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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약

문

목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 지질조사

II. 연구의 목적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 참여 희망 지역에 대한 예비 지질조사
수행

Ⅲ. 연구의 내용 및 결과
• 기술 용역을 통하여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지역에 대한 예비
지질조사 수행
• 대한지질학회에 기술 용역 발주
• 지질조사 내용
- 활성단층의 존재 여부 확인
- 대규모 파쇄대나 연약대 존재 여부 확인
- 지하수량 관련 부적격 사항 확인
-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다수 발생 지역 근접 여부 확인
• 종합 분석 및 보고회 개최
• 지질조사 결과
- 각 지역의 지질 특성을 확인하고, 정밀 지질조사 시 요구되는 사항
을 도출함
- 부산 기장 부지 조사 결과 : 기반암의 강도 및 지질조건 등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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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부지로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후보부지에서 서쪽으
로 약 1 km 떨어져 발달하고 있는 일광단층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
된 바로는 설계지진 고려대상인 활동성단층의 범위에 들어있지는
않으며, 추후 정밀 조사가 요구됨.
- 전북 익산 부지 조사 결과 : 대규모 단층인 부여분지 경계단층으로
부터도 비교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기
반암 자체가 침식·풍화 작용으로 인하여 강도가 매우 약하다는 점
은 앞으로의 지질조사에서 정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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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Preliminary Geological Survey on the Proposed Sites for the New Research
Reactor

Ⅱ. Objective of the Project
Preliminary geological survey on the recommended sites for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of the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new research
reactor

Ⅲ. Contents and Results of the Project
• Performing the preliminary geological survey on the proposed sites
for the new research reactor through the technical service
• Ordering a technical service from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 Contents of the geological survey
- Confirmation of active fault
- Confirmation of a large-scale fracture zone or weak zone
- Confirmation of inappropriate items related to the underground
water
- Confirmation of historical seismicity and instrumental earthquakes
data
• Synthesized analysis and holding a repor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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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of the geological survey
- Confirmation of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ites and
drawing the requirements for the precise geological survey in the
future
- Result of the survey for Gijang site in Busan : It is judged that
the site has no big problem for the research reactor construction
in terms of the strength of the base rock and geological
condition. The Ilgwang fault which is located 1 km west from
the site is not categorized into design-based active fault, but the
precise survey in this aspect is required.
- Result of the survey for Iksan site in Jeonbuk : The site is
located relatively far from the large-scale boundary fault of the
Buyeo

basin.

It

is

judged

that

the

base

rock

becomes

considerably weak due to erosion and weathering, which should
be precisely investigated in the future geologic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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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 설계/건설/운영/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로 기술 수출을 꾸준히 추진하여 네덜란드 팔라스 사업 입찰에 참여한 바 있고,
요르단 연구로 사업을 수주하기에 이르렀다. 이 요르단 연구로 수주를 계기로 한
국은 세계 연구로 공급국의 하나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의 여러 국가가
신규 연구용 원자로의 건설 혹은 기존 연구로의 개조, 대체 등을 고려하고 있는
데, 우리가 주요 연구로 공급국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판
형핵연료기술, 하부구동제어봉 장치 등의 미확보 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확보, 실증할 수 있는 신형연구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
었다.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공급은 세계 주요 동
위원소 공급 원자로가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가동중단이 반복됨에 따라
큰 차질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최근 녹색에너지 기술의 급격한 성장에 의해 중성
자 도핑 실리콘을 사용하는 전력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신형원
자로는 연구로 기술 수출 기반을 확보하고,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공급 및 수출,
중성자 도핑을 비롯한 중성자 조사서비스에 이용될 것이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10년 3월 10일, 예비타당
성 조사 대상 사업 심의를 통해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단서 조항으로 경제성 평가를 위해
“건설 예정 부지 선정 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
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에 대한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객관적인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 2순위의 최종 후보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후보보지 선정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은 원자력 시
설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지 지질 안전성이다. 따라서 사업 참여 희망 지역에
대한 예비 지질조사를 시행하여 신형연구로 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수적 요소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원자
력국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유치의향서를 받아 유치희망 및 제공 부지를 파악하
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본 과제를 통해 지질 조사 가능 기관을 파악하고 업
무용역을 발주하여 각 후보부지에 대한 예비지질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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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예비지질조사 결과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부지를 결정할 때 활용될 예정이며, 신
형연구로 건설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先 건설후보지 선정을 조건으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최종
후보부지를 선정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부지에
서 원자로 설계를 위해 정밀 지질조사를 수행할 때 본 예비조사가 크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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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후보부지 예비 지질조사

2.1. 지질조사 개요
연구용원자로나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원자력 시설의 부지 지질조사는 크게
부지적합성조사와 부지특성조사로 나누어진다[1].
부지적합성조사는 예비조사, 예비 지질조사 등으로 불리어지며, 부지 선정 단
계에 실시한다. 부지적합성조사 즉, 예비 지질조사에는 법률상으로 특별히 규정
된 조사내용 및 범위는 없으며, 부지의 대상이 되는 후보 부지의 위치 기준상 결
격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부지적합성을 판단하는 지질조사이다. 조사
의 범위는 광역 개략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정밀 상세조사를 수행하
며, 부지결격 판단을 위해 부지 상세특성을 판단하는 조사도 수행될 수 있다. 주
로 육상 및 해상의 지질, 수문, 생태계 현황 (인문지리, 환경 포함) 등을 조사한
다.
부지특성조사는 예비 지질조사를 통해 결정된 최종 후보부지에 대한 부지의
고유 특성 조사를 통해 특성에 적합한 설계와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실
시한다. 이 조사 결과는 인허가 서류 작성(PSAR <예비안전분석보고서>)를 작성
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부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교과부 고시로 규정
되어 있다[2].

