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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clear power utilities should establish a site-specific groundwater monitoring program for early detection of

unplanned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s which can occur due to degradation of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in order to keep the impact of the unplanned releases on the environment

and the residents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For this end, groundwater flow on site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characterization of the hydrogeology of a site of concern. This paper aims to provide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groundwater monitoring program which is currently considered at Kori nuclear power plant 1 by

characterizing groundwater flow system on the site based on the existing hydrogeological studies and related

documents, and by modeling tritium transpor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jor groundwater flow direction was

south-west and that most of groundwater entered a southern and eastern seas. Although the tritium plume also

released into the sea, its rate was delayed by dewatering s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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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전 운 자는 계통 및 기기의 열화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계획적 방사성물질의 방출로 인한 환경

및 주변 주민에의 향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비계획적 방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부지에 적합한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수문지질 특성의

파악을 통해 지하수 유동을 평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리 1호기에서 계획되고 있는 지하수 감시 프로그

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리 1발전소 부지의 기존 수문지질 조사 및 관련 자료의 조사를 통해 부

지 내 지하수 유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의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삼중수소의 오염운(汚染雲)

의 거동을 모의하 다. 모의 결과 지하수의 주 유동 방향은 남서방향이었으며 지하수의 대부분이 남쪽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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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운 기술지침서에서 원전 가동에 의해 발

생하는 방사성물질의 일부를 감시 하에서 사전에 정해진 경로

를 통해 배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계획적 방출

(planned release)라고 한다. 이러한 계획적 방출에 의해 환경

으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은 매우 적으나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환경과 원전 주변 주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전 운 자는 계획적 방출에 의한 향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유지해야 한다. 즉, 원전 운 자는 방사

성물질의 방출(a)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원전 주변 지

역의 환경 감시를 통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원전 주변

주민의 피폭선량을 평가해야 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의 여러 폐로 원전 및 가동 원

전에서 방사성물질이 정해진 경로 이외의 경로를 통해 방출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방사성물질이 원전의 계통 및 기기에서

발생한 누설 혹은 유출에 의해서 지하수로 유입되어 최종적으

로는 지하수와 함께 환경으로 도달하 다[1]. 비계획적 방출

(unplanned release)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방출은 계획적 방

출과 달리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방출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어려우며 또한 운 기술지침서에서 허용

되고 있지 않은 만큼 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발생 원인이 주로 계통 및 기기 노후화에 의한 누설인 만큼

완벽한 방지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기 감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비계획적 방출에 대한 조기 감시는 ALARA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이 요구

하고 있는 원전 가동 기간 중의 부지 내 잔류방사능 관리 측면

에서도 중요하다.(b) 이에, 현재 미국의 모든 원전 운 자는 자

발적으로 이러한 비계획적 방출을 조기에 감지하여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지침[2]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에서

지하수 오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관정의 설치는 필수적이며

이 설치를 위해서는 원전 부지의 수문지질학적 특성에 근거하

여 지하수의 유동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의 경우 누설 등의 비계획적 방출의 조기 감시 목적

으로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내 지하수 유동

에 관한 연구[3, 4, 5]가 수행된 적은 있으나, 가동 원전에 대

해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고리 1발전소에서 시

행 예정인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 해당 부지 내 지하수의 유동 방향을 기존 문헌 및

자료를 통해 평가하고 누설 발생 시 예상되는 방사성물질의

오염물질의 확산, 즉 오염운(汚染雲, plume) 거동을 모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해외 원전의 모든 비계획적 방출 사례에

서 삼중수소는 오염된 지하수에서 검출되었으며, 또 삼중수

소가 물의 구성성분으로 지하수와 함께 이동하여 다른 핵종

보다 지하수 거동을 매우 잘 반 하는 점과 반감기가 12.3년

으로 추적이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모사할 오염물질로 선정

되 다.

