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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연구를 통하여 중저준위 처분장 안전성 및 성능평가에 관련하여 처분장내 핵종 이동, 생태계
평가, 콜로이드 및 킬레이터에 의한 핵종 이동가속화 현상에 관한 상세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GoldSim으로 이행하여 종합평가 프로그램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템
플릿으로 개발한 후, 이 템플릿을 이용하여 처분장내에서 콜로이드와 킬레이터 등에 의한 핵종이
동 가속화 현상을 GoldSim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활용하여 모델링하고 이에 대한 유용성을 보이
기 위하여 가상입력자료에 대하여 이 들 콜로이드와 킬레이터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대하여 결정
론적, 확률론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Abstract
A modeling study and development of 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program
template, by which assessment of safety and performance for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with
normal and/or abnormal nuclide release cases can be made has been developed. Colloid and
chelator facilitated transport that is believed to result for faster nuclide transport in various media
involved both in the geosphere and biosphere has been evaluated deterministically and
probabilistically to demonstrate the capability of the template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To
this

end

colloid

and

chelator

facilitated

nuclide

transport

has

been

modeled

rather

strainghtforwardly with assumed datat through this study by utilizing some powerful function
offered by GoldSim. An evaluation in view of apparent influence of colloid and chelator on the
nuclide transport in the various media in and around a repository system with data assumed are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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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에서의 핵종 유출에 관련되어 주요한 정상 및 사고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평
가 도구를 상용 프로그램 개발도구인 GoldSim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상세핵종이동 모델
을 기반으로 처분시스템의 선원항, 근계영역, 원계영역, 그리고 생태계 등 처분시스템 각 요소에
상응하는 각 단위 모델에 대해 GoldSim 모듈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한 후, 이를 통합하여 다차원
핵종거동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과 상응하는 다양한 입력자료를 포함하는 상세한 종합
성능평가 (TSP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프로그램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도
구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하여 이를 통하여 처분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종 유출 시나리오를
가상의 입력자료와 함께 평가하였고 이는 관련된 다른 기술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였다.[1-2]
이 보고서의 내용은 템플릿 개발 등에 관하여 다른 기술 보고서에서 상세히 논의된 내용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는 사일로나 용기의 방벽기능이 어떤 이유에서든 소멸된 후, 침투된
지하수에 의해 처분장내 폐기물 용기를 빠져 나온 핵종은 자연스럽게 근계 영역 및 원계 영역내
다양한 매질을 지하수의 유동과 함께 이동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사일로에 근접하든지, 또는 그
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격되든지에 관계없이 우물이 처분시스탬내에 굴착되는 시나리오의 경우에
는, 사일로를 통해 나온 모든 지하수는 정상 시나리오처럼 유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경우
로서 이와 같이 우물이 굴착되지는 않더라도 근계 영역내 처분 시스템에 발생된 문제가 핵종의
유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고, 원계영역에 지진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지하수 유동
경로가 바뀔 수 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지하수 유동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게 된다.
가령 처분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지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지진에 의해 단층이 갑
자기 생성되어 원계영역의 유동 및 이동 경로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다. 이 외에도 근계 영역내의 어떤 변화에 의해 핵종의 유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를 통해 논의된다.
보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Gold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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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코드는 좌표계상으로서는 사실상 차원을 깆지 않는 무차원이지만, 이는 곧 핵종의이동방
향을 따라 나가는 다차원적인 평가를 사실상 의미하는 것이어서, 모든 가능한 방향으로의 핵종의
유출과 이동을 모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되어 아주 큰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대로 장점으로 되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능한 한 실질적이고 보다 덜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지하 처분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지하수에 의한 핵종의 이동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메카니즘이다. 그렇지만 자연 지하수내에는, 산화물이나 수산화물, 유기산, 광물 입
자 등 여러 가지의 콜로이드 입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대부분의 콜로이드는 표면에 전
하를 띠고 있어 금속 이온 등을 흡착하게 된다.
이렇게 수μm이하 수nm이상의 미세한 입자를 총칭하여 천연 콜로이드라고 부르기로 한다. 일반
적으로 지하 매질중에 존재하는 콜로이드는 점토 입자, 부식, 토양 용액으로부터 석출된 철, 알루
미늄, 망간, 실리카등의 불용성의 산화물이나 수산화 화합물, 혹은 생물로부터 유래된 단백질, 셀
룰로오스, 거대 유기 분자 또 유기 무기 복합체 등이 될 수 있다.
지하 매질내의 핵종의 이동은 언급한대로 균열이나 공극내에 존재하는 지하수의 이류적 유동, 또
는 농도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와 같이 지하수내에 존재하는
천연 콜로이드에 흡착되었을 경우, 핵종 단독 이온상태로서의 이동의 경우와는 크게 다를 수 있
게 된다. 물론 콜로이드 입자의 광물 표면에 흡착된 핵종이 매질내에서 여과를 통한 이동의 억제
가 되는 경우 결국 이동이 지연되는 경우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반대로, 사이즈나 이온간의
배척 등의 메카니즘에 의해 핵종을 가진 콜로이드, 즉 유사 콜로이드의 입자가 보다 큰 균열이나
유속이 큰 경로를 선택적으로 통과하게 되므로서 오히려 그 이동이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근래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적인 예로서 미국 네바다주의 핵실험 사이트에서는, 지하수중의 용해도가 낮고 지
극히 이동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던 플루토늄이 콜로이드와 결합되어 이동이 촉진되어 사이트
로부터 1 km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검출된 경우도 있다. [3]
한편 셀루로스 분해화합물 및 EDTA와 같은 제염화학제가 주요 착화물로서 처분된 폐기물내에 폐
기물과 함께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 대개 그 함유량은 무게로 0.006 wt%이하이지만 이들도 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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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와 마찬가지로 핵종의 이동에 영양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착화제로서의
chelating agent (킬레이터)는 이 연구를 통하여 콜로이드와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동일한 것으
로 간주한다. 물론 콜로이드는 가역적으로 핵종의 흡탈착을 허용하고 킬레이터는 흡착만을 허용
하는 비가역적이라는 성질을 일부 고려하여 콜로이드와 킬레이터의 반감기를 서로 상이하게 고려
하여 콜로이드는 106년을 갖게 되어 사실상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 킬레이터는 이 보다
짧은 103년을 그 반감기로 가정하였디. 이는 이 연구를 통하여는 이들에 관련된 제반 메카니즘에
따른 입력자료의 부재와 함께 콜로이드와 킬레이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사하는데
그 주요한 기능이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2. 핵종이동 가속화 현상 모델링 및 평가
2.1. 콜로이드 및 착화물의 영향에 대한 GoldSim 모델링 방법론

