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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수정 · 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수정·보완요구사항

-개발한 안전성

.. ’

평가 방 1- 안전성평가 방법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법의 신뢰성 증진 방안|
제시 요망

주2) 니-r
‘:l!..

526 - 596

시나라오별 결정론적 안전성평가 뿐만 아니라

| 주요 업력변수들의 통계처리를 통한 확률분포
를 고려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체계를 구축

하고 민감도 분석 및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
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신뢰성 증진방안
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는 보고서의

3장

11 절

에 이며 기술하였음.

-또한， 처분안전성 신뢰도향상 방안 도출을 위
하여

규제기관에서

고려하고

Case
Case

구축

개 발을

방법 론

있는

위 하여

597 - 662

Safety
Safety

구조 및 요소를 개 발하고 KURT를 기

반으로 한

Safety Case

방안을 수립하여

주요 요소틀의

보고서의

3장

12절에

이행
이마

기술하였음.

-본 연구에서

안전성평가를 위해 개발한 생태

계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의

JAEA와의 생태계 모델 버교， 검증을 수행하
였으며

결과는 보고서의

3장 5 절

3.

생태계

포델 비교 검중에 기술하였음.

-4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는

도구의

안전성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GoldSim을 활용하여 SOAR라는 안전성평가
도구를

SwRI

개발하여

활용하고

었는

미국의

연구소와 공동으로 우리가 3차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한 안전성평가 코드인

GSTSAP와의 다양한 벤치마크시험을 통하여
안전성평가 코드의 확언 및 검증 (V&V) 을 주
요 연구내용으로 추가하여
정으로 었으며

이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할 예
국제적인 선뢰도

를 확보할 수 았을 것으로 기대함.

I 234 - 272

一안전성평가시
자력시설과의

제시 요망

기존

원

차이점

-처분장의 안전성평가는 시점에 따라 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안전성평가인 운영중 안

전성평가와 처분장 폐쇄 이후의 안전성평가인
폐쇄후 안전성평가로 구분함. 그러나 기존 원

자력시설은 폐쇄후 안전성평가는 필요하지 않
기 때문에 운영중 안전성평가만 고려함.

-이중 운영중

안전성평가는 미국에서도 기존

449 - 489

원자력시설 안전성평가에 활용되고 았는 확률
론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PSA) 을 도입하여 활
용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고

운영중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써
인식되고 았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운영중
안전성평가 방법론으로 PSA를 도입하여

가체 계 를 구축하고 대 표적 인 사고로써

평

낙하/

전복 ， 화재， 지진을 선정하여 대표 사고시나리

오에

대한 피폭선량을 평가하여

벼교함으로써

성능목표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제

시하였음. 이는 보고서의

3장 10절에 기술하

여조L

.M 1'1.

-이중 폐쇄후 안전성평가는 기존 원자력시설의

I 37 - 168,

안전성평가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방법론 I

으로 기본적으로

FEP

연구，

FEP

연구를 기

반으로한 안전성평가 시나리오 개발， 근계 및
원계영역

이동 평가， 생태계

모델 개발을 통

한 피폭션량 평가를 통하여 안전 목표와의 비

교를 통하여 처분장의 안전성을 확보함. 이는
보고서의 3장 1절 - 3절， 9절 -11 절에 기술
하였음.

343 - 596

-지진
대하여

시나라오

대응에 1- 본

구제적으로

보 1

고셔에 제시 요망

|

연구에서는

A-KRS 의

파이로폐기물

설계

적합성

처분시스댐인

검증을 위하여

운영

중 및 폐쇄후 안전성평가 도구를 확보하고 대

표 사고 및 시나라오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수
행하였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진

발생

시 운영중 및 폐쇄후에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진 시나라

오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만약에 안전성평가 결과를 통해 지진으로 인
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안전성평

가 결과를 활용한 주요 구조물， 시스댐， 부품
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설계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 안전성평가 재수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향후 개념설계

단계의 시스탬이

아난 상세설

계가 이루어진 시스템에 대해 본 연구에서 수
행한 안전상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안전성평가
수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지진 시나라오

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며

-목표 대바
체적인

성과 및

이는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설계

개션을 통하여 가능함.
구 1- 본 연구에서는 개념설계

추진방법(예:우|

단계인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인 A-KRS의 안전성을 업증하기 위

리나라 지절 고려 방법)

I

한 안전성평가를 위한 방법론과 도구개발을 주

제시 요망

|

요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이롤 위한 주요 연구내
용을 파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본 연구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다른 세부과제인

시스댐 개발， 심부환경자료， 핵종이동 과제들과
의 유기적인 협조를 추진하였음.

-예로써， 안전성평가 모텔 개발을 위하여 시스템
과제의 설계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지하 매질내

핵종이동 특성에 관한 질험자료를 입수하여 통
계처려하고 확률분포를 추정하여 안전성평가 입
력자료로 활용하였음.
-또한， 우리나라 지질을 대표하는 KURT의 지질
환경을 고려한 지 질모델을 통하여

MWCF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질환경 특성 자료와 지화학

관련 자료를 안전성평가 입력자료로 활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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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CYPRUS+를 개발하고 RES를 이용한 FEP/Scenario 개발 방법론을 확장하여 PID 방법론을 병
행한 시나리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습식 재처리후 유리고화

폐기물 처분 및 파이로 주기 폐기물 처분 등 다양한 처분 방식에 따른 방사선적 장기 안전성
평가 방법론과 Goldsim을 이용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공학적 방벽에
서의 이상 유동에 대한 해석적 수식화와 평가를 위한 전산코드를 개발하였으며 핵종이동에
관한 해석적 수식모델을 도출하였다. 생태계 모델에 대하여 일본 JAEA와의 검증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생태계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의 중요도에 대하여 양 기관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
는 것을 확인하였다. 파이로 처분 시스템의 폐쇄 후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
성 평가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분 시스템 내 핵종 유출 및 이
동에 관련된 주요 시나리오를 부지 특성적 입력 자료와 함께 결정론적, 확률론적으로 평가 하
였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입력변수들의 값을 수집하고 통계 처리하여 확률밀도분포
함수 형태로 만들었다. 운영중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하여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의 신뢰도 DB를 개발하고 처분장 운영 중 지상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전복,
화재, 지진 사고에 대하여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운영중 안전성 평가를 수
행하였다. 가장 보수적인 피폭선량 평가 결과는 중· 저준위 방사성페기물 처분장 성능목표치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공학적 방벽 상호작용으로 인한 기체 발생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안전성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확률론적 폐쇄후 안전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입력 자료
의 확률분포를 활용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확률론적 계산을
통해서 농축 피폭 집단의 경우 연간 최대 피폭선량으로서 0.6 mSv/yr 이하이며 이는 10
mSv/yr인 안전목표치 이하임을 확인하였다. 처분장 안전성 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Safety Case 구조 및 요소를 개발하고 Safety Case 구성요소별 이행방안과 Safety Case 개발
일정을 제시하였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처분안전성평가, 파이로 공정, 골드심, FEP, 시나리오, 품질보증,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운영중 안전성 평가, Safety Case 개발
TSPA, Pyro-processing, Goldsim, Scenario, Q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영 어
Operational Safety Assessment. Development of Safety Case
한 글

요

약

문

I. 제목
처분안전해석/ 처분 안전성 평가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자원의 안전 공급과 환경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는 필
수적인 기술로써 이는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 물려줄 자연
환경의 보존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원자력 분야 선진국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장
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기술의 실용화 단계까지 발
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파이로 공정으로 대표되는 선진핵연료 주기 개발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처분시스템은 기술성, 경
제성,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성평가 분야로써 처
분시설의 운영 중이나 폐쇄 이후에도 일반대중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
는 안전성평가 기법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 관련 기술은 국내 고유의 환경 및 실
정을 고려하여 미리 확보하여야만 적기에 관련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
련기술의 확보가 지연되어 적기에 관련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내 고유의 환경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
하기 위해서는 시간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외기술 수입으
로 인한 막대한 기술료 지급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고유의 환경 및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안전성평가 관련 기술
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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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고시(안)”
을 준비 중에 있는데 연간 총 위험도에 기반한 안전목표치를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시설이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시설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과 이를 활용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력변수들의 값을 통계 처리하여 확률밀도분포함
수 형태로 만들어 안전성평가코드와 연계시켜야한다.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처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연구 분야로써
국내 환경 및 실정을 고려한 Safety Case 개발을 통한 처분 안전성 신뢰도 향상 방
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Safety Case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처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방대한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일관성과 명확성,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따라서 Safety Case 개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
워놓아야 필요한 자료와 모델,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처분장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필요조건 및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Safety Case 개발 과정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폐쇄후 안전성평가를 위한 FEP,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기존 개발된 KAERI

Encyclopedia FEP 리스트를 보완하였다. 또한 KAERI FEP Encyclopedia 보완을
위해 학계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다. FEP들 간의 상호관계를 도시하는데 한계
가 있는 RES 방법론을 보완하기 위해 PID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PID 방법론은 각

FEP간의 상호 반응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가
그룹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 요구되어 CYPRUS+ 개발의 일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상세 PID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
기본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를 PID로 도시하였다.
지난 단계에서 개발한 MASCOT- K와 MDPSA, 그리고 구획 모델 개념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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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ER 프로그램은 종합 안전성 평가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었으나 시간 변화
모사 불가능, 상수 형태로 표현되는 물질 이동 계수의 한계, 복잡한 수치 해석 모델
상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Goldsim RT 버전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과 파이로 폐기물 종합 안전성 평가가 모두 가능한 종합 평
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새로운 평가 코드는 두 가지 다른 심도에 위치하는 처분장
영향 평가,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폐기물이 가지는 용출 특성 차이에 대한 상세
모델링, 수직 처분공, 수평 터널, 사일로 등 다양한 처분장 설계 개념에 따른 평가
방법론 개발, 공학적 방벽 기능 손상 및 지진 영향 등으로 인한 안전성 평가, 생태
계까지 포함된 종합 안전성 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한 THRC(Thermo - Hydraulic - Radioactive - Chemical) 상호 반응이 장기간에
거쳐 핵종 유출 및 공학적 방벽에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A- KRS 종합 성능 평가를 위해 기본 시나리오 및 지진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 평
가를 수행하고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처
분 안전성이 폐기물 고화체 용출률(Dissolution rate)과 Se- 79와 같은 특정 핵종의
토양층(Soil)에서의 분배계수(Distribution factor) 등에 좌우됨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AMBER 코드를 이용한 생태계 평가 모델에서는 단위 Bq/yr 당 피
폭선량 인자(Dose Coefficient)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였는데 반하여 이번 단
계에서는 공학적, 천연 방벽 등과 통합한 종합 안전성 평가 도구에서의 동적인 생
태계 이동 현상을 모사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의 검증을 위해 새로 Goldsim을
이용한 연구 결과와 AMBER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코드 검증을 시도하
였다. 또한 일본 JAEA와 검증 연구를 수행하여 같은 입력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양국 영구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하여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품질 보증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 단계에서 개발된 CYPRUS를 확장 CYPRUS+
로 개발하였다. CYPRUS에서 새로운 모듈 탑재 시마다 발생한 기술적 난제를 극복
하기 위해 아파치를 사용한 모듈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처분 연구 특성을 반
영 PAID로는 한계가 있었던 유사 데이터 클러스트 군인 단열 정보 및 지하수 정보
들에 대해 보다 손쉬운 정보 전달을 위한 특수 모듈 개발을 완료하고 이 모듈들을

CYPRUS+에 탑재하였다.
운영중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하여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사성폐기물 처
분장의 신뢰도 DB를 개발하였다. 신뢰도 DB 프로그램은 크게 신뢰도 DB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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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처분장 구역 편집, 기기 신뢰도 자료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처분장 운영 중 지상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전복, 화재, 지진 사고에 대하여 확률론
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운영중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사건수목 방
법론을 이용하여 각 사고별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사고 발생 확률을 정량화하
였다. 각 사고별 대표 사고 시나리오인 기체 및 입자 형태의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
으로 방출되는 시나리오에 대하여 RSAC7.0을 이용하여 거리별 피폭선량을 평가하
였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확률밀도함수의 종류 및 특성을 분석하고,
각 입력변수별 확률밀도함수를 선정하였다. 이중 활용빈도가 높은 것은 삼각분포함
수, 정규분포함수였다. 안전성평가 코드에 사용되는 모든 입력변수들을 비교, 분석
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대상이 되는 입력변수들을 선정하였다. 각 입력변수별로
수집한 자료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확률밀도함수를 구하기 위한 통계처리를 하였
다. 각 입력 자료별로 값 분포의 특성과, 외국 자료값과 비교 평가하여 사용함수 및
값의 타당성을 기술하였다.
공학적 방벽의 안정성 및 핵종이동에 영향을 주는 부식가스 및 콜로이드 등의 메카
니즘 규명과 정성적인 영향평가를 통하여 이로 인한 안전성에 미치는 중요도 평가
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 내의 기체 발생 및 이동 메카니즘을 검토하고
공학적 방벽을 통한 기체의 확산 이동을 평가하여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였다. 또한 콜로이드의 발생과 이동을 모사하는 모델과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콜로이드가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Safety Case 개발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는 제안된 Safety Case의 구조와 구
성 요소를 바탕으로 모델링이 필요한 주요 사항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는 보고서의 유기적인 결합, 조직화 및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를 다루었다. 특
히 Safety Case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모델을 정리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
을 통해 처분 방식과 부지, 폐기물 유형과 공학적 방벽 및 처분장 설계 등의 세부
연구 항목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하였다. 자료와 모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지식관리시스템의 필요성도 제안하였고, Safety Case 개발을 지원해주는, 포
트폴리오에 제시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업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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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FEP 연구는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시나리오는 PID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PID 방식의 시나리오 방법론
을 개발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습식 재처리후 유리고화 폐기물 처분 및 파이로 주기 폐
기물 처분 등 다양한 처분 방식에 따른 방사선적 장기 안전성 평가 방법을 기술하
기 위해 먼저 평가 대상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모델링 방법론을 소개하였
다. 이를 위해 현재 세계적으로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Goldsim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능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공학적 방벽에서의 이상 유동에 대한 해석적 수식화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
가를 위한 전산코드를 개발하였다. 또한, 핵종이동에 관한 해석적 수식모델도 도출
하였다.
생태계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환경이 비슷한 동아시아 생태계 공동연구 및 모
델링 방안의 일환으로서 일본 JAEA와의 검증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에 걸친 공동
연구를 통하여 양 기관의 GoldSim 생태계 모델에 대한 비교 검증 결과, 생태계 평
가를 위한 입력자료의 중요도에 대하여 양 기관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
인하였다.
처분장 안전성 평가 관련 품질보증시스템인 CYPRUS이 가지고 있는 처분 분야에
대한 종합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 체제를 갖춘 시
스템,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확
충, 추가 시스템 개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PID 모듈 개발, 단
열정보 모듈 및 지하수 조성 모듈을 개발하여 CYPRUS에 탑재되어 이용자에게 제
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파이로 처분 시스템의 폐쇄 후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1단계에서 개발
된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분 시스템 내
핵종 유출 및 이동에 관련된 주요 시나리오를 부지 특성적 입력 자료와 함께 결정
론적, 확률론적으로 평가 하였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입력변수들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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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통계 처리하여 확률밀도분포함수 형태로 만들었다. 각 입력변수별 함수들
은 Goldsim 기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코드와 연계시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5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
률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피폭 선량률은, 우물 굴착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선량률을
줄 수 있는 반면 정상 시나리오의 경우는 기대하는 대로 가장 낮은 선량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중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하여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사성폐기물 처
분장의 신뢰도 DB를 개발하였다. 신뢰도 DB 프로그램은 크게 신뢰도 DB 프로젝트
관리, 처분장 구역 편집, 기기 신뢰도 자료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신
뢰도 자료는 경주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 자료, 원자력발전소 신뢰도

DB와 미국 YMP 안전성평가 보고서 자료를 이용하였다.
처분장 운영 중 지상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전복, 화재, 지진 사고에 대하여 확률론
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과 RSAC7.0을 이용하여 각 사고별 대표 사고 시나리오인 기
체 및 입자 형태의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시나리오에 대하여 피폭선
량을 평가하였다.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에 대Sv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지하에 처분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서 기체 발생의 주요 메카니즘으로는 금속의
부식, 물의 방사분해, 라듐의 방사성붕괴에 의한 라돈 발생 등이 있다. 선진 핵연료
주기 발생폐기물 중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세라믹폐기물과 금속폐기물에 대한 기체
발생량을 SMOGG (Simplified Model of Gas Generation from Radioactive Wastes)
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초기에는 방사분해가 주요 메카니즘이며 시간
이 지날수록 부식이 주요 메카니즘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발생된 수소 기체는 인공방벽 내에 존재하는 공극수에 용해되어 인공방벽을
통하여 확산된다. 용해된 수소의 주위 암반으로의 확산이 수소의 발생율보다 적다
면 용기주변에 존재하는 수소의 농도는 용해도보다 커지게 되고 수소는 기체 형태
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발생된 수소의 확산 현상 모델과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대표값에 대한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소 기체의 압력은 철의 부
식율과 유효확산계수에 따라 6MPa에서 18MPa 범위의 값을 가지며 부식율이 작을
수록 확산계수가 커질수록 압력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소 기
체가 어떤 압력 이상에서는 완충재를 투과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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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압력에 도달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열에서 방사성 핵종과 자연 콜로이드의 흡착으로 인한 유사 콜로이드 생성, 용액
과 유사 콜로이드의 단열 내 흡착, 단열 내 용액의 주변 암반으로의 확산 및 암반
내에서 흡착 등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특히 임의의 time dependent flux 경
계 조건에 대한 반해석해와 평가 프로그램 작성하여 근계 영역에서의 핵종이동 평
가 결과를 단열에서의 유사콜로이드 및 핵종이동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콜로이드가 존재할 경우 핵종이동이 가속화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액
티나이드 핵종들과 같이 붕괴사슬이 있는 경우 콜로이드 영향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입력변수들의 값을 수집하고 통계 처리하여 확률밀
도분포함수 형태로 만들었다. 각 입력변수별 함수들은 Goldsim 확률론적 안전성평
가코드와 연계시켜 계산을 수행하였다. 9개 입력 자료의 분포에 따른 정상 시나리
오에 대한 확률론적 계산을 통해서는, 농축 피폭 집단의 경우 연간 최대 피폭선량
으로서 대략 0.6 mSv/yr 이하로 나타났으며, 입력자료 분포 내 어느 값을 취하든
최소한 0.02 mSv/yr의 피폭 선량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 mSv/yr로 제
시될 예정인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한편 고려된 입력변수 중 500m 깊이
의 처분장에 관련된 암반 매질에서의 수력학적 전도도가 피폭 선량 계산 결과에 대
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암반 균열에서의 매트릭스의 확산 깊
이는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투명성을 갖추고 실행 가능하며 정보의 흐름이 추적 가능한

Safety Case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Safety Case 개발을 지원해주는 처분
시스템의 각 세부 분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Safety

Case 작성에 대한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내부 및 외부의 검토를 받는 절
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파악하여 제시하였으며, 과업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Safety Case 구성요소별 이행방안과 Safety Case 개발 일정을 제시하였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수정, 개발된 FEP Encyclopedia 및 PID 방법론은 파이로 폐기물 선원항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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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수정 도출에 적용될 예정이며 PID 방법론은 처분 연구 뿐 아니라 파이로
연구에도 적용하여 각 공정별 반응 및 물질 흐름, 공정간 연계성 등을 도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파이로 처분 시스템의 폐쇄 후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Goldsim 프로
그램으로 구현된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처분 시스템 내 핵종 유출 및 이동에 관련된 주요 시나리오를 부지 특성적 입
력 자료와 함께 결정론적, 확률론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안전성 평가 방법론 및 평가 도구 프로그램은 향후 실제 처분장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이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체 발생과 공학적 방벽에서의 이동 평가 결과는 인공방벽 설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발된 평가프로그램과 다양한 인자들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 인자들의
실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임의의 유속 경계 조건에 대한 콜로이드 평
가 프로그램은 처분안전성평가에 사용되는 다른 코드와 결합하여 콜로이드를 고려
한 핵종이동을 평가함으로 처분장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Safety Case 개발 방안 수립 연구에 의한 결과물은 향후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심지층 처분 부지를 선정할 때 필요한 일반적 개념의 Safety Case 작성에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환경 및 실정을 고려한 Safety Case 개발을 통한 처분 안전성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에 활용되어 처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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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 itle
Radwaste Disposal Safety Analysis/Integrated Safety Assessment of a Waste
Repositor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To accomplish the nation' s energ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ecuring not
only a HLW repository but also its safety is a prerequisite. This meets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can further contribute to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 field of energy and the environment with self- reliance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echnology that we will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in nuclear industry, the national long- term
management system for the safe management of a HLW is being developed, and
in some countries, the related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o the stage of
practical application. In Korea, the pyro- processing, which represents the
advanced nuclear fuel cycle (ANFC), has been developed with a parallel efforts
on the system development for a safe disposal of the HLW generated from the
ANFC. The disposal system must ensure the technology, economy, and safety.
In a safety field, the safety assessment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and it must prove the safety through securing the safety assessment
method that minimizes the influence on human and the environment during
operation and/or after the closure of the disposal system.
The technology related to the safety assessment in the HLW repository system
must be secured in advance because it is considered as one nation' s own
technology. It needs a tremendous amount of time to apply the technolog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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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ation, if the technology does not consider the indigenous environment of
one nation. Or the cost (e.g., engineering fee) will be huge to import the foreign
technology to one nation. Both can profoundly affect the national energy
security. Therefore, we must

secure the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considering one nation' s indigenous environment and status.
In Korea, the Draft Notice "The regulation on the risk control standard of the
HLW repository" specified to meet safety goals based on the total annual risk is
being prepared. To determine whether the disposal facility meets the criteria,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must be conducted. For this,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 functions used for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input variables must
be linked into the system.
To establish the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and thus to improve the public
confidence on the disposal safety, the Safety Case development is a must. The
Safety Case for the disposal system needs to be based on the domestic
environment and status. To establish a Safety Case, the R&D that covers an
extensive contents of overall disposal system is needed, and the consistency and
clarity about its contents, and the preparation for uncertainties for the context
must be considered. Therefore, an overall implementation plan for a Safety Case
development process is required to manage the integrated models and data, to
support a licensing procedures associated with a disposal repository, and to
provide a definitely iterative development process for compliance with safety
requirements.