1978년과 1983년에 각각 건설된 고리 1,2 호기가 나란히

위치한 고리 1 발전소의 구조물은 건설 당시 해수면 이하까

지 굴착된 지반 위에 위치하고 있다. 즉 격납건물은 EL-20 m,

보조건물은 EL-17 m 까지 굴착된 암반 위에 설치된 후 그 주

변부는 매립되었고 기타 구조물 및 지중매설배관 등은 EL -1

m에 설치 된 후 매립되었다. 특히 격납건물 및 보조건물은

그 하부에 투수층이 깔렸으며 격납건물 남단에는 지하수 수

위 상승에 의한 구조물 안전 상실 방지 목적으로 지하집수조

(dewatering sump)와 펌프가 설치되어 강제 배수가 가능하

도록 하 다. 격납건물 등 주요 구조물 주변은 대부분 포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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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바다로 유입되었다. 삼중수소 오염운 역시 바다로 향하 으나 지하집수조(dewatering sump)에 의해 그

속도가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단어 : 비계획적 방출, 지하수, 삼중수소, 감시, 모델링

(a) 본 논문에서 어의 release, leak 및 spill에 각각 해당하는 방출, 누
설 및 유출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방출은 원전 내부
에서 외부로 나오는 방사성물질의 총칭이며, 누설은 계통 및 기기
등에 발생한 틈새와 같은 결함에 의해 외부로 나오는 것을, 그리고
유출은 일시적 비정상 운전 및 조작에 의해 외부로 나오는 것을 의
미한다.

(b)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인 US Nuclear Regulatory Committee는 발전
소 가동에 따른 오염 물질 발생의 최소화를 그 내용으로 하는 연방
법인 10 CFR 20.1406 "Minimization of Contamination"의 지침에
해당하는 Regulatory Guide 4.21 "Minimization of Contamination
and Radioactive Waste Production: Life-Cycle Planning"을 2008
년 6월에 공표하 으며, 이 지침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부터 폐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는 관정 NO-1에서 7.07×10-5 cm/sec, 관정 NO-2에서 6.67×

10-6 cm/sec, 관정 NO-3는 1.04×10-4 cm/sec 그리고 관정

NO-5에서 1.01×10-5 cm/sec이었으며 부지 전체의 평균 수리

전도도는 4.80×10-5 cm/sec로서 일반적인 사암 및 셰일의 수

리전도도 값의 범위에 들었으나 관정 NO-3에서 수행된 결과

는 투수성이 비교적 높은 값을 보 다(Table 1)[7].

관정 NO-2의 경우, 수압시험결과와 순간충격시험의 결과

사이에 1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시험방법에 따른 투수

성의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수압시험시 시추공 굴

진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정주변 지하수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이 이루어져 순간충격시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수치모의시 입력자료는 순간충격시

험 결과값을 활용하 습니다.

2007.8.1∼2008.10.9 기간(14개월)에 걸쳐 5개 관정에서

지하수 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

타내었다[6]. 지하수 수위 변화는 가장 내륙에 위치한 관정

NO-5는 강우와 함께 지하수 수위가 같이 반등하는 전형적인

지하수 수위 변화를 보 으며, 해안가에 위치한 관정 NO-4는

강우 대신 조석의 향으로 하루에 최대 약 0.9 m의 수두차

를 보 다. 고리 1호기 바로 서쪽에 위치한 관정 NO-2는 지

하수 수위가 강우 향을 약간 받는 양상을 보 으나 관정

NO-5에 비해 수위변화가 크지 않았다. 고리 1호기와 2호기

사이에 위치한 관정 NO-3의 경우는 지하수 수위가 거의 EL -

3 m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는 EL -20 m 부근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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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서남쪽 부지 경계와 스위치 야드, 경사면 등은 포

장되어 있지 않다.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의

수문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7

년에 고리 1발전소에 5개의 관정이 설치된 후(Fig 1), 최근까

지 이들 관정에서 정기적으로 지하수를 채취하여 수위, 수온

및 전기전도도가 측정되고 있다 [6].

고리 1발전소 부지는 원래 봉화산 자락이 해안으로 뻗어나

간 부분으로 해발고도 10 m 이상인 지역이었으나 부지조성

을 위해 해발고도 5.8 m 까지 절토되고 서쪽 해안과 남쪽 해

안 인근은 성토되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중생대 백

악기 초 퇴적암류(사질석회암, 실트암, 역암 및 조립질 사암)

가 대략 주향 N30°E, 경사방향 NW, 경사각은 10°∼35°로 분

포되어 있으며, 이 퇴적암류에 중기 및 후기 백악기의 관입암

맥이 거의 수직방향으로 관입·분포하고 있다. 2007년에 설

치된 5개 관정의 시추주상도 조사결과를 보면(Fig. 2), 비교

적 얇게 분포하는 상부 매립 및 붕적층은 자갈과 전석이 혼재

되어 이로 인해 공극이 발달하여 비교적 투수성이 매우 높다.