GoldSim을 이용한 콜로이드나 킬레이터에 의한 핵종 가속화 현상을 모델링 하는 것은 그리 어려
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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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issolved_Conc_in_Fluid

GoldSim은 부유고체가, 가령 어떤 cell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GoldSim에서는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Dissolved_Conc_in_Fluid를 output으로 생성시켜, 액체내 (여기에서는 지하수)
에 녹아 있는 핵종 농도를 제공해주게 된다.
이렇게 부유고체가 매질로 있는 경우, 그림 2에 도시한 대로 GoldSim은Dissolved_Conc_in_Fluid,
adsorped concentration, 그리고 effective concentration의 개념을 따로 정의하여 계산을 해주고,
부유 고체 매질이 이렇게 정의될 때, 즉 만일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solid가 액체에 떠 있는 경
우에 대해서는 GoldSim은 액체내 핵종의 농도는 유효농도 (effective concentration)로서 계산한다.
이는 즉, 부유고체 (suspended solid)에 붙어 이동된 핵종도 지하수중의 농도와 함께 총 유효농도
에 포함되어 계산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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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issolved_Conc_in_Fluid, adsorped concentration, 그리고 effective concentration의 개념
스케치

그림 3. WasteCell에서 부유고체 매질로서의 colloid와 Chelator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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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에 녹아 있는 핵종과 부유고체에 붙은 핵종 모두는 advective mass flux link (이류적 질량 플
럭스 링크) 를 통해 다른 cell이나 pipe pathway로 이동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cell간에 Advective
mass flux link가 존재하고, 이동 대상이 되는 downstream (inflow) cell에 그 solid가 매질로서만
specify되어 있는 것으로 잘 기술될 수 있게 된다. particulate로서 부유고체는 이동 목적지로서
inflow cell로 advection을 통하여 이동되게 된다. 이 때 outflow cell에서는 최초 부유고체가 부유
고체임을 specify하기 위해 그림 3에서 처럼 “S” 네모 박스에 suspended상태라고 체크되어 있어
야 하지만, inflow cell에서는 더 이상 박스에 체크될 필요는 없고, 단지 부유고체가 매질로서만
specify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만일 inflow cell에 부유고체가 suspended라고 체크되어 있지도 않고, 매질로서 specify
도 되어 있지 않으면, GoldSim은 이 고체부유물, 즉 solid particulate는 inflow cell로 들어 가기 직
전에 모두 걸러져 “filtered out”되어 outflow cell에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이는
filteration 기능을 기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GoldSim은 박스에 suspended가 체크되어 있지 않
으면, 추가적인 Dissolved_Conc_in_Fluid output도 계산해 주지 않는다.
Advective mass flux link가 cell이나 pipe같이 다른 형태의 pathway와 링크된 경우라도 부유고체로
서 particulate는 항상 유동되는 액체를 따라 함께 이동되는 개념이 된다.
cell pathway뿐만 아니라 GoldSim에서는 당연히 pipe pathway내에서도 부유고체에 대한 모사가
가능한데, 이 역시 pipe내에 부유고체를 specify하므로서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solid는 pipe
를 통해 이류나 분산적으로 이동은 가능하더라도 흡착에 의한 지연이나 여타 특정한 storage
zone 등에 머무는 것을 모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콜로이드나 킬레이터 등 부유고체
에 흡착된 핵종은 언제나 지하수의 유동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또 중요한 것으로는 cell과는 다
르게 pipe pathway내에서는 오로지 한 종류의 부유고체만을 specify할 수 있다.
이제 콜로이드나 킬레이터의 영향을 모델링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기로 하자.
콜로이드를 모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핵종, 또는 비핵종으로서 Xcoll라는 이름의 천연콜
로이드를 정의하였다. 이는 다른 핵종 가령 Sr-90 등과 같은 지위의 핵종 또는 비핵종일 수 있는
