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CM-1286/2007

FEP  시나리오 외부평가

An External Review of FEP & Scenario

조선 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7년도 “FEP 및 시나리오 외부평가”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08. 5. 20.

과 제 명 : FEP 및 시나리오 외부평가

과제책임자 : 송 종 순

참 여 자 : 박 희 망



- i -

요 약 문

Ⅰ. 제 목

◦ FEP 및 시나리오 외부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이

해당사자들의 처분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

◦ KAERI FEP 목록에 대한 외부 평가

◦ 한국형 기준처분시스템 종합 성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및 외

부 평가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기존 FEP 및 시나리오 평가

◦ RES(Rock Engineering System) 추가 개발

- 국내외 보고서 활용한 대안 RES 보완

- 확충된 RES 및 기존 FEP과의 연계

◦ PID(Process Influence Diagram)방법을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

- 기본 ID(Influence Diagram) 구축

- 기본 ID로부터 시나리오 ID의 개발

- 시나리오 정립 및 문서화



- ii -

Ⅳ. 연구개발결과

◦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련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현상 목록들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개별 FEP 목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존 RES를

확장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 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PID를 도입하여 일반인들이 각 FEP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보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본 과제를 통해 확립된 방법론을 활용할 경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도출이 가능하여 향후 중저준위 상용 처분 사업 및 고준위 처

분사업에서의 평가용 시나리오 도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음

◦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을 위하여 기존 FEP 목록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이외에도 FEP의 확충 및 다양한 대안 시나리오 RES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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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 An External Review of FEP & Scenario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 To secure the safety of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derivable

scenarios are developed as many as possilble and further safety

assessment must be performed

◦ External review of KAERI FEP Lis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Previous FEP and scenario review

◦ Further development of RES(Rock Engineering System)

◦ Scenario development using PID(Process Influence Diagram)

Ⅳ. Result of Project

◦ FEP list was complemented and more scenarios were developed using

RES methodolog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Using the methodology developed, various scenario for safety assessment

can be derived and applied in future disposal business



- iv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    1

Chapter 2 Current status of technology development ․․․․․․․․․․․․․․․․․․․․․․․․․․․․․․․․․․․․․․․․․․․․․․․․․․․․․․    3 

   

Chapter 3 R&D contents performed ․․․․․․․․․․․․․․․․․․․․․․․․․․․․․․․․․․․․․․․․․․․․․․․․․․․․․․․․․․․․․․․․․․․․․․․․․․․․․․․․․․․․․․․․․․․․․․․․․․․․    5

   

Chapter 4 Conclusion ․․․․․․․․․․․․․․․․․․․․․․․․․․․․․․․․․․․․․․․․․․․․․․․․․․․․․․․․․․․․․․․․․․․․․․․․․․․․․․․․․․․․․․․․․․․․․․․․․․․․․․․․․․․․․․․․․․․․․․․․․․․․․․․․․․․․․․․․․․․․․  23

   

Chapter 5 Plan for application of result․․․․․․․․․․․․․․․․․․․․․․․․․․․․․․․․․․․․․․․․․․․․․․․․․․․․․․․․․․․․․․․․․․․․․․․․․․․․․․․․․․․․․․․․․․․․․  24

 

Chapter 6 Reference ․․․․․․․․․․․․․․․․․․․․․․․․․․․․․․․․․․․․․․․․․․․․․․․․․․․․․․․․․․․․․․․․․․․․․․․․․․․․․․․․․․․․․․․․․․․․․․․․․․․․․․․․․․․․․․․․․․․․․․․․․․․․․․․․․․․․․․․․․․․․․․․․  25



- v -

목 차

요약문 ․․․․․․․․․․․․․․․․․․․․․․․․․․․․․․․․․․․․․․․․․․․․․․․․․․․․․․․․․․․․․․․․․․․․․․․․․․․․․․․․․․․․․․․․․․․․․․․․․․․․․․․․․․․․․․․․․․․․․․․․․․․․․․․․․․․․․․․․․․․․․․․․․․․․․․․․․․․․․․․․․․․․․․․․․․․․․․․․․․․․․․․․․ ⅰ

Summary ․․․․․․․․․․․․․․․․․․․․․․․․․․․․․․․․․․․․․․․․․․․․․․․․․․․․․․․․․․․․․․․․․․․․․․․․․․․․․․․․․․․․․․․․․․․․․․․․․․․․․․․․․․․․․․․․․․․․․․․․․․․․․․․․․․․․․․․․․․․․․․․․․․․․․․․․․․․․․․․․․․․․․․․․․․․․․․․․․ ⅲ

Contents ․․․․․․․․․․․․․․․․․․․․․․․․․․․․․․․․․․․․․․․․․․․․․․․․․․․․․․․․․․․․․․․․․․․․․․․․․․․․․․․․․․․․․․․․․․․․․․․․․․․․․․․․․․․․․․․․․․․․․․․․․․․․․․․․․․․․․․․․․․․․․․․․․․․․․․․․․․․․․․․․․․․․․․․․․․․․․․․․․․․ ⅳ