2.2. 지질특성 조사 목적
원자력 시설의 부지특성을 조사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활동성 단층 운동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지진동(vibratory ground motion)에
대한 영향 확인
(2) 활성단층 운동에 의한 지표변형으로 인하여 원자로 격납건물 및 안전관련 구
조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 파악
(3) 원자로 격납건물 및 안전 관련 구조물들이 지질 및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유지 운영될 수 있는 부지선정
(4) 관련 건물 및 구조물 내진설계에 필요한 입력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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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질 조사 범위 및 내용
원자력 시설에 대한 지질조사는 조사 범위에 따라 광역조사 및 상세조사로 나
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경 200 km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지질 특성 연구자료
및 정밀분석 자료를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판독을 실
시한다. 부지 반경 50 km내에 대해서는 문헌조사,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판독을
실시하며, 1:25000 지도를 이용한 야외조사도 병행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부지
가 대단위 지구조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내에 있는 경우를 선별한
다. 지구 운동은 약대를 따라 일어나게 되며, 이에 의해 습곡, 단층 등과 같은 지
질구조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약대는 기존에 발달하고 있는 습곡대 혹은 단층대
와 같이 지질구조가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지구운동이 쉽게 일어 날수 있는 곳
을 지구조원(地構造原)이라고 하는데, 특히 지구조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규모가 매우 큰 것을 의미한다.
반경 5 km이내에 대해서는 야외조사를 통해 활성지구조원의 발달유무를 판정
하며, 단층 재활성 유무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1) 지구조적 단층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2) 부지가 지구조원으로부터 최소 8 km 이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3) 주요 단층대의 운동 재활 주기 장주기는 제4기 초에 재활동
하나의 단층은 지질시대 동안 매우 여러 번 반복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반복
해서 일어나는 운동의 주기를 재활주기라고 한다. 재활주기가 매우 긴 것을 장주
기(長週期)라 한다. 예를 들어 경주의 수렴단층의 경우, 125,000년에서부터 현재
동안 최소 3번의 단층운동이 있었으므로 재활주기는 약 40,000년이 된다.
제4기 초는 플라이스토세 초엽(180만년부터 70만년 사이에 해당)을 의미하며,
장주기가 제4기초에 재활동이라는 것은 플라이스토세 초엽에 단층운동이 마지막
으로 일어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층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의
미한다. 즉, 이 경우 지질학적으로 이 지층은 활동을 완전히 정지했거나 혹은 가
까운 장래에 일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2.4. 활동성 단층 판단 기준
원자력 시설의 후보 부지에 대한 선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활동성
단층(active fault)의 발달 여부이다[1].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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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중요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1. 미국의 활동성 단층 판단기준.

표 2. 일본의 활동성 단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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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IAEA의 활동성 단층 판단기준.

표 4. 국내의 활동성 단층 판단기준.

2.5. 부지 특성조사 지침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부지 특성 조사 지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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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지 특성 조사 지침.

표 5. 부지 특성 조사 지침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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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지 특성 조사 지침 - 계속.

표 5. 부지 특성 조사 지침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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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부지 특성 조사 지침 - 계속.

표 5. 부지 특성 조사 지침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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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예비 지질조사 용역

3.1. 지질조사 용역 개요
본 과제에서는 대한지질학회 등을 통해 지질 조사 가능 기관을 파악하였으며,
시기의 긴박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지질학회를 업무 용역 기관으로 선
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지질학회에 업무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업무용역을 통해
지질조사를 수행하였다. 지질조사 추진 체계는 아래와 같다.

유치희망지지체 및
제공부지 내역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질조사 결과

지질조사 결과

부지 결정 최종
심사 결과

유치희망지지체
및 제공부지 내역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지질조사 결과

대한지질학회

그림 1. 예비 지질조사 추진 체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형연구로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총 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의향을 나타냈다. 9곳의 유
치의향서 제출 지역 중 강원 동해와 대전 유성은 최종 유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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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형 연구로 유치의향서 제출 현황.
유치지역

부산

울산

대전

기장

울주

유성

경주

경북

울진

영덕

면적

소재지

(m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
94-1번지 일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산
160번지 일원

13만

소유구분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자연녹지,
13만

보전녹지,

사유지

완충녹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일원
(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지구 內)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산
95번지 일원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산
29번지 일원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산
148번지 일원

13만

33만

20만

33만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익산

용도지역

499-6번지 일원

13만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內)

자연녹지지역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 및 사유지
관리지역 및

국유지 및

농림지역

사유지

계획관리지역

군유지 및
사유지

관리지역 및

군유지 및

농림지역

사유지

일반공업지역
(일반산업단지)

시유지

계획관리구역,

전북
정읍

전라북도 정읍시 교암동 산 115번지
등 41필지

16만

농림지역,

사유지 및

보전관리지역

국유지

등
강원

동해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산 15번지
일원

15만

자연녹지지역

사유지

3.2. 지질조사 용역 시방서
본 과제에서 지질조사 용역을 위해 작성한 용역 시방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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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명칭
○ 수출용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2) 용역의 목적
○ 수출용신형연구로 유치 희망 부지에 대한 입지조건상 결격사항 존재
여부 조사 및 판단
○ 최종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수집
3) 용역 투입 인력
○ 특급기술자 4명
○ 중급기술자 4명
4) 계약 기간
○ 용역 기간 : 2010년 8월 1일 - 2010년 9월 30일 (2개월)
5) 용역 업체의 자격 요건
가. 최근 5년간 원자력 관련 시설의 지질조사를 3건이상 수행한 업체
또는 단체
나. 지질조사 관련 10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10인
이상 소속되어 있는 업체 또는 단체
6) 지질조사 위치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 외 4곳
7) 용역 세부업무 범위
가. 지질조사(1개 부지당)
○ 활성단층으로부터의 근거리 위치 유무 확인
○ 대규모 파쇄대나 연약대 존재 여부 확인
○ 지하수량 관련 부적격 사항 확인
○ 역사지진이나 계기기진기록 다수 발생 지역 혹은 근접 여부 확

