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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geological parameters such as lithology, geological structure, earthquake,

hydraulic geology, geochemistry, geological engineering, and geothermal in order to select potential sites for

HLW(high-level radioactive waste) geological disposal. In particular, the geological lineamen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geological parameters and can be used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site selecting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HLW repositories. In this paper, the Finnish lineament classification method for HLW

disposal site selection through the lineament analysis was applied to the lineament data in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we used previous lineament data from the KIGAM(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nd obtained new lineament data from the field geologists such as structural geologist,

paleoseismologist, and geomorphologist.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new lineament analysis data, we used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s and hill-shade relief maps which were constructed by a digital elevation model. In the

prevailing direction analysis from the acquired lineament data, the NNE-SSW direction was the most dominant, but

the ENE-WSW and NNW-SSE directions also showed highly frequency depending on the experts. Applying the

Finnish classification method, the geometric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the lineament corresponding to the

Class 1 and 2 used for the wide-wide candidate site were compared. As a result of direction analysis for Class 1,

the NNE-SSW direction was the most dominant and the WNW-ESE direction also showed a high frequency. In the

case of Class 2, the NNE-SSW is the most prevalent and WNW-ESE or ENE-WSW direction also had highly

frequency depending on the experts. Different lineament analysis results based on the same data are interpreted as a

result of subjective experience and analytical criteria from the every exper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tegrated criteria and consider geophysical data for the publication of reliable nation-wide lineament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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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위해서는 암종, 지질구조, 지진, 수리지질, 지구화학, 지질공학 및 지열 등과

같은 다양한 지질학적 인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선형구조는 다양한 지질인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과 같은 국가 중요시설물의 후보부지 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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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구조분석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광역 처분부지 선정을 실시한 핀란드

의 선형구조 분류 방법을 국내 선형구조 자료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보유한 선형구조도와 신규로 구조지질학, 고지진학, 지형학 전문가들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선형구조 자료를 분석에 이

용하였다. 새로운 선형구조 분석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반도 지역을 최근에 촬영한 위성영상과 국토지리정보

원에서 제공하는 수치표고모델로 제작한 고해상도의 음영기복도를 이용하였다. 취득한 자료들의 전체적인 방향성 분

석 결과에서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이 가장 우세하게 관찰되었지만, 분석자들의 판독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동북동-서남

서 및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선형구조들도 높게 판독 되었다. 핀란드의 분류 방법을 적용하여, 광역후보부지 선정에

사용되는 등급 1과 등급 2에 해당되는 선형구조들의 기하학적인 발달특성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에서는 전체

적으로 등급 1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선형구조도 빈

도가 높게 나타났다. 등급 2의 경우에도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선형구조가 가장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분석자에

따라 서북서-동남동 또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선형구조도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선

형구조분석에서도 상이한 판독 결과를 보이는 것은 판독자의 주관적인 경험 및 기준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

다. 따라서 신뢰도 높은 한반도 광역선형구조도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자료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통

합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지구물리탐사자료와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주요어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후보부지, 지질인자, 선형구조

1. 서 론

원자력발전은 효율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장점이 있

지만, 발전 후 남은 사용후핵연료 등과 같은 고준위방

사성폐기물의 처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장기안정성(long term

safety)이 보장되는 심지층 내에 다중방벽(공학적방벽과

천연방벽)을 이용하여 고준위폐기물의 방사능 누출을

막는 심지층처분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LBNL & SNL, 2016). 하지만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우라늄의 독성이 천연 우라늄광상 수준으로까

지 감소하는데 최소 1만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IAEA, 2011). 따라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장은 최소 10만년 이상의 지질 안정성이 보장

되는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Chae et al., 2017).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약 75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

자력발전소 내에 있는 임시저장소에 총 약 1만 5천톤

의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되어 있다(KORAD, 2016). 하

지만 2019년에는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임시

저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러한 현실에서 국내에서도 장기 지질 안정성이 보장되

는 후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지질요소별 고려 항목

및 기준 수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KIGAM,

2012).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

기물 지층처분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암종, 광상, 단층,

선형구조, 지진, 지열, 융기/침하, 지하수 등의 주요 지

질 항목들에 대해서 전국규모의 지질환경정보도를 작

성하고 있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장 광역

후보부지선정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KIGAM, 2017).