III. Scopes and Contents
The FEP list for the advanced fuel cycle is developed based on the KAERI FEP
encyclopedia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y and the list has been reviewed by
the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The PID methodology was introduc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 in the RES methodology which is possible to compreh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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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nectivity of events at a glance but impossible to describe mutual
responses of FEP in detail. The development of detailed PID for the 5
sub- scenarios was completed, and the overall reference scenario was visualized
through the 5 detailed PID' s.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using the previously developed MASCOT- K,
MDPAS, and AMBER program in the area of the time variant simulation, use of
constant material transfer coefficients, and complex numerical simulation.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 program using the Goldsim for the performance
assessment has been developed. This performance assessment program can be
applicable to many areas; performance assessment for a double- tier repository
with two different depths, detailed analysis of different leaching characteristics
of SNF and pyro- processed wastes, safety assessment for the different design
concepts including a vertical emplacement, horizontal emplacement, silo, etc.,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degradation mechanism of safety such as impaired
function of engineered barrier systems and seismic impacts. In addition, the
impact of THRC (Thermo- Hydraulic- Radioactive- Chemical) reaction on the
long- term radionuclide release and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performance
was investigated.
The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s were made for a reference scenario
and seismic scenario. Also, the probabilistic performance assessments considering
the input data uncertainty were made.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assessments are dependent upon the dissolution rate of vitrified wastes and the
distribution factor of a specific radionuclide such as Sr- 79 in soil.
In this stage, we have simulated the dynamic biosphere transport phenomena by
integrating the natural and engineered barrier systems in modeling in contrast to
the AMBER program that uses the dose conversion factor of Bq/yr in the
biosphere modeling. For th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the modeling, we have
compared the results obtained from both AMBER- based and Goldsim- based
program. In addition, both the KAERI and JAEA have used the same input data
and compared the output data. This validation studies have confirm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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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of the results.
To develop a quality assurance system, the CYPRUS+ system which extends
the CYPRUS developed in the previous stage, was developed. In the CYPRUS+,
the Apache was adopted to overcome the technical difficulties during the loading
of a new module in the CYPRUS. Also we developed and loaded a specific
module to the CYPRUS+ for easy transfer of information such as fracture
network and groundwater flow which are groups of similar data cluster.
The reliability DB was developed to support the probabilistic operational safety
assessment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It has three main functions; a
management of a DB project, editing function of regions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d editing function of a component reliability DB.
With 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method, the operational safety assessment
was performed for a tip- over/drop, a fire, and a seismic event which can occur
during the operation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The establishment of the
accident scenarios and the quantification of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each
scenario was made using the event tree analysis method. The exposure dose
assessment using RSAC7.0 was made for the representative accident scenario
(i.e., gaseous and particulate radioactive materials released to the atmosphere).
We analyzed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s in
order to apply them to the probabilistic post- closure safety assessment. The
most frequently used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s are triangular and normal
distribution functions. We selected the important input data which have to be
applied to the probabilistic post- closure safety assessmen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nput data. We compiled the input data into the excel files and
made statistical treatment for collected input data in order to obtain the
approp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s. We suggested the appropriat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s for the important input data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each domestic and foreign input data.
The mechanism of hydrogen generation resulting from the corrosion of the
canister and the behavior of colloids are examined and evaluated to estim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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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acceleration of the radionuclide migration and the effects on the
stability of the buffer and surrounding rock mass. The assessing of hydrogen
production by the corrosion of the canister and the diffusion analysis of
dissolved hydrogen are performed. The model and assessment tool for the colloid
generation and migration are developed.
In the study for implementation plan of Safety Case, issues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in supporting reports were handled so as to provide main
requirements and a basis of modeling with a structure and components in the
supposed Safety Case. Data and models to establish a Safety Case were
organized and reviewed. Through the verification process, the detailed research
items, such as disposal methods, disposal site, engineered barrier system, and
repository design were systematically integrated. The need for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including a database for data and models was
presented. Then, the tasks for documenting main support reports in the Safety
Case portfolio were provided.

IV. Results
In the HLW repository project, scenario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FEP. At
this stage, the KAERI FEP list has been modified for the advanced fuel cycle
and the scenarios have been represented by PID.
The formulated scenarios and modeling methodology were introduced so as to
descript a long- term radiological safety assessment of disposal systems for
various radioactive wastes including spent fuels in direct disposal, vitrified
wastes, and pyro- processed wastes. Therefore, the methodology for developing a
performance assessment program constructed by GoldSim, which had been used
in the safety assessments of disposal repositories, was derived and the safety
assessment program was established.
Analytical formulations for unusual flows in a engineered barrier system were
derived and the computer code for assessing the formulation was buil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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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al formulation for the radionuclide migration was also drawn.
As part of the verification of the accuracy of the biosphere modeling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ling of the biosphere in the East- Asia environment,
joint research and the validation studies with the JAEA were accomplished. In
the joint researches, the GoldSim biosphere models from each organization were
compared and verified. Finally, it was identified that the two models showed
similar results indicating the importance of input data for assessment of the
effects to the biosphere.
The CYPRUS+ system was developed to overcome the technical difficulties
during the loading of a new module in the CYPRUS. Also we developed and
loaded new modules including PID module, fracture network information module,
groundwater composition modules, etc., in the CYPRUS+. The data related to
the performance assessment, papers, technical reports and research documents in
domestic and foreign journals were loaded.
The safety assessment program developed to evaluate the post- closure
performance and safety of A- KRS was updated. The release and migration of
radionuclide by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methods with site- specific data
was used in assessing scenarios. The input data was collected and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the data were set in order to employ
probabilistic analysis. Th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were used for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code organized by GoldSim as input data
distributions.
From the analysis of the five scenarios formulated in this study, the farming
exposure group can have the maximum peak dose exposure rate in well drilling
scenario, and the minimum in reference scenario.
To support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of disposal repository in operation
phase, the reliability DB (database) for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was
developed. It has three main functions such as a management of a DB project,
an editing function of regions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d an editing
function of a component reliability DB. The representative reliability data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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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ed by the reported data from the design of Gyeongju intermediate and
low level waste disposal repository in Korea, the reliability DB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safety assessment for Yucca Mountain Project in USA.
The safety assessment in operation stage by probabilistic methods was carried
out for a potential tip- over/drop, a fire, and a seismic event occurred during the
operation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With the event tree analysis method,
the accident scenarios were formulated and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each
scenario was quantified. The occurrence probability for each branch in the event
tree was evaluated by the fault tree method. The representative accident
scenario describing the release of gaseous and particulate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atmosphere, was assessed in respect of the exposure dose with RSAC7.0.
The result from the most conservative scenario demonstrated that the exposure
dose was not beyond 5 mSv/yr, which was the performance goal of intermediate
and low level waste disposal repository.
The main gas generating mechanisms for high- level waste (HLW) are corrosion
of metals, radiolysis, and radon gas production by radioactive decay. Gas
generation from ceramic and metal waste in advanced fuel system is assessed
by SMOGG (Simplified Model of Gas Generation from Radioactive Wastes). It is
found that radiolysis is the main mechanism to gas generation at the beginning
and corrosion of metal becomes the main with time.
The hydrogen gas, which is generated by corrosion, diffuses as an aqueous
species through pore water in the buffer. If the hydrogen is generated at a
higher rate than the diffusion rate of dissolved hydrogen, the hydrogen
concentration will increase and a free gas will accumulated at the canister
surface. The model and program are developed for the diffusion analysis of
dissolved hydrogen. A sample calculation and sensitivity analysis are performed.
The accumulation pressure in the interface of buffer is approximately 6 MPa to
18 MPa. As corrosion rate becomes smaller or the effective diffusion coefficient
goes higher, the accumulation pressure becomes smaller. In reality, the
accumulated hydrogen gas will permeate through the buffer with 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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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and thus there would be no possibility to reach the pressure obtained
in this analysis.
The new model is developed for a pseudo- colloid migration in a fractured
porous media. Examples of this modeling are applied to the first- type and the
third- type boundary

condition and then they

are compared with the

pseudo- colloid migration with variable forms of boundary conditions. Through
this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the colloid has significantly important influence
to the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geologic system. Especially the influence of
colloid is important to the actinides in decay chain.
Through a probabilistic evaluation of the repository with selected 9 parameters
whos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s are established from site- specific
reference data, the annual exposure rate to the farming exposure group appears
to be less than around 0.6 mSv/yr at best, and 0.02 mSv/yr at least. With all
parameter distributions given, this is far beneath the safety goal that will be set
to 10 mSv/yr. Among considered parameters associated with the ceramic wastes,
the hydraulic conductivity in the rock medium at a depth of 500 m is appeared
to be the most sensitive to the farming exposure group for the normal scenario
case. The depth of rock matrix diffusion shows the least sensitivity to the
farming exposure rate.
The Safety Case implementation plan with consistency, transparency, feasibility,
and traceability was suggested. And, tasks for producing supporting reports of
each component in the disposal system were shown to develop good Safety
Case. The details of a review procedure by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for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in the development of Safety Case were identified.
The development schedule of Safety Case including requirements to achieve the
tasks was illustrated.

V. Proposal f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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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AERI FEP Encyclopedia and PID methodology developed and modified will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of scenarios for A- KRS and
other disposal system. The developed methodology of PID will be applied to the
pyro- processing research as well as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Safety assessment methodologies and computer programs developed through the
study are expected to be directly applicable to safety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repositories. Various scenarios and models fabricated from the
various types of 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associated with repositories,
could be evaluated with this TSPA program with the appropriate input data
available from the site characterization.
The analysis on gas generation and the diffusion of hydrogen through the
engineered barrier will contribute the design of the advanced EBS. The
pseudo- colloid migration model can be combined with other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code to assess the radionuclide and colloid transport in
the far- field region. The assessment programs and sensitivity study results can
be used for the prioritization of the data needed and experiment plan.
The outcome from the study of Safety Case implementation plan can be useful
and available in producing the generic Safety Case when a disposal site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i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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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국내 원전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2006년 말 현재 8,670톤으로 원자력발전소
내 저장조에서 임시 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8기의 원전이 운영될 것으로 전
망되며 이들 원전에서 총36,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이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 핵연
료주기기술을 바탕으로 SFR(Sodium Fast Breed Reactor)과 연계한 후행 핵연료주
기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처분 관점에서 보면, 사용
후핵연료 직접처분의 기조에서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의 병행처분의 형태로
처분대상이 변하게 된다.
본 연구의 1 단계는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한국형기준처분시스
템(A- KRS: Advanced Korea Reference System)에 대한 처분 안전성 평가 수행을
기본 목표로 두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과 관련하여 FEP
및 시나리오 개발, 종합 평가 프로그램 개발, 생태계 평가 프로그램 개발, 처분 안
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 UC 버클리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T- H- M- C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처분 관련 과제와는 물론 선진 핵연료주기 관련
과제와의 연계를 통하여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분안전해석 과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수행되었으며, 연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차년도(2007년)
ㆍ미래형원자로 및 선진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 해석
ㆍ다분야 복합거동 평가방법론 개발

- 2차년도(2008년)
ㆍ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적 처분성능 평가
ㆍ천연방벽- 생태계 접점에서 물질이동 현상 규명

- 3차년도(2009년)
ㆍ미래형원자로 및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종합 안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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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처분장 안전해석 종합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본 연구의 2 단계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 처리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을 처
분하기 위한 처분 개념인 A- KRS의 종합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
이다. A- KRS의 종합 안전성 평가는 운영중과 폐쇄후 안전성 평가를 모두 포함하
며 종합 안전성 평가를 통해 처분장의 안전목표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성을 입
증할 뿐만 아니라 안전목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설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폐쇄 후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골드심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분 시스템 내 핵
종 유출 및 이동에 관련된 주요 시나리오를 부지 특성적 입력 자료와 함께 결정론
적, 확률론적으로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성 평가 방법론 및 골드심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개발된 평가 도구는 향후 실제 처분장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이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주
요 입력 변수들에 대한 실험 자료들의 통계처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확률분포 함수
를 추정하여 주요 입력변수별 확률밀도 함수를 구하여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운영중 안전성 평가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는 신뢰도 DB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처분장의 상세 설계가 이루이지지 않은 상황
에서는 운영중 안전성 평가 기법을 확립하고 대표 사건에 대한 확률론적 운영중 안
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폐기물 내에서 발생되는 기체와 공학적 방벽에서
발생된 콜로이드 등의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핵종이동의 가속화 여부와 처분장 인공
방벽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분장 안전성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중인 Safety Case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규제기관에서 준
비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위해방지 기준(안)에 의하면 Safety Case 개발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Safety Case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를 통한 Safety

Case의 구조 및 요소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Safety Case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들의 Safety Case 개발시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afety Case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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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처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방대한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내
용에 대한 일관성과 명확성,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따라서 Safety Case
개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놓아야 필요한 자료와 모델, 정보를 통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고, 처분장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필요조건 및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Safety Case 개발 과정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단계 처분 안전성 평가 과제는 2010년부터 2011년까
지 2년간 수행되었으며, 연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차년도(2010년)
ㆍA- KRS 결정론적 폐쇄후 안전성 평가
ㆍ운영중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한 신뢰도 DB 개발
ㆍ주요 입력 자료의 통계처리 및 확률분포 추정
ㆍSafety Case 구조 및 요소 개발

- 2차년도(2011년)
ㆍA- KRS 확률론적 폐쇄후 안전성 평가
ㆍ공학적 방벽 상호작용 영향 평가
ㆍA- KRS 운영중 안전성 평가
ㆍKURT 기반 Safety Case 개발 방안 수립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타국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방안은 쉽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국에서 발생한 고준위폐기물을 자체에서 처리 및 처분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처분의 경우, 각 국가의 자연환경 혹은 처분환경이 다르므로 기술도
입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처분 특성에 따라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처분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왔으
며, 관련기술은 일부 실용화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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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수십만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처분장의 안전
성과 성능이 담보되는가에 있으며, 단기간의 실험실 실험이나 현장 실험으로는 처
분장 안전성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단기간의 실험 결과와 함께 보수적인 관점에
기초를 둔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분장의 안전성과 성능을 정량적으
로 평가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고시(안)”
을 준비 중에 있는데 연간 총 위험도에 기반한 안전목표치를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시설이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시설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과 이를 활용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어야만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안전성 평가 관련 기술은 국내 고유의 환경 및
실정을 고려하여 미리 확보하여야만 적기에 관련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련 기술의 확보가 지연되어 적기에 관련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 기술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내 고유의 환경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
영하기 위해서는 시간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외기술 수
입으로 인한 막대한 기술료 지급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초
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고유의 환경 및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 관
련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경제ㆍ산업적 측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처분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높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정
보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우려는
매우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 누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처분안전해석
을 통하여 처분 환경 친화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향상 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사용후핵연료 누적 문제를 겪고 있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처분장 안전성은 단순히 처분장 건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원, 처
분용기, 공학적 방벽, 천연방벽 등의 종합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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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소 각각의 기능이 총체적으로 처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처분 관점
에서 상호 연관성 및 기능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 안전성은 원자력은 물론
지질, 건설, 재료, 수화학, 폐기물 등 여러 분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처분장 폐쇄 후 일정 기간까지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인 사안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학적 해석을 통한 모델링 기법에 대한 응용은 타 분야
에서의 응용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산업적인 활용도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자원의 안전 공급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는 필
수적인 기술로써 이는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 물려줄 자연
환경의 보존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3. 사회ㆍ문화적 측면
미국의 The 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NAPA)은 1997년 보고서

“Deciding for the Future: Balancing Risks, Costs, and Benefits Fairly Across
Generations” (Docket No. OAR- 2005- 0083- 0087)를 통하여, 각 세대의 행위가 미래
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행동(inaction)이 어
느 정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지와 미래 세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
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
며, 처분장 건설이 필수적이라면, 처분장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방법, 적절한 기술 기준에 의해 건설 및 운영되어야 한다. 미래 처분장
전개를 예측하여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행되는 처분
장 안전성 평가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으로 투명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안전성 평가의 특징에 의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법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결
국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은 처분장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
하여 사회ㆍ문화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처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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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은 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연구 분
야로써 국내 환경 및 실정을 고려한 처분 안전성 신뢰도 향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본 과제 1단계 처분안전해석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아래의 표 1.3.1
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해당 연구내용의 보고서 목차를 정리하였다.

표 1.3.1. 처분안전해석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구분
(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 FEP/ 시나리오에 대한 외부
평가 및 결과를 이용한 수정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연구
처분 안전해석 :
- 금속체 및 염폐기물 처분에
전기환원 공정의 처분
따른 방사선적 안전성 예비
안전성 분석
평가
- 방사성 붕괴열의 지하수 및
처분장 Near Field
핵종 이동 영향 평가
지화학 변화가 처분
- 방사성핵종 사슬과 다중
종합 안전성에 미치는
방벽을 고려한 단열내 유사
영향 평가
콜로이드 이동 평가
1차년도
균일부식과 점부식의
(2007) 상관관계 규명 및
- 부식 평가 모델링 개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 안전성 영향 평가
평가
- 처분안전해석정보시스템
(Cyprus)을 이용한 KURT
천연 방벽/ 생태계 접점
수리 특성 입력 체제 개발
영향 평가 현안 도출 및
운영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 평가 인자의 다양화
구축
- Flow- lab을 이용한 안전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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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최종보고서
참조)

3장 1절
3장 2절

3장 2절

3장 3절

3장 3절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적 처분 성능
평가: 전기정련공정의
처분 안전성 영향분석
처분장 응력변화가 수리 및 방사선적 유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2차년도 안전해석 입력자료
(2008) 생산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해안처분장 영향 분석을
위한 단열망 내
해수/ 핵종이동 평가
모델링
생태계 천부 환경에서의
지하수 및 핵종 이동
현상 규명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확률론적 종합 안전
해석
1단계 처분장 안전해석
종합 품질 보증 시스템
3차년도 운영
THMCRG 상호반응 :
(2009)
방사분해 영향 규명
천연방벽- 생태계
접점에서의 물질 이동
현상 규명
국내 처분 환경종합
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련 반응 세부 공정별 발생
폐기물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
정련 공정 폐기물 처분
방사선적 안전성 예비 평가
응력, 단열 간극 상호반응
모델링 개발
상호 반응 영향 평가
입력 자료 전문가 의견 수렴
Cyprus+를 이용한 KURT
공학적 방벽 건전성 실험자료
입력 체제 개발 및 운영

3장 3절

3장 4절

3장 7절

- 해수 침투 해석을 위한
MDPSA 루틴 개발

3장 8절

- 불포화대 지하수 및 핵종
이동 모사 구획 모델링 개발

3장 5절

-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확률론적 종합 안전 해석

3장 3절

- 안전해석 평가 및 입력데이터
수집 종합 운영

3장 7절

- 방사분해 영향 평가

3장 4절

- GBI에서의 동적 물질 이동
현상 모사 모델 개발 및 평가

3장 5절

- KURT 자료를 중심으로 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장 7절

본 과제 2단계 처분 안전성 평가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은 아래의 표

1.3.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해당 연구내용의 보고서 목차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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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처분 안전성 평가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구분
(연도)

연구개발 목표

A- KRS 종합 안전성
평가
1차년도
(2010)
A- KRS 확률론적
폐쇄후 안전성평가
처분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

A- KRS 종합 안전성
평가

2차년도
(2011)
A- KRS 확률론적
폐쇄후 안전성평가

처분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

연구개발 내용

- KURT 기반 결정론적 페쇄후
안전성 평가
- 운영중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한 신뢰도 DB 구축
- A- KRS 운영중 안전성 평가
- 공학적 방벽 재료 상호작용
메카니즘 규명
- 확률론적 처분 안전성 평가 체
계 구축
- 안전성평가 자료의 통계처리
- A- KRS 폐쇄후 확률론적 안전
성 평가
- Safety Case 구조 개발
- Safety Case 요소 개발
- KURT 기반 A- KRS 결정론적
폐쇄후 안전성 평가
- 신뢰도 DB 활용 방안 구축
- A- KRS 운영중 안전성 평가
- 공학적 방벽 재료 상호작용 영
향 평가
- 확률론적 처분 안전성 평가 체
계 확립
- 안전성평가 자료의 확률분포
추정
- A- KRS 폐쇄후 확률론적 안전
성 평가
- 불확실도를 고려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 KURT 기반 Safety Case 개발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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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최종보고서
참조)

3장 10절

3장 11절

3장 12절

3장 10절

3장 11절

3장 12절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선진 외국의 경우 자국의 특성에 맞는 처분개념을 확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하연
구시설에서의 실증을 통해 처분개념에 대한 기술성, 안전성,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
정을 거친 후 처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원
자력 선진국들의 연구개발 및 관련기술 실용화 도입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초· 중반부터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자국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물의 특성과 미래 원전프로그램의 정책 방향 및 자국 특유의
심부지질학적 특성에 맞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개념을 설정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
터는 설정된 자국의 처분개념 및 관련 주요 기술의 실증을 위한 지하 연구시설을
건설, 운영 또는 지하 연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종 실험을 다국간 협력 하에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자연보
호를 위한 국가의지를 관련 법률 제정 및 체제정비를 통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사
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1.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기술 현황
미래 처분장 변화를 예측하여 이를 통한 안전성 평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확률론적 평가 방법 적용이 권
고되었으며 핵종 유출을 상세하게 규명하는 코드 및 핵종 유출 과정을 일반인들
에게 쉽게 모사할 수 있는 코드 개발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② 처분 안전성 신뢰성 증진 차원에서 단일 코드에만 의존하는 체제에서 여러 개의
평가 코드를 병행 적용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③ 핀란드의 경우 기존의 국내 코드인 Feflow를 확장한 Feftran을 활용하면서 동시
에 iConnectflow를 Olkiluoto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④ 스웨덴의 경우 피닉스/Far31 등을 주축으로 한 평가 체계를 일신하여 Minitor

2000 패키지를 정비하였으며 규제 기관은 Amber를 활용하여 구획모델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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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케이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⑤ 일본의 경우 다양한 코드들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GoldSim, Monitor

Scientific 및 영국 Quintessa, Serco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자신들의 환경에
적합한 컴퓨터 코드들을 해외 주문 방식으로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직접 이들과 상응한 코드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처분장 안전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기존의 실증이라는 개념을 대체하
여 신뢰성 증진(confidence building) 개념이 대두되어 완전한 실증을 통한 처분장
안전성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평가결과 상호비교, 자연 유사, URL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처분 안전성을 주장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각국 처분연구 현황 및 안전해석 관련 연구 현황
가. 핀란드
l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 처분할 계획 중인 핀란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심지

층 처분장 부지 선정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최종 결정된 나라로서 처분 대상 고
준위폐기물은,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BWR 형태), 로비사 원자력 발전소(구
소련 가압수형 원자로, VVER), 신규의 유럽 가압수형 원자로(EPR)에서 발생하
는 사용후핵연료이며, 신설되는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의 유럽 가압수형 원
자로(EPR)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용기에는 4개의 집합체가 수납될 예정
이지만 올킬루오토와 로비이사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용기는 모두 12개의 집합체의 수납을 고려하고 있다. 방사선 원자력 안전 센터