- 12 -

인

나.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종합분석 및 보고회
○ 후보부지종합평가서 작성
○ 보고서 작성
․원자력법령․고시의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
른 해당 부지의 적합성 및 장, 단점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기
술할 것

8) 계약자 제출 성과품
표 7. 용역 계약자 제출 성과품.
품

목

◦중간보고서 (분야별)

수 량
각 10부

제출일
제출요청 후 15일 이내

◦지질조사보고서

30부

계약완료 시점

◦보고서 및 자료입력 CD

5set

계약완료 시점

◦사진첩, 현장성과물, 시료상자

1식

요청시

필요량

요청시

◦기타 필요자료, 도서

3.3. 지질조사 용역 원가추산서
본 과제에서 지질조사 용역을 위해 작성한 용역 원가추산서는 아래와 같다. 여
기서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는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에서 2009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통계승인 제37201호) 결과에 따라
공표 (경영2009-2850호)한 2009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2010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이용하였으며,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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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원가추산서
1) 용역명 : 수출용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조사
2) 원가 산출 내역 (표 8)
구 분

산

출

내

역

비

고

51,934,200원
특급기술자
(258,303원/인-일)×(30일)×(4인)
직접인건비

= 30,996,360원
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
사업노임단가

(174,482원/인-일)×(30일)×(4인)
= 20,937,840원
o 투입 인력 : 특급기술자 4인, 중급기술자 4인
제 경 비

o 투입 기간 : 2 개월내
5,193,420원
(직접인건비)×0.10

적용

직접경비

2,420,000원

기 술 료

11,425,524원
(직접인건비+제경비)×0.20

소

70,973,144원

계

0원

부가가치세
합

직접인건비의 10%

70,973,144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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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건비＋제경
비)의 20%
직접인건비＋제경비
＋기술료+직접경비

그림 2. 2010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3.4. 지질조사 용역 계약 및 개시
지질조사 용역은 2010년 8월 3일 계약되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68,000,000원
이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에 따른 대한지질학회
의 착수계는 그림 3과 같다.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연구책임자 이력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는 각각 그림 4,5,6,7,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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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용역 착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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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참여연구원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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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림 5. 연구책임자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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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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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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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예비 지질조사 용역 결과

4.1. 예비 지질조사 용역 결과 요약
수출용 신형연구로 각 후보부지들의 부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조사로 기존
의 문헌에 대한 조사와 간략한 현장 답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유치신청
부지와 관련하여 부산 기장, 전북 익산, 경북 경주, 전북 정읍, 경북 울진 5개 지
역을 대상으로 활성단층의 유무와 대규모 파쇄대, 지하수, 지진기록 등을 검토하
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부산 기장 후보부지는 백악기의 안산암류로 비교적 풍화·침식작용의 영향을 적
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후보부지에서 서쪽으로 약 1 km 떨어져 발달하고 있
는 일광단층은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약 1.2 km의 변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단층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설계지진 고려대
상인 활동성 단층의 범위에 들어있지는 않으며, 부지 인근 단층이므로 추후 정밀
한 조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후보지는 기반암의 강도와 지질조건 등에서는 연
구로 부지로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 익산 후보지의 기반암은 쥬라기 화강암류로 이 지역 기반암의 가장 큰
특징은 심한 침식·풍화작용으로 인하여 매우 연약하다는 점이다. 대규모 단층인
부여분지 경계단층으로부터도 비교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반암 자체가 침식·풍화 작용으로 인하여 강도가 매우 약하다는
점은 앞으로의 지질조사에서 반드시 정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 경주 후보지의 기반암은 반정을 포함한 안산암으로 제4기 단층인 읍천단
층 또는 그 연장성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약 1 km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읍천단
층의 지표변형 영향범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추후의
정밀 조사나 부지의 지반조사 시에 더욱 주의 깊은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전북 정읍 후보지의 기반암은 엽리상 흑운모 화강섬록암으로 대규모 단층인
광주단층의 연성변형작용에 의한 엽리가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조사지역이 단층의 취성변형 영향권 안에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 단층의 최후기 단층운동으로 제4기 단층운동이 확인된 바는 없다. 따라
서 추후 부지정밀 조사에서는 광주단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경북 울진 후보지의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으로 양산단층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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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신기단층으로는 평해단층이 보고된 바 있으며, 최후
기 활동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만약 이 단층이 제4기에 운동한 신기단층
이라면 재활성 시기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 및 연구가 요구된다.

4.2. 활성단층 및 단층파쇄대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활성단층 및 단층파쇄대 조사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수출용 신형 연구로 후보부지로서의 적합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본
자료 제공
□ 각 지역의 기반암과 이들의 특성 및 지반조건 조사
□ 활성단층으로부터의 근거리 위치 유무 확인
□ 대규모 연약대나 파쇄대 존재 여부
활성단층으로부터의 영향거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아래와 같다[3].