목차 ․․․․․․․․․․․․․․․․․․․․․․․․․․․․․․․․․․․․․․․․․․․․․․․․․․․․․․․․․․․․․․․․․․․․․․․․․․․․․․․․․․․․․․․․․․․․․․․․․․․․․․․․․․․․․․․․․․․․․․․․․․․․․․․․․․․․․․․․․․․․․․․․․․․․․․․․․․․․․․․․․․․․․․․․․․․․․․․․․․․․․․․․․․․․․․․ ⅴ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3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 5

제 4 장 결론 ․․․․․․․․․․․․․․․․․․․․․․․․․․․․․․․․․․․․․․․․․․․․․․․․․․․․․․․․․․․․․․․․․․․․․․․․․․․․․․․․․․․․․․․․․․․․․․․․․․․․․․․․․․․․․․․․․․․․․․․․․․․․․․․․․․․․․․․․․․․․․․․․․․․․․․․․․․․․․․․․․․․․․․․ 23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24

제 6 장 참고문헌 ․․․․․․․․․․․․․․․․․․․․․․․․․․․․․․․․․․․․․․․․․․․․․․․․․․․․․․․․․․․․․․․․․․․․․․․․․․․․․․․․․․․․․․․․․․․․․․․․․․․․․․․․․․․․․․․․․․․․․․․․․․․․․․․․․․․․․․․․․․․․․․․․․․․․․․․․․․․ 25



- 1 -

제 1 장 서론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과 관련된 체계적인 종합 성능 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를 위해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단위 현상, 사건, 공정(Features, Events, Processes; FEP)

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발생 가능성, 결과 영향, 규제, 특정 부지의 적합성 등

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평가한 후 유사한 FEP들을 그룹화하여 이들 FEP 그

룹들간의 상호 반응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처분장으로부터 최종 생태계에 이

르는 방사성 핵종들이 이동을 기술하는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이

해당사자들의 처분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

◦ 방사성 폐기물 처분 연구에 사용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는 Sandia에서 개발한 전통적인 수형도 방법론, 공정 영향도 방법론(PID,

Process Influence Diagram), 그리고 암반공학적 방법론(RES, Rock

Engineering System) 등이 있음

◦ 수형도 방법론의 경우 일반적인 FEP 및 영향분석 연구에서 많이 적용되나,

각 FEP별 발생 확률 및 영향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음

◦ 따라서 수형도 방법론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같이 대상 평가 기간이 장구

한 경우 발생확률 및 영향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기가 어려움

◦ RES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FEP Encyclopedia를 기반으로 4가지

RES를 통해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는 FEAS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PID는 여러 가지 FEP 간의 상호 반응을 선으로 나타는데,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하면 처분장 성능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FEP 및 각 FEP 간의 상호작용과

통합을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검토할 수 있음



- 2 -

◦ PID는 RES에 비해 더 상세하게 FEP들간의 상호 관계를 직관적인 방법으로

한눈에 보여줄 수 있음

◦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련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현상 목록들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개별 FEP 목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존 RES를 확

장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 평가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

며, 추가적으로 PID를 도입하여 일반인들이 각 FEP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보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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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7 년부터 1999 년까지 수행된 제 1 단계 국가원

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이하 1 단계 연구)에서 국내 처분 환경에 적합한

FEP들을 200 개 가량 도출한 후 이들을 평가한 바 있으며 선정된 FEP을

조합하여 처분장 방사선적 종합 안전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될 5 가지 시나

리오들을 도출한 바 있다.

◦ FEP들의 발생 가능성, 결과 영향, 규제, 특정 부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평가한 후 유사한 FEP들을 그룹화하여 이들 FEP 그룹들간의 상

호 반응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처분장으로부터 최종 생태계에 이르는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을 기술하는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FEP 목록의 초안은 고준위 폐기물에 관한 NEA,

NIREX, SKB의 연구 및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기존 KAERI 연구의

FEP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9년 작성되었다. 이 FEP 목록은 국내 전문가들에 의

해 선별되었는데 2 단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FEP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SKB TR, BIOMOVS II 보고서들에 수록된 일부 FEP들이 추가된 후 국내 전문

가 집단에 의해 재 선별되었다. 수집된 FEP들로부터 처분 성능 평가에 중요한

FEP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선별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FEP

선별을 위한 기준으로는 FEP 발생에 따른 위해도 발생 영향, 발생 확률, 그리고

부지 특성 등과 같은 기준이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여러 사례들을 참

조하여 FEP 목록을 확장하고, 이를 전문가 의견 수렴법에 의거하여 선정하고 또

한 선정된 FEP들에 관하여 우선 순위를 설정한 후, 유사한 FEP들을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는 FEP 모임으로 그룹화하였다. 그룹화된 FEP들은 RES 행렬의

LDE(Leading Diagonal Element), ODE(Off Diagonal Element)로 활용되었다.

(1) 스웨덴 FEP 목록

1999년 1 단계 연구에서 작성된 KAERI FEP목록에 첨가된 스웨덴의 FEP 목

록들 (SKB, BIOMOVS II)이 표 3.2.2에 나타나 있다. 2 단계에서 수정 작성된

FEP 목록은 폐기물, 용기, 공학적 방벽, 자연 방벽, 생태계, 환경 영향 등을 대

분류로 하여 그에 따른 영향, 특성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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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PP FEP 목록

본 연구에서 고려한 Sandia FEP들은 아래와 같다. 이 FEP 들은 대부분

WIPP에만 적용되는 것들이지만, FEP 선별 작업에서 Sandia의 적용 기준, 선별

된 FEP들과 KAERI 선별 FEP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FEP 연구에 참고할 예정

이다.