(STUK)의 안전 평가 보고서(TILA- 99)에 의하면 구리용기의 수명은 10만년 이
상으로 되고 있다.
l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대책에 대한 정부 결정에 의해, 1987년 원자력법에서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 취득자가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2개의 전력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서 POSIVA가 설립되어 최종 처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처분장의 건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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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전담하고 있다.
l POSIVA는 2000년 12월 지층 처분 연구 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제안하고 정

밀 조사를 위한 지하 암반 특성 조사 시설(ONKALO)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l 처분장의 운영 시작 목표는 2020년으로, 2003년 일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POSIVA는 처분장과 캐니스터 봉입 시설의 건설 허가를 2012년에 신청해서 건
설 허가 후 약 8년 간에 걸쳐 봉입 시설과 처분장의 건설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
고 처분장의 운영 개시 목표 연도는 2020년이다.
l POSIVA가 모든 관련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연구

개발 업무는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컨설팅 회사나 건설업체 등에 위탁을 통해
실행되고 있고, 동일한 처분 개념을 가지는 스웨덴이나 스위스, 캐나다 등과의
국제 협력에 의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기술 연구 센터

(VTT)는 무역산업성(KTM) 관할 하에 있는 핀란드 최대 규모의 종합 연구소로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성과는 사용
후핵연료 최종 처분장 건설에 관한 POSIVA의 인허가 서류에 활용중이다.
l 현재 핀란드에는 지하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된 URL은 없지만, 중· 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 시설에 병설된 소규모의 연구소가 있으며, 연구 시설은 아니지만,

ONKALO 지하 특성 조사 시설이 현재 처분장 부지로서 선정된 올킬루오토 부
지 내에 건설 중으로 건설과 병행해 조사 연구가 함께 실시되고 있다.
나. 스웨덴
l 4개의 원자력 발전 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스웨덴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가 모든 연구 개발 실증을 위한 R&D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국내외의 대
학,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해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오스카
샴 지자체에 있는 에스페(Aspo) 암반 연구소와 용기 연구소 등이 주요 연구시설
이다.
l SKB는 1984년에 제정된 원자력 활동법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

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한 후 1986년 계획서를 발표하였고 이후 매 3년마
다 갱신하여 감독기관인 SKI와 방사성폐기물 국가 평의회 KASAM에서 심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승인되며, SKB의 R&D 프로그램은 199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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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Demonstration) 개념까지 포함하여 “ 연구 개발 실증 프로그램(RD&D 프로
그램)” 으로 개칭되었다.
l 2004년 9월에 작성, 공표된 연구 개발 실증 프로그램 2004(RD&D 프로그램

2004)에 의하면 향후의 계획에 용기의 제조 및 봉입 기술이 중점적으로 포함되
어 있고, 향후의 RD&D 프로그램 2007과 2010에는 각각 “ 지층 처분 기술” 및

“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시스템” 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 예정이다.
l SKB는 심부 처분공 처분 등 각종의 지층 처분이나 감시를 통한 장기 관리 저

장, 중간 저장 시설(CLAB)을 통한 무기한 저장 등의 대체 기술에 대한 비교, 검
토를 실시하여 이 결과에 근거해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적으로 지층 처분하는 것
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2001년 11월 스웨덴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 다만
분리 변환 기술과 심부 처분공 처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l 지층 처분장의 설계나 적절한 부지의 선정, 그리고 과학적인 처분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URL을 건설하는 것이 R＆D 프로그램 86에 포함되어, 그 결과

1986년 에스페 섬에서 부지 조사가 개시되어 1988년 말 에스페 섬 남쪽에 에스
페 암반 연구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SKB가 결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1990년
이에 대한 허가를 완료하여 5년간의 건설을 통해 1995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다. 독일
l 독일은 연방 방사선 방호청(BfS)이 처분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방호 및 최종 처분을 위한 연구 개발도 실시해 실제로 BfS가 처분장 개발
과 관련되는 연구 개발을 외부 계약에 의해 수행하여 처분 사업에 적용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처분장 개발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기초 연구는 연방 경제
기술성(BMWi)에 의해 수행되며, 지층 처분 연구에 관해서는 FZJ, FZK, FZR 및
설비 원자로 안전 협회(GRS), 연방 지구 과학 천연자원 연구소(BGR) 등을 중심
으로 연구 수행 중이다.
l 1977년 7월, 연방 물리학 기술 연구소(PTB)에 의해 골레벤 최종 처분장 개발 조

사 계획이 제시되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을 위한
센터로서 구상되었고, BMWi를 중심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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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모암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1999년 예산상, 연구 개발비의

25%가 암염, 45%가 결정질 바위 및 퇴적암, 그리고 나머지가 암종에 의존하지
않는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l 1965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암염 광산이었

던 Asse 광산을 GSF가 취득하여 1967년부터 1977년까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시험 처분이 실시되었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URL로 조사 활동
이 계속되었다. 1990년 시작된 대규모 모의 히터 시험을 수행하였으나, 1999년
히터를 정지해 2003년 URL에서의 연구가 실질적으로는 종료되었고 이 광산은

2013년 최종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골레벤에서의 지하 탐사공도 실질적으로
URL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현재 새로운 탐사 활동은 모두 동결되었다.
라. 스위스
l 스위스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동 조합(NAGRA)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장기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 및 기술적 기반의 제공, 폐기물 관리 개념에
관한 제안, 처분장 후보 부지 평가, 폐기물 목록의 작성, 폐기물 처분의 적절한
형태 등 폭넓은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 정부 등이
출자하고 있는 자국 내의 연구소와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URL내의 지질 조사 및 처분의 안전 평가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l 1978년 “ 원자력법에 관한 연방 결의” 및 정부에 의해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허

가의 요건으로 항구적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최종 처분의 실현 가능
성의 실증이 요구되어 NAGRA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1992
년 이 계획서의 개정판으로 처분장 및 중간 저장 시설의 필요성 및 연구개발의
우선 순위 등을 포함한 “ 스위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개념 및 그 실시 계
획” 을 공표하였다. 1995년에는 지질 조사 계획을 포함한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목적, 전략 및 일정, 지질 조사, 장기 안전성 및 방사선적 위해도” 를 작성
하였고 또한 지금까지의 처분 안전성과 실증에 관련한 연구조사 결과를 기술 보
고서 등을 발간하였다.
l NAGRA는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하여 그림젤 시험부지(결정질 바위) 및 몬테리

암반 연구소(퇴적암 점토) 등의 2개의 URL을 운영 중인데, 그림젤 시험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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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이 부지에 대한 조사 활동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대만,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 등이 참가 중이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되어 온 제 5단계 연구에 이어 보다 실제의 처분장에 근접한 시
간 규모 및 조건에 관한 폐기물 처분 개념의 연구에 주목적을 둔 제 6단계 연구
프로젝트가 2003년 1월부터 개시되어 현재 PSG(틈의 공간 기하학적 규명),

CFM(콜로이드 형성과 이행), LTD(장기적 확산 실험), LCS(장기적 시멘트 실
험) 등이 계획되어 있고, T- H(원격 조작 정치 실험) 및 MTF(장기적 재료 실험)
등의 실험이 실시 중이다.
l 몬테리 암반 연구소에서는 스위스 국립 수문학 지질 조사소(FOWG)의 관리 하

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1995년 설립된 이래 NAGRA도 이 조사에 참가하고
있고, 이 곳에서의 실험은 오파리나스 점토층의 지질학, 수문지질학, 지구화학
및 암석 역학적 특성화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마. 프랑스
l 1991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연구법에 근거하여 산업성, 연구성, 환경성 감독 하에

상공업 행정법인(EPIC)으로 설립되었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관(ANDRA)이 지
하 연구시설을 포함한 심지층 처분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ANDRA는 화
강암 매질의 지층 처분에 대해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외국과의 국제 협력에
의한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심지층 처분
장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l 원자력청(CEA)은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분리변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장기 지상 저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l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법에 의해 고준위 및 장수명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 상호 관련된 3개의 분야, 즉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분리 변환, 회
수를 고려한 지층 처분 그리고 중간 저장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한 방사성폐기
물 관리 계획을 정부가 2006년 말 개정해 향후에도 3개 분야 연구가 처분을 중
심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법에 의해

ANDRA의 역할이 변경되어 ANDRA는 정부가 2006년 말까지 결정한 방사성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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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관리 계획에 의해 고준위 및 장수명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 저장
시설 및 회수를 고려한 지층 처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l 2015년에 처분장의 설치 인허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2025년 운영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처분장 부지가 선정되어 현재 처분장 설계가 뒤따를 예정이다.
l 이 처분장의 설계는 다중 방호 시스템(폐기물 용기, 인공방벽, 천연 방벽)을 중

심으로 구성되고 각 조사 부지에 대한 처분장 설계를 정밀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조사, 설계, 평가 등 3개의 항목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결
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 1991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연구법에 따라, 지하 연구소 부지로서 프랑스 동부의

무즈/ 오토· 마르누(점토층) 두 곳에 걸쳐 있는 뷰르가 1998년 선정되어 1999년 이
부지에 대한 지하 연구소에 대한 운영 허가가 2006년 말까지 주어져 건설과 병
행하여 카로비안- 옥스포디안 점토질 바위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뷰르
지하 연구소에서는 주로 깊이 445m에 설치된 실험용 니치와 깊이 490m의 주시
험 터널 및 주시험 터널로부터 10%의 구배로 상하 방향으로 설치된 두 개의 경
사 터널을 이용하여 현재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화강암 부지를 대상으
로 한 지하 연구소에 대해서는 선정 단계에서부터 현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현재 중단되었다.
바. 캐나다
l 핵연료 폐기물의 장기 관리에 관한 법률(핵연료 폐기물법) 제 12조에 의해 새롭

게 설립된 핵연료 폐기물 기관(NWMO)은 심지층 처분, 원전 부지 내 저장, 집
중 저장 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검토된 복수의 핵연료 폐기물 관리 방안
에 대해서 이후 한 개를 채용, 추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연방 천연자원장관에게 연구 성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NWMO는 이 법률에 근거해 2005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에 근
거해 NWMO가 2005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접근 방법에는
기술, 실시 스케줄, 현지의 중요한 사회 경제적 영향의 최소화 방안 등 단계적
접근 방안이 수립되었다.
l 한편 핵연료 폐기물법의 제 18조는 NWMO이 매 3년마다 연방 천연자원 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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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선정된 핵연료 폐기물 관리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5 개년
전략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l 캐나다의 URL은 매니토바주의 화이트쉘 연구소 부근 락두바니 화강암체내 지하

450m에 건설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처분 후보 모암으로서 캐나다 순상지를 대
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주된 연구 내용으로는, 지표 및 지하
의 특성 조사, 용질의 이동 연구, 지하수의 지구화학 및 미생물관련연구, 온도
및 시간에 의존한 암반의 변형 및 파괴의 특성 분석, 제어 굴착 및 폭파, 그리고
그 영향 평가, 그리고 실링재의 개발과 성능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l 현재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가 1996년 제시한 일정에 의하면 URL은 부지

평가 국면(1980- 2011), 부지 조사 시스템의 설치(1980- 1984), 부지 조사

(1981- 2011), 지상 시설의 건설(1982- 1987), 지하 시설의 건설(1983- 1990), 운영
(1989- 2011), 폐쇄· 해체(2011- 2014)의 계획이었으나, AECL은 1998년 지하 연구
소의 민영화와 URL이 위치하는 화이트쉘 연구소내의 연구개발 종료를 발표하였
다. 그 후 이 URL은 온타리오 전력(OPG)에 의해 기금을 제공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OPG가 기금에 대한 지원 중단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URL을 폐
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 영국
l 영국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리뷰(Cm2919)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련한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원자력 산업계 뿐 아니라 규제 기관과 정부도 참
여와 비용 부담을 공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l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연구는 유리 고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시작

되어 환경성(현재의 환경· 식량· 농촌 지역성(DEFRA))에 의한 프로그램은 1970년
대에 시작되어 지층 처분 및 해양해저 처분, 지상에서의 시험 부지 및 대서양의
후보 부지에서의 부지조사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환경성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우선한다는 이유로 1980년대에 중지하였다.
l 왕립 협회(Royal Society) 등의 권고를 받아 정부는 1995년 고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의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를 결정하였는데 이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
트는, 환경· 운수· 지역성(DETR)과의 계약 하에 QuantiSci가 작성한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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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연구 개발 전략” 으로 1999년 10월말에 공표
되었다.
l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 목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심지

층 처분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만 지
층 처분장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는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가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장래에 사용후핵연료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서 직접 처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으며 잉여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도 같은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처분장의 선정 방법에 관한 연
구 개발은 프로젝트로부터 제외되었다.
l 이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명

확히 하기 위하여 기준 폐기물 재고량 데이터에는 고준위 유리 고화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우라늄, 플루토늄을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2040년
까지 처분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정(기준 시나리오)하에 처분장 개발 이정표
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 미국
l 미국의 고준위 처분 대상 폐기물은 상용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DOE 보유분으로서 핵무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로 혹은 선박용 원자로로부터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등 3 종류이다.
l 1970년대 핵비확산 정책 등의 이유로 재처리가 금지된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기

물에 대한 처분 방침은 상용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행하지 않는 직접
처분이며, 국제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의 일환으로 핵비확산성이 우수한
재처리를 포함하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계획에 대한 관련 연구 개발 수행 중이
다.
l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내부는 스테인레스강, 외부는 니켈합금

으로 된 폐기물 패키지에 함께 봉입되어 지층 처분될 예정이다.
l 유카산에 처분될 폐기물의 용량은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63,000ton, 상업용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로부터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
위 산업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7,000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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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방사성폐기물 정책법(NWPA)에 의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에 대한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DOE가 사업 주체이
며, DOE내에 민간 방사성폐기물 관리국(OCRWM)이 설치되어 방사성폐기물 정
책법(NWPA)에 근거하여 DOE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l 미국에는 연구를 위한 URL이 별도로 없지만 유카산 처분장으로 예정된 부지내

의 일부 지하 시설에서 부지 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992년 착공 및 1997
년 완공된 연구 시설(ESF)의 심도는 약 300m이고 터널의 전체 길이는 약 8km
로 유카산 지층의 암질이나 수문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히터 시험이나 수문
실험 등이 실시되고 있다.

3. Safety Case 개발 관련 연구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위해 처분 시스템을 세우고 부지를 조사,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 결정의 근거로 Safety Case가 활용된다. 현재 처분
을 진행 중이거나 처분 부지가 확보된 국가에서는 부지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Safety Case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개발 중이고,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국가
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일반적인 지질 매체의 특성을 이용해 가상의 처분 부지를 설
정하고 그에 대한 일반적 개념의 Safety Case를 개발하려고 한다. 처분 연구를 진
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Safety Case 관련 연구 상황을 정리하였다.
가. 스웨덴

2011년 3월, 스웨덴의 법률에 따라 Forsmark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
해 스웨덴 방사선 안전 위원회(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 SSM)와 법원
에 최종 처분을 위해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이 신청서에
는 중간 저장 시설과 폐기물 압축 시설, 최종 처분 시설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
되었다. 그리고 신청서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가 함께 제공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처
분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이다. 보완 자료는 크게 두 개의 보고서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처분장 운영 기간 동안의 안전성을 평가한 보고서(SR- Operation)이
고 다른 하나는 처분장 폐쇄 후의 장기 안전성을 다룬 보고서(SR- Site)이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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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SR- Site 보고서는 Forsmark 부지에 건설될 KBS- 3 방식을 따르는 처분장의
안전성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현재는 Safety Case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
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SR- Site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11개의 주요 개발 단계를 거쳐 작성되는 것으로 기
획되었는데, 현재 일부는 수행되었거나 되는 중이고, 일부는 진행 예정에 있다.

- FEP 작성
- 초기 상태의 묘사
- 외부 조건의 설명
- 과정들에 대한 설명
- 안전 유지 기능과 그 지표, 지표의 기준에 관한 설명
- 자료 수집
- 기본적인 변화 양상 대한 분석
- 시나리오의 선택
- 선택된 시나리오의 분석
- 추가적인 분석과 보충 사항
- 결론
SR- Site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용된 세부 항목의 보고서와 그것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보고서들의 계층도를 그림 2.1.1에 표현하였다.
시나리오 작성 작업에서 기후변화가 적용되는 기본 시나리오에 용기 자체의 고유
손상, 부식에 의한 손상, 전단 이동에 의한 손상을 평가하는 용기 손상 시나리오,
인간 활동에 의해 공학적 방벽 시스템이 파괴되는 인간 침입 시나리오가 작성되었
다.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위험도(risk)로 평가되었는데, 기본 시나리오와 용기 손상
시나리오에서는 모두 10- 6 /yr이하의 위험도를 보여 규제 요건을 충족시켰다(그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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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SR- Site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용된 하위 보고서 사이의
계층도[2.1.1].

그림 2.1.4. 용기 손상 시나리오에서 각각의 연간 개인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2.1.2].
나. 핀란드
핀란드에서의 Safety Case는 건설 허가 신청서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

Safety Case는 2009년에 임시적으로 정리되었는데, 여기에는 수직 및 수평 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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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제시된 처분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 평가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
다[2.1.3, 2.1.4, 2.1.5]. Posiva의 Safety Case는 개별 보고서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
오를 따라 작성된다(그림 2.1.3). 주요 개별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 처분 시스템 개요
- 처분에 영향을 주는 과정들에 대한 개요
- 안전 분석에 논의되는 시나리오의 정의
- 모의 모형과 초기 자료에 대한 설명
- 처분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나리오 작성과 분석
- Safety Case를 지원해주는 보조적 고려사항
- Safety Case의 종합

그림 2.1.5. Safety Case 포트폴리오의 주요 보고서[2.1.6].
현재 Posiva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장기
안전성 평가의 신뢰성에 매우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변이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구성된 시나리오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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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분장을 통해 누출된 방사성 핵종이 끼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그것이 규제 요건
을 만족하는가를 판단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통합적으로 Safety Case 작성에 이
용되고, 처분 시설의 건설과 운영, 폐쇄에 관한 의사 결정에 Safety Case가 적절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해준다.
구성된 시나리오는 기후 변화를 적용한 기본 시나리오 처분용기의 초기 및 부식 파
손을 고려하는 용기 파손 시나리오, 전단력이나 완충재 변형에 의한 용기 파손과
가스발생에 의한 공학적 방벽의 기능 상실을 다루는 추가 시나리오, 처분 부지 안
에 관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처분 용기를 직접 관통하는 인간 침입 시
나리오로 분류된다. 안전성 평가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핀란드 규제 당국의 규제
제한 조건인 0.1 mSv/yr를 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가
스 발생에 의한 공학적 방벽 기능 상실 시나리오에서 도출되었다. 생태계에 대한
방사선량 평가도 이루어졌는데, 모든 부문에서 제한 권고치를 넘지 않았다[2.1.6](그
림 2.1.4).

그림 2.1.6. 수직 처분 방식(KBS- 3V)을 이용할 때,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계산된 전체 방사능 누출율의 최대값과 최대값이 나타나는 시각[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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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미국은 처분장 건설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 Safety Case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이 이루어졌다. Yucca 부지에 대한 인허가 신청 단계는 그림 2.1.5에 보이는데,
이를 위한 과정에서 처분장 폐쇄 전, 후의 안전성,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항 등이 안전 분석 보고서(Safety Analysis Report)에 언급되었
고, 처분장 폐쇄 후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종합 시스템 성능 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가 이루어졌다(그림 2.1.6).

그림 2.1.7. 인허가 신청을 위한 문서의 단계도[2.1.7].

그림 2.1.8. Yucca 부지에 대한 종합 시스템 성능 평가 결과[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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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일본은 1966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시작하였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원
인이 된 토후쿠(東北)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까지는 총 55기의 원자로가 가동되어
일본에서 사용되는 전력 수요의 30%를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고 있었다. 처분해야
할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고정에서 발생하는 유리고화체로
되어 있고, 중· 저준위 폐기물로는 발전소 폐기물과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외에 재처리나 핵연료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TRU(transuranic)가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막대한 양의 중· 저준위 및 고준위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폐기물의 안전성 평가에 이용될 시나리오는 크게 지하수 관련 시나리오와 격
리 실패 시나리오로 나뉘고, 지하수 시나리오는 기본 시나리오와 교란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의 지질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방벽이 그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를, 교란 시나리오는 지반의 융기나 침강으로 처분
장이 지표에 접근하거나 공학적 방벽의 결함으로 핵종이 노출되거나 의도적이지 않
은 인간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격리 실패 시나리오는 융기나 침강으로 처분장이
지표에 드러나거나 처분장 근처에서 지진, 간층, 화산 활동이 발생하거나 인간의 직
접침투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일본의 안전성 평가는 일본에 분포하는 일반적인 지질 환경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되는 지질 환경의 특성은 미즈나미(瑞浪)와 호로노베(幌延)에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한다.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심지층 처분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부지 선정
과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근거를 작성한다(그림 2.1.7).

Safety Case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자료가 이용되는데, 상이한 모
델에서 이용되는 자료의 일관성과 중복된 자료에 의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와 모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이 이용된다. 최근 일본에서도 지식관리시스템이 정보
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필요한 연구 개발 사항의 우선도를 평가하
기 위해 작성되고 있다(그림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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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부지 조사의 초기 단계에서 처분장 개념과 그에 대한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처분장 설계와 성능 평가 작업도[2.1.7].

그림 2.1.10. 특정한 사전 조사 지역(Preliminary Investigation

Area, PIA) 선택을 지원하는 Safety Case의 정보 흐름도[2.1.8].
마.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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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o 지역에 있는 Meuse/Haute Marne 지하 연구 시설에서 연구된 점토층에서 방
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Dossier 2005 Argile"이라는 실행 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졌
다. 이는 부지 특성화, 설계, 모델링, 안전 분석 사이의 관계를 반복적인 연구 방법
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그림 2.1.9). Safety Case를 구성할 때 견고성과 입증 가능
성이 항상 고려되었다. 폐쇄 후 Safety Case 개발의 핵심 요소는 안전 기능과 그
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기능적 분석, 지표와 지하에서의 실험을 통해 알맞은 과학적
이해가 주어지는 처분 조건의 현상학적 분석, 불확실성 관리에 관한 정성적 안전
분석 및 민감도 분석과 같은 정량적 시나리오 평가 등이 있다.

그림 2.1.11. 반복적인 연구 방법을 통한 실행 가능성 평가[2.1.7].
시나리오는 정상 시나리오 외에 폐기물 패키지 파손 시나리오, 봉합 실패 시나리오,
관정 시나리오, 심각한 성능 저하 시나리오가 고려되고 있으며, 그림 2.1.10의 결과
는 정상 시나리오에서 방사선량이 규제 제한 조건인 0.25 mSv/yr를 넘지 않는 것
을 보여준다.