그림 8. 단층 영향거리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 활성단층 및 단층파쇄대를 조사한 지역은 유치신청을 한 9곳 모
두이며, 각 지역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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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기장, 2: 전북 익산, 3: 경북 경주, 4: 전북 정읍, 5: 경북 울진,
6: 경북 영덕, 7: 울산 울주, 8: 대전 유성, 9: 강원 동해
그림 9. 활성단층 및 단층파쇄대 조사 지역.

활성단층 및 단층파쇄대 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부산기장 후보부지는 기
반암 조건은 양호하며, 현재 보고된 단층은 없으나 일광단층에 대한 정밀 추가조
사가 필요하다. 전북익산 후보부지는 기반암의 심한 풍화 침식 작용이 있으며,
추가지질조사에서 고려해야 한다. 경북경주 후보부지는 읍천단층의 영향범위 이
내이며, 주의 깊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전북정읍 후보부지는 기반암 내 엽리
면이 보이며, 소위 광주단층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경북울진, 경북영덕 후
보부지는 양산단층의 활성시기, 변위, 규모 등 단층운동 조사가 필요하다. 울산울
주 후보부지는 일광단층의 변위, 규모 등 단층특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대전유성 후보부지는 신기단층 변위지형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추가조사가 필
요하다. 강원동해 후보부지는 오십천 단층의 최후기 운동시기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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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활성단층 및 단층파쇄대 조사 결과.

4.3. 지하수 분석
본 연구에서 지하수 분석 지역은 부산 기장, 전북 익산, 경북 경주, 전북 정읍,
경북 울진 등 5곳이며,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 지하수 주제도 분석
□ 국가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 시계열 자료 분석
□ 신고공 지하수 개발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과 국가 지하수 DB 그리고 신규 정보공개청구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하여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수 관련 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고 평가하였으며, 아래 표에 결과를
요약하였다. 현재까지의 평가 결과,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을 위한 부지 안전성
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지하수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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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하수 조사 결과.
선형
주변
전기전도도 오염 잠재 지하수
구조
신고공
(μS/cm) 취약성 오염원 유동 체계
밀도
수

후보
부지

대수층
유형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부 : 공극성
대수층
하부 : 균열성
대수층

높음

350

낮음

없음 함양지역

11

전라북도
익산시

균열성 대수층

자료
없음

400

높음

없음 자료 없음

78

경상북도
경주시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자료 없음
없음

11

전라북도
정읍시

자료 없음

자료
없음

25~500

낮음

자료
자료 없음
없음

7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배출지역
없음

11

경상북도
울진군

상부 : 균열성 준
대수층
낮음
하부 : 공극성균열성 비대수층

4.4. 지진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후보 부지에 대한 역사지진 및 계지지진 자료를 검토 분석하였
다. 우리나라의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1. 우리나라의 역사지진 및 계기지진 자료.

역사지진

1900년 이전
각종 역사 문헌

계기지진

1905 - 1943

1943 - 1977

1978 이후

전명순, 전정수
(2001)

ISS, 북한지진연구
소

기상청 자료

역사지진을 평가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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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지진위험도(동력자원연구소, 1983)
□ 한반도 지진재해도 작성을 위한 역사피해지진의 평가 및 종합정리(국립방
재연구소, 1999)
□ 역사지진 평가 및 목록작성(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0)
□ Historical seismicity of Korea (Lee & Yang, 2006),
□ 한반도의 지진활동 연구(경제복, 2008)
□ 인접국 지진목록 중 한반도 지역 자료 분류
□ 중국근대지진목록(1999,중국지진국)
□ 황해 및 그 주변의 역사지진(1995, 吳伐)
□ 국외지진과기정보(1987,중조지진활동성연구소조)
□ 일본피해지진총람(1996, 동경대학교),
□ 지진활동총설(1999, 동경대학교)

분석 결과 후보지 별 최대지진 및 진앙거리는 아래 표와 같으며, 후보지 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표 12. 후보지 별 최대지진 및 진앙거리.

4.5. 예비 지질조사 결과 발표회
예비 지질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지질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여
연구원들이 지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발표회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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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아래와 같다.

□ 일 시 : 2010. 10. 23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 참석자/소속
황재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명순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준모 / 서울대학교
김영석 / 부경대학교
김명섭 / 한국원자력연구원
홍영돈 /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정문 / 한국원자력연구원
배대석 /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울재 /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상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환성 / 한국원자력연구원
□ 발표자/발표제목
․ 김영석/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예비지질조사: 활성단층 및 단층파쇄대
․ 김준모/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 지하수 ․ 전명순/지진자료

그림 10. 부지 지질조사 결과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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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先 부지 선정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
증사업’과 관련하여, 후보보지 선정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지 지
질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지자체에 대해 유치의향서를
받아 유치희망 및 제공 부지를 파악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본 과제를 통
해 대한지질학회에 업무용역을 발주하여 각 후보부지에 대한 예비지질조사를 수
행하였다. 예비지질조사 결과, 각 지역의 지질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연구용 원자
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정밀 지질조사 시 요구되는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부산
기장과 전북 익산에 대해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부산기장 후보부지는 기반암 조건은 양호하며, 현재 보고된 단층은 없으나 부
근의 일광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전북익산 후보부지는 대규모 단층
으로부터 비교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반암의 심
한 풍화 침식 작용이 있으며, 추가지질조사에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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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 활성단층 및 단층파쇄대

김영석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지질구조재해연구실

목 차
1. 조사목적

1) 활성단층 및 단층파쇄대
2) 단층 영향거리의 중요성

2. 조사내용

1) 부산기장
3) 경북경주
5) 경북울진
7) 울산울주
9) 강원동해

3. 결론 및 토의

2) 전북익산
4) 전북정읍
6) 경북영덕
8) 대전유성

1. 조사목적

◊ 수출용 신형 연구로 후보부지로서의
후보부지로서의 적합성 및 안전성
평가를
평가를 위한 기본자료 제공
◊ 각 지역의 기반암과
기반암과 이들의 특성 및 지반조건 조사
◊ 활성단층으로부터의
활성단층으로부터의 근거리 위치 유무 확인
◊ 대규모 연약대나
연약대나 파쇄대 존재 여부

1.1 활성단층 및 단층파쇄대
Earthquake

Ground Facility

& Fault
Underground
Facility

Ground Shaking
Surface
Deformation

√ Safety issue !
⇒ Damages due to faulting

1.1 활성단층 및 단층파쇄대

√ Safety of
Site selection !
⇒ Avoiding active faults

and damage zones is
the main issue in nuclear
site selections.

