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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results of groundwater flow system modeling for a hypothetical deep geological repository site, quantitative and 
spatial distributions of groundwater flow rates at the positions of deposition holes, groundwater travel length and time from the 
positions to the surface environment were analyzed and used to suggest a method for determining locations of deposition holes. 
The hydraulic head values at the depth of the deposition holes and a particle tracking method were used to calculate the ground-
water flow rates and groundwater travel length and time, respectively. From the results, an approach to designing a layout of 
deposition holes was suggested by selecting relatively favorable positions for maintaining performance of the disposal facility 
and screening some positions of deposition holes that did not comply with specific constraints for the groundwater flow rates, 
travel length and time. In addition, a method for determining a geometrical direction for extension of the disposal facility was 
discussed. Designing the layout of deposition holes with the information of groundwater flow at the disposal depth can contribute 
to secure performance and safety of the dispos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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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발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고준

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

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전

력 생산을 위해 이용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 의

존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고

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유력한 방안으로서 심층처

분(deep geological disposal)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3]. 심층처분 방식에서는 폐기물을 처분용기에 넣어 지하 

심부에 두고, 그 주변을 완충재(buffer) 등으로 둘러싸는 공

학적 방벽(engineered barrier)으로 봉입하여 지표 환경과 격

리시킨다. 공학적 방벽과 지표 환경 사이에는 암반 및 토양 

등이 존재하는데, 이를 천연 방벽(natural barrier)라고 한다. 

천연 방벽은 공학적 방벽의 특성을 유지시키고, 공학적 방벽

의 파손으로 인해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핵종의 이동 매체가 

되는 지하수의 흐름을 억제하며, 핵종의 이동을 최대한 지연

시켜야 하는 특성이 요구된다[1,4]. 목표로 하는 성능에 따라 

제작될 수 있는 공학적 방벽과는 달리 천연 방벽은 자연 상

태를 그대로 이용해야 하므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

분하기 위해서는 처분장 부지 및 핵종 이동 가능성이 있는 지

하 매체에 대한 상세한 지질, 수리지질, 수리지구화학적 조사

가 필수적이다[4,5]. 

처분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 처분장의 설계를 들 수 있다. 특히 

처분용기가 놓일 처분공(deposition hole)의 배치는 처분용

기의 파손 가능성과 파손으로 인해 누출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처분용기가 놓일 

처분공에는 일정 크기 이상의 단열(fracture)이 없어야 하

고,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 유입이 없어야 하며, 주변의 일정

한 거리 안에 지질학적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변형

대가 없어야 할 것이다[2,4]. 비교적 규모가 큰 선구조나 변

형대는 처분 시설의 전체적인 위치를 결정하는데, 국지적

인 단열이나 지하수 유동량 등은 처분공 하나하나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처분공의 배

치는 처분가능량과 처분비용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2]. 

특히, 처분심도에서의 지하수 유동은 처분장의 안전성

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공학적 방벽에서 누출되는 방

사성핵종의 이동에 끼치는 영향 이외에, 완충재 및 처분용

기에 접촉하게 되는 지하수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파손 및 부

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6,7].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처분공의 수가 처분에 필요한 수보다 많으면 상대

적으로 더 안전한 처분공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지하

수 유동 관련 특성에 대한 기준치가 정해질 경우, 해당 기준

치를 준수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처분공은 처분에 이용하

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수 유동과 관련된 특성을 처분공 

위치 선정 및 배치에 이용하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안하는 

중심단어: 처분공의 배치, 지하수 유동 모의, 지하수 유동량, 지하수 유동 경로

가상의 심층처분 부지의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를 통해 처분 심도에 위치하는 처분공 지점에서의 지하수 유동량 및 해당 지

점에서 지표 환경까지 지하수가 유동하는 경로의 거리와 경로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수량적, 공간적 분포를 분

석하여 그 결과를 처분공의 위치 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하수 유동량은 처분공 위치에서 계산된 지하

수위를, 유동 거리와 경과 시간은 입자 추적 기법(particle tracking)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지하수 유동량 및 유동 거리와 

경과 시간의 공간적 분포를 이용하여 처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별하고 특정한 제한 조건

이 주어진 경우 제외되어야 하는 처분공 위치를 결정하여 처분공 배치에 이용할 수 있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 가지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추가적인 처분공의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다 유리한 확장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처분 심도에서의 지하수 유동 정보를 활용하여 처분공의 배치 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처분시설의 성능 및 안전

성 확보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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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지하수 유동 특성으로 처분심도에서의 지하수 유동