(가) 염수의 방사성 분해(radiolysis): WIPP에만 적용되는 FEP

(나) 기체 용해

(다) 처분 동굴 북쪽 끝 지점 공동의 크립에 의한 닫힘: WIPP에만 적용되는

FEP

(라) 불균일성에 기인한 처분장 내 염수 웅덩이: WIPP에만 적용되는 FEP

(마) 크립에 의한 공동 닫힘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공극률 변화에 따른

투수 계수 변화: WIPP에만 적용되는 FEP

(바) 처분장의 열화(dynamic alteration)

(사) 열응력에 기인한 단열, 상이한 열팽창, 열-역학적 상호 반응: WIPP과 같

이 열 전도도가 높은 암염층에서 중요한 FEP

(아) 폐기물 내 모세관 현상(capillary action)

(자) 인간 행위에 의해 처분장과 가까운 곳으로의 굴착(near-miss borehole)으

로 인해 Salado 층 하부 Bull canyon과 같은 지역으로의 지하수 유동이나

핵종 이동을 촉진하는 행위: WIPP에만 적용되는 FEP

(차) 빙하와 같은 자연적인 기후 변화

(카) Culebra 층에 대한 핵종 이동 평가를 위한 모델에서의 현상에 대한 2차

원 단순화(이를 SEC02D 가정이라 부른다)에 대한 정당성: WIPP에만 적

용되는 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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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1998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시나리오 개발을 목적으로 FANFARE 프로

그램을 도입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OECD/NEA FEP 목록 분석하여 국내 지수문

인문 사회 환경에 적합한 KAERI FEP 목록을 개발하였다. KAERI 목록은

FEP을

(1) 폐기물 특성

(2)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적 영향

(3) 폐기물에 대한 열역학적 영향

(4) 폐기물의 열하, 부식, 침출

(5) 폐기물의 방사화학

(6) 용기의 부식과 열화 공정

(7) 처분 용기의 부시 기체 발생과 영향

(8) 처분 용기로 작용하는 응력 및 영향

(9) 처분 용기의 지화학적 반응

(10) 처분 용기 고유 요인

(11) 충전재와 완충재의 특성

(12) 충전재와 완충재의 붕괴열 영향

(13) 충전재와 완충재 내 기체로 인한 영향

(14) 충전재와 완충재 열하

(15) 완충재와 완충재 내의 지화학 반응

(16) 완충재와 완충재 내의 핵종 이동

(17) 뒷채움재와 완충재 내에서의 방사 화학

(18) 뒷채움재와 완충재의 고유 요인

(19) 처분장 인접 지역에서의 암반 물성

(20) 처분장 인접 지역에서의 지하수 유동

(21) 처분장 인접 암반에서의 역학적 영향

(22) 처분장 인접 암반에서의 방사성 붕괴열로 인한 영향

(23) 처분장 인접 암반에서의 기체의 영향과 이동

(24) 처분 대상 암반의 물리/역학적 영향

(25) 처분장 주변 암반에서의 지화학적 특성

등과 같은 처분장 폐쇄 후 핵종 이동 특성에 관련된 부분과 생태계 요소와 같은

생태계 관련 사건 및 해수면 영향과 같은 외부 사건들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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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방법론

(가) PID (Process Influence Diagram) 방법론

향후 국내 처분장 성능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서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FEP 간의 상호 반응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Process

System(이하 PS라 통칭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andia 방식과 같은 수

형도 방식은 일반적인 산업 공학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나, FEP 별 발생 확률 및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서는 대상 평가 기간이 장구하

고 발생 확률 및 영향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기가 힘들다. Sandia 방법론

에서 제기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S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PS의 PID를

만드는 것이 편리하다. PID는 RES(Rock Engineering System) 방법론과 함께

평가 대상 시나리오를 선정하는데 적용되는데, 두 방법(PID, RES)의 선택 여부

는 평가 목적, 성향에 따라 다르다[2.1]. PID는 RES보다 더 상세하게 FEP들간의

상호 관계를 직관적 방법으로서 한 눈에 보여질 수 있지만 FEP들의 중요도를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PS 내에서의 FEP은 상자 안에 표시되며, 여러 FEP 사이의 상호 반응은 각

상자들 간의 선으로 나타난다.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이 Site-94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이 방법론은 체계적인 시나리오 개발을 가능하게 하

며, 처분장 성능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FEP 및 각 FEP 간의 상호 작용과 통합을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나리오 개발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문서화 작업이 용이

하다. 이미 스웨덴 SKB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예

정된 SFL 3-5에 대하여 이러한 시나리오 개발 절차를 시험 적용하였는데 개략

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ID 구축

2) 기본 ID로부터 시나리오 ID의 개발

3) 시나리오 정립 및 계산

PID 방식을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에서는 먼저 문서화 작업에 착수하는데 이

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처분 계통에 대한 정의

2) 정의된 계통에 적합한 FEP 선별

3) FEP 간의 상호 영향 반응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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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S (Rock Engineering System) 방법론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RES 방법론은 bottom-up

방식을 따르는 PID 방법론과는 달리 top-down 방식에 의거하여 주요 FEP들이

모두 RES 행렬 내 인자들로 포함되도록 한다. 각 FEP들은 상호 반응 행렬

(interactive matrix)의 구성 요소(constituent)로 표시되며, 이러한 행렬 중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의 물리적 방벽들인 폐기물, 용기, 완충재, 암반, 생태계들과 핵

심 현상인 지하수 및 유질 유동핵심들은 정방형 행렬의 대각선 요소(Leading

Diagonal Element: LDE)들로 표시된다. 각 FEP들의 상호 반응들은 ODE(Off

Diagonal Element)로 나타낸다.