- 26 -

그림 2.1.12. 정상 시나리오에서의 방사선량[2.1.7].
바. 스위스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동 조합(NAGRA)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관
리하기위한 과학, 기술적 연구 등 폐기물 처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NAGRA는 두 곳의 지하 연구 시설을 운영 중인데 Grimsel 시험 부
지는 1984년부터 운영되어 세게 각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장기 확산 시험이나
콜로이드 관련 실험 등을 수행중이고, Mont Terri 연구소에서는 점토암과 점토층의
지질학, 수리지질학, 지구 화학, 암석 역학적 특성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위스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부지를 선정 중에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
의 Safety Case를 개발하고 있는데, 처분 시스템, 시나리오와 평가 사례의 범위, 계
산에 고려된 상세 내용의 수준, 논의의 범위와 그 깊이에 관한 내용을 담으려 한다.

Safety Case 개발 과정에서 상이한 관리 기능간의 상호작용, 방법론, 시나리오 개발
과 계산 사례의 파악, 처분 시스템과 그 변화 설명, 민감도 분석과 불확실성 관리,
평가 사례의 분석, 신뢰도 분석과 잔류되는 불확실성의 인지, 자료와 모델의 품질
관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다.
사.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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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는 고준위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 중이다. 중· 저준위 처분
부지는 Ontario Power Generation(OPG)에 의해 Ontario의 Bruce 지역으로 결정되
었고, 2011년에 허가 신청을 하였다[2.1.9]. 계획된 심지층 처분(Deep Geologic

Repository, DGR)의 안전에 대한 목표는 생물권에서 폐기물을 격리시키고,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폐기물의 장기 수용, 지표로의 방사성 핵종 이동 지연 및 감소, 장
기 안전성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견고한 설계와 위치 선정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는데, 정상 시나리오, 인간 침입 시
나리오, 파괴 및 손상 시나리오로 나누었고 그에 대한 폐쇄 후 안전성 평가도 수행
되었다(그림 2.1.11).

그림 2.1.13. 인간 침입으로 인한 가스와 핵심 부분의 표면
누출로 인해 계산된 방사선량[2.1.9].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종합안전성 평가를 위한 QA 및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가. KAERI FEP List (FEP Encyclopedia) 구축
l 1997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종합성능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수정, 보

완되어 온 FEP 목록들을 취합ㆍ정리하여 KAERI Encyclopedia 1.0으로 발간
l Encyclopedia 1.0의 FEP 목록들은 처분 과정의 물리적 방벽 순서에 따라 폐기

- 28 -

물, 용기, 공학적 방벽, 자연 방벽, 생태계, 환경 영향 등으로 분류
l 이 목록들은 NEA, NIREX, SKB의 연구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기존 KAERI FEP 데이터를 근간으로 SKB, BIOMOVS II 보고서들의 일부

FEP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총 381개로 구성
l 각 FEP 목록들은 그 특성을 상술하는 공정 및 해당 목록이 타 목록에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술한 영향 부분으로 분리 기술
l 또한 최종 개정 일시 및 참고 문헌과 관리자 등을 명기하여 품질 보증 도모
l Encyclopedia 1.0은 독립적으로 개발된 Cyber R&D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입력 완료됨
l FEP Encyclopedia에 대한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

나. 시나리오별 AC/AMF 개발 및 평가
l 주요 사고 시나리오(불량 용기 발생 시나리오) AC/AMF 개발

- 환원 환경 하에서 불량 용기 발생 확률 및 용기 수명의 불확실성이 전체 처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

- 주철/ 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재료나 스웨덴 규제치에서 규정한 처분 용기 수
명을 만족하는 용기 재질들이 국내 처분 개념에 적용되었을 경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l 빙하기 시나리오 도출 및 AC/AMF 개발

- 대안 시나리오 평가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하여 기후 변화를 단기 온난화(Greenhouse Effect: GHE)와 장기 빙하기

(Glaciation: G)로 구분
- 국내 문헌 및 일본 H12 자료를 분석하여 빙하기 주기를 10만년으로 가정하고
빙하기 도래에 대한 Process Influence Diagram과 Assessment Context 작성

- 빙하기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개의 시나리오 (K1, GW1) 개발
- K1은 우물 굴착 시나리오로 DCF만 변한다고 가정하고 한냉기후(boreal)
DCF를 사용하고 한냉기후 DCF는 영국 Nirex95 자료를 확보
- GW1은 유출 경로가 빙하로 인하여 100- 150 m 짧아진 경우로 유출 경로 및
DCF가 변화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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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시나리오인 K1과 GW1에 대한 많은 variant 시나리오(빙하 도래 시기의
불확실성 영향, 흡착 계수의 변화, 지하수 유속 감소 등의 영향 등) 도출 가능
l 지진 영향 시나리오 도출

- 해외 처분장에 대한 지진 영향 사례 조사: 미국 YMP 및 스웨덴 SKB 사례를
중심으로 지진 발생시 진앙으로부터 진도별 가상 피해 거리 파악과 처분장에
서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수목 정리. 예를 들면, 어 대규모
의 지반 활동, 단열 발생 및 영향, 단열 활동으로 인한 처분 용기 거치 위치
변화 가능성, 지진 및 이로 인한 처분 용기 위치 사건 정리

-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지형에서도 대규모 지반 활동이 처분장 안전
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로 사용될 예정

- 지진과 관련이 있는 총 21개의 FEP 사례 조사
- 국내 fault reactivation 관련 자료 수집 분석으로 양산 단층대에 속하는 울산
단층의 하나인 입실 단층 특성 분석을 통한 보수적인 fault movement 예측
자료 도출

- 입실 단층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국내 가상 단열은 미래 특정시점에 약
10 m의 변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지하수 특성 모델링
다. QA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CYPRUS) 구축
l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전반에 관한 품질 보증 적용 및

처분종합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사업용 시스템 개발
l 처분 연구 전 과정에 일관된 품질 보증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연구 활동에 관한 계획, 결과물과 관련된 자료들을 인터넷 기반의 통
합 시스템에 입력, 저장, 관리함으로써 장기간의 체계적인 자료 관리 보존이 필
요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대한 신뢰성 확보
l 품질보증(QA) 시스템 개발

- 성능평가 연구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실험, 평가 코드 관련 수행 절차서 확
립

- 기존 품질보증 양식(25건), 평가 코드 절차(6건), 평가 코드 절차서(2건), 실험
절차서(21건), 처분연구시스템 관련 절차서(2건) 등, 총 25건의 품질보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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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31건의 연구 수행 절차서 수록

- 처분 안전성/ 성능 평가 관련 모든 연구 활동은 해당 품질 보증 양식과 정해
진 연구 수행 절차서에 따라 수행
l 성능평가 입력자료 데이터베이스(PAID) 시스템 개발

- 처분 안전성/ 성능 평가 관련에 실제 이용될 수 있는 성능평가 입력 자료를
저장, 관리하기 위해 사이버 종합 안전성/ 성능 평가 플랫폼에 성능평가 입력
자료 관리 시스템 개발

- 품질보증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된 입력 자료는 keyword를 이용하여 목록별
로 검색할 수 있어, 평가 입력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가능

-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들만으로 취합, 구성된 독립된 document 로 편집할 수
있는 documentation 기능 구현
l 평가 시나리오 도출(FEAS) 시스템 개발

-

FEP부터 시나리오까지의 구성 과정 그리고 관련 평가 방법 흐름도
(Assessment Method Flowcharts; AMF) 등을 좀 더 쉽게 도출하고 이와 같
은 작업 과정을 처분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
해 개발

-

인터넷상에서 FEP 선별과정, 각 FEP과 RES 구성을 위해 그룹화된

FEP(IFEP)에 관한 상세 정보, 각 FEP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 각 FEP 관
련 규제, 해당 시나리오의 RES 행렬, 관련 시나리오에 대한 주요 평가 개요

(Assessment Context; AC), 평가 방법, 시나리오 평가의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의 내용 열람 가능

- FEAS에 저장된 모든 FEP 데이터들과 AMF는 해당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각각의 RES 요소들과 관련되어 연동되고, 따라서 FEAS의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더라도 서로 관련된 FEP, RES, 시나리오, 그리고 평가 관련 AC와

AMF 등의 확인 가능함
2. MASCOT- K 체제 구축 및 안전성 현안들의 평가
가. 핵종 유출 기구 영향 평가
l MASCOT- K를 이용한 핵종 유출 기구별 안전성 평가
l 갭(IRF) 유출 평가 및 조화유출과의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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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상 핵분열생성물들의 순간 유출률(IRF)의 중요성 부각

나. 인자별 민감도 분석 평가
l 인자별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도출

- Time after disposal and buffer diffusion coefficient
- Fracture aperture and buffer porosity
- Backfill 두께와 Matrix Diffusion Depth
- Containment time and flow velocity
다. 한국형 생태계 모델 개발 및 선량 환산 인자 평가
l 한국형 생태계 모델 개발 및 농경/ 담수/ 해수어업 집단 선량환산인자 평가
l Bioprota를 통한 생태계 data book 개발

- 일본, 프랑스, 핀란드 등 세계 17 개 기관 참가
- GBI 평가 방안 국제 공동 연구 보고서 발간
라. 근계 및 원계 상세 모델링 및 평가
l 처분시스템 근계 영역내 핵종유출지점 변화에 의한 핵종 유출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링 및 계산 수행
l 주요 핵종 이동 단열 통로가 터널상부 크라운지역에 위치하는 경우(Q6)와 캐니

스터 결함부위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Q1)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마. 한국 지형내 가상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
l 영서형 및 영동형의 2가지 한국 지형내 가상 처분장 주변에 대한 지하수 유동

평가 수행
l 영서형은 가상 처분장 주변 4개의 fracture 가정
l 영동형의 경우 대부분의 지하수는 바다로 이동함으로서, 처분장 주변이 희석 부

피가 큰 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위해를 크게 저감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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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 평가 코드 개발 및 성능 평가
가. 다차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MDPSA) 코드 개발
l 다공암반- Fracture network 접면에서의 유량 분배 모델링

- 균등 분배 :
- 단열의 갯수에 반비례하게 분배 :
- 단열의 투수계수에 비례하게 분배 :
l 다공암반- Fracture network 접면의 유동 저항 모델링









′    
(b) 



′    
(a) 



그림 2.2.1. 다공암반- Fracture network 접면에서의 유동 형태 모사

(a)
(b)
l 다공암반- Fracture network 공존시 Algebraic 방정식에 대한 최종 Matrix

coefficient 구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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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차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코드 성능 평가
l 기존 상용 코드(NAMMU)와의 비교를 통한 MDPSA 코드 성능 평가
l MDPSA 평가 결과 가시화 코드 개발
l MDPSA Preprocessor를 통한 input data 생성

4. 처분장 안전성 증진을 위한 신뢰성 증진(confidence building) 연구
가. Flow lab 시설 구축
l 처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Flow lab 시설 구축

- “Seeing is believing" : 단열에서의 핵종이동현상을 가시화
- 일반인에게 암반내 핵종이동 현상을 직접 보여 주어 처분 연구의 신뢰도 증
진뿐 아니라, 핵종 이동 모델 검증 등 전문적인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
l Flow lab을 이용한 핵종 이동 모사 image

나. 단열 및 다공 암반에서 핵종 이동 모사
l 단열 암반내 핵종 이동 가시화상 및 포스트 프로세싱 화면

- 직접 촬영 화상
- 후처리 화상
l 다공 암반에서 핵종 이동 모사 화상

다. 처분장내 핵종 이동 모사 애니메이션
l 처분용기 내 침투 지하수에 의해 핵종이 용해되고 유출되어 생태계에 도달하는

과정을 구현하여 처분 안전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 도모
라. 처분장 가상 현실 시스템 개발

- 34 -

l 심부 처분장 가상 현실 시스템을 구현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처분장 내부를

직접 보고 처분 과정에 대한 가상 체험을 통해 처분 기술 및 안전성에 대한 신
뢰도 증진

- 터널1(처분공 설치전), 터널2(처분공 설치중), 터널3(처분중), 터널4(처분완료),
터널5(Backfilling완료)

제 3 절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에 부합되는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 처분개념을 마
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해석 분야에 대한 각국의 연구 활동은
단일 코드에 의존하던 체제에서 여러 개의 평가코드를 병행 적용하는 체제로 변화
와 확률론적 평가방법의 적용으로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평가코드는 MASCOT 및 AMBER를 활용하던 기존의 평가체제에서

GoldSim을 활용하는 평가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확률론적 평가방법을 강
화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핵심기술 및 연구내용은 중· 저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주에 건설 중인 중· 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에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PYRO Processing)을 처분 개념(A- KRS)과 상호 연계
하여 처분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맞는 안전성 평가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처분관점에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을 바라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해석분야에서 원자력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비교를 위해서는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비교로 가능하다. 안전해석분야에서의 주요 관점으로 코드개발, 평가기법, 신
뢰도 향상(불확실성 저감)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은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처분 시스템에 대한 폐쇄 후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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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는 국내에서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자체
적으로 확립한 처분 안전성 평가 방법론과 함께 평가 도구로서의 평가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론이나 평가 도구는 우
리나라 처분 환경에 맞는, 그리고 처분 대상 폐기물에 맞춰진 우리 고유의 것으로
스스로 확보해야할 원천 기술이므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
가 된다.
일반적인 Safety Case의 구조와 요소가 정리된 상황에서 개발 방안 수립은 앞으로
있을 부지 선정이나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Safety Case
를 보다 투명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부지를 선정하고

Safety Case를 개발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 정도이며, 두 나라 모두 건설 허
가를 받기 위한 보완 자료로 활용하였다. 부지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
개념의 Safety Case를 개발하는 국가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Safety Case 개
발 방안 수립 연구는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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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FEP/ 시나리오
1. 서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종합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폐
쇄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 사건, 공정(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이
하 FEP)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처분 안전성 평가가 처분된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생태계까지 방사성핵종들이 유출 및 운반되는 과정을 고려하여 수행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방사성핵종들의 유출 과정은 단위 현상, 사건, 공정을 표현
하고 있는 FEP을 이용한 시나리오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FEP은 시나리오
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시나리오의 내용을 결정하게 됨으로 처분장에서 발생 개연성
이 있는 FEP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FEP 연구로 KAERI는 총 381개의 FEP으로 구성된 처분 안전성 평가 수목 사전
버전 1.0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RES(Rock Engineering

System) 형태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번 단계에서 추진된 FEP 분야는 선진 핵연료주기를 고려한 FEP 연구이다. 국가
후행핵연료주기가 비록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파이로 공정을 중심으로 선진
핵연료주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현 단계에서 선진 핵연료주기가 도입될
경우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진 핵연료주기를 고려한 FEP 연구를 수행
하였다. 기존의 FEP 체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
으므로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파이로 폐기물을 사용후핵연료와
병행 처분하는 상황에서는 FEP 체계에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진 핵연료주
기를 적용하여 FEP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전ㆍ변화하고 있는 선진 핵연료주
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19차 파이로 공정 물질수지(Material

Balance)를 이번 FEP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FEP 분석 방법론을 개발
하여 기존 FEP을 대상으로 두 차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FEP 외에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FEP을 개략적인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분야는 PID(Process Influence Diagram)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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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수행하였다. PID 방식은 FEP 사이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대상이 증가할수록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지만, 시나리오의
전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PID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환경
에서 복잡한 PID를 단순화시켜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진 모듈을 개발하기로 하고,

Full PID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효율적인 Full PID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Full PID 구축 작업을 수행
하였다. 작업을 통해 기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세부 시나리오를 각각의
세부 PID로 구축한 후 이들을 병합하여 모델 PID을 구축하였다. 또한 PID 모듈 개
발 방법론을 통하여 Open source, Web visualization service, Graphic interface 등
의 특징을 지닌 Graphviz를 이용하여 PID 입력 도구(Input Tool)를 개발하였다.
선진 핵주기 관련 FEP 연구는 19차 파이로 공정 물질수지를 근거로 수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처분이 되는 파이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기술을 통하여 생산되게 되어
물질수지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파이로 폐기물 처리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
어 변화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번 FEP 분석은 향후 기술발전 및 방향에 따라 변화
의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선진 핵주기 공정을 적용한 FEP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는 분석된 FEP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PID를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 기술 연구에서는 기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한

Full PID를 개발하였으나 FEP간 상호 작용(Interaction)의 중요도 값에 대한 추가적
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PID 입력 도구를 이용하여 PID
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용자가 복잡한 PID로부터 필요로 하는 요약된
형태의 PID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듈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FEP 연구
가. 개요
기존의 FEP은 국내 원자로 노형에 따라 CANDU 및 PWR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
분을 목적으로 선정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측면에서 파이로
공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파이로 공정 및 SFR을 이용하는 후행
핵주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파이로 및 SFR을 주축으로 하는 후행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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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주기 기술은 국내적으로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핵비확산 측면 등에서 해결할 사안들이 남아 있어 국가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로의
공식적 지정 여부는 아직 검토단계이다.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
다는 과거 정부의 선언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에는 어
렵다. 그래서 현재는 파이로 공정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상용화된 UREX
및 PUREX와 달리 플루토늄을 다른 원소들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핵비확산성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자원으로서의 사용후핵연료 재
활용, 기술적 달성 가능성, 핵비확산성 등을 고려한 국가 후행핵주기 연구에서는 파
이로 공정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를 SFR 연료로 재활용하는 일련의 공정들이 가시
화 되고 있어, 그에 따라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의 처분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
파이로 공정에 대한 FEP 연구는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처분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다양한 연구 분야 중 한 분야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FEP 연구를 통하여 처분 시
나리오를 구성하고 처분과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기존의 국내 FEP 연구는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에 바탕을 두고 수행되어 왔으므로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
하게 되는 폐기물을 기존의 사용후핵연료와 병행 처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될
때 기존의 FEP과는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를 표
현하는데 있어 파이로 폐기물에 대한 FEP을 모두 신규 FEP 형태로 생산할 수 있
으며, 기존 FEP을 보완하여 병행 처분에 대한 FEP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또한
파이로 공정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후행핵주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파이로 공정으
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FEP도 연구단계의 부산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후행핵주기가 결정되면, 이들 FEP에 대한 공식적 반영도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문에서는 제19차 파이로 공정 물질수지에 바탕을 두고 최종 생성물인 우라늄 및
초우란원소는 SFR에서 재활용되고, 그 외 부산물들은 고준위폐기물로 처리하는 것
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들 폐기물들이 처분될 경우를 고려하여 고준위폐기물들에 대
한 FEP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나. 선진 핵연료주기에 대한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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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이로 공정 검토
파이로 공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고방열성 물질 및
고방사선 물질을 분리하여 처분효율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및 초우란
원소를 SFR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있다. 파이로 공정은 그림 3.1.1의 파이로 공정
흐름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PWR 사용후핵연료에서 피복관 물질을 제거하고,

Voloxidation, Reduction, Refining 과정을 거쳐 우라늄을 추출해 내고, Winning 과
정을 통하여 TRU를 추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준위폐기물

(Off- gas, Cs, Sr 등)을 추출하여 별도 처리하게 된다. 이들 고준위폐기물들은
Metal waste, Ceramic Waste 1, 2 및 Vitrified Waste 1, 2로 처리되므로 총 5종의
고준위폐기물들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파이로 공정 흐름도
이러한 공정상의 흐름에 있어 물질수지는 농축도 4.5 wt%의 PWR 사용후핵연료

(10MTHM, 45,000MWD/MTU, 5년 냉각)를 기준으로 수립된 그림 3.1.2와 같은 제
19차 물질수지에 기초하고 있다. 제19차 물질수지는 그림 3.1.1의 기본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각각의 방사성핵종들의 양들이 세부 공정별로
어떻게 분산되어지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PWR 사용후핵연료에서
피복관 물질을 제거하는 Decladding 공정에서 소량의 사용후핵연료 성분들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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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Hull들이 Metal Waste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제19차 Material Balance
이러한 물질수지에서 각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핵종, 양, 발열량 등에 대한 내용
들이 표 3.1.1과 같이 요약되었다.
표 3.1.1. 파이로 폐기물 분류

Long- Lived Waste
Ceramic
Virified

Interim decay Waste
Ceramic Vitrified
Metal
off- gas+LiC
LICl+KCl LiCl+KCl
LiCl
l
NM+U+TRU+R
Sr+TRU+RE
Cs
Sr
Major nuclide
Cs+α
E
Weight (kg)
3158.53
0.65
936.21
600.94
67.99
Volume (L)
470.7
0.3
419.8
231.8
30.5
0.9
4200
12500
6000
Heat (W)
Heat
3.1
10.0
53.9
196.7
density(W/L)
Container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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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및 처분용기 검토
그림 3.1.1의 파이로 공정에 따라 분리된 Cs, Sr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표 3.1.1과
같은 파이로 폐기물 제조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처분 용기를 개발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의 파이로 폐기물은 Metal waste, Ceramic

waste 및 Vitrified waste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 폐기물에 대한 상
세한 제조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FEP 작업에서는 개념적으로만 제시
된 자료를 이용하여 FEP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가) Metal waste 및 container

그림 3.1.3. Metal waste의 규격

그림 3.1.4. Metal waste 처분용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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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eramic waste 및 container

그림 3.1.5. Ceramic waste I의 waste 및 용기 규격

그림 3.1.6. Ceramic waste II의 waste 및 용기 규격

(다) Vitrified waste 및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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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Vitrified waste I의 waste 및 용기 규격

그림 3.1.8. Vitrified waste II의 waste 및 용기 규격
다. 선진 핵연료주기 측면에서 FEP 분석 방법론

(1) FEP 분석 범위 및 방법론
KAERI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PWR 및 CANDU형 사용후핵연료를 직
접 처분하는 것을 고려한 FEP 체제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국가 후행 핵연료주기로 파이로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핵주기에 대
한 많은 검토와 긍정적인 견해가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용후핵연료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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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처분하는 개념 하에서 작성 및 운용되고 있는 FEP 체제는 국가 후행 핵연료주
기로 선진 핵주기가 적용될 경우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공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병행 처분하는 개념의 FEP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아직은 공식화 되지
않은 선진 핵주기 공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폐기물을 병행 처분하는 개
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FEP 분석을 위한 적용 범위를 거시적인 관
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파이로 공정 기술은 현재도 개발 중이며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
지만, 현 단계에서의 기술수준에서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을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차 물질수지에서 잠정 결정된 기준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파이로 공
정에서의 물질수지 및 처분 용기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파이로 공정을 중심으로 한 선진 핵주기의 특징은 우라늄 및 초우란 원소를
분리하여 SFR에서 이용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데 있는
만큼 우라늄 및 초우란원소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핵종을 고화체로 만드는 기술은 계속 연구
되고 있으며 고화체 제조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어떠한 고화체
제조공정이 적용될지는 매우 유동적이므로 이번 FEP 분석에서는 파이로 폐기물로
금속폐기물, 세라믹폐기물 및 유리고화 폐기물을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파이로 공정 및 SFR이 연계된 후행핵주기 수립은 아직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이번 FEP 연구 결과를 FEP