량, 처분공 위치에서 지표 부근의 지하수면까지 지하수가 유

동하는 경로의 길이 및 유동에 걸리는 경과 시간을 선정하고, 

선정된 특성에 대한 수치를 가상의 처분부지에 대한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처분공 

선정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이

용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2. 연구 지역 및 방법

2.1 가상의 처분부지 및 지하수 유동 특성

 

심층 처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현장 조건에서 연

구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마련된 지하 연

구 시설인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Fig. 1. Locations of the study site and hydrogeological observation points (modified fro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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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부근의 수리지질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상의 처분장 

부지를 가정하고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Fig. 1)[2,8]. KURT 

부지 부근의 수리지질학적 환경을 가상의 처분 부지의 수리

지질학적 환경이라고 간주하고, 부지 부근의 심도 500 m 지

점의 적절한 위치에 처분공을 설치한다고 가정하였다. 해당 

위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처분 시스템에 대한 IAEA의 전

문가 검토(peer review)에서 선정된 가상의 처분장 위치이

기도 하다[2]. 전문가 검토를 위해 준비한, 해당 위치에 대한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가 이용되었다. 

KURT 부근의 지형을 보면, 북쪽과 동쪽이 높고 남쪽과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Fig. 1). 

KURT 부근의 지하수 유동 환경은 KURT 부지 및 부지 부근

에서 조사된 지표 자료 및 Fig. 1에 표시된 관측공에서 획득

한 자료를 통해 모의되었다[2,8,9]. KURT 주변의 지하수 유

동 방향은 지표의 고도 변화와 유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계

산되었다(Fig. 2). 주변의 비교적 큰 규모의 지표수계를 고려

한 광역적인 지하수 유동 모의는 고도가 낮은 하천 방향으로 

갈수록 지하수위가 낮아지며, KURT 부지 부근의 국지적인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도 Fig. 1의 지형도와 유사한 공간적

인 분포를 보인다. 다만, 국지적인 지하수 유동 모의에서는 

KURT 부지에서 관측된 단열대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단순화하여 모의한 광역적인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9]. 

2.2 처분공 위치에서의 지하수 유동 특성을 나

타내는 수치의 계산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된 핵종이 지하수에 용해되

어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처분 심도에서의 지하수 유동 특성

을 나타내는 수치들은 적합한 처분공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

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처분공 위치에서의 지하수 유동 

속도 또는 지하수 유동량, 처분공 위치에서 지표까지의 지하

수 유동 경로의 거리 및 해당 거리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경

과 시간 등이 지하수 유동 특성 중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

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처분공이 위치해 있

는 지표면 아래 500 m 처분심도에서의 지하수 유동량, 처분

공 위치에서 지표 부근의 지하수면까지 지하수가 유동하는 

경로의 길이 및 유동에 걸리는 경과 시간을 분석하였다. 처

분공이 설치될 영역의 위치는 Fig. 3(a)에 제시하였으며, 이 

영역에 처분공 사이의 거리를 8 m, 처분 터널 사이의 거리를 

40 m로 설정하여 총 286개의 처분공을 설치하였다[2,3]. 지

하수 유동량, 지하수 유동 경로의 길이 및 경과 시간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2.2.1 처분심도의 지하수 유동량 계산

처분심도의 지하수 유동량은 해당 심도의 단위 면적

당 지하수 유동량을 나타내는 비유동량(specific discharge, 

Fig. 2. Hydraulic heads distributions in the regional and local scale (with fracture structures) groundwater flow models around the KURT site (modi-
fied from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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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Darcy flux[10])에 지하수가 유동하는 면적을 곱해서 구

하였다. 처분심도의 지하수 유동은 주로 단열을 통해 발생한

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유동하는 면적은 단열면의 

면적으로 가정하였다. 계산식은 식(1)과 같다.

Q = KIA =  qA = qwb (1)

이 때, Q는 지하수 유동량, K는 수리전도도, I는 수두구

배(hydraulic gradient), A(=wb)는 유동 방향의 수직 방향 단

면적, q(=KI)는 비유동량, w는 단열의 너비(width), b는 단열

의 간극 크기(aperture)이다.

실제 계산에서는 처분심도의 암반에 존재하는 모든 단열

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처분심

도의 단열 분포에 대한 통계량을 이용하여 지하수의 유동이 

일어나는 단열의 크기와 너비를 결정하였다[11]. I는 지하수 

유동 모의에 이용된 모델 격자와 모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하

수 수두 분포를 통해 계산하였고, 처분공이 위치하는 암반의 

수리전도도(K)는 4.3×10-10 m·s-1, 단열의 너비(w)는 5.2 m, 

간극 크기(b)는 3.6×10-5 m로 하였다[2,11].