RES 방법론은 요소들간의 상호 반응을 명백하게 도시할 수 있고 이들을 조

합하여 시나리오를 보다 객관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적절한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개발하면 각 FEP들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검토한 결과물들을 기록한 데이터 베이스와 연결될 수 있어 자료 검색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RES 방법은 표현하기에는 용이하나 행렬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상

세한 정보를 표현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즉, 모든 주요 FEP들을 하나의 행

렬로 표시하기에는 행렬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하고 한 행렬이 포함하고 있는

FEP들을 한 번에 표현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호 반응 행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FEP들을 하나의 행렬로 나타

내기보다, 이들을 처분 용기와 관련된 행렬과 같이 하나의 보다 작은 규모의 주

제를 가진 집단으로 묶어 표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FEP들을 RES 행렬로

표현할 경우 각 FEP들의 상호 관계가 일목 요연하게 표현될 수 있고, 이들을 잘

연결하면 처분 용기와 관련된 하나의 기본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1에 도시된 FEP들의 상호 관계는 어떻게 이러한 기본 시나리오가 RES

방법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P4
P3

P2

P1

P4
P3

P2

P1

그림 1. 상호 반응 행렬을 이용한 단위 시나리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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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나타난 방법론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각 FEP들의 상호 반응을 조

합하여 단위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화살표는 P4에서 P1으로,

다시 P3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P2에 도달한다. 이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P4를 빙하 주기라고 하고 P1을 처분장에 미치는 역학

적 힘, P3을 지하수의 유동과 지화학 P4를 확산이라고 정의하자. 이 경우 M4132

로 표시되는 반응은 빙하 주기 변화로 인하여 빙하가 용해되기 시작하여 처분장

의 역학적 응력(mechanical loading)의 변화를 초래하여 단열과 암반의 활성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지하수의 유동과 지화학 조성에 영향을 미쳐 처분장 경계

조건과 핵종 이동 농도를 변화하여 핵종 확산 기구에 영향을 주어 핵종 이동을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각 FEP들의 영향을 조합하면 빙하 주기가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전체적 규모의 시나리오는 아니라도 부 시나리오

(sub-scenario)들을 객관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의미 있는 단위 시나

리오 군들을 조합함으로서 전체적인 처분장 안전성 평가 대상 시나리오가 도출

될 수 있다.

(2) 주요 시나리오

1 단계 연구에서는 선별된 FEP들을 조합하여 스웨덴 SKB SR-97 연구 결과

와 유사하게 주요 시나리오 5개를 구성하였다. 각 시나리오 구성 항목에 대한 설

명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가) 기준 시나리오

현재 처분장 방사선적 성능 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생태계는 현재의 인간들

의 섭생을 반영한 것이다. 먼 미래의 인간의 섭생 생태계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의 섭생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기후가 미래에도 지속되고 단층

운동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고려하지 않으며 인간 침입도 고려하지 않는다. 자연

재해는 what if 사건들에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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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단계 시나리오 구성항목

폐기물

2015년까지 국내에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는 총 발전량의 40%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 과
정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소의 형태에 따라 크게 가압경수로(PWR형) 사용후핵
연료와 캔두(CANDU)형 사용후핵연료로 대별된다. CANDU형 원자로는 그 수는 적으나 농축 우라늄 대
신 천연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연료 재장전의 주기가 짧아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켜 대략 
PWR:CANDU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비는 50:50이다. 현재의 연소도 추이를 감안하면 2015년까지 건설 
운영될 총 27기의 원자력 발선소에서만 36000 MTU 규모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예정이며 2015년 
이후 추가로 준공될 발전소들에서 발생하는 양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다발 (assembly) 형태로 방출되는데 PWR 형의 경우 한 다발의 무게는 700 여 킬로그
램 CANDU 형인 경우 500 킬로그램 정도이며 현재의 처분장 설계 결과 PWR 사용후핵연료는 4기의 다
발이 한 처분 용기에 담겨서 지하 500 미터 심도의 결정질 암반에 처분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에는 
C-14부터 Cm까지 다양한 방사성 핵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90% 이상이 U-238로 구성된 이산화 우
라늄이다. 방사성 물질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방사성 붕괴를 통하여 질량이 줄어들면서 다른 방사성 
자핵종으로 변환되거나 안정된 원소들로 바뀌게 된다. 폐기물들이 처분장에서 유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형
태인 바 구체적으로는 1) 조화유출 2) 고용해도 원소들은 GAP 유출 3) 일부 용해도가 매우 낮은 핵종들
은 최고 용해도 유출 4) radiolysis에 의한 유출 등으로 대별된다.