암반층은 셰일, 이암, 사암, 유문암 및 안산암 등의 암종에 따

른 다양한 투수성의 지층으로 구성되었으나, 암반층의 절리

와 발달된 파쇄대로 동일 암종의 일반적인 암반구간에 비하

여 투수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싱클패커(single packer) 방식의 수압 시험으로 결정된 관

정 NO-2 및 관정 NO-4 주변지층의 수리전도도는 각각 1.03

×10-4 cm/sec 및 6.53×10-6 cm/sec이었다. 5개의 관정 중 4

개의 관정에 대해 수행된 순간수위변화시험에서 수리전도도

Groundwater Flow and Tritium Transport Modeling at 

Fig. 1.  Layout of wells installed at Kori Units 1 and 2 [6]. Fig. 2. Boring Logs from wells at Kori Units 1 and 2 [6].

Table 1. Results of hydraulic conductivity experiments by well (unit:
cm/sec) [7] 

관정
측정방법 NO-1

-

7.07×10-5

NO-2

1.03×10-4

6.67×10-6

NO-3

-

1.04×10-4

NO-4

6.53×10-6

-

NO-5

-

1.01×10-5
Single Packer

Slug Test



치된 지하집수조에 의해 수위가 강제로 강하되어 일정 수위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양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쪽 해안

가에 위치한 관정 NO-1의 경우 지하수 수위가 해수면 근처로

낮지만 EL -0.5 m 내외이며 강우와 조석에 의한 수위변동은

그리 크지 않다. 관정 NO-2와 관정 NO-3의 경우 2008년 하

반기에 계측오차로 추정되는 수위 변화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모델링에서는 6개월의 건기(2007.11∼2008.4) 기간의 수위자

료만을 활용하 다. 각 관정에서 관측된 지하수 수위 측정 결

과는 Table 2와 같다[7].

수치모의는 범용 지하수 모델링 프로그램인 MODFLOW

[8]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모델링 대상 지역은 고리 원자

력발전소와 봉화산 일부를 포함하는 1,300 m×900 m의 면

적을 갖는 역으로 설정하 으며 전 면적을 10 m×10 m의

격자형 셀(grid cell)로 구획하 다(Fig. 4). 다만, 고리 1, 2

호기 및 상기 5개의 관정을 포함하는 560 m×440 m의 면적

을 갖는 역은 정 모델링을 위해 5 m×5 m의 격자형 셀

로 구획하 다(Fig 4의 작은 직사각형 지역). 정 모델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활성 이동 셀(inactive

transport cell)로 지정함으로써 광역지역 지하수 유동 모델

결과로부터 구한 지하수 흐름을 그대로 정 모델링 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건설 당시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와 최근 설치된 5개의

관정에서 얻은 시추자료에 근거하여 모델링 역은 4개의

수문지질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층으로 구성하 다. 즉,

상부부터 복토의 미고결층(Layer 1), 사암의 다공질 대수

층(Layer 2), 이암과 실트암의 불투수층(Layer 3) 및 유문

암의 암반층이다. 여기서 암반층은 발전소 구조물이 위치

한 상부의 암반층(Layer 4)과 하부의 암반층(Layer 5)으로

세분하 다(Fig. 5).

Layer 1은 복토구간(silty sand, sand)으로 수리전도도

값으로 문헌[9]에 보고된 값을 인용하여 1.0×10-3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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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ng-term variation of groundwater level by well
(2007.8 2008.8) [7]. 

Table 2. Summary of groundwater level measurements by well [7]. 

관정
분석방법 NO-1

5.84

0.06

-

5.61

-

5.88

5.82

0.06

5.9

NO-2

3.04

2.76

-

2.23

-

3.13

2.99

0.14

5.8

NO-3

8.47

-2.77

-

7.60

-

8.54

8.44

0.10

5.7

NO-4

4.99

0.71

5.80

4.29

1.51

5.01

4.97

0.04

5.7

NO-5

3.33

5.27

4.24

1.92

2.31

3.40

3.27

0.13

8.6

전체평균지하수위(GL- m)

전체평균지하수위(EL m)

최저지하수위(GL- m)

최고지하수위(GL- m)

최대-최소변화량(m)

갈수기평균수위(GL- m)

(2007.11∼2008.4)

풍수기평균수위(GL- m)

(2008.5∼2008.10)

갈수기-풍수기(m)

관측공표고(EL m)

Fig. 4.  Modeling area and cross-section (small rectangle shows
detailed modeling area).



