1)을 사용하였으며， 세종류의 튜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single channel laboratory pump로서 용출액의 유속은 tubing size와 pump head의 회전수로 조절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Fraction Collector는 Pharmacia Biotech사 제품으로(RediFrac) 최대 

99개의 collection tube를 장착할 수 있는 rack을 가지고 있으며， 용출액의 앙은 drop과 Time을 선 

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2) Column Packing 

Column어| 층진한 지질매질은 B1-20으로서 탈이온수에 충분히 팽윤시킨 후 15cm를 채워 용 

량은 76cm'로 맞추었다. Column내의 공기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column내부를 10% 질산용액과 

탈이온수로 깨끗이 세척하였다. Column 하단을 flow adaptor로 막아준 다음 탈이온수를 채운 상 

태에서 매질을 층진하고 상단을 역시 flow adaptor로 층진 매질 높이까지 막아 주어 매질의 유동 

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3) Preconditioning 

Silicon tubing과 Flangeless Fitting(Kontes Co. ,) 내부의 공기를 제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peristaltic pump의 훌구와 column으| 유입구를 연결하였다 Bed volume의 약 3배 (230m2)의 탈이 

온수(deionized water)를 흘려주면서 column내부의 기포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속을 0.01 m2lmin으 

로 조절하였다. 

3) 티ution of NaCI sol’n for elution characteristic of the column 

Column의 elution 특성을(diffusion characteristic) 확인하기 위하여 지질매질에 홉착이 무시되 

는 0.1 M NaCI solution을 이용하였다. 250 m2 P이ypropylene bottle(Nalgene, USA)에 시 약급 NaCI 

을 탈이온수에 용해시킨 0.1M NaCI 용액을 채워 실험에 사용하였다. Peristaltic pump 미et의 

silicon tubing을 이 용하여 0.01 m2lmin(3.29 x 10-5 cm/s) 과 0.15쩨min(4.93 x 10-4 cm/s)의 유속으 

로 column의 하단을 통하여 유입시키고， column의 상단 출구에 flangeless fitting과 silicon tubing 

를 부착하여 fraction collector로 용출액을 받았다. Fraction collector의 tube rack은 최 대 99개의 

tube를 장착할 수 있으며， tube 당 용출액의 앙은 drop과 collecting time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C이lecting time을 150분으로 조절하여 1.5m2ltube로 맞추었다. NaCI 용출 

액 tube는 각각 Na의 농도를 AAS(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로 측정하여 용출 경향을 조 

사하였으며 용출액의 농도가 용리액의 농도와 같아지는 시점 (C/Co = 1)에서 용리를 멈추었다. 

4) Elution of Cs solution 

0.05M Cs(0.005M 134CS) solution을 NaCI solution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용리 시키면서 용출 

액을 받았다. Cs의 경우， 용액중에 합유되어 있는 7 쇠S 방출핵종인 134CS으I activity를 측정하여 

breakthrough curve를 작성하였으며 용리액과 용출액의 비밤사능(specific activity)이 같아지는 시 

점 (C/Co = 1)에서 용리실힘을 멈추었다. 

2. 실험결과 

1) 저유속 실험 (3.29 x 10-5 cm/s) 

용질로 Na+와 Cs+을 사용하여 컬름내 유속을 다소 느리게 했을 때(3.29 x 10-5 cm/s)의 실 
험 결과는 각각 table 2-5-2, 2-5-3 및 figure 2-5-1 , 2-5-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및 그림에서 

C/Co는 킬름에 흥려보낸 초기 용액의 농도값(Co)와 시간이 경과하면서 컬름으로부터 받은 용출수 

에서의 원소의 농도(c)와의 농도비를 나타낸다. 

표 및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aol온의 경우 60분정도， CsOI온의 경우 95분정도 경과하 

면서 약간씩의 농도번화가 발생됨을 인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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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2. Na+ Adsorption on 81-20 at 3.29 x 1O.scm/s. 