용기

폐기물이 심부 처분장에서 격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외부 외부 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것
이 중요하다. 처분장에서 폐기물의 유출 경로란 크게 지하수에 용해되어 유출되는 경우와 기체 
형태로 유출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핵종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가 용기 내
로 침투하여 폐기물을 용해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처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암반으로부터 처분 용기 주변으로 이동한 심부 지하수 내에는 미량이나마 용기를 부식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과 용기가 반응하여 용기를 점부식시켜 지하수가 폐기물 내
로 침투하여 이들을 용해시키게 된다. 따라서 심부 지하수내 존재하는 미량의 부식 촉진물과의 
부식 반응에 잘 견딜 수 있는 용기 재질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용기의 두께는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보증하는 두께가 됨과 동시에 지하 500 미터에서 작용하는 지압에도 충분
히 견딜 수 있어 용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용기는 잘못 두껑 (lid)가 
용접되거나 산소가 많이 사용되는 용접이 시행되어 용접 부위가 취약하게 되어 그 지역에서 집
중적으로 부식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용기 수명이 단축되지 않아야 하며 혹시 용기를 지하 처분 
시설 내에서 운반 과정에서 실수로 낙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용기에 손상
이 가게 해선 안 되며 도한 재료 선정들에서 불량률을 낮추는 품질 보증 체제를 갖추는 것도 요
구된다. 일부 국가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다발 내에도 글래스 비드 등으로 충전하는 경우가 있다.

공학적

방벽

국내 공학적 방벽은 용기와 완충재 그리고 되메움재로 대변된다. 완충재란 처분공에 거치된 용기
와 주면 암반 사이의 빈 공간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용기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자세
로 처분되게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팽윤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일 salinity가 높은 바
닷물이나 지하수가 침투하는 경우 팽윤압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어 용기가 제 위치에서 이탈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완충재는 수리전도도가 낮아 지하수가 용기로 유입되는 량은 최대
한 억제해야 하며 또한 유출된 핵종들이 외부로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핵종들을 흡착하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계사고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현재 KBS-3 개념에서 사용되고 있는 완충재로는 벤토나이트가 대표적인데 국내에서도 대
량의 고품종의 벤토나이트가 포항 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다.

천연

방벽

국내에 존재하는 안정적이고 그 분포가 넓은 암반은 결정질 암반인 바 대표적인 것이 심성암 계
열의 화강암과 변성암 계열의 화강편마암 등이다. 이들은 현재 국내 처분 개념에서 설정된 약 4
평방 킬로미터의 처분장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단일 암반을 형성하며 수 억년 기간 동안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결정질 암반에는 미세한 지하수 유동 경로가 널리 발달해 있는데 이를 단
열 (fracture or fissure)이라고 한다. 단열의 폭은 수 마이크로 미터에서 수 밀리 미터이며 수 
센티에서 수백 미터 길이로 존재한다. 이보다 규모가 큰 것들을 절리 혹은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
런 것들은 오랜 지구 역사에 걸친 지구 운동의 결과 탄생한 것으로 지하수 유동의 주요 경로가 
된다.

생태계

현재 처분장 방사선적 성능 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생태계는 현재의 인간들의 섭생을 반영한 
것이다. 먼 미래의 인간의 섭생 생태계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불확실성을 배제
하기 위해 현재의 섭생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단층 운동 등과 같은 자연 재해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사건은 소위 what if 사건들에서 
다루게 된다. 또한 기후 변화도 현재로서 예측 가능한 것들만 다루도록 한다. 인간 침입에 대해
서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다루지 않되 우물 굴착과 같은 인간 침입에 관해서는 현재 세계적으
로도 그 평가 방법 및 규제치에 관한 논의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추후 세계적인 동향을 참
고하여 관련 시나리오 및 AMF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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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기 초기 파손 시나리오

용기 초기 손상 시나리오는 용기 제작 불량으로 처분 초기부터 일부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 외 다른 가정(조건)은 기본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다) 기후 변화 시나리오

기후 변화 시나리오는 현재 기후가 미래에 변한다는 시나리오로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지하수 유동의 변화, 생태계 특성 변화 등이 처분장 안전성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예측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는 단기적

으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장기적으로는 빙하 시대 도래가 있다.

(라) 자연 재해 시나리오

자연 재해 시나리오란 장기적인 지질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지질 구조의 변화로 인한 암반

의 융기, 침식과 단층의 재 활성화 등이 있다.

(마) 인간 침입 시나리오

인간 침입 시나리오란 처분장 혹은 처분장 주위로 미래 인간이 고의적이던

아니던 침입하는 사건들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다시 음용수를 확

보하기 위한 소규모 인간 침입과 관개/음용수 확보나 지하 공간 활용 및 자원

굴착 등을 위한 대규모 침입 사건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인간 침입에 대해서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다루지 않고 우물 굴착과 같은 인간 침입은 그 영향이 크

므로 별도의 시나리오로 다루며 이에 관한 확률도 평가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 direct-hit와 같은 인간 침입에 관해서는 현재 WIPP과 같은 일부 예를 제

외하고는 세계적으로도 그 평가 방법 및 규제치가 설정되지 않아 추후 세계적인

동향을 참고하여 관련 시나리오 및 AMF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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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P 선별

본 연구에서는 미국, 스웨덴, 핀란드와 OECD/NEA의 FEP 선별 사례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은 선별 기준을 적용하였다.