데, 이 연구를 통해서는 반감기가 106년으로 상당히 긴 비핵종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킬레이터
를 모사하기 위해 따로 정의된 Xchel에 대해서는 103년의 반감기를 가정하여 방사성붕괴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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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겪는 핵종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함께 그림 3에서 보면 콜로이드나 킬레이터가 없는 경우 지하수와 Concrete_Degarde 이렇
게 두가지의 매질만을 정의하였던 것을 Colloid와 Chelator 이렇게 두가지 매질을 새롭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매질의 추가는 GoldSim 템플릿에서 오로지 Silo1의 S1STA 폐기물
에만 적용하여, 근계 영역에서는 waste package cells, main cell, BaseSide cell 등 cell elements 에
만 적용하였고, 사일로에서의 총유출 (all of the silo releases)을 모으게 되는 집합 cell (collecting
cell)로서의 EBS_Release와 그 이후의 pathway 등 원계 영역에 연속으로 적용하였다. Silo1 뿐만아
니라 나머지 사일로에도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가능하지만, Silo1에서 특정 폐기물 용기
(S1STA)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만으로 이 들 콜로이드와 킬레이터의 영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3에서 보는 대로 WasteCell내의 콜로이드의 농도 (CConc)나 킬레이터 농도 (ChConc)는
GoldSim에서 제공되는 또 하나의 엘레멘트인 previous value elements를 이용하여 용액중에서의
농도 (concentration of the colloid/chelator in the water)를 얻고 이를 통하여 각 cellso에서의 콜
로이드나 킬레이터의 농도 (physical amount of colloid/chelator suspended in each of the cells)를
새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이 들 값이 고정적이지 않고 dynamic하기 때문에 iteration을 통해
값을 구해져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임시 값을 초기치로 부여한 후 이 값을 새로 계산해
야 하기 때문이다. 매질로서 콜로이드나 킬레이터는 그 자체로 붕괴하면서 매질 자체가 다른 cell
로 이동해 나가게 되므로 그 cell내에서의 질량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전의 농도값
을 이용하여 일단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후 모든 흡탈착과 이동 관련 계산을 끝내고 이들 매질
자체의 붕괴와 이동을 고려한 후 새 값으로 CConc나 ChConc를 업데이트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4에 보인 SiloContents에서 EBS_Release로 이루어지는 콜로이드 (킬레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동 개념을 보면 SiloContents에 있던 콜로이드는 EBS_Repease로 사
실상 이동되어 가는 것은 아니지만 GoldSim은 마치 이 매질이 전 cell에서 넘어 온 것처럼 이
cell내에 동등하게 존재하도록 콜로이드 매질를 재빨리 마련하여 EBS_Release에 포함시켜 모사를
하게 되어, 겉보기 형태로는 콜로이드 부유고체 매질이 cell을 넘어 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결국 물리적으로는 콜로이드나 킬레이터가 핵종을 데리고 넘어 오는 형태로 되어 그 cell에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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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총 농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cell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림 5에서 보는 대로 cell
에서 pipe로의 콜로이드나 킬레이터의 이동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콜로이드와 킬레이터의 정량적인 핵종 가속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일로1내 waste type 1
(S1STA)내에 초기 킬레이트를 가정하고 매질내에서자연 콜로이드가 핵종의이동에 관여하는 경우
를 가정하였는데 이 결과를 다음 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그림 4. SiloContents에서 EBS_Release로의 콜로이드 이동 개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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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ell에서 pipe로의 콜로이드 이동 개념 스케치