2.2.2 처분공 위치에서 지표까지의 지하수 유동경로

처분공에서의 지하수 유동 경로는 지하수 유동량 계산에

서와 같이 KURT 주변의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지하수 유동 경로는 모의된 지하수 유동 결과에

서 각 지점별로 계산된 수두(hydraulic head)를 이용하여 벡

터 형식으로 표시되는 해당 지점들 사이의 지하수 비유동량을

구한 후, 임의의 지점에서 시작하는 지하수 유동을 미리 계산

된 주변 지점의 값을 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추정

하는 방식인 Pollock의 반해석적(semi-analytical) 방법을 이

용하였다[12,13]. 이 방법을 통해 추정된 지하수 유동 경로는 

Fig. 3(b)와 같다. 가상의 처분장 위치에서의 지하수 유동 경

로는 KURT 부근을 지나는 단열대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단

열대를 따라 지표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영역

에서는 지표에 발달된 하천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가상의 처분장 북쪽의 단열대는 처분장을 거쳐 가는 지

하수의 유동 경로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3(b)에 나타난 지하수 유동 경로를 이용하여 각 경

로의 거리 및 경과 시간을 계산하였다. 

3. 처분공 위치에서의 관련 변수 계산 및 
분포 분석

3.1 처분심도에서의 지하수 유동량 분포

처분심도의 처분공 위치가 포함된 영역의 지하수 유동량을 

계산하고 그 양적, 공간적 분포를 도시하였다(Fig. 4). Fig. 4를 포

함한 이어지는 그림들에 표시된 빨간색 점은 처분공의 위치를

나타낸다. 지하수 유동량은 8.37×10-8 ~ 1.14×10-7 m3·yr-1

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Fig. 4(a)). 지하수 유동량의 공

간적 분포를 보면, 가상의 처분장 부지의 북서방향에서 가

장 큰 값을 보이고, 남동 방향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Fig. 3. (a) The area of deposition holes and hydraulic head distribution at the depth of 500 m and (b) a two-dimensional projection of groundwater 
pathways from the position of deposition holes to wate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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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Quantitative and (b) spatial distributions of groundwater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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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Quantitative and (b) spatial distributions of groundwater trave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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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Quantitative and (b) spatial distributions of groundwater travel time.

X (m)Travel time (yr)

Cumulative

5.0×103 1.0×104 1.5×104 2.0×104 2.5×104 3.0×104

Frequency

(yr)

3.0 ×104

2.5 × 104

2.0 × 104

1.5× 104

1.0× 104

5.0× 103

Y 
(m

)

Cu
m

ul
at

iv
e 

re
la

tiv
e 

fre
qu

en
cy

Fr
eq

ue
nc

y

0

200

150

100

50

0

1.00

0.80

0.60

0.40

0.20

0.00

100

80

60

40

20

0
100 200 300 400N

(a) (b)



Nak-Youl Ko et al. : Arrangement of Disposal Holes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Groundwater Flow

JNFCWT Vol.14 No.4 pp.321-329, December 2016 327

나타난다(Fig. 4(b)). 이는 비교적 고도가 높은 북서 방향의 

수두구배가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500 m의 

깊은 심도에 있는 암반대수층에서의 매우 작은 지하수 유동

량으로 인해 처분심도에서의 지하수 유동량은 KURT 부지 

주변의 단열대와 지표의 하천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지하수 유동량 분포가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3.2 지하수 유동 경로의 길이와 경과 시간 분포

지하수 유동량 분포가 비교적 단순하게 나온 것에 비해, 

지하수 유동 거리 및 경과 시간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둘 모두 작은 수치와 큰 수치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 이봉형

(bimodal) 분포를 보인다(Fig. 5(a), 6(a)). 이는 유동 거리 및 

경과시간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가로 방

향 300 m 부분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처분공에서의 지

하수 유동 경로가 KURT를 지나는 단열대의 영향을 받아 비

교적 짧은 유동 거리와 경과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300 m를 중심으로 서쪽의 처분공은 지표의 하천방향으로 지

하수 유동 경로가 형성되어 보다 긴 이동 거리와 경과 시간

을 갖는다(Fig. 5(b), 6(b)). 지하수 유동량의 분포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하수 유동량이 처분심도만의 환경을 고

려하여 나타나지만, 유동 거리 및 경과 시간은 처분심도에서 

지표 부근에 해당하는 지하수 유동 영역 전체의 영향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단열대와 하천을 포함하여 지하수 유동

계의 경계 조건이 될 수 있는 지표수계의 존재가 지하수 유동

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보인다.  