Chi-Chi earthquake, Taiwan (1999, Mw=7.5 )

1.2. 단층 영향거리의 중요성

⇒ Damage level is correlated to
magnitude and distance.

⇒ Damage to railway tunnels as a
function of magnitude and distance.

Revised from Dowding & Rozen, 1978; RTRI, 2001; Backblom and Munier, 2002

► Proper location & distance to (active)faults
(active)faults & damage zones

2. 조사내용

1: 부산 기장, 2: 전북 익산, 3: 경북 경주, 4: 전북 정읍, 5: 경북 울진,
6: 경북 영덕, 7: 울산 울주, 8: 대전 유성, 9: 강원 동해

2.1. 부산기장

1) 위치

A: 부산기장
B: 울산울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일원 (약 13만m2)
◊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점

2.1. 부산기장

2) 지질 및 선형구조

A: 부산기장
B: 울산울주
(기원서 외., 2003)

◊ 백악기 안산암질 응회암
◊ 일광단층 및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선형구조 우세

2.1. 부산기장

3) 항공사진 분석

◊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일광단층
◊ 소규모 남-북 및 동-서 방향의 선형구조
◊ 환형의 구조 발달

2.1. 부산기장

4) 예비지질조사

◊ 장석 및 석영 반정을 포함하고 있는 안산암류 및 안산암질 응회암 확인

2.1. 부산기장

4) 예비지질조사
◊ 직선상의 계곡을 따른
소규모 늪지의 발달
◊ 단층의 존재 가능성 지시

단층 파쇄대

단열밀도 증가
유체의 이동

(from Geraud et al., 2006)

2.1. 부산기장

A: 부산기장

5) 일광단층의 발달

(김지수 외., 2003)

(기원서 외., 2003)

◊ 좌수향 주향이동성 단층운동 우세
◊ 약 1.2 km의 주향분리 (strike separation)
◊ 150~180 m의 단층대 (김지수 외., 2003)
◊ 제4기의 활성가능성 (이희권·양주석, 2006)

2.1. 부산기장

5) 일광단층의 발달

(Jin et al., in preparation)

◊ 일광단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층리의 변화

2.2. 전북익산

1) 위치,
위치, 지질 및 선형구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일원
◊ 쥬라기 화강암질암
◊ 북북동-남남서 및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선형구조 우세

2.2. 전북익산

2) 기반암의 특성
◊ 후보부지 내 화강섬록암의 노두 사진

◊ Loma prieta earthquake, 1989
(이동우 외., 2006)

2.3. 경북경주

1) 위치 및 지질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일원
◊ 월성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남서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

(김영석 외., 2002)

2.3. 경북경주

2) 선형구조 분석

(김영석 외., 2002)

2.3. 경북경주

3) 읍천단층의 발달

◊ N15°E/ 32°SE
◊ 역경사이동의 운동감각
◊ 후보부지와 약 1km
떨어진 지점에 발달

(Kim et al., in review)

2.4. 전북정읍

1) 위치,
위치, 지질 및 선형구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전라북도 정읍시 교암동 일원
◊ 엽리상화강암류의 발달

2.4. 전북정읍

2) 소위 광주단층의 발달

◊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이동단층
◊ 40km 이상의 연장성
◊ 기반암 : 엽리상 화강암
⇒ 연성변형작용의 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 경북울진

1) 위치,
위치, 지질 및 선형구조

(양석준 외., 2009)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일원
◊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류, 평해 화강편마암
◊ 양산단층의 말단부에 위치

2.5. 경북울진

2) 평해단층의 발달특성

◊ 남-북 방향의 주향과 고각의 경사
◊ 5m 내외의 단층파쇄대 발달
◊ 제4기 단층으로 추정됨
(기원서 외., 2009)

2.6. 경북영덕

1) 위치,
위치, 지질 및 선형구조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일원
◊ 불국사화강암류

2.6. 경북영덕

2) 양산단층의 제4기 단층운동

◊ 현재 대부분의 제4기 단층운동은
남북 방향의 주향과 동쪽으로 경사
◊ 제4기 단층인 양산단층의 상반에 위치
(기원서 외., 2009)

2.7. 울산울주

1) 위치,
위치, 지질 및 선형구조
A: 부산기장
B: 울산울주

(기원서 외., 200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약 13만m2)

2.7. 울산울주

2) 항공사진 분석

◊ 남-북 및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선형구조 우세
◊ 소규모 동-서 및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선형구조

2.7. 울산울주

3) 지질구조 특성

◊ 남-북 및 동-서 방향의
단층 우세
◊ 이들은 기존에 두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던 단층들이
재활성 된 특성을 보임
◊ 일광단층에서 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지점
◊ 일광단층의 지표변형 영향
범위 (약 1km)에서 해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신고리 원전 3,4호기 부지조사 보고서)

2.8. 대전유성

1) 위치 및 지질

(김건영 외., 200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일원으로서 대덕특구 2단계 개발사업지구 내
◊ 중생대 복운모화강암

2.8. 대전유성

2) 선형구조 및 신기단층 운동

◊ 남-북 및 동-서 방향의 선형구조 우세
◊ 신기단층 변위 지형의 가능성이 있는 지형이 관찰됨 (경재복, 2006).
◊ 제4기 지층으로의 단층연장이 확인된 바 없음.