(K1)을 적용하 고, Layer 2는 다공질층(사암)으로 2008

년 현장수리시험결과 가장 투수계수가 높았던 관측정

NO-3의 수리전도도 1.0×10-4cm/sec (K2)을 적용하 다.

Layer 3은 불투수층(mudstone, siltstone)으로 수리전도

도값으로 현장 수리시험결과보다 다소 낮은 1.0×10-

6cm/sec (K3)으로 설정하 다. Layer 4와 Layer 5은 암반

층으로 수리전도도값으로 시추주상도에서 암반층을 대표

할 수 있는 관측정 NO-5의 수리전도도 1.0×10-5cm/sec

(K4, K5)을 적용하 다(Fig. 6).

모델링 대상 지역 북부경계는 등고선의 분수령(divide

line)을 따라 무흐름경계(no-flow boundary)로 설정하

으며, 해안선을 따라 EL 0 m의 고정수두경계를 Layer 1∼

Layer 5에 대해 설정하 다(Fig. 7). 또한 6개월의 건기

(2007.11∼2008.4) 기간의 강수량에 함양율 약 12 %를 적

용하 다(Fig. 7). 

지하수 수위 변화를 나타낸 Fig. 3에서, 관정 NO-2는 지

하집수조의 향을 거의 받지 않고 강우에 의해서만 수위

가 변동되는 반면, 관정 NO-3의 경우는 강우에 의한 향

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수위 관측기간 내내 지하수 수위가

해수면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은 관정 NO-3의 경우 수위에 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존

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요인은 지하수 상승에 의한 발전

소 건물의 안정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두 이상의

지하수를 펌프로 강제로 배출시키는 고리 2호기의 지하집

수조이다. 이를 반 하기 위해 Layer 1∼Layer 4에 대해

고리 2호기의 지하집수조 위치에 배수(drain)를 설정하

다. 고리2호기의 지하집수조의 유입량이 200-700t/yr인 것

을 고려하여 모델보정을 통하여 컨덕턴스(conductance)

를 12,000m2/day로 입력하 다. 지하수에 대한 향이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난 고리 1호기 지하집수조는 본 모델링

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고리 3, 4호기의 지하집수

조는 관련 자료는 없으나 전반적인 지하수 흐름에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Fig. 7과 같이 Layer 1∼Layer

4에 대해 배수를 설정하 다. 

지하수 유동을 가시화하기 위해 모델링 역의 지하수 최

상류부와 고리 1, 2호기 구조물 북쪽 상류부에 가상의 입자를

설정하여 입자 이동 경로를 분석하 다(Fig. 8). 또한 가상의

누설 시의 삼중수소 오염운 거동을 장기 예측하기 위해 삼중

수소가 고리 1, 2호기 구조물 주변의 6개 점 누설원(point

leak source)에서 사용후연료저장조 내 삼중수소 농도(1.35

×10-4mg/L)로 30 년간 지속적으로 누설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Fig. 8). 이때 6개의 점 누설원은 직사각형의 고리 1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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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ayout of constant head boundary( ), groundwater
recharge( ), Drain ( ) and cross-section.

Fig. 5.  Layer used in modeling.

Fig. 6. Hydraulic conductivity zoning for each layer of modeling
area and its 3D visualization.



소 구조물이 위치한 부지 근처에서 발생하는 누설을 모사하

기 위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10]에 보고된 자료

를 이용하여 분산지수값에 대해 10m의 값을 이용하 고, 용

질이동 모의시 삼중수소의 decay를 고려하여 반감기는 12.3

년을 적용하 다.

또한 지하집수조가 삼중수소의 오염운에 주는 향을 알아

보기 위해 지하집수조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경우에 대해 모델링을 하 다. 오염운의 시간에 따른 변화

는 가상의 관정 OB-1과 OB-2(Fig. 8)에서의 지하수 내 삼중

수소의 예상 측정 농도로 평가하 다.