일본에서는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이루

어져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신뢰성 높은 활성단층

도를 발간하였으며, 이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지층처분

을 위한 후보 부지를 선정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하지

만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단층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활

성단층이 보고된 위치에 대한 점데이터(point data) 정

보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다양한 지질학적 인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선형구조 자료가 광역 후보부지 선정

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

처분장 확보에 가장 앞서 있는 핀란드의 선형구조 분

석 및 분류 방법을 한반도 선형구조 자료에 적용하였

다. 핀란드는 1983년부터 부지선정 작업을 시작하여 1)

광역부지조사 단계(1983~1985), 2) 부지특성조사 단계

(1986~1992), 3) 상세조사 단계(1993~2000), 4) 부지

확정 단계(1999~2001)와 같이 총 4단계의 과정을 거

쳐 2001년에 올킬루오토(Olkiluoto)를 최종 부지로 결

정하였다(Chae et al., 2017). 핀란드의 경우, 광역부지

조사단계에서는 선형구조 분석만을 이용하여 총 327개

의 후보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TVO, 1992). 본 연구

는 핀란드의 광역부지조사 단계에 해당하므로 연장성

이 좋은 대규모 선형구조(≥2.5km)들을 우선적으로 선

별한 후 핀란드의 선형구조 분류법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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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형구조와 연구방법

선형구조(lineament)는 지표상에서 단층, 파쇄대, 지

질경계등과 같은 대규모 지질구조적 특성들이 반영되

어 뚜렷한 직선 혹은 완곡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

한다(O’Leary et al., 1976). 일반적으로 선형구조 분

석은 지구조적 진화특성 규명과 같은 순수지질학적 분

야에 사용되었으나(Lee et al., 1997; Pérez-López et

al., 2005), 최근에는 대규모 토목공사나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국가중요 시설물의 부지 조사 단계에서 단

층대를 인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거나 지하수 및 지하자

원 부존 탐사 등 다양한 응용지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04; Kim & Lim, 2006; Austin and

Blenkinsop, 2009; Oh et al., 2011). 전통적인 선형

구조 분석방법은 입체경을 이용하여 과거에 촬영되었

던 항공사진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최근에

는 활성단층을 인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와 같은 고해상도 항공영상

및 위성영상 자료를 함께 이용하기도 한다(Arrowsmith

& Zielke, 2009; Begg & Mouslopoulou, 2010).

선형구조의 판독은 대상 자료의 특성 및 축척 등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한반도

광역선형구조 분석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기존에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보유한 한반도 선형구조 분석 자

료를 활용함은 물론 추가적인 전국규모 선형구조 분석

을 실시하여 신규 자료들을 취득하였다. 기존 한반도

광역선형구조 분석 자료는 위성영상(Landsat TM)과

음영기복도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분석된 자료이며, 본 연구에서는 신규로 취득한 자료

는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최신 위성영상(Landsat

ETM+)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로 제작한 고해상도의 음영

기복도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분석단

계에서는 분석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영향을 최

소화 하고 신뢰성을 확보를 위하여 선형구조분석과 관

련하여 다양한 분야, 즉 구조지질학, 고지진학 및 지형

학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각각의 신규 분석 자

료들을 취득하였다. 광역후보 부지선정에 필요한 객관

적인 선형구조 분석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25만 축적

의 해상도를 기본 축척으로 선정하였고, 분석자료가 광

역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2.5 km 이상의 연장성을 가지는 선형구조만을

Fig. 1. Source data for linea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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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여 이번 연구에 사용하였다. 분석된 선형구조 자

료들은 Esri사의 Arc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간정

보를 부여하는 디지털화 작업 및 기초적인 기하학적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준위방폐장 부

지선정을 위한 선형구조 분석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핀란드 지질조사소(GTK)를 직접 방문하여 선형

구조 분석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획득한 선형구조자료들을 분류하고 그 결

과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3.핀란드의 광역후보지 선정을 위한 선형구조

분석 및 분류 방법

핀란드의 고준위방폐장 광역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선형구조 분석의 기본 원칙은 대규모 선형구조들에 의

해 구획되어지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암반블록을 선

정하는 것이다(Fig. 2). 대규모 선형구조는 기존의 단층

대 혹은 단열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규모 선

형구조가 발달한 지점을 따라서는 향후 다시 재활성

(reactivation) 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규모 선형구조에

의해서 구획되는 블록의 안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

한 지역으로 간주된다. 블록들의 안쪽 지역에 발달하

는 다수의 소규모 선형구조들에 대해서는 본 단계 이

후에 진행되는 부지특성단계 및 정밀조사단계에서 이

들을 평가 할 예정이다.