DB에 바로 반영하는 것 보다는 연구 결과를 보유하면서 후행 핵연료주기의 결정
과정에 맞추어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적용 범위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실제 분석에 필요한
세부적인 FEP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선진 핵연료주기(파이로 공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 FEP
분석을 위하여 선진 핵연료주기의 범위는 PWR 절단 핵연료봉을 반입단계에서부터

voloxidation, reduction, electrorefining 및 electrowinning 과정까지로 간주한다. 파
이로 공정에 대한 범위 확정은 처분 핵종 선정, 폐기물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게 되어 파이로 공정과 관련한 FEP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심지층 처분의 대상에 대한 사안이다. 기존에는 PWR 및 CANDU형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FEP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선진 핵연료주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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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공정)를 통한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금속폐기물, 세라믹
폐기물, 유리고화 폐기물을 처분 대상으로 추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대상 핵
종 측면에서는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을 통하여 우라늄 및 초우라늄은 분리되어 추
후 재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선진 핵주기를 통한 폐기물은 처분용기를 이용하여 처분하게 되는데 처분 용
기는 현재 개념설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용기의 규격이나 재질은 현 단계
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FEP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
분용기 재질은 스테인레스강에 준하여 고려하기로 한다.
넷째, FEP 체계는 폐기물- 용기- 공학적방벽- 천연방벽- 생태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분
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선진 핵연료주기로 인한 처분 영향은 파이로 공정 폐기물
을 처분하는데서 시작되므로 FEP 분류형태에서 폐기물 및 용기분야의 FEP에 대하
여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처분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연관성을 고려
해 공학적 방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FEP 분류 형태상으로 폐기물,
용기, 공학적 방벽까지를 검토 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EP 분석 작업은 분석결과에 대한 주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는 FEP 분석 작업이 어느 정도 주관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석원이 어떠한
관점에서 FEP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2) 기존 FEP 체제 분석 및 분석 범위
KAERI에서 기존에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FEP 체제는 기본적으로 국내 원전에
서 발생하는 PWR 및 CANDU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처
분시스템은 심지층 처분개념을 활용하여 Waste - Container - Buffer/Backfill -

Geosphere - Biosphere 등으로 기본 골격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은 FEP
개발 및 활용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 3.1.2와 같은 FEP 분류방법을 활
용하여 관련 FEP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표 3.1.2. FEP 분류 방법
대분류

1. Waste

중간분류

1.1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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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ainer

3.Buffer/backfill

4. Host rock

5. Biosphere

6. Environmental effect

1.2 Radiological/Radiation
1.3 Thermo- mechanical effects
1.4 Degradation/corrosion/dissolution
2.1 Characteristics
2.2 Corrosion/Degradation processes
2.3 Gas production and effects
2.4 Stress/mechanical effects
3.1 Characteristics
3.2 Thermal effects
3.3 Gas effects
3.4 Degradation
3.5 Radionuclide transport processes
3.6 Radionuclide chemistry
3.7 Specific factors
4.1 Rock properties
4.2 Thermal effect
4.3 Groundwater Flow
4.4 Physical/mechanical effects
4.5 Gas effects and transport
4.6 Radionuclide chemistry
4.7 Construction
5.1 Ecological factors
5.2 Climate
5.3 Soil/sediment effects
5.4 Surface/near surface water processes
5.5 Coastal water/ocean processes
5.6 Gas effects
5.7 Radiological factors
5.8 PEG
5.9 Flora
5.10 Fauna
5.11 Weather
6.1 Inadvertent intrusion into repository
6.2 Subsurface activities
6.3 Water use
6.4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actices
6.5 Specific factors
6.6 Storage of other waste
6.7 Chemical pollution

이러한 기존의 FEP 체계에 선진 핵연료주기를 도입할 경우 주요 변화는 처분 대상
이 사용후핵연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FEP 체계에서 폐기물 및 처분용기 관련 분야에서 집중적인 변화가 예
상되며, Buffer, Backfill, Geosphere, Biosphere 분야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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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따라서 선진 핵연료주기 관련 FEP 분석 범위를 폐기물 및 처분용기 분야로 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Waste에 가장 인접한 인공방벽인 Buffer
및 Backfill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진 핵연료주기 관련 FEP 분석을

Waste, Container, Buffer/Backfill 분야로 범위를 한정하여 수행하였다.
라. 선진 핵연료주기 관련 FEP 분석

(1) FEP 1차 분석
선진 핵연료주기 체제로 간주하고 있는 파이로 공정에 따른 처분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FEP 분석을 FEP 분석방법론에 근거하여 수행하였다. 분석범위인 폐기물용기- 공학적 방벽으로 이어지는 처분시스템의 해당 FEP들은 총 131개 FEP

records이며 모두 파이로 공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파이로 공정과
연관성이 명확한 FEP이 있는 반면 파이로 공정과의 연관성이 애매한 FEP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된 FEP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석을 추가하였다. 1차 분석 대상 FEP 목록 및 분석을 통하여 표 3.1.3과
같은 재분석이 필요한 FEP 목록을 추출할 수 있었다.
표 3.1.3. 1차 분석결과로부터 재분석을 위하여 선별된 FEP
순 FEP
서 번호
1 1.1.1

2 1.1.2

FEP
명칭
Waste
Type

Inventory

FEP 설명
Waste types vary by reprocessing. PWR,
CANDU. Metal, glass and other forms with SF
itself can exist.
[YSH 2000]
The amounts of radionuclides in a particular part
of the waste isolation system. It is usually listed
as the activities (in curies or becquerels) of each
nuclide present. It is a time dependent quantity.
In a potential repository which shall be in
operation in around 2040 around 36,000 MTU ,
20,000 MTU from PWR and 16,000 MTU from
CANDU shall be disposed of. These are SF
from NPP' s to be in operation by 2015 and SF
to be in operation after 2015 is not included in
this number. Around 45,500 assemblies of PWR
SF and 820,000 bundles of CANDU SF are
considered. These SF shall be placed inside a
container whose material is not determined yet.
However, from preliminary design, the canister
outer diameter is 108 cm and height is 49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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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이상 없음 (필요하면
세라믹 형태 폐기물
추가)

PYRO processing을
하게 되면 SF를 금속,
유리, 세라믹형태의
폐기물로 바뀌어
Inventory 변화. 특히
Pyro processing 이후
폐기물을 처분 기준으로
하면, SF 기준
Inventory에서 U, TRU
등은 SFR 활용을
위하여 처분에서
제외되므로 기본적으로
처분 Inventory는
달라짐.

and the total weight including waste and insert
cast is 31,734 kg. When a container fails by
corrosion or initial defect then once confined
radionuclides shall be released by dissolving into
intruding groundwater.
[YSH 2000]

3 1.1.3

4 1.1.4

5 1.1.5

6 1.1.6

7

1.1.7

8 1.4.3

9 1.4.9

As time spans after discharge due to the
Long- term radiation, by corrosion, contact with air and
solid phase spent fuel
water and other factors, solid phase spent fuel 뿐만 아니라 HLW
physical
becomes loosing its integrity.
stability
모두에 해당
[YSH 2000]
Composition of waste forms differs from place to
place due to the localized burn- up difference.
title은 waste form
Heterogenei First of all, different reactor operating schemes FEP
에 대한 내용이지만 설
ty of
create heterogeneity of residue enrichment inside 명은 SF에 대한 내용임,
waste
spent fuel. Also due to the swelling of fuels
설명에 세라믹, 유리화
forms
before discharge heterogeneity is created. And
된 폐기물에서도 불균질
(chemical, irradiation can alter the shape change at local
성은 제조과정에서 발생
physical) points.
할 수 있음
[YSH 2000]
Pyro 폐기물은 SF에서
Radioactive decay is a fundamental process that U, Cs, Sr 등을
분리하여 처분하게
affects all radioactive (unstable) nuclides.
Radioactive decay will change the inventory of 되고, U, TRU는 SFR
용으로 재활용되므로
radionuclides in the waste, and the heat
처분되지 않음. 따라서
Radionuclid generation will affect the temperature in the
Pyro 폐기물에서는
e decay
near- field and the stability of the waste form
Radionuclide decay 및
and growth and other materials.
growth 등의 영향이
제한적임. 또한 분리된
[GEN- 28 26 March 2004]
Cs- 137의 경우 처분 전
SKI TR 02:35
장기 보관되므로 온도의
영향도 줄어들게 됨.
이상 없음
It creates the possible destruction of the fuel
(Pyro processing을
Recoil of pellet structure induced by high energy alpha
통하여 U 등의 핵종이
particles
from
alpha
decay.
It
could
also
induce
alpha
분리되므로
the liberation of atoms from the fuel structure. 별도로
decay
alpha particle decay로
인한 Recoil 현상은
[YSH 2000]
제한적임)
이상 없음
The initial radionuclide inventory defines the
abundance of every radionuclide species in the (Pyro processing 으로
spent fuel at the time of waste emplacement.
인한 inventory 변화는
After emplacement, the initial radionuclide
Changes in inventory will change due to radioactive decay 고려하지 않음. 즉
inventory 기준은
the spent and any nuclear reactions that result from
SF and
fuel
criticality events. The inventory of the spent fuel 처분당시의
ceramic & vitrified
radionuclide will also change as radionuclides are released
waste의 inventory를
inventory and migrate out of the canister.
기준으로 하게 될 것임.
ceramic & vitrified
[SFL- 2 25 March 2004]
waste의 핵종 inventory
SKI TR 02:35
변화는 작을 것임)
Solubility within a matrix refers to the solubility SF로 한정한
of species contained in the fuel matrix in the
Solubility에 대한 제목
Solubility water entering the canister after it has failed. It 및 내용을 HLW로
within a
is highly dependent on water chemistry redox
확대할 필요
fuel matrix potential and radiolysis.
(fuel matrix and waste
[YSH 2000]
matrix)
The majority of radionuclides in the fuel
Radionuclide release
Radionuclid assemblies are contained within the spent fuel
from the waste matrix
e release
로 Title 변경 및 SF 로
from a
matrix. After canister failure, when groundwater 한정된 내용을 HLW로
spent fuel comes into contact with the spent fuel, these
radionuclides can be released by dissolution and 확대할 필요
matrix
oxidative conversion of the fuel. The rate of
Radionuclide releas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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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ide release depends on the groundwater
chemistry in contact with the fuel, the radiation nuclide의 solubility에
의해 유출되기도 하지만
field which controls radiolysis of the
waste matrix의
groundwater, and the water turnover in the
canister. Radionuclide release from the spent fuel dissolution에 의해 동반
matrix is the primary control on the radionuclide 유출되기도 한다. 즉
waste matrix의
content of the groundwater in the canister.
건전성에 따라 release
rate에 변화가 생길 수
[SFL- 40 25 March 2004]
있음
SKI TR 02:35
Dissolution refers to dissolution of the fuel
matrix. It is highly influenced by water
chemistry and radiochemical reactions. The
dissolution chemistry might be defined as those fuel matrix 뿐만 아니라
chemical conditions that influence the rate of fuel
matrix에도
10 1.4.6 Dissolution
chemistry matrix oxidation, reprecipitation and leaching rate waste
유사한 영향을 미침
of uranium. It includes chemical equilibria as
well as reaction kinetics.
[YSH 2000]
The detailed composition of the stored fuel will
vary due to initial enrichment, possible
Damaged Pu- enrichment burn- up etc. Damaged and
possibly also extreme high burn up fuel might fuel을 fuel and waste
11 1.4.7 or
deviating have a greater surface exposed to the water
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fuel
penetrating a canister.
[YSH 2000]
The spent fuel pellets will be subjected to a
variety of physical and chemical processes which
will cause their degradation over time. This
degradation may increase the surface area
exposed to groundwater and thus may increase HLW에도 적용되므로
Degradatio the bulk dissolution and radionuclide release
pellet 뿐만 아니라
n
of
spent
rates. Depending on the geometry of the fuel
ceramic & vitrified
12 1.4.11 fuel
assemblies and the canister design, fragments or waste에도 같이 적용
elements whole of fuel pellets may come loose and
필요
accumulate in the canister void spaces.
[SFL- 13 26 March 2004]
SKI TR 02:35
SF로부터 여러
메커니즘을 통하여
The total release from the fuel elements involves 핵종이 release 됨을
the release of radionuclides from the UO2 fuel
설명하고 있음.
matrix, from the gap between the fuel pellets
and the Zircaloy cladding tubes and from cracks ceramic & vitrified
Total
in the fuel pellets, and from the metal non- fuel waste에도 유사한
release
components of the fuel assemblies. These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
from
the
13 1.4.13
various mechanisms are a primary control on the
spent fuel total radionuclide releases possible from the
- waste matrix로부터
elements canister to the bentonite buffer.
유출
- gap 유출(waste/SS
[SFL- 48 31 March 2004]
canister)
SKI TR 02:35
- waste matrix의 crack
등에 의해 유출
Canister life and its capability to retain
이상 없음(Canister의
radionuclides can be determined by what kind of 두께, 코팅층 등
materials are applied. Carbon steel, Nickel alloy, Canister 성능에 영향을
14 2.1.1 Canister
stainless steel, and copper are considered as
미치는 요소들을 별도의
Type
prime candidates of a canister material.
FEP으로 만들 필요
있음)
[YSH 31 March 2004]
The void spaces inside the cast iron insert, and
between the insert and the copper shell may
void spaces는 ceramic
contain small amounts of air, water or vapor
Canister
when the canister is initially sealed. As a result, & vitrified waste에도
these species may cause some corrosion of the 존재함. 따라서 FEP
15 2.2.7 corrosion
prior to
iron insert and the metallic components of the 내용에서 waste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함을
wetting
fuel assemblies before the copper shell is
반영할 필요가 있음.
perforated and groundwater can infiltrate the
canister. The extent of this corrosion prior to
wetting is not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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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Coupled
effects(elec
trophoresis)

17 3.6.1

Precipitatio
n,
dissolution,
recrystalliz
ation,
reconcentra
tion

16

Interaction
with
18 3.6.11 corrosion
products
and waste

repository safety.
[SFL- 10 25 March 2004]
SKI TR 02:35
Electrophoresis is the migration of ions in an
electrical field. Probably this can only occur in
connection with galvanic corrosion, i.e., after
breach of the canister when migration of
radionuclides is considered. The effect might
possibly influence the rate of uranium
dissolution. This can probably be calculated
and/or tested by lab experiments.
[YSH 2000]
Precipitation and dissolution refers the FEPs
related to the alteration of radionuclide
retardation capability due to increase or decrease
of radionuclide solubility in the pore water of
buffer and backfill.
The solubility limit is an important constraint on
the release rate of radionuclide through buffer
and backfill. The solubility of radionuclide
depends on pH, oxidizing and reducing condition,
and chemical species in pore water.
[YSH 2000]
The heading refers to the ion- exchange and
other interactions between corossion products
and waste and the bentonite material. These
phenomena must be treated together with the
interaction with groundwater, 3.1.3.
[YSH 2000]

이상 없음(제한적 영향)

이상 없음(waste에서
유출 이후 solubility와
관련된 내용임)

이상없음(waste와
corrosion product 와의
반응은 가능). 다만,
가능성 정도이며 어떠한
화화성분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FEP은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정도로
판단된다.

(2) FEP 2차 분석
선진 핵연료주기와 관련한 FEP 1차 분석을 통하여 18건의 FEP에 대한 상세 분석
을 수행하였다. 상세분석은 파이로 공정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분석은 물론 파이
로 공정을 적용할 경우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FEP의 경우 어떠한 내용을 반영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하였다.

(가) 1.1.2. Inventory
The amounts of radionuclides in a particular part of the waste isolation system.
It is usually listed as the activities (in curies or becquerels) of each nuclide
present. It is a time dependent quantity. In a potential repository which shall
be in operation in around 2040 around 36,000 MTU, 20,000 MTU from PWR and
16,000 MTU from CANDU shall be disposed of. These are SF from NPP' 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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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in operation by 2015 and SF to be in operation after 2015 is not included in
this number. Around 45,500 assemblies of PWR SF and 820,000 bundles of
CANDU SF are considered. These SF shall be placed inside a container whose
material is not determined yet. However, from preliminary design, the canister
outer diameter is 108 cm and height is 496 cm and the total weight including
waste and insert cast is 31,734 kg. When a container fails by corrosion or initial
defect then once confined radionuclides shall be released by dissolving into
intruding groundwater.
폐기물 격리 시스템의 특정 부위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양. 존재하는 각 핵종의 방
사능(curies 혹은 Becquerel)으로서 통상 나열되며 시간에 의존하는 양이다. 2040년
경 운영될 처분장에서 가압경수로에서 발생된 20000 MTU와 CANDU의 16000

MTU등 총 36000 MTU 정도의 양이 처분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원자력 발전
소에서 2015년까지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양을 포함하며, 2015년 이후에
운영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45500개의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
료와 820000개의 CANDU 사용후핵연료가 고려된 것이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는
아직 재질이 결정되지 않은 저장용기 내에 보관될 것이다. 그러나, 예비설계에 따르
면, 처분용기의 외경은 108 cm, 높이 496 cm, 그리고 폐기물 및 삽입주형(insert

cast)의 총 무게는 31734 kg이다. 용기가 부식 혹은 초기 결함에 의해 손상되면 보
관되어있던 방사성 핵종이 지하수로 용해되어 방출된다.
⇒ 검토 의견 : 폐기물 고립 시스템의 특정 부위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양. 존재하는

각 핵종의 방사능(curies 혹은 Becquerel)으로서 통상 나열되며 시간에 의존하는 양
이다. 2040년경 운영될 처분장에서 가압경수로에서 발생된 20000 MTU와 CANDU
의 16000 MTU등 총 36000 MTU 정도의 양이 처분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치는 원
자력 발전소에서 2015년까지 운영하여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양을 포함하며, 2015
년 이후에 운영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
니라 파이로 폐기물을 병행 처분할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일부는 파이로 공정을 통
하여 우라늄 및 초우라늄은 분리하여 SFR의 원료로 사용하게 된다. 대다수의 나머
지 핵종들은 ceramic waste 및 vitrified waste로 제조하여 처분하게 되므로 직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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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위한 방사성핵종의 Inventory와 파이로 병행처분을 위한 방사성핵종의

Inventory는 차이가 다르다.
(나) 1.1.3.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As time spans after discharge due to the radiation, by corrosion, contact with
air and water and other factors, solid phase spent fuel becomes loosing its
integrity.
방사선으로 인한 방출 후 시간이 흐름, 부식, 공기와 물과의 접촉 및 다른 요인으로
인해 고체상의 사용후핵연료는 건전성을 상실하게 된다.
⇒ 검토 의견 :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 폐기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와 물과의

접촉에 의한 부식, 방사선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시간이 흐를수록 고체상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

(다) 1.1.4. Heterogeneity of waste forms (chemical, physical)
Composition of waste forms differs from place to place due to the localized
burn- up difference. First of all, different reactor operating schemes create
heterogeneity of residue enrichment inside spent fuel. Also due to the swelling
of fuels before discharge heterogeneity is created. And irradiation can alter the
shape change at local points.
폐기물 형태의 조성은 지역 연소도 차이로 인해 위치마다 다르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원자로 운전 체제는 사용후핵연료 내의 잔류 함유량의 비균질성을 야기한다.
또한 방출 전 연료의 팽윤으로 인하여 비균질성이 발생한다. 또한 방사선조사는 각
부분별로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폐기물 형태의 조성은 지역 연소도 차이로 인해 위치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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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원자로 운전 체제는 사용후핵연료 내의 잔류 함유량을 비균
질하게 만든다. 또한 방출 전 연료의 팽윤으로 인하여 비균질성이 발생한다. 또한
파이로 폐기물은 파이로 공정의 운영상태, 고화과정 등에 의해 폐기물 내에 있는
방사성핵종들의 분포에 비균질성이 생겨난다.

(라) 1.1.5. Radionuclide decay and growth
Radioactive decay is a fundamental process that affects all radioactive (unstable)
nuclides. Radioactive decay will change the inventory of radionuclides in the
waste, and the heat generation will affect the temperature in the near- field and
the stability of the waste form and other materials.
방사성 붕괴는 불안정한 방사성 핵종들에 영향을 주는 근본과정이다. 방사성 붕괴
는 폐기물내의 핵종목록을 변화시킬 것이며, 열 발생은 주변의 온도에 영향을 줄
것이고 폐기물 형태 및 다른 물질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 검토 의견 : 방사성 붕괴는 불안정한 방사성 핵종들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과

정이다. 방사성 붕괴는 폐기물 내의 핵종목록을 변화시킬 것이며, 열 발생은 근방의
온도에 영향을 줄 것이고 폐기물 형태 및 다른 물질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
다. 다만, 파이로 폐기물의 경우 붕괴로 인한 영향은 줄어든다.

(마) 1.1.6. Recoil of alpha decay
It creates the possible destruction of the fuel pellet structure induced by high
energy alpha particles from alpha decay. It could also induce the liberation of
atoms from the fuel structure.
알파 붕괴로부터 방출된 고 에너지의 알파 입자에 의한 연료 pellet 구조의 파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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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 이상 없음

(바) 1.1.7. Changes in the spent fuel radionuclide inventory
The initial radionuclide inventory defines the abundance of every radionuclide
species in the spent fuel at the time of waste emplacement. After emplacement,
the initial radionuclide inventory will change due to radioactive decay and any
nuclear reactions that result from criticality events. The inventory of the spent
fuel will also change as radionuclides are released and migrate out of the
canister.
초기의 방사성 핵종 재고목록은 폐기물 적치 시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모든 방사성
핵종의 양을 규정한다. 폐기물 적치 후에는 초기 방사성 핵종 재고목록은 핵임계
의 결과로 인한 방사성 붕괴와 핵반응에 의해 변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재고목록
은 또한 방사성 핵종이 방출되고 처분용기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변한다.
⇒ 검토 의견 : 제목 수정 필요 - Changes of radionuclide inventory

수정 : 초기의 방사성 핵종 재고목록은 폐기물 적치 시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 폐
기물에 있는 모든 방사성 핵종의 양을 규정한다. 폐기물 적치 후, 초기 방사성 핵
종 재고는 방사성 붕괴 및(혹은) 핵반응에 의해 변하게 된다. 방사성핵종 재고량은
방사성 핵종이 방출되고 처분용기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변한다.