5개 관정의 건기(2007.11∼2008.4) 6개월간의 평균 지하수

수위에 대한 정류상태 모델링에서 지하수수위자료, 수리시험

을 통한 수리전도도(K) 산정값, 지하집수조에서의 유입량 등

을 기준으로 보정한 결과 5개 관정 모두의 평균 지하수 수위

가 도출된 검량선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만족하며 RMS가

1.002m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 검량선으로부터 구

한 각 층의 지하수 등위선은 대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발전소 구조물 부근에서는 조금 상이한 패턴을 보이

게 된다(Fig. 9). 즉, 산기슭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등위선의

패턴을 보이던 각 층의 지하수 등위선이 발전소 구조물 주변

에서는 구조물을 중심으로 하는 원형의 패턴을 보이게 되는

데 이때 각 층의 깊이에 따라 그 원형의 패턴이 조금씩 다르

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불투수성인 발전소 구조물의 형

상이 깊이에 따라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2호기 하부

에 존재하는 지하집수조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Fig. 9의 입자추적(particle tracking) 결과는 고리 1발

전소 부지 내 지하수의 주 유동방향은 남서방향이며 봉화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지하집수조로 유입되어 중간에 제거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바다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최북단에서 유래된 입자의 일부가 구조물 내부로 이

동하여 지하집수조에 의해 양수되는 형상이 모든 층에서 보이

긴 하나, 대부분의 입자들은 고리 1, 2호기 주변에서 구조물

내부로 직접 이동하기보다는 그 주변을 따라 해안으로 이동하

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조물 외부(지하수 상류부)

에 위치한 대부분의 입자들은 구조물의 수리전도도가 매우 낮

아 지하집수조의 양수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하수 하류부로 이동한 입자들 중 일부는

해안으로 이동하지 않고 양수의 향으로 지하집수조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러한 지하수의 이동은 대부분

수리전도도가 높은 Layer 1과 다공질 매질로 이루어진 Layer

2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반면 투수성이 낮은 Layer 3

∼Layer 5에서는 지하수 유속이 매우 느리게 나타났다.

고리 1,2 호기 구조물 부지 주변 6개의 점 누설원에서 삼중

수소가 1 년 및 30년간 누설된 상황을 모델링한 결과를 Fig.

10 및 Fig. 11에 각각 제시하 다. 두 그림 모두에서 삼중수소

의 오염운의 최종 도착지는 동쪽 및 남쪽의 해안이었으며, 초

기의 오염운의 분포는 대부분 얕은 층에 국한되다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깊은 층으로도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오

염운의 거동은 삼중수소가 지하수의 성분으로 함께 이동되는

특성에 기인한다.

또한 오염운의 진행이 지하집수조에 의해 지연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Fig. 10에서 지하집수조가 없는 경우 삼중

수소의 오염운은 누설 시작 약 1년 후 바다에 도달하는 반면

지하집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누설 시작 30년 후를 모델링한 결과

는 나타낸 Fig. 11에서 지하집수조의 유무에 관계없이 삼중수

소의 오염운이 최종적으로는 바다에 도달한 결과로부터 지하

집수조는 삼중수소 오염운의 지연효과만 있을 뿐 차단효과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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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cations of point source leak, virtual Wells OB-1 and
OB-2 and results of particle tracking.

Table 3. Observed vs. Calculated Head.

관측정

NO-1

NO-2

NO-4

NO-5

Observed Head (m)

0.02 

2.67 

0.69 

5.20 

Calculated Head(m)

0.61 

1.13 

1.09 

6.27 

RMS (m)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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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집수조의 지연효과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간

의 경과에 따른 가상의 관정 OB-1(발전소 및 바다 사이에 위

치) 및 OB-2(바다가에 위치)에서의 삼중수소 예상 농도를 계

산하 다(Fig. 12). 이 그림에서 각 관정에서 지하집수조가 없

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삼중수소 농도의 상승속도가 더 빠

른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두 경우 모두에서 일정 농도 이상

이 되면 평형상태에 도달하여 더 이상의 농도 상승이 일어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하집수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삼중

수소 농도가 미국 EPA의 음용수용 지하수 중 삼중수소 농도

제한치 (740 Bq/L)에 도달하는 예상시간은 관정 OB-1에서는

0.6 년 및 2.0년, 관정 OB-2에서는 3.4 년 및 9.8 년이었으며

따라서 관정 OB-1에서는 1.4년의, 그리고 관정 OB-2에서는

6.4년의 지연효과가 각각 관찰되었다(Table 4).