2.9. 강원동해

1) 위치,
위치, 지질 및 선형구조

(김주용 외., 1996)

◊ 강원도 동해시 단봉동 일원
◊ 북평분지 내에 속하는 지점으로 북평분지의 제3기층

2.9. 강원동해

2) 오십천 단층의 발달
◊ 오십천 단층 : 약 30 km의 연장성
◊ 삼척시 남부에서 종지,
그 연장이 조사지역을 통과!
◊ 일부 최근의 연대측정 결과가
제4기의 단층운동 지시

2.10. 자료종합

3. 결론 및 토의
◊ 부산기장 후보부지
◊ 전북익산 후보부지
고려사항
◊ 경북경주 후보부지
필요
◊ 전남정읍 후보부지
◊ 경북울진 경북영덕
양산단층 평해
필요
◊ 울산울주 후보부지
필요
◊ 대전유성 후보부지
◊ 강원동해 후보부지

기반암 조건 양호 일광단층에 대한 정밀 추가조사 필요
기반암의 심한 풍화 침식 작용 추가지질조사에서의
읍천단층의 영향범위 내에 발달 주의깊은 정밀 조사
기반암 내 엽리면과 소위 광주단층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
후보부지
자부터 지점 의 활성시기 변위 규모 등 단층운동 조사
일광단층의 변위 규모 등 단층특성에 대한 정밀조사
신기단층 변위지형의 가능성이 존재 추가조사 필요
오십천 단층의 최후기 운동시기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

붙임 2. 보고회 발표자료 :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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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4/51

1.1. 지하수 주제도 분석 (1) : 수문지질도



상부 (파랑) : 공극성 대수층(aquifer)으로 구성



하부 (초록) : 균열성 대수층으로 구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5/51

1.1. 지하수 주제도 분석 (2) : 선형구조 분포도



선형구조 : 북동 방향의 선형구조 1개가 분포



선형구조 밀도 : 높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6/51

1.1. 지하수 주제도 분석 (3) : 지하수 수질 현황도



지하수 수질 유형 : Ca-Cl 유형에 해당



지하수 전기전도도 : 350 μS/cm 내외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7/51

1.1. 지하수 주제도 분석 (4) : 지하수 오염 취약성도



지하수 오염 취약성도 : 낮음



잠재 오염원 : 존재하지 않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8/51

1.1. 지하수 주제도 분석 (5) : 지하수 유동 체계도



지하수 유동 체계 : 중간규모 유량의 지하수 함양지역에 해당



지하수 수위 및 유동 방향 : 해수면 위 28~48 m / 전반적으로 북에서 남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9/51

1.2. 국가지하수관측망 지하수 시계열 자료 분석 : 1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10/51

목

지하수 수위
(m)

지하수 온도
(℃)

수소이온농도
( ppm )

염소이온농도
( ppm )

질산성질소농도
( ppm )

전기전도도
( μS/cm )

2004. 1. 1.
~
2008. 12. 31.

2004. 1. 1.
~
2008. 12. 31.

2003. 10. 27.
~
2008. 11. 11.

2003. 10. 27.
~
2008. 11. 11.

2003. 10. 27.
~
2008. 11. 11.

2004. 1. 1.

측정기간

~
2008. 12. 30.

자료수

1,826

1,760

10

10

10

1,759

최대값

54.52

16.45

7.20

93.00

10.60

638.00

최소값

51.95

13.03

6.30

19.00

2.20

216.00

평

52.99

15.05

6.71

47.80

6.82

370.48

0.23

0.81

0.36

24.73

3.19

81.85

항

균

표준편차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11/51

1.3. 신고공 지하수 개발 현황 분석 : 11개
11개 (2010. 8. 3. 현재)
현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12/51

양수능력
(m3/day)

취수계획량
(m3/day)

실제사용량
(m3/day)

자료수

11

7

7

최대값

800.00

50.00

50.00

최소값

19.20

1.00

1.00

균

125.27

33.71

33.71

표준편차

225.63

22.25

22.25

항

평

목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13/51

2. 후보부지 2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499499-6번지 일원
(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내 )
2.1. 지하수 주제도 분석

2.2. 국가지하수관측망 지하수 시계열 자료 분석

2.3. 신고공 지하수 개발 현황 분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14/51

2.1. 지하수 주제도 분석 (1) : 수문지질도



전체 (초록) : 균열성 대수층으로 구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15/51

2.1. 지하수 주제도 분석 (2) : 선형구조 분포도



선형구조 : 서쪽에 남북 방향의 선형구조 1개가 분포



선형구조 밀도 : 자료 없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16/51

2.1. 지하수 주제도 분석 (3) : 지하수 수질 현황도



지하수 수질 유형 : Na-Cl 유형에 해당



지하수 전기전도도 : 400 μS/cm 내외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17/51

2.1. 지하수 주제도 분석 (4) : 지하수 오염 취약성도



지하수 오염 취약성도 : 높음



잠재 오염원 : 주변에 매립지(삼각형 모양)와 축산단지(집 모양) 존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18/51

2.1. 지하수 주제도 분석 (5) : 지하수 유동 체계도



지하수 유동 체계 : 자료 없음



지하수 수위 및 유동 방향 : 해수면 위 20~30 m / 전반적으로 서에서 동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19/51

2.2. 국가지하수관측망 지하수 시계열 자료 분석 : 1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항

목

-지하수-

20/51

지하수 수위
(m)

지하수 온도
(℃)

수소이온농도
( ppm )

염소이온농도
( ppm )

질산성질소농도
( ppm )

전기전도도
( μS/cm )
1998. 4. 11.