(사) 1.4.3. Solubility within a fuel matrix
Solubility within a matrix refers to the solubility of species contained in the fuel
matrix in the water entering the canister after it has failed. It is highly
dependent on water chemistry redox potential and radiolysis.
fuel matrix 내에서의 용해도는 용기의 훼손 후 용기 내로 유입되는 물속에 잠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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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내에 포함된 화학종의 용해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물의 화학적 산화환원 능
력과 방사선 분해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 검토 의견 : 제목 수정 필요 - Solubility within a fuel/waste matrix

fuel/waste matrix 내에서의 용해도는 용기의 훼손 후 용기 내로 유입되는 물속에
잠긴 fuel 및 waste matrix 내에 포함된 화학종의 용해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물
의 화학적 산화환원 능력과 방사선 분해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아) 1.4.9. Radionuclide release from a spent fuel matrix
The majority of radionuclides in the fuel assemblies are contained within the
spent fuel matrix. After canister failure, when groundwater comes into contact
with the spent fuel, these radionuclides can be released by dissolution and
oxidative conversion of the fuel. The rate of radionuclide release depends on the
groundwater chemistry in contact with the fuel, the radiation field which
controls radiolysis of the groundwater, and the water turnover in the canister.
Radionuclide release from the spent fuel matrix is the primary control on the
radionuclide content of the groundwater in the canister.
핵연료 집합체 내의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은 사용후핵연료 내에 포함되어 있다. 용
기훼손 후 지하수가 사용후핵연료와 접촉 시, 이러한 방사성 핵종은 연료의 용해
및 산화 전환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 방사성 핵종의 유출률은 연료와 접촉하는 지
하수 화학반응, 지하수의 방사성 분열을 제어하는 방사선장 그리고 용기 내에서의
물의 순환에 의존한다. 사용후핵연료 matrix로부터 방사성핵종 유출은 캐니스터에
서 지하수의 방사성핵종 성분에 대한 기본 관리사항이다.
⇒ 검토 의견 : 제목 수정 필요 - Radionuclide release from a spent fuel/wast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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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용기훼손 후 지하수가 사용후핵연료 및 폐기물과 접촉 시, 방사성 핵종은 용
해 및 산화 전환에 의해 유출될 수 있다. 방사성핵종의 유출률은 핵연료 및 폐기물
과 접촉하는 지하수 화학반응, 지하수의 방사성 분열을 제어하는 방사선장 그리고
용기 내에서의 물의 순환에 의존한다. 사용후핵연료 및 waste matrix로부터 방사성
핵종 유출은 캐니스터에서 지하수의 방사성핵종 성분에 대한 기본 관리사항이다.

(자) 1.4.6. Dissolution chemistry
Dissolution refers to dissolution of the fuel matrix. It is highly influenced by
water chemistry and radiochemical reactions. The dissolution chemistry might be
defined as

those chemical conditions that influence the rate of fuel matrix

oxidation, reprecipitation and leaching rate of uranium. It includes chemical
equilibria as well as reaction kinetics.
용해는 핵연료 matrix의 용해에 관한 것이며, 수화학과 방사화학 반응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 용해화학은 핵연료 matrix 산화율, 침전 및 우라늄의 침출율에 영향을
주는 화학조건들로 정의될 수 있으며, 반응역학 뿐만 아니라 화학평형을 포함한다.
⇒ 검토 의견 : 용해는 핵연료 및 waste matrix의 용해에 관한 것이며, 수화학과 방

사화학 반응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 용해화학은 핵연료 및 폐기물 내 핵종들의

matrix 산화, 침전 및 침출에 영향을 주는 화학조건들로 정의될 수 있으며, 반응역
학 뿐만 아니라 화학평형을 포함한다.

(차) 1.4.7. Damaged or deviating fuel
The detailed composition of the stored fuel will vary due to initial enrichment,
possible Pu- enrichment burn- up etc. Damaged and possibly also extreme high
burn up fuel might have a greater surface exposed to the water penetrating a
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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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연료의 상세조성은 초기 양, 가능한 플루토늄 연소도 등에 의해 변할 것이다.
훼손 혹은 과대 연소된 연료는 처분용기로 유입된 물에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다.
⇒ 검토 의견 : 제목 수정 필요 - Damaged or deviating fuel and waste

Damaged fuel 혹은 deviating fuel은 손상된 핵연료를 의미한다. 핵연료의 손상은
원자로의 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운반 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파이로 폐기물을 처분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손상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손상된 핵연료 및 파이로 폐기물은 처분용기로 유입된 지하수와의 접촉면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카) 1.4.11. Degradation of spent fuel elements
The spent fuel pellets will be subjected to a variety of physical and chemical
processes which will cause their degradation over time. This degradation may
increase the surface area exposed to groundwater and thus may increase the
bulk dissolution and radionuclide release rates. Depending on the geometry of
the fuel assemblies and the canister design, fragments or whole of fuel pellets
may come loose and accumulate in the canister void spaces.
사용후핵연료 pellet들은 시간에 따른 열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물리 화학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이러한 열화는 지하수로의 노출면을 증가시키게 되어 전체 용해도 및
방사성 핵종의 유출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핵연료 집합체의 형상과 처분용기 형태
에 따라 핵연료 pellet 들의 부스러기 혹은 전체는 느슨해져서 처분용기내의 빈 공간
에 축적된다.
⇒ 검토 의견 : 제목 수정 필요 - Degradation of spent fuel elements and pyro

processing wastes
사용후핵연료 pellet들은 시간에 따른 열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물리 화학 과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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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된다. 이러한 열화는 지하수로의 노출면을 증가시키게 되어 전체 용해도 및
방사성 핵종의 유출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핵연료 집합체의 형상과 처분용기 형태
에 따라 핵연료 pellet 들의 부스러기 혹은 전체는 느슨해져서 처분용기내의 빈 공간
에 축적된다. 파이로 폐기물에도 유사한 열화현상이 생겨나게 된다. 시간에 따라 열
화된 waste는 부스러기 혹은 전체는 느슨해져서 처분용기 내의 빈 공간에 축적되게
된다.

(타) 1.4.13. Total release from the spent fuel elements
The total release from the fuel elements involves the release of radionuclides
from the UO2 fuel matrix, from the gap between the fuel pellets and the
Zircaloy cladding tubes and from cracks in the fuel pellets, and from the metal
non- fuel components of the fuel assemblies. These various mechanisms are a
primary control on the total radionuclide releases possible from the canister to
the bentonite buffer.
사용후핵연료로부터의 총 유출은 UO2 연료 matrix, 연료 pellet과 Zircaloy 피복관
사이의 틈, 그리고 연료 pellet 내의 균열, 그리고 핵연료 집합체의 금속성 비 연료
성분들로부터의 방사성핵종의 유출을 수반한다. 이러한 여러 메카니즘은 처분용기
에서 벤토나이트 버퍼로 총 방사성핵종 유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사항이다.
⇒ 검토 의견 : 제목 수정 필요 - Total release from the spent fuel elements and

pyro processing Wastes
사용후핵연료로부터의 총 유출은 UO2 연료 matrix, 연료 pellet과 Zircaloy 피복관
사이의 틈, 그리고 연료 pellet 내의 균열, 그리고 핵연료 집합체의 금속성 비 연료
성분들로부터의 방사성핵종의 유출을 수반한다. 또한 파이로 폐기물로부터의 총 유
출은 waste matrix, 폐기물- 처분용기 사이의 틈 및 폐기물 균열로부터의 방사성핵
종의 유출을 수반한다. 이러한 여러 메카니즘은 처분용기에서 벤토나이트 버퍼로
총 방사성핵종 유출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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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2.1.1. Canister Type
Canister life and its capability to retain radionuclides can be determined by what
kind of materials are applied. Carbon steel, Nickel alloy, stainless steel, and
copper are considered as prime candidates of a canister material.
처분용기 수명과 방사성핵종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적용되는 재료의 종류에 의
해 결정될 수 있다. 탄소강, 니켈합금, 스테인레스강 그리고 구리가 처분용기 재료
의 주요 후보로서 여겨진다.
⇒ 검토 의견 : 이상 없음

(하) 2.2.7. Canister corrosion prior to wetting
The void spaces inside the cast iron insert, and between the insert and the
copper shell may contain small amounts of air, water or vapor when the
canister is initially sealed. As a result, these species may cause some corrosion
of the iron insert and the metallic components of the fuel assemblies before the
copper shell is perforated and groundwater can infiltrate the canister. The extent
of this corrosion prior to wetting is not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for
repository safety.
초기에 처분용기가 밀폐될 당시, 주철 삽입물 내측의 빈 공간, 그리고 삽입물과 구
리 판 사이의 빈 공간은 미량의 공기, 물, 혹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화학종들은 구리판이 구멍 뚫리기 전, 그리고 지하수가 처분용기
내로 침투하기 전에 연료다발의 금속성분과 주철삽입물의 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
다. 이러한 wetting에 앞선 부식의 정도는 처분장 안전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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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이상 없음 (species를 spaces)

(갸) 2.2.4. Coupled effects (electrophoresis)
Electrophoresis is the migration of ions in an electrical field. Probably this can
only occur in connection with galvanic corrosion, I. e., after breach of the
canister when migration of radionuclides is considered. The effect might possibly
influence the rate of uranium dissolution. This can probably be calculated and/or
tested by lab experiments.
전기이동은 전기장에서의 이온의 이동이다. 이것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galvanic)
부식과 연관되어, 즉 처분용기의 파괴 후 방사성핵종의 이송이 있을 때만 발생할
수 있다. 그 영향은 우라늄 용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연구실 실험을 통
해 계산되거나 확인될 수 있다.
⇒ 검토의견 : 이상 없음 (공통 사항임)

(냐) 3.6.1.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reconcentration
Precipitation and dissolution refers the FEPs related to the alteration of
radionuclide retardation capability due to increase or decrease of radionuclide
solubility in the pore water of buffer and backfill. The solubility limit is an
important constraint on the release rate of radionuclide through buffer and
backfill. The solubility of radionuclide depends on pH, oxidizing and reducing
condition, and chemical species in pore water.
침전과 용해는 완충재와 뒷채움재의 공극수에서 핵종 용해도의 감소 혹은 증가로
인한 방사성 핵종 이동 지연 능(retardation capability)의 변화와 관련된다. 용해도
한계는 완충재와 뒷채움재를 통한 방사성 핵종의 유출률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다. 방사성 핵종의 용해도는 pH값, 산화와 환원 조건, 그리고 공극수내의 화학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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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한다.
⇒ 검토의견 : 이상 없음

(댜) 3.6.11. Interaction with corrosion products and waste
The heading refers to the ion- exchange and other interactions between corrosion
products and waste and the bentonite material. These phenomena must be
treated together with the interaction with groundwater, 3.1.3.
제목은 부식생성물과 폐기물, 그리고 벤토나이트 재질간의 이온교환 및 상호작용을
참조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하수와의 상호작용을 함께 다루어져야한다.
⇒ 검토의견 : 이상 없음

(3) 신규 FEP 검토
폐기물, 용기 및 공학적 방벽과 관련된 총 131건의 FEP record를 대상으로 1차 분
석 및 17건의 FEP record에 대한 2차 분석을 수행하면서, 파이로 폐기물이 처분되
는 경우 기존의 FEP이나 수정된 FEP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의 FEP이 생겨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파이로 폐기물에 함유될 수 있는 소량의

LiCl, LiCl- KCl의 영향과 같은 것이다. LiCl, LiCl- KCl의 함유 가능성에 대한 연구
원내 폐기물 전문가와 협의 결과 파이로 폐기물에 LiCl 및 LiCl- KCl은 함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FEP 분석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이로 폐기
물 제조공정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파이로 폐기물에 얼마나 많은 양의 LiCl 및

LiCl- KCl이 포함되는지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파이로 공정 특성상 기본
적으로 LiCl 및 LiCl- KCl은 파이로 폐기물에 함유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규

FEP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진하여 본다.
l 제목 : 파이로 폐기물에 함유된 소량의 LiCl, LiCl- KCl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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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내용 : 파이로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LiCL 및 LiCl- KCl은 파이로 폐기물에

소량으로 잔류할 수 있다. LiCl 및 LiCl- KCl은 반응성이 매우 좋아 파이
로 폐기물에 포함되어 처분되는 경우에 대한 FEP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파이로 폐기물의 형태는 세라믹 혹은 유리고화 폐기물 형태로 제조될 예
정이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세라믹 및 유리고화 공정도 지
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관점은 파이로 공정에서 사용된 LiCl- KCl
등은 세라믹 및 유리고화 폐기물에 남아 불순물로 역할을 하거나 염화반
응을 촉진시켜 핵종의 용해도 변화는 물론 폐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l 제목 : 파이로 폐기물에 함유된 LiCl, LiCl- KCl로 인한 캐니스터 부식 촉진
l 내용 : 세라믹 및 유리고화 폐기물에 남아 있는 LiCl 및 LiCl- KCl이 캐니스터

표면과 반응하여 부식을 야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핵종이동의 새로운 경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검토 해 볼 사안이 된다.
다만 파이로 폐기물에 LiCl 및 LiCl- KCl의 함유 여부와 폐기물에서 역
할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

FEP 신규 추가를 위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다 엄격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파이로 공정 분야, 고준위폐기물 분야 및 처분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내용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4) 분석 결과
파이로 공정 측면에서 기존의 FEP 분석을 위하여 폐기물, 용기 및 공학적 방벽과
관련된 131건의 FEP을 대상으로 1차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중 17건의 FEP에 대
하여 2차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1건의 FEP은 파이로 공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6건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1건의 FEP은 사
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파이로 폐기물에도 유사한 관련이 있는 FEP으로 판단되었
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FEP 체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개
념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에 파이로 폐기물을 병행 처분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사용후핵연료에 관련된 FEP의 일부가 파이로 폐기물에도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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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FEP을 분리하여 파이로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FEP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FEP을 수정하여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파이로
폐기물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본문에서는 FEP을
수정하여 해당 FEP의 관련성 범위가 파이로 폐기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FEP 수정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FEP 분석 과정에서는 FEP 수정방향을 제시하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필
요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번 FEP 작업에서는 고준위폐기물을 의미하는

HLW(High- Level Radioactive Waste) 대신 파이로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 이는 HLW라는 용어가 넓은 의미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폐기
물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의미로도 사용되므로 혼선
의 여지가 있으며,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준위폐기물에 대한 접근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FEP 분석 작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waste matrix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용어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향후 보다 적합한 용어가 제시되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시나리오 개발 방법론
가. 서론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처분장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
에 미치는 영향들을 상호 독립적인 FEP으로 구분하여 수집하게 되며, 이러한 FEP
들을 이용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단위 FEP들을 선별하여 처분장 방사성폐기물 종
합성능평가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게 된다. 시나리오는 주로 RES 방식 및

PID 방식으로 도식화되는데, 이 방식들은 처분장에서 생태계까지 방사성 핵종의 이
동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RES 방식은 top- down 방식으로 주요 FEP들
을 RES 행렬 내에 인자들로 포함하고 있음으로 주요 상호작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상호작용간의 자세한 상관관계를 도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PID
방식은 Bottom- up 방식으로 각 Process간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나 과
도하게 복잡하여 전체적인 연결방법을 파악하기에는 오히려 힘든 면도 있다. 이러
한 특징으로 인해 처분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RES 방식의 시나리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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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SKI 및 SKB에서 PID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
며[3.1.1 ～ 3.1.5], 영국의 NIREX Sellafield 처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PID S/W인

FANFARE를 개발한 바 있다[3.1.6]. 국내에서는 KAERI가 RES 방식의 시나리오를
2004년에 개발하여 KAERI 처분 전문 정보시스템인 CYPRUS에 RES 모듈을 설치
ㆍ운용하고 있다[3.1.7].
한편, KAERI RES는 그룹화 된 FEP들의 연결로 상호작용을 표현함에 따라 방벽
간 영향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으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PID 방식의 경우 과도하게 복잡하여 이용하기 어려워지
는 단점을 극복하게 되면 PID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것은 핵종이동 과정
을 묘사하는 좋은 시나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즉,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PID
를 구현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PID를 가공하여 최종적으로는 인터넷을 통
하여 이용자에게 PID 형태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 대상인 Full PID를 구축하여야
하며, 구축된 Full PID를 전산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있는 PID 모듈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문에서는 PID 체제 구축에 필요한 Full PID 구축을 위하여 PID 구축을 위한 방
법론을 개발하여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방법론에 근거하여 정상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세부 PID를 구축한 후 이들 세부 PID를 통합함으로써 Full

PID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Full PID 구축 과정과는 별도로 추진된 PID 전산시
스템 개발을 위하여 사용된 Graphviz의 특징 및 PID 입력 도구 개발과정을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통하여 FEP에서 PID 형태의 시나리오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창출되
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PID 형태의 시나리오를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내용물에 해당되는 Full PID 구축 및 PID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면 KAERI

RES가 탑재되어 있는 CYPRUS (CYBER R&D Platform for Radwaste Disposal
in Underground System)에 탑재하여 RES 시나리오는 물론 PID 시나리오를 제공
함으로써 처분장 안전성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고 이는
안전성 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PID
의 활용도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대안 시나리오에도 PID 형태의 시나리오 개발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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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S vs. PID 시나리오

(1) RES 방식의 시나리오 현황 분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문가 시스템인 KAERI CYPRUS(CYBER R&D

Platform for Radwaste Disposal in Underground System)에는 381건의 FEP과 4개
의 시나리오를 RES 형태로 구현하고 있다. FEP은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처분장 성능평가를 위하여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상호 독립적
인 단위현상, 사건, 공정(Feature, Event and Process : FEP)을 의미하며, 이러한

FEP들을 이용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위 FEP들을 선별하여 처분장 방사성폐기
물 종합성능평가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게 된다. KAERI가 보유하고 있는

FEP의 형태는 그림 3.1.9와 같으며, 이러한 FEP record는 시나리오 개발의 기초자
료가 된다.

그림 3.1.9. FEP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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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P record에는 Category, FEP 명칭, FEP ID, Process, Influence, 평가결과,
Related RES, Reference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 Process 및 Influence에 담
긴 내용들을 분석하여 FEP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FEP

Audit 과제에서 주어진 점수로 FEP의 중요도를 의미함으로 FEP record는 PID 개
발에 기초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FEP을 이용하여 정상 시나리오,
용기파손 시나리오,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자연재해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각 시나리오는 5개의 세부 시나리오(용기부식, 역학적 변화, 핵종이동, 방사
분해 및 지하수)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림 3.1.10과 같이 KAERI

CYPRUS에서 RES 방식으로 구축 • 이용되고 있으며, RES 구조는 메트릭스 형식에
바탕을 두고 주대각선 부분에는 방벽을 부대각선 부분에는 방벽 간 영향을 표시하
고 있다. 주대각선 및 부대각선에 위치한 Element 에는 관련된 FEP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그룹화 된 FEP들은 상호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3.1.10. KAERI CYRPUS 초기 화면 및 RES Matrix
또한 그림 3.1.10의 Reference RES Matrix는 옆의 체크박스를 통하여 세부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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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 구축된 5개의 RES를 볼 수 있으며, 그림 3.1.11은 용기부식 세부시나리오와

Element 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된 FEP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11. 세부 시나리오와 관련 FEP
또한 그림 3.1.12는 CYPRUS에 등록되어 있는 FEP List 들에 대한 예시이다.

그림 3.1.12. CYPRUS의 KAERI FEP
이러한 KAERI FEP 정보와 RES로 구현된 시나리오는 PID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들을 바탕으로 PID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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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D 방식의 시나리오 구축 방법론
시나리오는 통상 RES 방식 혹은 PID 방식으로 구현되며, 그중에서도 RES 방식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RES 방식의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KAERI는 RES 방식의 시나리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PID 방식은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PID 방식을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FEP 및 RES 시나리오 현황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은 원칙을 수립하였다[3.1.8].
첫째, 4개 메인 시나리오에 대한 PID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보다 정상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모델 PID를 구축한 후 필요하면 나머지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PID로 확
대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 PID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PID (모델 PID)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가능
성이 큼으로 이들을 해결하면 전 시나리오에 대한 PID 구축 시 보다 쉽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 PI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상 시나리오를 구성
하고 있는 다섯 개의 세부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PID를 우선 구축하고 이들을 통
합하여 Full PID를 만들어 가는 순차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은 통합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표현하는데 중복의 소지가 있으나, 세부 시나리오에 근거한
세부 PID를 확보하는 의미는 물론 추후 특정 상호작용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근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PID 구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호작용 결정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FEP record에 포함된 Process Description과 Influence

Description의 내용을 최대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ocess Description과
Influence Description에는 FEP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스웨덴의 경우 PID에 상호작용에 대한 value를 부과하였으나, 현재 KAERI는
상호작용에 대한 value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FEP record 평가과정에서 부여
한 FEP의 중요도 값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작용에 대한 value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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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생기면, FEP의 중요도를 이용한 frame에 별도의 상호작용 중요도를 구하
여 PID 작성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RES를 바탕으로 PID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모든 FEP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처분안전성과 관계가 있다. 이러
한 관계를 모두 표현하는 것은 PID 작성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PID
가 완료된 후에도 정확한 관계표현에 대한 논란의 여부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기
존의 RES 체제에서 Element 간 연결에 바탕을 둔 Group화 된 FEP들의 상관관계
를 이용하여, 이들을 바탕으로 보다 세분하여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5가지 Full PID 구축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PID 구축과
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삼고, 그 외에 발생하는 세부 문제점
은 PID 구축의 기본목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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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D 시나리오 개발
가. 세부 PID 구축
개발된 PID 구축 방법론에 따라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 PID를 구축하기 위하
여 다섯 가지 세부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PID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구축하여야
할 세부 시나리오는 용기부식, 역학적 변화, 핵종이동, 방사분해 및 지하수로 구성
되어 있다. PID에는 기본적으로 FEP 및 상호작용만이 기본적으로 표현됨으로 이들
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기본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먼저, FEP은 Diagram에서 Box로 표기하기로 하고, FEP의 중요도는 Box 색상으로
구분하였다. FEP의 중요도는 FEP record에 포함된 FEP Audit 결과 값을 적용하였
으며, FEP box의 색상은 FEP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FEP에 흑색을 적용하고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적색, 청색, 녹색, 황색 순으로 적용하였다.
둘째, FEP간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은 화살표로 표기하였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하였다.
셋째, 특정 FEP이 주는 영향은 반드시 1개가 아니며, 여러 FEP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 FEP도 여러 FEP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하였다.