(가) 발생확률 : FEP이 발생할 확률이 낮을 경우 해당 FEP은 선별에서 제외한

다.

(나) 영향 : FEP이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 제외한다.

(다) 특정 부지 연관성 : 만약 특정 FEP이 처분장과 연관이 없다면 제외한다.

(라) 규제 : 처분장 부지 선정 기준에 의거하면 처분 부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있을 경우 부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가

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활발한 단층 활동이나 화산

활동이 있는 부지는 처분장 후보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어

느 특정 부지가 처분장 후보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말은 이러한 활성

단층이나 화산 영향과 관련된 FEP들의 발생 확률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기준에 의거하면 FEP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FEP들은 FEP 선별을 통하여 제외되어야 한다.

(4) FEP 선별시 적용된 각국의 기술 기준

(가) 핀란드

핀란드 방사성폐기물 처분 규제 기관인 STUK이 설정한 Guide YVL 8.4는

사용 핵연료의 처분 안전성을 위한 Government Decision에 주어져 있는 요구

조건들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처분장 운전 안전성에 관한 규제 권고 안은 Guide

YVL 8.5에 나와 있는데 방사선적 안전성, 설계 기준, 안전성 실증 방안들을 다

루고 있다. 표 3.2.4는 FEP 선별 과정에 이용하기 위해 정리된 YVL 8.4의 내용

중 일부분이다.

(나) Flag Book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등 북구 유럽 국가들은

방사성 방와 관련된 규제 권고안 작성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1976년 “Report on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Radiation Protection

Recommendation in the Nordic Countries"라는 보고서(이하 Flag book)를 발간

하였다. 1986년 각국의 원자력 기관은 위 보고서 중 21 장인 “Applic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of International Radioactive Waste Recommendations"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연구 결과들을 기본으로 하여 핵연료 주기 운

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과 의료용 방사성폐기물과 같은 비발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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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데 있어 적용할 안전 규제 목표들을 다루고 있다.

(다) 미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련 인허가 기준은 EPA와 NRC가 담당하고 있다.

EPA는 가장 중요한 인허가 기준인 방사선적 환경영향 기준을 제시하고, NRC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현재 두 개의 기관에서 제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중요

인허가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1) 10 CFR 20 :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준

2) 10 CFR 50 : 원자력 발전소 및 재처리 시설에서의 품질 보증 기준,

3) 10 CFR 60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4) 10 CFR 71 : 방사성 물질의 포장 및 수송

5) 10 CFR 72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에

관한 인허가 요건

6) 10 CFR 960 :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관련 지침

7) 10 CFR 961 :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표

준 계약

8) 40 CFR 191 :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초우라늄 원소 처

분에 대한 환경 측면에서의 방사선 방호 기준

9) 49 CFR 171-179 (DOT) : 독성을 갖는 물질에 대한 규제 지침

10) 40 CFR 197 : 유카 마운틴에 대한 환경 방사선 방호 기준

40 CFR 191에서는 방사선적 환경 영향 관점에서 규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

며, 10 CFR 60에서는 처분 용기 성능, 공학적 방벽 성능, 지하수 이동 시간 제

한 등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 스웨덴

1) 안전성 목표와 허용 기준

안전성 평가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처분장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스웨덴

원자력 안전 기관들에 의해 발행된 규제에 나타나 있다. 장기간 처분장 안전성은

SSI(Swedish Radiation Protection Institute's)에 의해 규제된다. 스웨덴의 경우,

미국의 10 CF R60과 40 CFR 191에서처럼 처분장 설계 기준이 정량적이고 제시

되지 않았으나 IAEA 혹은 ICRP 등 국제 기관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기준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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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스웨덴 안전성 평가 관련 주요 규제들은 아래와 같다.

가) 연간 위해도

스웨덴에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사용 후 핵연료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은 폐쇄 후 가장 높은 위해도에 노출되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간 위

해도가 10-6 이상 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안전성 평가 대상 기간

SSI는 미래의 위해도 영향이 현재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 영향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SSI는 방사성폐기물의 독성

(toxicity)이 높은 처분장 폐쇄 후 초기 1,000년 기간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의

무화하였다. 또한 평가 시에는 불확신한 기후 변화들을 상세히 고려할 필요 없이

현재 기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다만 빙하기 후 토양 융기와 같은

알려진 변화에 대해선 대안 시나리오 평가를 통한 안전성 확인을 요구한다.

다) 최적화

최적화란 합리적인 범위 최적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처분장으로 인한 방사

선 영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최적 기술 적용 뿐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를 수행한다.