Groundwater Flow and Tritium Transport Modeling at 

Fig. 9.  Equi-potential line(blue line) and migration path of particles (brown line) according to groundwater flow by layer.

Table 4. Expected time for groundwater tritium level to reach US EPA
limit* for drinking water (unit: year).

관정
모델링조건 OB-1

2.0

0.6

OB-2

9.8

3.4

sump가있는경우

sump가없는경우

* US EPA Maximum Contaminant Levels (MCL) of tritium for drinking water 
= 740Bq/L ≒ 2.08×10-9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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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ehavior of contamination plume in 1 year after initiation of leak.

Sump 있는 경우 Sump 없는 경우

Layer 1
Layer 2

Layer 3
Layer 4

Lay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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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ehavior of contamination plume in 30 years after initiation of leak.

Sump 있는 경우 Sump 없는 경우

Layer 1
Layer 2

Layer 3
Layer 4

Lay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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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발전소 부지 내 지하수 특성에 대한 조사 결과, 부지

내 지하수는 발전소 배후의 산기슭에서 발원하여 부지에 유입

된 후 2호기 지하집수조에 의해 중간에서 제거되는 일부를 제

외하고는 모두가 바다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 1발

전소 건물 주변에 6 개의 가상의 점 누설원에서 지속적적으로

삼중수소가 누설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삼중수소의 오염운 거

동을 모델링한 결과, 지하집수조가 삼중수소 오염운이 바다에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못하 으나 어느 정도 지연하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모델링의 결과로부터, 고리 1발전소의 경우 대부분의

지하수의 최종 도달 지점이 바다이기 때문에 비계획적 방출의

조기 감시를 위해서는 누설 가능성이 있는 계통 및 기기와 해

안가 사이에 관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운 중

인 관정의 대부분은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위치임을 확인하

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의 지하수가 유입되는 지하집수조를

지하수 감시용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지하수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만 대중에 대한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부지경계에 관정을 설치하여 부지 외로

삼중수소가 이동하지 않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한편, 고리

1발전소의 경우 대부분의 지하수가 바다로 향하기 때문에 비

계회적 방출 발생으로 인해 추가적인 주민 피폭 경로는 발생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리 1발전소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 수립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지하수 흐름에 대한 모델링 결과, 지하집수조에 의해

중간에 제거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하수가 동쪽 및

남쪽의 해안으로만 도달하고 육상의 다른 발전소 경계로는 이

동하지 않는 만큼, 지하수 감시를 위한 관정은 발전소 내 누설

가능성 있는 계통 및 기기의 지하수 하류방향, 즉 바다방향으

로만 설치해도 충분히 비계획적 방출을 조기에 감시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고리 1발전소에 설치된 관정 NO-1

∼NO-4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외의

사례에서도 비계획적 방출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대중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부지 경계에 관정을 설

치하여 삼중수소가 부지 외로 이동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보

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부 지하수가 유입되는 지하집수조의 역할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즉 지하집수조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

수를 양수함으로써 삼중수소 오염운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긍

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지하수를 감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하집수조는 유입되는 지

하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좁은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수에

대한 감시가 가능한 일반 관정과 달리 광역의 지하수 오염 감

시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정 설치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원전 주변 주민의 피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지하집수조에 모인 지하수도 결국은 계획적 방출에 의

해 바다로 방출되므로 부지 내 흐르는 모든 지하수의 환경에

의 최종 방출지점은 바다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고리 1

발전소 부지 내에서 지하수는 음용수로 사용되지 않는다. 따

라서 오염된 지하수의 환경 방출에 의해서 수 , 해상활동 및

해산물 섭취 등의 기존 경로 외에 새로 추가되는 경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금번 모델링은 기존의 수문지질조사 및 각종

관련 자료의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으나 수집된 자료의 불충

분으로 모델링의 정 도 및 정확도는 추후에 향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 관정의 설치 및 지중매설 배관의

검사 등의 반복 추가 자료조사 그리고 고리 2발전소 부지의

수문지질학 조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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