PID 구축 방법론 개발에서 언급된 5가지 원칙과 PID 구축에 실제 필요한 3가지 기
본사항을 바탕으로 그림 3.1.13의 역학적 변화에 대한 세부 PID와 그림 3.1.14의 용
기부식에 대한 세부 PID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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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역학적 변화에 대한 세부 PID

그림 3.1.14. 용기부식에 대한 세부 PID
또한, 용기부식 세부 PID와 역학적 변화 세부 PID를 통합하여 그림 3.1.15와 같은
용기부식- 역학적 변화에 대한 Sample 통합 PID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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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용기부식- 역학적 변화에 대한 통합 PID
용기부식 및 역학적 변화에 대한 세부 PID를 이용하여 용기부식- 역학적 변화에 대
한 통합 PID를 만든 것은 5개의 Sub- PID를 모두 합하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모델 PID가 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
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통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적, 시간
적 낭비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중요도 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였다. FEP record에 나타나 있는

FEP 평가값은 2개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FEP 평가가 2차례 수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 값을 산정할 때 2개의 평가값을 평균하여 산정하였음으로 두 값이 다
른 경우 자연수가 아닌 값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요도 값이 3, 4로 나타
나는 경우 평균값은 3.5가 되며, 이 경우 중요도 값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방안은 기본적으로 중요도 값은 평균치를
적용하며, 평균치가 자연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최신 평가 결과 값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용기부식 세부 PID를 나타낸 그림 3.1.14에서와 같이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FEP이 나타났으며, 이 경우 최종 통합과정에서 활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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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다가 최종 통합과정에서도 활용되지 않는 경우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PID maker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RES에 바탕을 둔 PID 시
나리오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PID 구축과정에서는 PID maker의 주관
적인 영향이 매우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FEP간의 상호관
계를 규정하는데 있어 FEP record에 나타난 process description 및 Influence 설명
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어느 정도는 PID maker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으며, 최대한 주관적인 영향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두개의 Sub- PID 및 Sample 통합 PID 구축을 통하여, 최종 통합 PID 구축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확인 및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그림 3.1.16.
핵종이동, 그림 3.1.17. 방사분해 및 그림 3.1.18. 지하수와 관련된 세부 PID를 각각
구축하였다. 핵종이동, 방사분해 및 지하수와 관련된 세 가지 세부 PID는 용기부식
및 역학적 변화와 관련된 세부 PID보다 훨씬 많은 FEP 및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
음으로 매우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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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1.
16
.핵종이동 세부 P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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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17.방사분해 세부 P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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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18.지하수 세부 P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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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통합 PI
D 구축

정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시나리오를 통하여 Ful
lPI
D 구축 방법론에
따라 다섯 가지 세부 PI
D를 만들 수 있었으며,이들을 통합하여 그림 3.
1.
19
와 같이
Ful
lPI
D를 구축하고자 하였다.용기부식 및 역학적 변화 PI
D를 통합과정을 통하여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통하여 큰 어려움 없이
통합과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림 3.
1
.
19.세부 PI
D를 이용한 통합 PI
D 구축 모형

그림 3.
1.
1
9의 통합 PI
D에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화살표의 색상 차이는 해당 상호
작용이 어떤 세부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다.구축된 모델 PI
D를
바탕으로 실제 PI
D를 이용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모델 PI
D를 가공하게 됨으로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PI
D를 만드는 과
정에서 PI
D make
r
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할 방법은 없음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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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해당 상호작용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쉽게 추적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호작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원본
자료는 상호작용이 기본적으로 어느 세부 시나리오에서 근거한 것인지 밝힐 수 있
도록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림 3.1.19의 통합 PID에서 여러 가지 색상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된 것은 FEP이 하
나의 세부 시나리오에서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세부 시나리오에 동시에
관여되기 때문임으로 그림 3.1.20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림 3.1.20. 모델 PID의 상호작용 구분
구축된 통합 PID는 그림 3.1.21과 같으며, 이 모델 PID는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PID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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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21.모델 PI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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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도 부여

(1) 외부 전문가 자문
정상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개발된 Model PID는 FEP의 중요성을 포함한 FEP간 상
호작용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FEP간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이는 Full PID 구축 방법론 개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PID 설계단계에서 FEP

record의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Full PID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
하였기 때문이다. Full PID 개발 초기 단계에서 상호작용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한 것은 PID에 적용할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가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PID 구축연구에 상호작용을 적용하는 것은 PID 관련 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
하였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적용 여부는 PID frame이 개발되고 난 후 검토하는 것
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ID 설계단계에서 목적한 모델 PID를 개발한 현 단계에서 상호작용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었으며, 상호작용의 값은 PID 내에서 화살표
로 표기됨으로 상호작용의 중요도 값만 추출하면 화살표의 형태나 색상 변화를 통
하여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다만, FEP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상호작용의 중요도
와 FEP record의 중요도간 상호관계는 명확하지 않음으로 상호작용 중요도를 추
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상호작용의 중요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FEP audit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해 FEP
중요도가 부여된 것과 유사하게 FEP간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중
요도 값을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PID 제작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상호작용 중요도 부여가 보다 객관적일 수 있음으로 원자력분야 중
에서도 처분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자문
을 요청하였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개발된 모델 PID 및 FEP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PID에 나타난 FEP간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도 값을 표 3.1.4와 같이 얻을 수 있었
다. 외부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상호작용의 중요도 값을 검토한 결과, PID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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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반영하기에 약간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동일한 상
호작용에 대한 중요도 값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간의 주관적 인식 차에서 연유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전문가 자문 내용은 활용 전문가 수가 작아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현 상태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전문가를 통한 상호작용 중요
도 부여가 필요하다. 더 많은 상호작용 중요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
문가 혹은 내부 전문가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외부 전문가를 추
가로 선정하여 2차 상호작용 중요도 부여작업이나 내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데이터
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3.1.4. 상호작용 중요도를 부여한 (예)

(2) 향후 역무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두 외부 전문가가 부여한 상호작
용 중요도 값에는 많은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EP간 상
호관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 개별적인 판단이 매우 주관적으로 작용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상호작용 중요도를 PID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요도 값은 단일 값으로 제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편차는 반드시 조정
되어야 한다. 단순히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칙이나 방법을 수립하
여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작용 중요도 값 부여에 단순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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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만이 참여한 것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상호작용의
중요도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며, 각기 다른 값이
부여된 상호작용 값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서 시나리오는 FEP으로 표현되므로 FEP과 시나
리오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단계에서 FEP 연구는 선진 핵연
료주기 공정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시나리오는 PID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PID 방식의 시나리오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FEP 연구를 위하여, 기준이 될 선진핵주기 공정을 선행 조사하였으며 제19차 파이
로 공정 물질수지를 기준으로 파이로 공정을 통하여 분리되는 우라늄 및 초우란 원
소는 SFR에서 재활용하는 개념 하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처분관점에서 보
면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은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 폐기물(metal waste,

ceramic waste 및 vitrified waste) 병행 처분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관점에서 생산
관리되고 있는 FEP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 용기, 인공방벽과 관련된

131건의 FEP을 대상으로 1차 분석 및 2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1차 분석에서는 파
이로 폐기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관련성 여부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7건의

FEP을 선정하였다. 2차 분석은 17건의 FEP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수정되어야 할 FEP으로 11건 및 신규 FEP으로 2건의 FEP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선진 핵연료주기 관련 FEP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
며, 특히 용어 및 개념의 정확성을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작업은 국가 후행핵연료주기 선정 시점에 맞추어 잘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ID 방식의 시나리오 개발을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RES 방식의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PID 방식의 시나리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추진전략에 따
라 Full PID 구축 및 PID 모듈 개발을 추진하였다. Full PID 구축을 위하여 PID 구
축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방법론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정상 시나리오를 구성
하고 있는 다섯 가지 세부 시나리오로부터 각각의 세부 PID를 우선 구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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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세부 PID를 병합하여 Full PID(모델 PID)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이 Full

PID는 FEP record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Full PID에 상호작용의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상호작용에 중요도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외부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였다.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를 PID에 활용하
기 위해서는, 각 상호작용의 중요도 값을 단일 값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 및 다양한 상호작용 값을 단일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이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발된 PID는 KAERI CYPRUS(CYBER R&D Platform for Radwaste Disposal in

Underground System)에 탑재된 PID 모듈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PID 방식의 시나리
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RES 방식의 시나리오와 더불어 처분안전성에 대한 신뢰
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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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진 핵연료주기 안전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1. 개요
파이로 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개념은 현재 A- KRS라는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
다. 아직 파이로 연구가 본격적인 대규모 실증 연구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각 파이
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정확한 핵종 재고량(inventory)을 산정하는데 한계
가 있다. 또한 발생된 폐기물 내 일부 방사성 핵종과 화학 물질 조성 때문에 폐기
물을 고화체로 생산하는데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미 상용화된 PUREX 공정의 경우
를 보더라도 몰리브덴의 농도 등에 따라 건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유리 고화체를 제
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 파이로에 대한 환경친화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오차 범위 안에서 파이로에 대한 예비 안전
성 평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9년 4월, 1983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미
국 유카산 처분장 사업(Yucca Mountain Project, 이하 YMP)이 중단된 후 세계 각
국은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 이하 SNF)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
심하고 있고 이미 국토의 협소성, 수송의 어려움, 점증하는 부지 수용성 확보 난항
등으로 인해 파이로 연구에 착수한 국내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파이로 환경 친화성
을 점검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는 파이
로와 이와 연관된 고속로(Sodium Fast reactor 이하 SFR)에 대한 환경 친화적 측
면으로 (1) 처분장 소요 면적 감소, (2) 장기간에 걸친 환경 위해 가능성 종식을 위
한 장반감기 핵종 변환, (3) 연간 개인선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 중 (2), (3) 항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종합 안전성 평가 도구 개발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최근 YMP에서 안전성 평가시 주(Main) 평가 도구로 사용되었던 미국 Goldsim 사
가 개발한 Goldsim 10.2 RT 버전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Goldsim은 이제까지 KAERI가 종합 안전성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이하 TSPA)에서 주 코드로 사용해 오던 MASCOT- K 및 AMBER의
장점을 조합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로 MS Visual Studio 언어를 기반으
로 한 high level languag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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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TSPA에서 사용하던 MASCOT- K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 출력을 생산해
다음 sub- module로 전달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각 sub- module 내 평균 농도
와 플럭스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 각 지점에서 시간별 농도와 플럭스를
예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류 분산(Advective and Dispersive)에 따른
각 지점 별 그리고 sub- module간의 물질 이동을 천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Laplace 역변환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한계상 시간에 따
라 천이적(Transient)으로 변화하는 입력 자료 수용은 불가능하였다. AMBER는 시
간 변화를 고려한 입력 자료 수용은 가능하나 특정 구획(Compartment)에서 다른
구획으로 물질 이동을 기술할 때 상수(Constant)로 표현되는 물질 이동 전달 계수

(Mass Transfer Coefficient)를 사용함으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천이적 변화 현
상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Goldsim은 MASCOT- K와 같이 각 평가 지점
에서 농도와 선속을 예측하지 못하고 각 구획 내 평균 농도와 유출 플럭스를 계산
하는 한계는 있으나 천이적인 이류 분산 현상을 정밀 모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간
변화에 따른 비고전적인(Discrete) 입력 데이터 변화도 모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2. 평가 대상 고화체 및 시나리오 개발
파이로 TSPA는 단순히 그 자체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처분(Direct

Disposal 이하 DD)과의 비교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
서는 파이로 폐기물 뿐만 아니라 PWR 및 CANDU SNF DD에 대한 TSPA도 평가
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였다. 파이로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개발이 수행 중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초 개최된

KAERI 제 19차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회의 결과와 이에 근간을 두고 시스템
개발과제에서 수행한 5가지 폐기물에 대해 지하 500 미터 및 200 미터 분리 처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 정상 시나리오

- 86 -

TSPA 정상 시나리오는 평가 대상이 PWR, CANDU SNF이던 파이로 폐기물이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전술한 대로 파이로 폐기물 처분 개념인 A- KRS 평가
대상 개념은 폐기물을 각각 200 미터와 500 미터 심부에 나누어 처분하고 있고

PWR, CANDU SNF DD는 지하 500 미터에 처분을 하는 개념상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DD에서는 스웨덴 SKB KBS- 3V 개념과 유사하게 처분 터널을 굴착한 후 터
널 바닥에서 처분공을 굴착한 후 처분 용기를 거치하고 주위를 벤토나이트 완충재
로 충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파이로 처분을 위한 A- KRS에서는 SKB의

KBS- 3H 개념과 유사하게 처분 터널을 굴착한 후 터널 내에 폐기물을 거치하는 방
식을 채택한다. 또한 500 미터 심부에 처분하는 경우 심부 지하수(Deep

Groundwater)가 침투하여 지하수 속에 함유된 부식 촉진 물질이 용기를 부식시킨
후 고화 상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용해시킨 후 외부로 이송시키는데 반해 200 미터
에 처분하는 경우는 지하수 화학 조성이 심부 지하수와 다른 지하수가 유사한 반응
을 일으킬 것이다.
침투 지하수가 궁극적으로 처분 터널 혹은 사일로 주변 공학적 방벽의 안전 성능을
저하시킨 후 벤토나이트 방벽을 통과한 후 내부로 침투하여 처분 용기를 부식시킨
후 고체 상태로 유지되던 폐기물을 용해시켜 외부로 유출시킨다. 현재 모델링에서
는 처분 용기의 수명을 300년으로 가정하고 최근 스웨덴 등의 연구에서는 초기 용
기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용기 불량 손상 발생률을 0.1%로 전과 같이 가정하였다. 용기 파손 후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은 공학적 방벽을 통과하여 주변 암반대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공학
적 방벽과 암반 사이에는 충전재와 함께 암반 굴착 영향으로 발생한 지역(EDZ:

Excavated Disturbed Zone) 등이 있다.
실제적으로 EDZ 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서들이
스웨덴 Aspo 및 Stripa 실증 연구에서 많이 규명되었고 EDZ 규모도 전단계 처분종
합안전성평가에서 밝힌 바와 같이 TBM 굴착 시 30 cm, 제어 발파를 하는 경우 1

m 이내임이 Aspo 국제 공동 연구에서 규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 이러한 EDZ이 지하수의 집함점으로 처분 용기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폐기물이 EDZ에 집적된 후 외부 암반으로 유출된다고 가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안전
성 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보수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공학적 방벽에
서 천연 방벽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지하수 유동 속도가 빠른 단열(fracture)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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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된다. 이 경우 유효 단면적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다.
유효단면적  처분장 사일로 단면적× 사일로 높이 당 단열 폭 

(3.2.1)

이와 같이 단열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들은 이류(advection)와 분산(dispersion)을 통
해 이동하게 된다. 또한 일부 핵종들은 주변 암반으로 확산된다(matrix diffusion).
이와 같이 주변 암반으로 확산된 핵종들은 상당 시간 경과 후 다시 단열로 재확산
되어(back diffusion)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천연 방벽을 통한 방사성 핵종 이동은
크게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 유
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과 같은 수치 해석 기법에 근간을 둔 컴퓨터 코드를
통해 해석되거나 구획 모델(compartment theory)에 바탕을 둔 컴퓨터 코드로 평가
된다.
수치 해석적 방법은 보다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현재 컴퓨터 용
량상 재확산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구획 모델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이와 같이 재확산을 무시하는 현재의 평가 방법론은 모의 결과가 실제 농도
값보다 낮게 평가되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재확산에 의해 발생
하는 농도치는 실질적인 최고치에 비해 현저히 낮고 기존의 안전성 규제들이 연간
개인선량 최고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상에서 정확한 재확산을 고려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번 단계 안전해석 연구에서도 단열에서 암반
으로의 확산은 하나의 sink term으로만 고려한 채 재확산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천연 방벽을 통과한 핵종들은 천연방벽/ 생태계 접점(GBI: Geosphere Biosphere

Interface)을 통과한 후 생태계로 도달하게 된다. 선진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에 대한 지층 처분장은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생태계로 육상 농
업 생태계, 해상 어업 생태계 및 담수 어업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지난 인허가
신청 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각각 이와 같이 다른 세 개의 생태계에 거
주한다고 가정하여 평가하였으나 향후 인허가에서는 한 독립적인 지역 주민이 세
개 생태계에서 활동할 경우, 평가 시에 세 가지 생태계에서 발생한 연간 개인 선량

(annual individual dose)을 모두 합산하여 그 결과물을 연간 개인 선량으로 상정하
는 방법론을 규제 기관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평가 시에는 이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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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할 것이다.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생태계로서는 접점에서의 대수층, 대수층과 연계되는 토양층
및 해저 퇴적층, 토양층과 연계되는 불포화대와 이들과 연계되는 근초 식물(root

vegetable), 토양층과 강바닥, 강 그리고 표토 토양층 및 대기층이 존재하며 바다 밑
퇴적층과 연결된 바다 및 최종적으로 싱크(sink)가 될 먼 바다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지하수를 통한 정상 유출 시나리오인 기준 시나리오는 구획 모
델 개념을 이용한 Goldsim 코드로 잘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비정상 시나리오

(1) 우물 굴착 시나리오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서 통례적으로 가장 높은 연간 개인 선량치를 예측하는 시나
리오가 바로 우물 시나리오이다. 지층 처분장 인허가 시에 고려한 우물 시나리오는
두 처분 동굴이나 사일로 사이 중앙에 우물이 굴착되어 이로부터 채취된 우물물을
거주민들이 음용 및 생활에 사용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평가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우물 주변 지하수 유동 평가이다. 일반적으로 처분장에서
지하수 유동 평가를 단일 모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 전체 평가 대상 볼륨의 길
이가 수 킬로미터 영역에 달한다.
이와 같은 우물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 할 그리드 사이즈는 수 미터 혹은 수십 센
티미터 레벨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한 그리드 생성이 매우 어렵고 해의 안정
성의 보장이 어렵다. 만일 이러한 수리 정보가 정확히 생성된다면 이러한 자료는
안전성 평가에서 필요한 핵심 입력 자료가 될 것이다.
정확한 부지 조사 결과 몇몇 특정 사일로에서만 지하수가 우물로 유입된다면 유입
량에 따라 적절히 입력 값을 조정하도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
물 시나리오의 큰 현안의 하나는 이와 같이 사일로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 뿐 아니
라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지 않은 주변 지하수가 우물 유입되는 양을 어떻게 정확히
산정하는가이다. 즉 이와 같은 비오염 지하수 유입량 고려는 희석률(dilution factor)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최종적인 우물물의 농도는 이와 같은 희석률에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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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비례하게 된다. 이러한 희석률은 실제 정밀 부지 조사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안전
성 평가 모델 개발 시에는 이와 같은 희석률이 반영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물 굴착 및 이에 따른 양수 작업으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이다. 일반적으로 우물 굴착으로 인한 유입량은 아랫방정식 (3.2.2)에 주어진

Thiem 해법 공식으로부터 산정될 수 있다.

우물유입량

∇  
  

ln 


(3.2.2)

따라서 우물 굴착에 따른 단위 시간당 양수량에 따라 수두 변화 구배를 관련 수리
시험을 통해 산정하는 현장 실험 결과치가 안전성 평가 주요 입력 자료인 우물 유
입량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우물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 할 생태계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생태계와 다르
게 된다. 우물에서 양수된 물은 직접 음용수로 사용되거나 농작물 및 가축 재배에
사용되어 먹이 사슬(food chain)을 거쳐 인간으로 전이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로를
고려한 새로운 생태계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기준 시나리오와 함께
본 우물 굴착 시나리오도 Goldsim 코드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2) 지진 시나리오
일반적으로 지진은 지하에 위치한 구조물의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령 지진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구조물이 손상되는 경우라도 구조물의 화학적 조성
이 변화하지 않는 한 처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는 화학적 조
성이 최고용해도(solubility limit)와 핵종 이동 지연 계수(retardation coefficient)에
영향을 미치며 근계(near field)에서는 이류에 의한 핵종 이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천연 방벽에서 진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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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열을 통한 지하수 유동 속도 증대
단열 내 지하수 유동 속도는 일반적으로 단열 폭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삼승 법칙

(cubic law)에 따른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 지진이 발생해 그 영향으로 단열 폭이
확장된다면 이론적 측면에서는 지하수 유동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
상을 수학적 모델링에서 반영하는 것은 간단한 것으로 입력 인자로 들어가는 지하
수 유동 속도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로 지진의 영향이 표현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단열 폭 증대 값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민감도 분석(sensitivity

study) 등을 통해 그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처분안전해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천연 방벽 특성상, 천연 방벽의 핵종 이동
지연 능력이 낮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핵종 이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설사 지진이 발생하여 단열 폭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단열 발생 확률을 평
가에서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연간 개인 선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등 지진에 대한 여러 분야의 질의에 대비해 이와 같은 현
상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Goldsim을 이용한 방법
론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 가능하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장 안전성 평가 시 이와 같은 방법론을 개발 적용한 바 있다.

(나) 새로운 이동 경로 생성
이와 같은 경우 기존의 이동 경로보다 이동 길이가 짧은 새로운 경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수학적 개념에서 보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와 상이점이 없다. 하지만

Goldsim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다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개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모델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다.

(다) 공학적 방벽 기능 조기 상실
만일 공학적 방벽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물성을 유지하다가 이후 열화

(degradation) 되는 경우 이러한 공학적 방벽 기능 조기 상실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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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
처분안전연구에서는 Goldsim 코드 내 selector 기능을 이용해 시간에 따른 공학적
방벽의 물성 변화를 표현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Goldsim의 기능
은 MASCOT 와 같은 Laplace 역변환을 사용하는 평가 코드에서는 없는 기능이다.