선형구조는 다양한 기초 자료(Source data)를 활용하

여 분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자료로 분류된다.

먼저 지형·지질학적 자료에 해당되는 LiDAR 영상, 수

치표고모델, 기반암 분포도, 위성영상, 항공사진, 지질

도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자력 및 중자력 등과 같은

지구물리학적 자료가 있다. 선형구조 분석은 우선 각

각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이 완

료된 각각의 선형구조들을 상호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통합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된 선형구조들은 길이와 폭을 기준으로

총 4개의 등급(class)으로 구분한다(Table 1). 선형구조

의 폭은 길이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인자가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적용된다. 먼저 등

급 1은 20 km 이상의 연장성을 가지는 선형구조, 등급

2는 5 km 이상 20 km 미만의 연장성을 가지는 선형구

조, 등급 3은 1 km 이상 5 km 미만의 연장성을 가지는

선형구조, 마지막으로 등급 4는 1 km 미만의 연장성을

가지는 선형구조이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광

역부지조사 단계에서는 후보지로 선호하는 지역, 즉 목

표지역(target area)과 조사지역(investigation area)을

선정한다. 목표지역은 등급 1과 등급 2에 해당되는 선

형구조들에 의해 구획되는 약 100 ~ 200 km2의 면적

을 가지는 블록이며, 조사지역은 선정된 목표지역들 중

에서 등급 2와 등급 3에 해당되는 선형구조들에 의해

제어되며 5 ~ 10 km2의 면적을 가지는 블록으로 정의

된다(Fig. 3).

Fig. 2. Conceptual diagram of block mosaic structure of

the bedrock(from Seppo and Timo, 2017).

Table 1. Finnish lineament classification criteria

Categories Classification Criteria

Class 1
The width of the lineament is approximately 1 km and the corresponding length of the zone is dozens or 

hundreds of kilometres.

Class 2 The width of the lineament is hundreds of metres and the length varies from 5 km to tens of kilometres.

Class 3 Lineaments inside the target area, length <5 km, width from tens of metres to a hundred metres.

Class 4 Lineaments inside an investigation area, length >1 km, the number of which should be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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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형구조 분석 결과

4.1. 기존 자료의 분석 결과 설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선형

구조 분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전국규모의 심지층처

분 후보부지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기존 자료들을 취

합한 선형구조 분석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KIGAM,

2012). 이 자료는 염병우 외 (2004)가 위성영상자료

(Landsat TM)를 바탕으로 작성한 선형구조도를 기반

으로 한 것으로, 남한에 총 5676개의 선형구조가 독립

적 혹은 서로 교차하며 발달하는 양상이 인지되었다

(Fig. 4a).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비 약 50%이상의

선형구조가 4 km 미만에 해당되며, 약 90%의 선형구

조가 8 km 이하의 연장분포 특성을 가진다(Fig. 4b).

선형구조는 전체적으로 북북동-남남서 내지 북동-남서

와 서북서-동남동 방향이 우세하였고, 누적길이별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Fig. 4c). 또한 Kim

et al. (2004)에 의해 개발된 ‘‘Lineament analysis

v1.0’’ (ESRI사 ArcView GIS의 extension)을 사용한

밀도분석에서는 남한 전체평균의 개수밀도 값은 약

0.062(n/km2)이고 길이밀도 값은 0.300(km/km2)이었으

며, 이를 노멀라이징(Normalizing)한 값을 적용한 분포

도를 제시한바 있다(Fig. 4d~g).
Fig. 3. Example of identification of target and investigation

area(from Seppo and Timo, 2017).

Fig. 4. Previous lineament data from KIGAM (2012). (a) Lineament map, (b) Length distribution of lineaments, (c) Rose

diagrams of lineament direction(upper) and accumulated length direction(lower), (d) Lineament count density map, (e)

Normalized count density map(count density: 0.062), (f) Lineament length density map, (g) Normalized length desity

map(length density: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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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자료에서 제시된 선형구조들은 대도시 주변

과 평야지대에서 밀도가 낮거나 연장성이 안 좋은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선형구조 판독과정에서 인공구

조물이나 충적층의 피복에 의해 판독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평균의 개수밀도와 길이밀도 값을 임

계기준(Critical criterion)으로 결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지선정에 있어 적합한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

히, 기존 지질도에서 기재된 단층정보를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는 점은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 자료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KIGAM, 2012).