Time(h) C/Co Time(h) C/Co 

2.5 O 87.5 .85 

12.5 O 90 .89 

25 O 95 .95 

37.5 0 100 .98 

50 O 112.5 1.01 

52.5 0 125 1.03 

57.5 O 137.5 1.01 

62.5 .04 150 1.01 

65 .09 162.5 1.03 

70 .26 175 1.04 

75 .46 

융홍P ~ 이동 
%용 

역동 

훨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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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1. Na+ adsorption on 81-20 as a function of the elution Time 

([Na+]=0.1 M, bed hight=15cm , <1> =1 ", flow rate=3.29 x 10얀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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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3. Cs+ adsorption-desorption on 81-20 at 3.29 x 10.5 cmfs. 

Time(h) Cin/CO Time(h) Cin/CO Time(h) COUt/CO Time(h) COUt/CO Time(h) COUt!CO 

91.67 0 130 161.67 1.07 200 .97 238.33 .25 

93.33 0 131.67 1.04 163.33 1.02 201.67 1.06 240 .24 

95 O 133.33 .99 165 203.33 1.02 241.67 .21 

96.67 .03 135 1.02 166.67 1.01 205 1.02 243.33 .19 

98.33 .17 136.67 1.08 168.33 1.02 206.67 245 .18 

100 .44 138.33 1.02 170 1.02 208.33 246.67 .16 

101.67 .65 140 .97 171 .67 .97 210 1.02 248.33 .14 

103.33 .79 141.67 .96 173.33 1.02 21 1.67 .95 250 .13 

105 .87 143.33 1.01 175 1.02 213.33 .97 251 .67 .13 

106.67 .9 145 176.67 1.02 215 .93 253.33 .11 

108.33 .95 146.67 .99 178.33 1.04 216.67 .9 255 

110 .94 148.33 1.06 180 1.02 218.33 .8 256.67 

11 1.67 .95 150 1.01 181.67 1.02 220 .76 258.33 .09 

113.33 .96 151.67 1.05 183.33 1.06 221.67 .74 260 .09 

115 .99 153.33 1.03 185 1.04 223.33 .7 

116.67 155 1.01 186.67 .99 225 62 

118.33 1.03 156.67 1.06 188.33 1.01 226.67 .57 

120 158.33 1.09 190 228.33 .49 

121.67 .99 160 1.03 191.67 1.04 230 .45 

123.33 .97 193.33 1.03 231.67 .41 

125 .96 195 1.04 233.33 .38 

126.67 .97 196.67 1.03 235 .32 

128.33 .98 198.33 1.01 236.67 .29 

*. Elution time 0-160 : 0.05M Cs(adsorption) 

** Elution time 160- 260 deionized water(de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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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2. Cs+ adsorption-desorption on 81-20 as a function of the elution Time. 

([Cs+]=0.05M, bed hight=15cm , $=1", flow rate=3.29 x 1O-5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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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속실 험 (4.93 x 10.4 cm/s) 

용질로 Na+와 Cs+을 사용하여 컬름내 유속을 약간 빠르게 했을 때(4.93 x 10.4 cm/s)의 실 

험 결과는 각각 table 2-5-4, 2-5-5 및 figure 2-5-3, 2-5-4어| 나타난 바와 같다. 전절에서와 마찬 

가지로 표 및 그림에서 C/Co는 킬름에 흥려보낸 초기 용액의 농도값(Co)와 시간이 경과하면서 컬 

름으로부터 받은 용출수에서의 원소의 농도(C)와의 농도비를 나타낸다. 

Na이온의 경우 2.25시간정도， CsOI온의 경우 95분정도 경과하면서 약간씩의 농도번화가 빌 

생됨을 인지할 수가 있다. 

Table 2-5-3. Na + adsorption on 81-20 at 4.93 X 1O.4cm/s. 

Time(h) C/Co Time(h) C/Co 
2.25 3.68e-4 7.5 .91 

2.5 3.73e-4 8.5 .93 

3.5 4.6ge-4 8.75 .98 

3.75 4.78e-4 9.75 .99 

4.75 7.11 e-4 10 .98 

5 7.37e-4 11 

5.25 .11 12.25 

5.5 .37 13.5 1.01 

5.75 .61 14.75 .98 

6 .74 16 

6.25 .79 17.25 .97 

7.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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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4 Na+ adsorption on 81-20 as a function of the elution time. 