라) 인간 침입

SSI는 최종 처분장이나 그 부근의 의도하지 않은 침입이나 의도된 인간 침입

으로 인한 위해도 평가 시에 결정론적 방법론에 의해 1 mSv/y보다 높게 영향

을 주는 사건들에 대한 평가 방법은 확률론적 방법의 정용 등 별도의 방법을 적

용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마) IAEA

IAEA는 방사성 폐기물 안전 기준 (RADWASS) 프로젝트를 통하여 일관되고

종합적인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기준, 요구사항, 권고사항 등을

확립하고 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표 3.2.10에

도시된 IAEA 안전성 기준은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 적절한

안정성 평가 과정, 그리고 폐기물의 수용과 위치, 설계, 건설, 운전, 그리고 처분

장 폐쇄와 폐쇄 후 운전을 위한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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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일본

일본의 H12 안전성 평가의 목적은 첫째, 일본 내 다양한 지질 환경과 처분장

설계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성 평가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고 둘째,

일본에서의 안전한 지층 처분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셋째는 부지 선정과

안전성 도출을 위한 기술적인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H12 안전성 평가

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AEC 지침이 도출되었다.

▶ 지층 처분 시스템의 모든 안전성은 방사선적의 개념으로 평가되고 해

외 규제 기관에서 제시된 기준과도 비교되어야 한다.

▶ 개인 피폭 선량은 인간 활동이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계산되어야 한다.

▶ 평가 대상 시간대를 제한하지 않고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 미래 인간 활동에 관계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평가한다.

투명하고 종합적인 평가에 이르기 위해서 AEC는 시스템적 시나리오 도출 방

법을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 시나리오를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 초기 유출 시나리오 : 공학적 방벽 기능이 초기부터 상실되어 방사성

물질 유출이 시작됨

▶ 지하수 시나리오 : 자연적인 용기 부식 후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

하수 흐름에 따라 지표 환경 생태계로 이동함

도출된 FEP들이 과연 평가 대상 시나리오를 구성할 만큼 의미가 있는지를 판명

하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아래 5 가지 FEP 선정 원칙을 활용하였다.

▶ 발생 확률 : FEP이 발생할 확률이 낮을 경우 그 FEP은 선별에서 제

외함

▶ 영향 : FEP이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 제외함

▶ 특정 부지 연관성 : 만약 특정 FEP이 처분장과 연관이 없다면 제외함

▶ 규제 : 처분장 부지 선정 기준에 의거하면 처분 부지는 안전성 확보

를 위하여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있을 경우 부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가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활발한 단층 활동이나

화산 활동이 있는 부지는 처분장 후보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특정 부지가 처분장 후보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활성

단층이나 화산 영향과 관련된 FEP들의 발생 확률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기준에 의거하면 FEP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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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P들은 FEP 선별을 통하여 제외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40 CFR

197, 10 CFR 63, 10 CFR 60, YVL 8.4, 그리고 Flag Book와 국내 관

련 기술기준 및 시안들을 이용하여 FEP을 선정함

▶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 : 비록 규제 측면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없지만 일반인들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이 처분장 안전성을 확신하는데

중요한 일부 사건들은 포함함

이와 같은 선정 원칙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FEP들은 선정되게 되는 바 이는

아직 특정 후보 부지가 없고 지역 주민 및 일부 반핵 단체들에서 다양한 처분

안전성 관련 현안들을 제기하는 국내 실정을 반영한 결과이다.

기존 FEP 및 시나리오 평가를 통하여 기존 원자력연구소에서 구축한 FEP

Encyclopedia (381개)에 대한 검토하였음

◦ 기존 FEP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발생확률

- 영향

- 특정부지 연관성

- 규제

- Stakeholder’s interest

◦ 본 연구에서 추가로 고려한 FEP은 다음의 측면을 고려하였음:

- Microscopic

- Time-dependent

- Recent Trend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 추가 검토가 필요한 FEP List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Microscopic modeling: 폐쇄후 지하수의 재포화 및 Rewetting 발생시점 및
현상

- 최근의 기후 변화 범위 고려: 홍수, 해일, 지진

- Time dependent modeling

- Microporous Media (Bentonite, Clay, Concrete)에서의 용질 이동

- 저속 환경에서의 Waste matrix와 Overpack의 방벽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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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S 추가 개발

처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상인 지하수 유동, 처분 용기 부식, 역학적 변화

현상 등에 대한 상세 연구가 필요한 바, 본 절에서는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RES 행렬을 이용하여 이들 현상에 대한 부시나리오 (sub-scenario)를 도출해 보

았다. 전문가 평가에서 RES의 구성 요소인 각 IFEP은 0에서 5 점까지로 평가되

어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점수별 색깔을 달리 하여 각 요소를 구분하였다. 여기

서는 RES 행렬로부터 제시된 부 시나리오들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화살표들은 RES 행렬 요소들간의 반응을 표시한 것으로 이 요소들 사이의

반응을 순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부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고 또 이 부시나리

오들을 기본으로 최종 핵종 이동 시나리오가 도출되는 것이다.

◦ RES 추가 개발은 다음의 시나리오를 근거로 하였음:

1) 인간 침입

- 직접 유출 (drilling), Fast path 제공

2) 기체 생성

- 기체 이동, Hydraulic effect, Unsaturated 환경

3) 열적 영향

- Water chemistry 및 화학반응 역학

4) 콜로이드 이동

- Sorbent a/o carrier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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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2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인간 활동인 시추로 인하여 용기로부

터 방사성 핵종이 직접 누출되고 지하수로부터 우물을 통하여 생태계로 직접 용

질 이동을 가져오는 등 이후 계속되는 반응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 반응

들의 순차적 연결로 인간 침입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RES 추가 개발 (인간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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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기체 생성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RES 행렬 구성요소의 연결을 도

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처분 용기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던 방사성 기체가 누

출되거나 처분 용기내에서 생성된 기체가 직접 생태계로 이동하거나 지하수를

통하여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RES 행렬 요소들의 순차적인 연결로,

대상으로 삼는 시나리오 도출 과정을 투명성 있게 보여 줄 수가 있다.