4.2. 신규 선형구조 분석 자료 및 상호 비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자료의 신뢰성 검증 및

보완 측면에서 이번 연구를 위해 구조지질학 전문가(이

하 전문가 A), 고지진학 전문가(이하 전문가 B), 지형

학 전문가(전문가 C)의 다학제적 분석 자료를 신규로

취득하였다(Fig. 5~7).

먼저 전문가 A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형구조는

총 1376개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가장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선

형구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Fig. 5). 다음으로 전문

가 B는 총 687개의 선형구조를 판독하였다. 가장 발달

Fig. 5. Lineament map from the expert A. Fig. 7. Lineament map from the expert C.

Fig. 6. Lineament map from the exper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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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높은 방향은 북북동-남남서 내지 북동-남서 방

향이며, 북서-남동 방향의 선형구조도 상대적으로 빈도

가 높게 분석되었다(Fig. 6). 마지막으로 전문가 C에

의해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면, 총 1227개의 선형구조

가 판독되었다. 선형구조의 우세한 발달 방향은 남-북

내지 북북동-남남서 방향이다(Fig. 7).

분석된 선형구조 자료들의 특성을 상호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이 가장 우세하게 관찰

되었다. 하지만 분석자들에 따라 동북동-서남서, 북서-

남동 및 남-북 방향의 선형구조들도 높게 판독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판독자들의 전공지식에 기초한

판독기준의 차이 및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4.3.고준위방폐장 광역 후보부지선정을 위한 핀란드

선형구조 분류 방법 적용 결과

앞서 기술한 핀란드의 선형구조 분류 기준을 기존

자료와 신규로 획득한 3개의 선형구조 분석자료들에

적용하여 각각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Table 2),

Table 2. The number of lineaments of each class in

accordance with the Finnish GTK lineament classification

criteria

KIGAM Expert A Expert B Expert C

Class 1 62 182 32 28

Class 2 1644 952 344 932

Class 3 3952 241 293 267

Class 4 18 1 18 0

total 5676 1376 687 1227

Fig. 8. (a) Result of lineament analysis from the previous

KIGAM data in accordance with the Finnish lineament

classification(red line: Class 1 lineament, yellow line:

Class 2 lineament, green line: Class 3 lineament), (b) Rose

diagram of Class 1 lineaments, (c) Rose diagram of Class 2

lineaments.

Fig. 9. (a) Lineament analysis from the expert A data using

the Finnish lineament classification(red line: Class 1

lineament, yellow line: Class 2 lineament, green line: Class

3 lineament), (b) Rose diagram of Class 1 lineaments, (c)

Rose diagram of Class 2 lineaments.



174 고경태 · 김유홍 · 이홍진

이를 적용한 선형구조도를 도시하였다(Fig. 8~11). 먼

저 기존 자료에 대해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등급 1

은 62개, 등급 2는 1644개, 등급 3는 3952개, 등급 4

는 18개 이다. 분류 결과에 따르면 등급 1에 해당되는

선형구조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이 우세하였으며, 등급

2에 해당되는 선형구조에서는 등급 1과 유사하게 북북

동-남남서 방향이 가장 우세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북서

-동남동 방향의 선형구조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Fig. 8). 기존의 분석결과(Fig. 4)와 비교하면, 등급 2에

해당되는 선형구조의 방향 특성과 매우 잘 일치한다.

하지만 등급 1에 해당되는 선형구조들은 기존의 선형

구조 분석 결과보다 명확하게 우세한 방향성을 보인다.

전문가 A의 자료를 분류한 결과, 등급 1은 182개,

등급 2는 952개, 등급 3은 241개, 등급 4는 1개 이다.

등급 1에 해당되는 선형구조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선형구조의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등급

2에 해당되는 선형구조에서는 등급 1과 유사하게 북북

동-남남서 방향이 우세하며, 등급 1과는 달리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선형구조가 두 번째로 우세하게 나타났

다(Fig. 9).