2.2. 콜로이드 및 착화물의 영향 평가

사일로1에 처분된 S1STA 폐기물내에 초기 재고량으로서 킬레이터가 106kg이 들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천연 콜로이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
였다.
이 착화물로서의 킬레이터는 Xchel이라는 핵종으로 명명되어 사일로내에 재고량으로서 정의되었
다. 지하수의 유동에 따라 이 Xchel 역시 지하 매질을 따라 지하수와 함께 이동해 나가게 된다.
이 킬레이터 역시 지하수중에 부유하는 고체 매질이 되어 이 매질에 핵종이 흡착되면 킬레이터의
이동과 함께 흡착된 핵종은 매질을 이동해 나가게 된다. 킬레이터는 자신에게 흡착되는 핵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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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콜로이드처럼 가역적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GoldSim에서 이러한 현상을 모델
링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 연구를 통해서는 콜로이드보다 상당히 짧은 킬레이터의 반감기를 부
여하는 것으로 하여 반감기를 상대적으로 콜로이드보다 상당히 짧은 1,000년으로 하였다.
그림 6에서 보는 대로 폐기물 용기에서의 킬레이터의 농도가 재빨리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하수에 의해 빠르게 폐기물 밖으로 킬레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그림은 킬레
이터의 반감기를 103년으로 가정하였을 때로서 농도에 대한 파과곡선이 커브를 가지고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감기를 106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에도 커브는 가지지않지만 빠르게 유출로
소멸되는 양상은 달라지지 않는 것을 그림 7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참고로 GoldSim에서의 반감기의 부여는 엑셀에 의해 부여된 입력자료 보다 그림 8과 같이
Species에서 부여된 핵종 자료가 우선이므로, 그림 9에서와 같이 비방사능량 (specific activity,
Bq/r)의 산정 등 입력자료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모든 핵종의 반감기는 일정하니 문제가 되지 않
지만, 콜로이드나 킬레이터와 같이 변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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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폐기물 용기에서의 킬레이터의 농도(반감기: 103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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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폐기물 용기에서의 킬레이터의 농도 (반감기: 106y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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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pecies에서의 핵종 자료의 부여