그림 3. RES 추가 개발 (기체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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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장내 열 발생으로 인한 처분 용기내 열 혹은 기계 역학의 변화, 열로 인

한 처분 암반의 영향, 방사화 분해로 인한 지하수 조성 변화 등의 연결로 열적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다. 그림 4는 이와 같은 과정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열적 영향 현상에 대한 RES 행렬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외 다른

부 시나리오들을 더 구성함으로써 종합적인 기준 시나리오 도출이 가능하다.

그림 4. RES 추가 개발 (열적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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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처분장 주변의 지하수에서 발생한 콜로이드로 인한 방사성 핵종

의 이동 가속 혹은 흡착 반응을 고려한 시나리오이며 용기 부식으로 인한 콜

로이드의 생성과 흡착 확산 이류 콜로이드로 인한 용질 이동의 변화를 나타낸

다.

그림 5. RES 추가 개발 (colloid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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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ID(Process Influence Diagram)방법을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

시나리오 도출 방법론으로는 많은 해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RES 방법론

을 적용하였다. 전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RES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RES 행렬의 요소들을 투명한 방법에 의해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IFEP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FEP들을 그룹화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그룹화된 IFEP들을 이용하여 먼저 기준 시나리오들에 대한

RES 행렬을 도출하고 이와 병행하여 세 가지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RES 행렬

도 함께 도출하고자 했다. RES 행렬의 상호 반응을 연결한 결과는 개략적인 방

사성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암시한다. RES 행렬의 LDE는 전술한대로 폐기물, 용

기, 벤토나이트 방벽, EDZ, 암반, 생태계 등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볼 수 있

는 물리적 방벽들과 지하수 유동과 핵종 이동과 같은 핵심 유동 현상으로 구분

된다. 현재 국내에서 고려하고 있는 생태계가 소규모 우물과 연안 생태계이므로

이와 같은 생태계 구분에 따라 두 가지 다른 기준 시나리오가 탄생할 수 있다.

기준 시나리오들에 대한 RES 행렬이 도출된 후 이를 이용한 평가 대상 전체

기준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RES 각 LDE들의 상호 반응인 ODE들을 순

차적으로 연결하여 폐기물 고화체로부터 최종 생태계로 이르는 방사성 핵종들의

여정을 기술하는 "story" 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처분장에서 발생하

는 주요 현상인

▶ 지하수 유동,

▶ 처분 용기 부식,

▶ 역학적 변화 현상

들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상기 현상에 대

한 부시나리오(Sub-scenario)들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핵종 이

동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PID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은 국내 기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PID 방법 적용하

였으며, SKB Site-94 프로젝트를 참조하였음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기본 ID 정의 중요도 고려 시나리오 ID 구축

- 중요도 (Negligible, Uncertain, Important)

- SKB-94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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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Long-lived, lo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

■ Scope: Near-field and engineered barriers in the SFL 3-5 disposal
concepts

■ 고려하는 FEP의 차이

■ 기준 시나리오의 차이

- 일부 Component의 교체에 따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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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종합 안전성/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처분장으로부터 인간 생태계에 이

르는 방사성 핵종들의 유출 경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사성 핵종들의 처분장으로부터 인간 생태계 사

이의 이동 경로를 구성하는 단위 사건들인 FEP들을 수집하여 주요 선정 기

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 후 선별된 FEP들에 관해 우선 순위도를 조사하

였다. 또한 선정된 FEP들을 그룹화하여 일반적으로 처분장 시나리오를 도시

할 때 널리 쓰이는 RES 행렬의 요소들과 1:1 대응시켰음

◦ RES 행렬의 상호 반응을 연결한 결과, 지하수 유동, 처분 용기 부식, 역학적

변화 현상과 같은 부 시나리오들이 구성되었으며, 핵종 이동과 관련된 시나

리오가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현재 국내 처분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생

태계가 소규모 우물과 연안 환경임을 고려하여 기준 시나리오를 이들 2개로

선정하였음

◦ 개발된 기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처분장의 안전성과 성능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출된 시나리오 별로 상세한 평가 개요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도

출된 평가 개요를 기반으로 실제 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평가 방법론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해당 인력, 평가 코

드, 입력 자료의 준비성 등이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준 시나리오를 평가하

기 위한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련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현상 목록들에 대

한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개별 FEP 목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존 RES

를 확장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 평가 수행이 가능하

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PID를 도입하여 일반인들이 각 FEP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보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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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를 통해 확립된 방법론을 활용할 경우 다양한 방법에 의한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도출이 가능하여 향후 중저준위 상용 처분 사업 및 고준위 처

분사업에서의 평가용 시나리오 도출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음

◦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을 위하여 기존 FEP 목록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이외에도 FEP의 확충 및 다양한 대안 시나리오 RES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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