1998. 4. 11.

1998. 4. 11.

측정기간

~
2008. 12. 31.

~
2008. 12. 31.

1997. 12. 29.
~
2009. 5. 21.

1997. 12. 29.
~
2009. 5. 21.

1997. 12. 29.
~
2009. 5. 21.

~
2008. 12. 31.

자료수

3,918

3,917

22

22

17

3,907

최대값

8.75

20.35

7.50

61.00

3.20

117.00

최소값

5.74

13.03

6.60

5.00

0.70

43.00

평

균

7.45

15.26

6.99

13.55

1.56

112.92

표준편차

0.46

0.70

0.24

13.14

0.59

27.83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21/51

2.3. 신고공 지하수 개발 현황 분석 : 78개
78개 (2010. 8. 10. 현재)
현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22/51

양수능력
(m3/day)

취수계획량
(m3/day)

실제사용량
(m3/day)

자료수

78

78

77

최대값

1,400.00

150.00

100.00

최소값

5.00

1.00

0.00

47.95

18.90

9.68

159.06

30.92

13.22

항

평

목

균

표준편차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23/51

3. 후보부지 3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산 95번지
95번지 일원

3.1. 지하수 주제도 분석

3.2. 국가지하수관측망 지하수 시계열 자료 분석

3.3. 신고공 지하수 개발 현황 분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24/51

3.1. 지하수 주제도 분석 : 주제도 자료 없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25/51

3.2. 국가지하수관측망 지하수 시계열 자료 분석 : 1개, 시계열 자료 없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26/51

3.3. 신고공 지하수 개발 현황 분석 : 11개
11개 (2010. 8. 16. 현재),
현재), 위치 자료 없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27/51

양수능력
(m3/day)

취수계획량
(m3/day)

실제사용량
(m3/day)

자료수

11

11

0

최대값

200.00

100.00

-

최소값

38.00

10.00

-

104.18

78.18

-

60.60

44.23

-

항

평

목

균

표준편차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28/51

4. 후보부지 4 : 전라북도 정읍시 교암동 산 115번지
115번지 등 41필지
41필지

4.1. 지하수 주제도 분석

4.2. 국가지하수관측망 지하수 시계열 자료 분석

4.3. 신고공 지하수 개발 현황 분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29/51

4.1. 지하수 주제도 분석 (1) : 지하수 수위도



지하수 수위 : 해수면 위 50~100 m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30/51

4.1. 지하수 주제도 분석 (2) : 지하수 수소이온농도도



지하수 수소이온농도 : 5.8 미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31/51

4.1. 지하수 주제도 분석 (3) : 지하수 질산성질소농도도



지하수 질산성질소농도 : 5~10 ppm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32/51

4.1. 지하수 주제도 분석 (4) : 지하수 전기전도도도



지하수 전기전도도 : 250~500 μS/cm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33/51

4.1. 지하수 주제도 분석 (5) : 지하수 관정 개발 밀도도



지하수 관정 개발 밀도 : 30~50공/km2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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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하수 주제도 분석 (6) :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량도



단위면적당 지하수 이용량 : 100,000~150,000 m3/year/km2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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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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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하수 주제도 분석 (7) :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도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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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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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하수 주제도 분석 (8) : 지하수 오염 예측도



지하수 오염 가능성 : 낮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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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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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지하수관측망 지하수 시계열 자료 분석 : 1개, 시계열 자료 없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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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고공 지하수 개발 현황 분석 : 7개 (2010. 8. 9. 현재),
현재), 위치 자료 없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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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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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능력
(m3/day)

취수계획량
(m3/day)

실제사용량
(m3/day)

자료수

7

7

3

최대값

70.00

50.00

70.00

최소값

30.00

30.00

50.00

평

균

52.86

47.14

56.67

표준편차

13.80

7.56

11.55

항

목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40/51

5. 후보부지 5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산 29번지
29번지 일원

5.1. 지하수 주제도 분석

5.2. 국가지하수관측망 지하수 시계열 자료 분석

5.3. 신고공 지하수 개발 현황 분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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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41/51

5.1. 지하수 주제도 분석 (1) : 수문지질도



상부 (하늘) : 균열성 준대수층(aquitard)으로 구성



하부 (황토) : 공극성-균열성 비대수층(aquifuge)으로 구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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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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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하수 주제도 분석 (2) : 선형구조 분포도



선형구조 : 서쪽에 북북서 방향의 선형구조 1개가 분포



선형구조 밀도 : 낮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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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43/51

5.1. 지하수 주제도 분석 (3) : 지하수 유동 체계도



지하수 유동 체계 : 국지적 소규모 유량의 지하수 배출지역에 해당



지하수 수위 및 유동 방향 : 해수면 위 20~40 m / 전반적으로 서에서 동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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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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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지하수관측망 지하수 시계열 자료 분석 : 1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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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항

목

-지하수-

45/51

지하수 수위
(m)

지하수 온도
(℃)

수소이온농도
( ppm )

염소이온농도
( ppm )

질산성질소농도
( ppm )

전기전도도
( μS/cm )
1999. 4. 22.

1999. 4. 22.

1999. 4. 22.

측정기간

~
2008. 12. 31.