전문가 B의 자료를 분류한 결과, 등급 1은 32개,

등급 2는 344개, 등급 3는 293개, 등급 4는 18개 이

다. 등급 1에 해당되는 선형구조는 북북동-남남서 방향

과 서북서-동남동 방향이 우세하였으며, 등급 2에 해당

되는 선형구조에서는 북북동-남남서 내지 북동-남서 방

Fig. 10. (a) Lineament analysis from the expert B using the

Finnish lineament classification(red line: Class 1

lineament, yellow line: Class 2 lineament, green line: Class

3 lineament), (b) Rose diagram of Class 1 lineaments, (c)

Rose diagram of Class 2 lineaments.

Fig. 11. (a) Lineament analysis from the expert C using the

Finnish lineament classification(red line: Class 1

lineament, yellow line: Class 2 lineament, green line: Class

3 lineament), (b) Rose diagram of Class 1 lineaments, (c)

Rose diagram of Class 2 line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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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가장 우세하고 상대적으로 북서-남동과 서북서-동

남동 방향의 선형구조들도 빈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Fig. 10).

전문가 C에 대해 분류한 결과에서는 등급 1은 28개,

등급 2는 932개, 등급 3는 267개, 등급 4는 없었다.

우세한 방향을 살펴보면 등급 1에 해당되는 선형구조

는 남-북 방향이 가장 우세하였으며, 등급 2에 해당되

는 선형구조에서도 등급 1과 유사하게 남-북 방향이

가장 우세하지만 상대적으로 북북서-남남동 내지 북동

-남서 방향의 선형구조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Fig. 11).

5.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확보한 각

각의 선형구조자료들에 대해 기하학적인 분석과 핀란

드의 고준위방폐장 후보지 선정에 이용된 선형구조 분

류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선형구조

분석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분석자의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 판독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대도시나 충

적층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에서의 선형구조의 연장길

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분석자들의 전공에 따른 주관

적인 해석 차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 8~11). Fig. 12와 같이 분석자에 따라 4개의 선

형구조 혹은 하나의 선형구조로 다르게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상의 차이는 선형구조 등급

구별에 있어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통

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

는 고민이 필요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기존 선형구

조도를 포함한 총 4개의 선형구조 자료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선형구조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서는 명확한 기준설정과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

요하다. 서로 일부만 중첩되거나 양끝이 불일치하는 경

우에는 기존에 발간된 도폭에 기재된 단층의 자료를

바탕으로 길이를 결정하거나 광역 항공물리탐사자료를

반영하여 이들의 연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넓은 충적층 지역에서 선형구조의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핀란드의 경우와 같이 항공물리탐사자료가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Fig. 13). 이를 위해 저자들

은 현재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획득한 항공자력탐사자

료를 처리중이며 통합과정에서 이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준위방폐장 후보지 선정에 적합한

새로운 선형구조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

라는 핀란드에 비해 매우 복잡한 지구조 환경 및 지질

-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핀란드의 길이별 분

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

다. 따라서 핀란드의 선형구조 분류 기준을 그대로 받

아들이기 보다는 우리나라 선형구조의 길이 분포 특성

을 반영한 새로운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로 핀란드의 경우, 광역 선형구조 자료 중 등급 1은

약 10%, 등급 2는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최종적인 선형구조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추

가적인 분석 및 자료들 간 통합으로 우리나라 선형구

조 자료의 길이 분포 특성에 맞는 고준위방폐장 후보

부지 선정을 위한 새로운 분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주지역에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완료

하여 현재 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중저준의 방폐장 부지

의 선정 과정에서도 사회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

Fig. 13. Interpretation of geophysical lineaments(from

Paananen & Kuivamäki, 2007). Black area: Investigation

Area, White line: Magnetic lineament, Blue line: Electro-

magnetic lineament.

Fig. 12. The principle of linking coordinated lineaments

(from Seppo and Timo, 2017). a) Four coordinated lineaments

are judged to represent the same linear feature. b) The

coordinated lineaments are linked together into a single

linked lineament.



176 고경태 · 김유홍 · 이홍진

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

은 중저준위 방폐장보다 더욱 높은 장기지질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후보지 선정과

정은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장기지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인자들

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부지 선정

과정이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예

비 선형구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신뢰도 높은 한반도 선형구조도를 발간할 예정이

며, 이는 우리나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장 선

호지역(목표지역과 조사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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