그림 9. 엑셀 입력자료에서의 핵종 자료의 부여

그림 6에서 보면 폐기물 용기내의 킬레이터는 100년이 지나 용기가 파손되면서 지하수가 유입되
면, 그 농도는 그림과 같이 유지되는데, 반감기에 따라 그림과 같은 커브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수와 함께 용기에서 용기의 외부, 즉 사일로 내부로 유출을 시작하면 대략 1,490년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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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모든 킬레이터는 폐기물 용기에서 Silo_Contents, 즉 사일로 내부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에서 보는 대로 사일로 내부에서의 킬레이터의 농도가 1,440년이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
지만 이 역시 사일로 내부에서 재빨리 지하수에 의해 씻겨 사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 킬레이터는 BaseSidePath를 통하여 이류에 의해 EBS_Release로 나가게 되는데 그림 11에
서 보는 대로 대략 1/300 정도의 상당히 큰 비율로 희석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하수의 유입이 시작되면 킬레이터가 가령 Pu과 Cs등을 흡착하여 이류에 의해, 아무런 지
연없이 사일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림에서 보는 대로 킬레이터가 1000kg
이나 존재하였는데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을 알 수 있고, 뒤에 살펴보는 대로 이들 핵종이 킬레
이토로 흡착하는 경우에 대한 Kd값이 상당히 크게 변화하여도 그 영향 역시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을 위한 가정으로서 Cs와 Pu의 킬레이터 부유고체에 대한 Kd를 각각 1.0m3/kg과 100.0m3/kg
으로 주어 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서 두 핵종간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Cs의 경우는
낮은 Kd값으로 대부분 지하수에 녹아 지하수 유동에 따라 정상적인 이동을 하게 되지만, Pu의 경
우는 보다 더 많이 킬레이터에 흡착되어 지연없이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에 킬레이터가 사일로1의 S1STA 폐기물용기내에 1,000kg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Silo_Contents로 부터 유출되는 cs-137과 Pu-239에 대한 mass flux를 보였다. 그림에서 보면 흡착
이 낮다고 가정한 Cs-137에 대한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Pu-239에 대한 파
과곡선에서 보면, 이 파과곡선의 초기에 나타나는 피크가 킬레이터에 흡착되어 지연없이 킬레이
터를 따라 나온 Pu-239를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에 킬레이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 대한 그림 13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참고로 그림 14에 킬레이터가 사일로1의 S1STA 폐기물 용기내에 1,000kg이 존재할 때 Cs과 Pu의
킬레이터에 대한 Kd값이 각각 1에서 10m3/kg, 100에서 1,000m3/kg으로 변한 경우에 대해서
Silo_Contents로 부터의 cs-137 (청색)과 Pu-239 (홍색)에 대한 mass flux를 나타내었는데, 그림에
서 보면 초기에 킬레이터에 의해 가속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다량 유출되는 Pu-239를 관찰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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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일로 내부에서의 킬레이터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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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일로 밖 EBS_Release에서의 킬레이터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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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킬레이터가 폐기물용기내에 1,000kg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Silo_Contents로 부터의
cs-137 (청색)과 Pu-239 (홍색)에 대한 mass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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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킬레이터가 폐기물용기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Silo_Contents로 부터의 cs-137
(청색)과 Pu-239 (홍색)에 대한 mass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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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킬레이터가 폐기물용기내에 1,000kg이 존재하는 경우와 Cs과 Pu의 킬레이터에 대한 Kd
값이 각각 1에서 10m3/kg, 100에서 1,000m3/kg으로 변한 경우에 대한 Silo_Contents로 부터의
cs-137 (청색)과 Pu-239 (홍색)에 대한 mass flux

폐기물내에 킬레이터가 존재하는 것 외에도 천연 콜로이드가 매질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논
의해 보기로 하자. 그림 15과 같이 GoldSim에서 천연 콜로이드가 매질에 존재하는 경우 그 양에
대한 값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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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GoldSim에서의 매질내 천연 콜로이드의 모사