~
2008. 12. 31.

1998. 12. 21.
~
2009. 5. 7.

1998. 12. 21.
~
2009. 5. 7.

1998. 12. 21.
~
2009. 5. 7.

~
2008. 12. 31.

자료수

3,542

3,480

20

20

17

3,542

최대값

106.92

15.60

8.10

15.00

3.90

465.00

최소값

105.10

8.50

6.10

4.00

0.20

160.00

평

105.89

12.91

6.61

8.35

2.66

272.45

0.31

1.45

0.44

2.37

0.94

41.33

균

표준편차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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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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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신고공 지하수 개발 현황 분석 : 11개
11개 (2010. 8. 9. 현재)
현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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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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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능력
(m3/day)

취수계획량
(m3/day)

실제사용량
(m3/day)

자료수

11

9

11

최대값

90.00

70.00

21.60

최소값

20.00

20.00

1.00

평

균

43.91

32.22

11.64

표준편차

27.02

17.87

4.66

항

목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김 준 모 ( junmokim@snu.ac.kr )

-지하수-

48/51

6. 결 론


기존 문헌과 국가 지하수 DB 그리고 신규 정보공개청구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통
하여 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수 관련
사항의 유무를 확인하고 평가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 (후보부지 1)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을 위한 부지 안
전성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지하수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정
확한 지하수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현장 조사 및 관측 자료의 축
적과 분석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익산시 지역 (후보부지 2)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을 위한 부지 안전
성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지하수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정확
한 지하수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현장 조사 및 관측 자료의 축적
과 분석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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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49/51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 (후보부지 3)은 다른 네 후보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하
수 관련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경주 지역은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을 위한 부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지하수 관련 사항이 확인되
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지하수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현
장 조사 및 관측 자료의 축적과 분석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정읍시 지역 (후보부지 4)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을 위한 부지 안전
성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지하수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정확
한 지하수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현장 조사 및 관측 자료의 축적
과 분석이 필요하다.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 (후보부지 5)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을 위한 부지 안전
성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지하수 관련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정확
한 지하수 관련 사항의 검토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현장 조사 및 관측 자료의 축적
과 분석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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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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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부지의 지하수 관련 사항 요약
후보
부지

대수층
유형

선형구조
밀도

전기전도도
( μS/cm )

오염
취약성

잠재
오염원

지하수
유동 체계

주변
신고공 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부 : 공극성
대수층
하부 : 균열성
대수층

높음

350

낮음

없음

함양지역

11

전라북도
익산시

균열성 대수층

자료 없음

400

높음

없음

자료 없음

78

경상북도
경주시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11

전라북도
정읍시

자료 없음

자료 없음

25~500

낮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7

경상북도
울진군

상부 : 균열성
준대수층
하부 : 공극
성- 균열성
비대수층

낮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배출지역

11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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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연구로 후보부지 예비지질조사
감 사
다.
– 지합
하 수니
-

김 준 모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질지하수공학연구실

보고서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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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보고회 발표자료 : 지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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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자료
2010. 11. 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명순

Seismicity & No of Casualty

우리나라의 지진자료

역사지진

계기지진

1900년 이전

1905 - 1943

1943 - 1977

1978 이후

각종 역사 문헌

전명순, 전정수
(2001)

ISS,
북한지진연구소

기상청 자료

역사지진 관련 연구
•

역사지진 자료
– 한반도의 지진위험도(동력자원연구소, 1983)
–

–

한반도 지진재해도 작성을 위한 역사피해지진의 평가 및 종합정리(국립방재연구
소, 1999)
역사지진 평가 및 목록작성(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0)

– Historical seismicity of Korea (Lee & Yang, 2006),
– 한반도의 지진활동 연구(경제복, 2008)
•

인접국 지진목록 중 한반도 지역 자료 분류
– 중국근대지진목록(1999,중국지진국)
–

황해 및 그 주변의 역사지진(1995, 吳伐)

– 국외지진과기정보(1987,중조지진활동성연구소조)
– 일본피해지진총람(1996, 동경대학교),
–

지진활동총설(1999, 동경대학교)

역사 지진자료
•

국회도서관, 충남대학교 등 도서관 D/B를 이용한 역사문헌 지진기록 수집
– 삼국사기(93회)
– 고려사(167회)
– 조선왕조실록(1,417회)
– 증보문헌비고(신라:63회, 고구려:19회, 백제:14회, 고려:154회, 조선 53회, 총
303회)
– 고려사절요(93회)
– 승정원일기(98회)
– 매천야록(4회)
– 국조보감(3회)
– 미암일기(4회)
– 이재고난(9회)
– 대동운부군(11회)
– 고순종실록(11회)

EQ Catalogue (1905 – 1943)
ISS & 전명순, 전정수(2001)

1978 – 1985 남북한 자료 비교

1978년부터 1985년까지 기상청(좌) 북한지진연구소(우) 진앙분포
도

부산 기장후보지 320Km 이내 지진

표 3-1. 부산 기장지역 반경 320Km 범위에서 발생한 지진의 분포

전북 익산 후보지 320Km 이내 지진

표 3-2. 전북 익산지역 반경 320Km 범위에서 발생한 지진의 분포

경북 경주 후보지 320Km 이내 지진

표 3-3. 경북 경주지역 반경 320Km 범위에서 발생한 지진의 분포

전북 정읍 후보지 320Km 이내 지진

표 3-4. 전북 정읍지역 반경 320Km 범위에서 발생한 지진의 분포

경북 울진 후보지 320Km 이내 지진

표 3-5. 경북 울진지역 반경 320Km 범위에서 발생한 지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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