4. 토의 

처분공의 위치는 처분부지의 특성 및 처분심도의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의 연

구 결과에서 제시한 처분심도에서의 지하수 유동량, 지하수

의 이동 거리, 이동 경과 시간 등을 이용하여 처분공의 위치

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처분용기의 부식이 지하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면, 부식에 의한 용기 파손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하

수 유동량이 적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처분심도

의 지하수 유동량 분포에 따라 가상의 처분장의 남동 방향을

우선적으로 처분공 위치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만

약 처분심도에서 처분공의 위치에 해당하는 지점의 지하수 

유동량이 1.1 × 10-7 m3·yr-1이하여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제시된다면, 가로 방향으로 0 ~ 100 m에 위치한 처분공 위

치 중에서 일부는 처분공으로 이용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

에 따라 처분시설의 배치도 변경되어야 할 수 있다(Fig. 7a). 

Fig. 7. Suggested layouts of deposition holes for compliance with each 
constraint of (a) groundwater flow rate, (b) travel length and (c) travel time. 

X (m)

(m3·yr -1)

1.2 ×10-7

1.1 × 10-7

1.0 × 10-7

9.0 × 10-8

8.0 × 10-8

Y 
(m

)

0

200

150

100

50

0
100 200 300 400N

X (m)

(m)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Y 
(m

)

0

200

150

100

50

0
100 200 300 400N

X (m)

(yr)

3.0 ×104

2.5 × 104

2.0 × 104

1.5× 104

1.0× 104

5.0× 103

Y 
(m

)

0

200

150

100

50

0
100 200 300 400

N

(a)

(b)

(c)



JNFCWT Vol.14 No.4 pp.321-329, December 2016

Nak-Youl Ko et al. : Arrangement of Disposal Holes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Groundwater Flow

328

유사한 방법이 지하수 유동 경로의 길이 및 경과 시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천연 방벽에서 지하수에 용해되

어 이동하는 핵종이 지표 환경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핵종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작으로 흡착

(adsorption)이나 흡수(absorption) 등이 있으며 이를 통틀

어 수착(sorption)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핵종의 이동 거리가 

길수록, 또한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이런 현상

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며, 그에 따라 핵종에 의한 방사선학

적 영향도 줄어들 수 있다. 

경로의 길이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보면, 가로 방향으

로 200 ~ 300 m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리가 상대적으

로 길게 계산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 위치한 처분공은 핵종 

이동 지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있게 된다. 이는 이

동 경과 시간 분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동 거

리가 1,000 m 이상이라거나 지하수 유동에 걸리는 경과 시

간이 15,000년 이상 걸리는 지점에 처분공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가로 방향으로 300 m 지점 동쪽

에 있는 처분공의 일부는 처분에 이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

(Fig. 7(b), 7(c)). 

조건에 따른 처분공 위치의 선별 결과는 처분공이 추가

로 필요할 경우에 처분 시설의 확장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용할 수도 있다. 핵종의 이동 지연에 유리한 방향을 찾는다

면, 가상의 처분장의 동쪽이나 북동쪽 방향으로 처분시설을 

확장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하수 유

동에 의한 부식의 억제까지 고려한다면 가상 처분장의 동쪽 

중앙부로 확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Fig. 7). 

5. 결론 

KURT 부지에 가상의 심층 처분장을 가정하고, 부지에 

대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처분공 위치에서

의 지하수 유동량, 지하수의 유동 거리 및 지표 환경까지의 

도달 시간 등을 계산하여 그 분포를 수치적, 공간적으로 파

악하여 해당 자료들이 처분공의 위치를 선정할 때 어떻게 이

용될 수 있을지를 제시하였다. 지하수 유동량은 지형의 영

향을 받아 비교적 단순한 공간적 분포를 보이지만, 처분공 

위치에서 지표 환경까지 지하수가 유동하는 경로의 거리와 

경로를 지나는데 걸리는 경과 시간은 유동 경로가 주변의 단

열대를 통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소 복잡한 공간적 분포

를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처분공 위치가 처분장 성능요

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위치인지를 판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

으며, 처분공이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 어느 방향으로 처분

장이 확장되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할 때 기본적인 판단자료

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처분공 위

치에 대한 정보 및 그것을 작성하는데 이용된 방법들은 처분

시설의 기본적인 배치(layout)을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

며, 처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처분심도에서의 

지하 환경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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