그림 16에는, 처분 초기에 사일로1의 S1STA 폐기물 용기에만 킬레이터가 1,000kg이 존재하는 경
우에 대해, 그리고 그림 17에는 초기에 킬레이터가 1,000kg이 존재하고, 이후 Aquifer_Local_Deep
에도 천연 콜로이드가 1,000kg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cs-137과 Pu-239의 유효 농도, 즉 매질내
에 있는 이 들 핵종의 총농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Cs-137의 경우에도 변화가 보이지만 보다 확연
한 결과를 보여 주는 Pu-239에 대하여 살펴 보면, 초기에 1,000kg의 킬레이터만 존재하는 경우에
는 Pu-239의 피크가 70,000년에 나타나 0.0037026717327535Bq/m3의 값을 가지는 반면, 초기에
1,000kg의 킬레이터가 폐기물에 들어 있고, 이후 Aquifer_Local_Deep에 천연 콜로이드가 1,000kg
이 포함되어 이들이 Cs-137과 Pu-239와 유사콜로이드 (pseudo-colloid)를 만드는 경우에는
70,000년에서 그 피크치를 0.0056949495337904 Bq/m3로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Pu-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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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가 약 1.5배로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천연 콜로이드에 의한 가속화 현상이 어느
정도 일어 나고 있는 것을 가늠하게 해 준다. 그러나 이는 콜로이드의 영향을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천연 콜로이드의 양을 1,000kg으로 과장되게 가정하여 나온 결과일 뿐이다. 즉, 1,000kg의
콜로이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농도는 1.5배만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림 16. 초기에 사일로1의 S1STA에만 킬레이터가 1,000kg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cs-137 (청색)
과 Pu-239 (홍색)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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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초기에 사일로1의 S1STA에만 킬레이터가 1,000kg이 존재하고, 이후 Aquifer_Local_Deep
에 천연 콜로이드가 1,000kg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cs-137 (청색)과 Pu-239 (홍색)의 농도

이제 동일한 논의를 BS-1 시나리오의 경우에 대해서도 해 보기로 한다.
그림 18에 초기에 사일로1의 S1STA에만 킬레이터가 1,000kg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Cs-137과
Pu-239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Cs-137의 경우는 아주 초기에만 농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u-239의

경우에는

25,000년이

지나

농도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고

그

값이

57.200462341309 Bq/m3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9에 보인 경우와 같이, 초기에 사일로1의 S1STA에 킬레이터가 전혀 존재하는 않는
경우에 대해서 Pu-239 의 농도는, 역시 25,000년에 피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57.194538116455
Bq/m3로서 미세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킬레이트에 대한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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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었다.
BS-1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전 HS-31과 마찬가지로 그림 20과
같이 Rock_Mass에 천연 콜로이드를 1kg/m3의 농도로 매질내에 부여한 경우에 대한 결과를 그림
21에 보였다.
Pu-239의 경우 25,000년이 지나 농도에 대한 피크가 나타나고 그 값이 68.813720703125 Bq/m3
로, 천연 콜로이드가 존재하지 않는 겨웅에 비해 약 1.2배정도 다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천연 콜로이드가 1kg/m3으로 그다지 적지는 않은 것에 비추어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8. 초기에 사일로1의 S1STA에만 킬레이터가 1,000kg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Pu-239의 농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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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초기에 사일로1의 S1STA에 킬레이터가 존재하는 않는 경우에 대한 Pu-239의 농도

그림 20. Rock_Mass에서의 천연 콜로이드 1kg/m3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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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초기에 사일로1의 S1STA에만 킬레이터가 1,000kg이 존재하고, 이후 Rock_Mass에 천연
콜로이드가 1.0kg/m3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cs-137 (청색)과 Pu-239 (홍색)의 농도