([Na+]=0.1 M, bed hight=15cm , <1> =1" , flow rate=4.93 x 10.4c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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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5. Cs+ adsorption-desorption on 81-20 at 4.93 x 10.4 cmfs. 

ET(ad) C/CO ET(ad) C/CO ET(de) C/CO ET(de) C/CO 
6.83 O 10.5 .98 14 18.83 .92 
7 O 10.67 .96 14.17 19 .85 
7.17 .01 10.83 .96 14.33 19.17 .77 
7.33 .24 11 .96 14.5 .96 19.33 .65 
7.5 .62 11.1 7 .97 14.67 .95 19.5 .61 
7.67 .76 11.33 .97 14.83 1.01 19.67 .51 
7.83 .87 11 .5 .97 15 19.83 .46 
8 .88 11.67 .98 15.17 1.01 20 .37 
8.17 .91 11.83 .98 15.33 20.17 .33 
8.33 .92 12 .98 15.5 .99 20.33 .27 
8.5 .92 12.17 .98 15.67 .93 20.5 .25 
8.67 .92 12.33 .99 15.83 .95 20.67 .21 
8.83 .9 12.5 .98 16 .94 20.83 .18 
9 .92 12.67 .99 16.17 .93 21 .15 
9.17 12.83 16.33 .98 21.1 7 .13 
9.33 .99 13 .99 16.5 .93 21.33 .13 
9.5 .97 13.17 .98 16.67 .97 21.5 .11 
9.67 .95 13.33 1.03 16.83 .96 21.67 
9.83 .94 13.5 .99 17 .95 21.83 .09 
10 .97 13.67 .99 17.17 .98 22 
10.17 .98 13.83 17.33 1.02 22.17 .09 
10.33 .98 17.5 .98 22.33 .08 

17.67 .96 22.5 .09 
17.83 .98 22.67 .07 
18 .94 22.83 .08 
18.17 .96 23 .07 
18.33 .98 23.17 .07 
18.5 1.01 23.33 .07 
18.67 .91 

*. ET(ad) : 0.05M Cs(adsorption) 
* ET(de) deionized water(desorption) 

85 



1.2 

1.0 

.8 

o .6 
t“Qj‘ 

.4 

.2 

0.0 

-.2 

6 

옳
 영 O 

뚫옳 O 

000 

8 18 20 22 24 26 

Elution Time(h) 

Fig. 2-5-4. Cs + adsorption-desorption on 81-20 as a function of the elution time. 

([Cs+]=0.05M, bed hight=15cm , 4> =1", flow rate=4.93 x 10-4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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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본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산업폐기물 특히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조사방법을 체계화시키는 데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30여년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겸우 이제 겨우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암상벌 시범연구지역 및 시추공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와 같이 장기적인 연구결과에 의한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겠다. 향 후 시범지역 및 시추공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연구의 체계 

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고자 한다. 

열극해석 분야는 1997년도 “응용지질학적 활용을 위한 일극해석 연구”라는 이름의 벌개 사업 

이었으며 “지하수 유동 및 흡착연구” 과제와 통합되어 금년도부터 수행되었다. 열극해석 분야가 

축적한 원전입지 선정기술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립된 과제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많은 

소주제들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가 요망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추가되어야 할 지리정보 (지형， 수 

계， 도로망， 토양분포， 인문 통계자료 등)와 지질재해요소자료의 수집 및 보완， 환경영향 평가 등 

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GIS 기법에 의한 본격적인 평가와 관련 기술축적이 요망되고 있다. 

4. 연구성과 

(1) 학술지 발표 

1) 박영진， 이강근， 이승구， 1997, 단열교차점에서 유체간섭에 관한 수치적 고찰， 지하수환경학회 

지， 저14권 3호， p. 111-115. 
2) 채병곤， 최영섭， 이대하， 김원영， 이승구， 김중렬， 1998, 유동성 단열 파악을 위한 암반 내 단열 

특성규명， 지하수환경학회지， 저15권 2호， p. 88-101. 
3) 최 범 영 , 1998, Tectonic evolution of SE Korea since the Early Cretaceous, Koh and Lee, 

eds. , Tectonic evolution of East Asia, The first joint meeting of Japanese and Korean 
Structure and Tectonic Research Group, p. 68-73 