그림 22에 HS-31 시나리오에서 Cs-135와 Pu-239에 대한 킬레이터의 확률론적 평가를 위한
GoldSim 모듈을 보였다. 이 들 핵종이 킬레이터에로의 흡착이 통계적인 분포를 가지고 변하는 경
우에 대해, 이러한 Kd값의 변화에 대한 Aquifer_Local_Seep내에서 두 핵종의 농도에 대한 변화를
보기 위한 것이다.
두 핵종의 킬레이터로의 흡착에 대한 Kd값은 삼각분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정된 값은
그림 23과 그림 24에 보인 대로, Cs과 Pu의 킬레이터 고체부유 매질에 대한 Kd의 대표값이 각각
1.0 m3/kg과 100.0m3/kg이었을 때 삼각분포를 적용하여 Cs는 Kd가 각각 1.0×Tri(1,10,100) m3/kg을,
그리고 Pu는 100.0×Tri(1,10,100) m3/kg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Latin Hypercube Samplng (HLS)을 적용하여 총 샘플링 갯수를 100개
로 한 뒤 그림 25와 같이 확률론적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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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결과를 그림 26과 그림 27에 Cs의 킬레이터 부유고체 매질에 대한 Kd값이 변할 때
Aquifer_Local_Deep에서의 cs-137농도에 대한 변화로서 보였는데, HS-31시나리오에 대한 이들 계
산 결과를 보면 킬레이터에 대한 이 들 핵종의 Kd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결
과에 대한 영향자체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 HS-31 시나리오에서 Cs-135와 Pu-239의 킬레이터로의 흡착에 대해 Kd값의 변화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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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GoldSim 모듈

그림 23. 킬레이터 고체부유매질에 대한 Kd값의 변화에 대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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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킬레이터 고체부유매질에 대한 Kd값의 변화를 위한 통계 분포에 대한 모델링

그림 25. 확률론적 계산을 위한 샘플링 갯수와 LHS샘플링 조건 부여

34

그림 26. HS-31 시나리오에서 Cs의 킬레이터 부유고체 매질에 대한 Kd값이 변하는 경우에 대한
Aquifer_Local_Deep에서의 cs-137농도에 대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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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HS-31 시나리오에서 Pu의 킬레이터에 부유고체 매질에 대한 Kd값이 변하는 경우에 대
한 Aquifer_Local_Deep에서의 Pu-239농도에 대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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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보수성을 줄이고 보다 상세한 안전여유도를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보다 저감하기 위한 다차원적
인 상세모델링 방법론을 통하여 개발된 GoldSim 템플릿 프로그램은 보다 더 부지특성적인 입력
자료를 통한 실제 안전성 및 성능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종합평가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중저준위 처분 시스템내 상세 핵종 이동 평가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종합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에서의 핵종 유출에 관련된 주요한 정상
및 사고시나리오 평가를 위하여 각 시나리오를 상세 분석하여 이에 대한 상세핵종이동 모델을 개
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처분시스템 선원항, 근계영역, 원계영역, 그리고 생태계 등 처분
시스템 각 요소에 상응하는 각 단위 모델에 대해 각각의 독립된 GoldSim 모듈 프로그램을 개발
한 후, 이를 통합하여 다차원 핵종거동을 기술하는 핵종이동에 관한 상세한 종합 평가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다른 기술보고서를 통하여 상세히 기술하였다.[1,2]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처분시스템내 콜로이드나 킬레이터 등에 대한 핵종의 이동에 대한 가속
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듈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러한 모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GoldSim을 통하여 가속화 현상을 상세히 모델링한 후, 이를 예재를 통하여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보였다. 특히 GoldSim으로 구현된 콜로이드 및 킬레이터 가속화 영향 평가
모델은 GoldSim으로는 국내외에서 처음 시도된 새로운 것으로 GoldSim 모듈로서 콜로이드 및
킬레이트 가속화 현상을 정량적으로, 그리고 결정론적이거나 확률론적으로 동시에 평가할 수 있
도록 개발되어, 종합 성능평가 프로그램 템플릿에 통합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 제시된 가속화 현상 평가 방법론 및 도구로서의 템플릿 프로그램은 향후
최종 safety case 구축을 위한 실측 입력자료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어, 향후 경주처분장의 안전
성 및 성능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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