(2) 학회발표 

1) 채병곤， 최영섭， 김원영， 이대하， 이승구， 김중렬: 결정질 암반내 단열특성과 지하수유동 관계연 

구， 1998년도 대한지하수환경학회 

2) 이승구， 이대하， 김원영， 채병곤， 이길용， 윤윤열， 우남칠: 고지하수환경 해석에 있어서의 희토 

류원소의 역할， 1998년도 대한지하수환경학회 

3) 김주용， 최범영， 박덕원， 홍승호， 권석기， 이승렬: 포항-울산지역의 단구층의 발달 및 제4기수준 

변화와 블록운동 가능성， 1998년도 제53차 대한지질학회 

4) 이승구， 이대하 REE as indicator of the Geochemical Environment in Crust. 1998년도 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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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한지질학회 

5) 조민조， 이대하， 김형찬， 이승구 Characterization of conductive fractures in fractured rocks, 
using borehole logging data. 1998년도 제53차 대한지질학회 

5. 차기년도 연구개발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 

심부 균열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 및 핵종등의 오염물질거동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처분장부 

지의 안정성평가를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기술에 대한 수정 및 보완작업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 

다. 특히 균열계의 수리인자를 측정하기위하여 fractal개념등을 도입한 보다 현실적인 평가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하수유동모사를위한 삼차원 분리단열 또는 이중공극 수치모댈의 개발에대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ohen ， 1995; Pinder et al., 1993). 또한 현장의 지질 및 수리지질 

조건의 보다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다단계 스트레이너를 이용한 심도벌 수위관측， 물리검층을 통 

한 균열계의 수리전도특성 규명， 이중 또는 다중 패커를 이용한 구간벌 현장수리시험등이 실시되 

고있다. 

나.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1) 목표 

。 화강암반내 단충구조분석을 통해 조사지역의 지질재해요소 추출 

。 화강암반내 지하수 유동특성 규명을 위한 기초실험 

。 화강암반 지하수내 용질의 거동특성 규명을 위한 수리지질학적 인자도출 

2) 연구개발의 내용 

。 지질 조사， 단충구조분석， 지형조직 분석을 통한 각종 단총의 분류， 지구조적인 특성 규명 

및 지질재해 요소 추출 

。 공내 Televiewer 검충 및 수리시험 

。 지하매질(암석， 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 

。 핵종 흩 · 탈착 특성 측정 및 확산계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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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추진계획 

서| I::::l 월 단위 추진계획 :::J、- -。‘.... ,.. 
연구분야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비(천원) 

문헌조사 2,000 
>

국내외문헌조사 

지질조사 > 45,000 

단층구조분석 > 33,000 

델리뷰어 검층 > 25,000 

6인치 이상의 시추공에 대한 테리뷰어 검층 시험· 추후 

시추시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져 함 

지하수유동 > 30,000 

균열암반내 지하수유동 구성요소(단일단열， 단열교차점， 

단열망)에 대한 고찰 

지하수내 

핵종이동실험 25,000 

합계 160,000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평가의 착안점 내용 

화강암반(균열암반)내 지하수의 。 화강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특성을 지질조사， 공내검충， 코 

수리지질학적 특성 및 유동해석 아로깅， 델리뷰어 검층， 추적자시험， 양수시험， 유속 검층등 

체계 확립 을 적용하여 규명하고자합 

용질(핵종)의 거동특성 규명을 。 화강암반내 지하수와 암석간의 핵종의 홉탈착현상을 규명 

위한 흡탈착실험법 개발 하기위한 실험방법의 체계화를 구축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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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요변경사항 

본과제는 당초 1996년부터 “균열암반내 지하수 유동 및 흡착특성연구”에서 시작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여러암상벌(번성암， 화성암， 퇴적암)에서의 지하수 유동특성 및 각종 핵종 

원소들의 거동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도중에 열극구조해석 분야(산업입지 

선정을 위한)와 결합된 통합과제로 되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기년도부터는 다시 분리되어 당초의 “균열암반내 지하수 유동 및 홉착특성연구”를 계속 

해서 수행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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