Laplace 변환의 경우 시간 0부터 무한대까지 물성이 변화하는 현상을 기술할 수 없
으며 모든 response function이 classical function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물성 변화를 이산화(discrete)시켜 표현하기 위해서는

Goldsim과 같은 코드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기체 이동 평가 시나리오
기체 이동 시나리오 평가도 이동 경로 및 속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Goldsim에서도 평가 가능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Goldsim은 지하수와 같은 물
(water)과 공기(air) 같은 다른 종류의 유체에 대한 특성을 정의할 수 있고, 지정된
유체의 분배 계수(partitioning coefficient)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특성 기술이 가능
하므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Goldsim을 사용 방사성 기체 이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
하다. 하지만 기체 이동 평가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동 경로와 속도 평가가 필요
한데 이를 위해서는 LBNL에서 개발한 Tough 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으며 이 코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서울대 등 국내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Tough를 통해 기체 이동 정보 및 이에 따른 농도 평가까지 가능하므
로 자세한 기체 이동 관련 입력 자료가 전무한 현재로서는 Goldsim을 이용 별도로
방사성 기체 이동 현상을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3. Goldsim을 이용한 평가 모델링 개요
Goldsim을 이용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자가 염두에 둘 주요 항목들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l Container로

묘사할 물리적 방벽:

EngSystem, HostRock, Bisophere,

Well_receptor
l Container로 묘사할 대안 시나리오 목록: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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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Container로 묘사할 입력 자료: GeneralData
l Dashboard: Dashboards, View Dashboards

그림 3.2.1은 이러한 Container 모델 개념에 의거해 개념적으로 도출한 Goldsim
이용 안전성 평가 코드의 Top Level View이다

그림 3.2.1. Goldsim 코드로 묘사한 월성 처분장 안전성 평가 개념도

본 장에서는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따른 방사선
적 장기 종합 안전성 평가를 위해 Goldsim을 이용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상기
네 가지 요소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가에 대한 평가 방법론 개발에 대해 논하고
자 한다.
가. Container를 이용한 물리적 방벽 개발

Goldsim으로 묘사할 물리적 방벽은 그림 3.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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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l 정상 기준 시나리오를 위한 물리적 방벽
l 우물 굴착 시나리오를 위한 새로운 물리적 방벽

먼저 정상 기준 시나리오를 위한 방벽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1) 정상 기준 시나리오를 위한 물리적 방벽
기준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물리적 방벽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가) 공학적 방벽
각 처분 동굴 및 사일로 등을 sub- container로 표현하는 container와 이러한 각 처
분 동굴 및 사일로를 상술하는 하위 container들로 공학적 방벽 모델은 구성된다.
이때 각 하위 container들은 폐기물 종류별 특성을 기술한 source들의 집합체로 표
현되며 이들 source들은 유출 현상을 기술하는 세부 container와 연계되어 각각의
유출현상을 표현한다. 유출 현상 묘사를 위해 사용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
다.
l 조화유출
l 상수로 표현된 유출율
l 단위 유출 면적당 상수로 표현된 유출율
l Instantaneous Release Fraction(IRF)로 표현되는 일부 고용해도 유출률을

보이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에 기반한 유출률

본 모델링에서는 공학적 방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벤토나이트 방벽에서의 분산 현상
규명을 위해 cell generator를 사용 수직 상하, 측면 방향 별 확산을 평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선진핵연료 폐기물 중 일부 처분 터널의 경우 수평 방향의 분산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 buffering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최종적으로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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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lateral 및 처분 터널 방향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이와 같
이 네 방향으로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들은 전술한 EDZ으로 이동한 후 최종적으로
천연 방벽으로 유출되게 된다.

Goldsim 코드를 사용할 경우 EDZ와 천연 방벽 내 단열을 연결하는 미소 체적의
가상 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이와 같은 공학적 방벽 말미에 1 m3 체적을 가지
는 가상의 최종 집결지를 설정하고 이와 천연방벽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나) 천연 방벽
천연 방벽의 경우 단열을 표현하는 아래 그림에 도시된 element 를 통해 도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천연 방벽이 다공성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
델링에 이용된 지질 매체인 화강암, 화강 편마암이 단열이 발달된 암반이라고 가정
하고 모델링 하는 것이다. 현재 모델링 상에서는 암반 내 단열을 단일 단열(Single

Fracture)로 표현 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부지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단일 단열 암반 모델링에서 진일보하여 단열 네트워크를 고려한 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고준위 처분장 개념 안전성 평가 시에 이와 같
은 단열 네트워크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로카쇼무라 중준위 동굴
처분장 안전성 평가 시에도 이러한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지질 수문 자료가 부족하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KINS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이 없어 해당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처분장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에서는 단열 네트워크 모델링 도입을 검토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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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심부 천연방벽모델링을 위해 Goldsim에서 사용되는 Element

(다) 생태계
선진핵연료주기 안전해석에서 적용하는 연안지역 가상처분장 개념에서는 그림에 도
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피폭 그룹을 상정한다.
l 농경 그룹
l 해양 어업 종사 그룹
l 담수 어업 종사 그룹

이러한 그룹들은 기존 인허가 단계에서는 별도의 그룹으로 상정되어 각 그룹별 연
간 개인 선량이 평가되었다. 하지만 향후 안전성 평가에서는 이 세 그룹의 연간 개
인 선량을 합산한 효과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세 개의 피폭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 각 그룹은 표토층, 강, 강바닥 퇴적층, 해수, 해
저 퇴적층을 통해 피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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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농업/ 담수/ 해수 어업 종사자 피폭 그룹 개념도

(2) 우물 굴착 시나리오를 위한 새로운 물리적 방벽
(가) 새로운 이동 경로
우물 시나리오의 경우 지하수에 용해되어 공학적 방벽으로 유출된 핵종들이 천연방
벽으로 유입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if 문을 이용 직접적으로 WellReceptor로 표현된
새로운 생태계에 유입되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만일 우물이 고려되지
않으면 공학적 방벽에서(실제 Goldsim 코드에서는 최종적으로 공학적 방벽 내 모든
유출 물질들은 EBS_Release 라는 element 에 포집된다) Rock_Mass라고 명명된 천
연 방벽으로 유출되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수리 실측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자는 천연 방벽에
서의 희석률을 모델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예에서는 공학적 방벽인 silo를 통과
하는 Volumetric flow의 20%만큼의 지하수가 천연 방벽을 통해 이동할 때 추가적
으로 유입되어 약 20% 희석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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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우물 존재 여부에 따라 지정되는 주변 천연 방벽으로 이동 현상
우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와 같은 개념 모델이 필요하다. 가장 바
람직한 방법은 굴착된 우물을 이용한 양수 행위에 의하여 얼마만큼 수두가 떨어지
는가를 고려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만일 양수량이 많다면 당연히 수두 강하량
이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으로 기존 인허가 심사에서 고려한 연간

50,000 톤의 양수 시 우물의 지하수 수두가 약 25 m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아래에 도시된 Thiem theory 에 근간을 둔 우물 주변에서의

Volumetric flow rate 계산식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오염 지하수가 우물로 유입됨
을 알 수 있다.
우물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비단 처분장을 거쳐 이동하면서 오염된 지하수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오염 지하수 이외에 주변의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가 우물 양수에
따라 우물로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가 오염 지하수와 비오염 지하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상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이용해 희석 효과를 표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하수의 Volumetric flow

rate 가 1 m3/yr 이고 신선한 지하수 유입율이 10 m3/yr라면 희석률은 10 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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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우물로부터 방출율 산정 코딩

(나) 새로운 생태계
우물 생태계에서 고려해야 할 구획들은 개념적으로 아래와 같다. 우물물이 유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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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quifer_Local로 Inflow 양은 전술한 WellFlow 와 같다.

그림 3.2.9. Well Biosphere 개념도
이와 같이 유입된 지하수는 Well로 유입된다. 이외에 불포화대를 나타내는

VadZone이 존재하며 이 element 에는 불포화대 특성상, water, soil 이외에 air가 존
재하게 된다. 여기서 water zone의 volume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Volume, [m3/yr] = Area × Element Depth × 포화도

(3.2.3)

유사하게 Air zone의 Volume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Volume, [m3/yr] = Area × Element depth × 불포화도

(3.2.4)

유체와 달리 고체 상태인 soil은 부피가 아니라 질량으로 표현되는데 그 식은 아래
와 같다.
질량, [kg] = Area × Element depth × Soil Density
이와 같이 정의된 VadZone 내의 유입률과 유출률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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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유입률, [m3/yr] = 강수량 침투율 × 면적

(3.2.6)

VadZone에서 지하수 이동 경로는 상부 Surface Soil 과 하부 Aquifer Local 로 대
별될 수 있다.
불포화대 상부에 위치한 Surface soil로는 우물과 불포화대로부터 물질이 유입된다.
이 경우 우물물로부터 유입 속도를 알면 여기에 Surface soil 면적을 곱해 우물로부
터의 유입량을 알 수 있다. 또한 불포화대로부터 유입량을 알려면 면적 곱하기 풍
화율(단위는 m/yr) 곱하기 토양의 밀도를 곱하면 될 것이다. Surface Soil 층의 유
출률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불포화대로의 유출률로 그 크기는 상기에 주어진

VadZone의 유입률과 같을 것이며 또 하나의 유출률은 토양 풍화에 따른 유출률이
다.
이와 같은 VadZone, Surface Soil 각 층 간에는 이류와 분산에 의한 물의 유동이
물질 이동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Goldsim 각 element 에 있는

Diffusive Fluxes window를 이용하면 될 것이고 각각 element 별 확산 거리는 각
각 element depth 의 반을 상정하면 될 것이다. 이외에 Surface soil로부터 대기로
의 확산 영향을 위해 새로운 구획 element 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개념 모델과 세 가지 피폭 그룹에 대한 흡입(inhalation), 섭취(ingestion),
외부 노출(external exposure)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각 피폭 그룹별
연간 개인 선량이 각 핵종이 미치는 연간 개인 선량의 합, 즉 Goldsim에서는

vector로 표시된 각 element의 영향의 합인 Sum Vector로 표현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안 시나리오의 하나인 우물 굴착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서 평가 될 수 있다.
l 우물 시나리오를 평가하겠다고 프로그램에 명령을 보내는 부분
l 우물 양수 효과에 따른 수두 변화 표현
l Thiem Solution에 바탕을 우물로의 유입량
l 신선한 우물물 유입률
l Aquifer_Local element 구성
l 불포화대 토양층 우물 등 각 주요 생태계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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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결정 집단 정의 및 흡입, 섭취, 외부 노출을 고려한 연간 개인선량

(다) 지진 등 what if 시나리오
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지하수량 및 공학적 방벽 기능을 손상시키는 개념은 그림

3.2.10에 표현되었다.

그림 3.2.10. 자연 재해 등을 상세하게 모사하는 Discrete 변화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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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 자료 생성 방안
Goldsim_RT 에서는 프로그램 생성 시 아래 그림에 도시된 Species라는 element 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는 Species 및 기타 Global 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그림 3.2.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GeneralDatas라는 container
를 만들어 삽입한다.

그림 3.2.11. General Data Container 내부 구조
이 container 안에는 자동적으로 water라는 element 가 생성된다. 이 element 는

Goldsim Radionuclide Transport(RT)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Water의
특성은 크게 밀도, tortuosity와 함께 분배 계수로 표현되며 이러한 자료는 일반적으
로 Spread Sheet(SS)로부터 불러 들여진다.
이와 함께 Species에 수록된 각종 동위 원소(isotope)를 element 별로 정리

(grouping)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위 그림에 나타나 있는 El to
Spe라는 element table이 요구된다. 또한 Global 하게 사용되는, 예를 들어 현 모델
에서 정상 시나리오 Biosphere와 Well biosphere에서 동시에 Global 하게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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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들을 위해 Spread Sheet, 그리고 암반, 토양층 등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들이
Global 하게 사용될 수 있게 그 특성을 지정하는 element 들이 그림 3.2.12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3.2.12. SS 데이터 Goldsim 프로그래밍
이와 데이터들은 그림 3.2.13 ～ 3.2.17에 표시된 방법으로 Goldsim 프로그램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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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Element 별 Isotope 도입 프로그래밍

그림 3.2.14. 고용해도 핵종들의 최고 용해도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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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각 핵종별 최고 용해도를 참값으로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그림 3.2.16. 조화 유출 모사를 위한 우라늄 원소 구별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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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엑셀 Spreadsheet 로부터 자료값을 불러 오는 프로그래밍
이와 같이 Global 하게 요청되지 않는 각종 데이터들은 모두 각 localized 된

container에서 같은 방법으로 정의되면 되고 그렇게 각 localized 된 data 들은 특정
container에서 사용되게 된다.
5. Dashboard
Dashboard의 주요 기능중 하나인 Simulation Settings 은 대부분의 처분 안전해석
에서 요구하는 Log- Log 그래프를 생산하기 위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실제 계
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시간에 대한 입력을 프로그램에 명령해야 하는데 장
구한 평가 기간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시간에 대한 log 함수로 평가를 수행하게 된
다. 이를 위한 시간 간격 배분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시간 배분 방법을 Dashboards
에 설정해 놓으면 대부분의 계산 수행 시 편리하고 혹시 특정 시간대에 대한 상세
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Dashboards 상에서 쉽게 변환시킬 수 있다. 또한 Monte

Carlo를 이용한 확률론적 평가 옵션도 Dashboards에 포함시켜 놓으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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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 모델링
이제까지 우리는 전반적인 Goldsim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전성 평가 코드 개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안전성 평가의 핵심 분야인 공학적 방벽에서 핵종 이
동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학적 방벽 containers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l 공학적 방벽 container 내부에서 모든 container에 대해 global 하게 사용되는

물질의 특성을 기술하는 EBS_Materials containers
l Silo, Rock cavern 등 실체 방사성폐기물이 거치되는 처분고에 대한 설명, 거

치되는 방사성 물질들의 특성 및 재고량(inventory), 지하수에 용해되어 이동
하는 방사성 물질들의 이류- 분산 이동(advective- dispersive transport)이 각
종 폐기물에 대해 기술되어 열거된 Container (그림 3.2.18) (Silo 처분 방식의
경우 Silo라 명명)
l 여러 개의 처분 동굴 혹은 Silo로부터 유출되는 핵종 이동 현상을 합산하기

위해 전체 처분 시설을 흐르는 지하수 양을 합산하는 모듈
l 가상의 element 로 전체 EBS로부터 주변 천연 방벽이나 우물로 유출되는 총

유출률을 평가하는 EBS_Release
l EBS_release를 도시하기 위한 expression: Activity_Flux와 Graph element

그림 3.2.19 ～ 3.2.22는 상기 Container 부분 중 Material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학
적 방벽 내 지하수 조성은 일반적인 천연 지하수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공
학적 방벽이 시멘트 물질로 구성되는 경우 시멘트의 석회암에 의해 pH, Eh 등이
달라져 이에 따라 각 element 별 최고용해도나 분배 계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공학
적 방벽 container 내부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water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이곳에 설정된 water 특성은 공학적 방벽 container가 localized 되어 있으
므로 천연 방벽 등 동일 레벨 타 container의 water로 활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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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 공학적 방벽 프로그래밍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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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Localized 된 지하수 특성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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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완충재(Buffer) 물성 특성 프로그래밍

그림 3.2.21. TBM, 제어발파 등 발파 방법에 따른 물성 특성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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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EDZ 물성 특성 프로그래밍
이제부터는 공학적 방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처분장 내부에 대해 알아본다. 본
단계 연구에서는 직접처분과 선진핵연료주기 발생폐기물 처분 효과를 비교하기 위
해 PWR, CANDU 등의 처분에 따른 평가 여부를 위해 그림 3.2.23에 표시된

Enable_PWR을 사용하였다.

그림 3.2.23. PWR SNF 직접처분 Se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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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모듈에는 Instantaneous release를 기술하는 IRF와 조화유출을 기술하
는 부분이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 3.2.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
부에 두 가지 selector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KRS에서 추구하는 수직 직접 처분의
경우 상부 터널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경우, 유출되는 경우, 혹은 유입이 전혀 없는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지하수 유입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24. 처분 터널 지하수 유입 조건에 따라 상세 개
발된 공학적 방벽 프로그래밍
또한 이류 분산에 관련되는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그림 3.2.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제 설계 시공에서 고려된 각종 자료들을 이용 안전해석에 필요한 단면 및 거리
계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변환 모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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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처분 터널 geometry 관련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이와 함께 전절에 전술한 유출 표면에 대한 상수로 표현되는 유출률을 모사하기 위
한 모듈도 그림 3.2.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발되었다.

그림 3.2.26. 표면적당 Constant Dissolution Rate 개념 구현 프로그래밍
지하수가 처분 터널로 유입/ 유출되는 경우 몇 개의 처분 용기와 접촉하는지가 안전
성 평가에서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자료를 설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그림 3.2.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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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처분공으로의 지하수 유입량 프로그래밍
조화 유출에 대한 상세한 코딩은 아래 그림 3.2.28에 명기된 Selector에 기술되어 있
으며 또한 3.2.29에는 IRF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기술되어 있다.

그림 3.2.28. 폐기물 Matrix에 bounding 된 핵종 정보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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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IRF 유출 현상 정보 프로그래밍
그림 3.2.30은 KBS- 3V 개념과 유사한 직접처분에 대한 한국형 기준 처분 개념을
모사한 것으로 Cell Network를 통해 벤토나이트 방벽을 모사하고 상층 터널 부분의
뒷채움재(backfill)를 다공성 매질(Porous Medium)로 모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
학적 방벽들은 최종적으로 천연 방벽과 사이에 있는 EDZ과 연계된다. 그림 3.2.31
은 직접처분의 경우 최종적으로 공학적 방벽을 통과한 방사성핵종이 집결하는 것을
모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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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KBS- 3V 개념 프로그래밍

그림 3.2.31. 처분공에서 EDZ을 거쳐 Backfill로 이동하는 핵종 이동 모사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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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조화 유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지하수에 용해된 우라늄량, 용해 후 침전
된 우라늄량 등 다양한 보조 자료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자료 제공을 위해 그림

3.2.32 ～ 3.2.33에 걸쳐 상세한 프로그래밍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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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방벽 모델링 중 상술을 요하는 부분의 하나가 벤토나이트와 뒷채움재 층을
통과하는 현상을 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림 3.2.34 ～ 3.2.38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
와 같은 compartment에는 그림 3.2.34에서 표현하는 대로 고체와 액체 두 가지 상
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벤토나이트 층에
서는 분산이 유일한 수송 기작이므로 어떤 cell에서 분산이 입력되고 어떤 cell로 출
력되는지를 그림 3.2.3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
러한 완충재와 뒷채움재로부터 방사성 핵종들이 굴착손상대(EDZ)로 유입되므로 그
림 3.2.36과 같이 EDZ을 정의하고 그림 3.2.37과 같이 분산을 모사하고 그림 3.2.37
과 같이 유입량을 정의하고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유출량을 정의하는 등 정확하게
수송 현상을 코딩하여야 한다.

그림 3.2.34. 특정 Compartment Cell 01- 04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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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특정 Cell로부터의 확산 현상 프로그래밍

그림 3.2.36. EDZ 특성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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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EDZ에서의 확산 이동 현상 프로그래밍

그림 3.2.38. EDZ Inflow 현상 프로그래밍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은 처분공 이외에도 그림 3.2.3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터
널 주변 EDZ 기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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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처분 터널 주위 EDZ 물성 프로그래밍
지금부터는 유리고화체 등 직접처분이 아닌 순환핵연료 발생 폐기물에 대한 공학적
방벽 모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3.2.40은 상수 형태의 유출률을 가지는 유
리 고화체 처분에 대한 모델이며 그림 3.2.41은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프로그램을
명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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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고준위 폐기물 유출 현상 모사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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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1. 파이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개념 설정을 위한

Conditional Container 프로그래밍(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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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에 도시된 프로그램 부분에서 파이로 주기에서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안전해석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입력되면 프로그램은 그림 3.2.42에 도시된

Conditional container로 표시된 부분을 작동시키게 된다.

그림 3.2.42. 파이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개념 설정을 위한

Conditional Container 프로그래밍(II)
파이로 주기 안전해석 분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은 개념적으로 직접 처분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그림 3.2.4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분안전해석을 위한 대부분의 입
력 자료는 엑셀 Spread Sheet로부터 읽혀지며 이를 통해 폐기물 드럼수와 같은 정
보들이 입력된다. 또한 특정 고화체를 대상으로 한 유출률은 그림 3.2.43에서 Open

container로 표시된 부분에서 정의되어 Waste element로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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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파이로 프로세싱 폐기물 관계 모델링
파이로 주기 폐기물 공학적 방벽 개념도는 그림 3.2.44에 잘 도시되어 있다. 추가적
으로 직접 처분과 같이 설계 시공 입력 자료가 container에 저장되어 필요한 유출
단면적과 길이를 산정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EBS_Release container로 전달된
다. EBS_Release container에서 평가된 유출률들의 총합은 Total_Outflux에서 산정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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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파이로 프로세싱 공학적 방벽 프로그래밍
이때 직접처분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고화체 유출률을 모델링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
용후핵연료와는 다른 고화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IRF 유출은 없고 나머지 3
가지 유출현상은 파이로 폐기물에서도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그림 3.2.45는 이러한
파이로 고화체 유출현상을 기술한 부분이다. 따라서 3.2.4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
화 유출을 모사하기 위한 코딩이 요청되는데 직접처분과 달리 우라늄이 고화체 주
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정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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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파이로 프로세싱 폐기물 용해 현상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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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폐기물 드럼까지의 모사가 완료되었고, 본격적인 처분 터널 및 silo 구조
물 내부에서 핵종 이동을 모델링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silo 내부의 핵종 이동
방향을 그림 3.2.47 ～ 3.2.48에 도시된 바와 같이 crown으로의 Up, 터널 floor로의

Down, 동굴로의 Lateral, 터널 길이 방향의 Horizontal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상세
평가하였다.

Waste cell에서 각 방향으로 핵종 이동은 이류와 분산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게 이
동한 핵종들은 터널 상부 crown 주변의 EDZ, 터널 측면의 EDZ, 터널 floor에 생성
된 EDZ로 유입된다. 모델링 편의상 우리는 이러한 EDZ을 둘로 구분하여 터널 상
부 EDZ과 터널 하부 및 측면 EDZ로 두 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Waste Cell에서

EDZ까지의 이류는 단순하게 유입과 유출로 표현될 수 있으나 분산은 보다 정밀한
접근을 요한다.

그림 3.2.47. 처분고 내부에서의 핵종 이동 프로그래밍

- 128 -

그림 3.2.48. 폐기물 Cell 개요 프로그래밍
아래 그림 3.2.4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산은 농도 구배로 표현되므로 정확한 농도
구배 계산을 위해 silo와 측면 EDZ 까지 영역을 NCells 개로 등분한다. 이와 같은
등분의 결과 각 등분된 Cell의 길이는 아래와 같이 지정된다.

DL = 폐기물로부터 측면 EDZ까지 거리/NCells

(3.2.7)

또한 우리의 목적이 분산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NCell 1에서 NCell 2로
분산되는 거리는 1- >2 가 DL/2 2- >1이 역시 DL/2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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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분산 거리가 아래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DL2로 명명되었다.

그림 3.2.49. 측면으로의 분산 표현 프로그래밍
그림 3.2.50은 10개 cell 각각에 대한 정의를 도시한 것이며 3.2.51은 각 cell에서의
확산 현상에 대한 모델링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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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각 Cell 정의 프로그래밍

그림 3.2.51. 선진핵주기 폐기물 사일로 처분을 가정한 확산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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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분산 영역의 면적은 측면 면적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Up, Down 방
향을 기술할 경우 다른 적절한 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총 유출량(Outflux)을 알려면
측면이 두 방향으로 존재하므로 합산해야 한다. 그림 3.2.52는 500 미터 심부의 처
분장으로부터 유출되는 모든 방사성 물질들의 천연 방벽으로의 유입량을 합산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으로 200 미터 처분장에서도 동일한 방법이 사용된다.

그림 3.2.52. Outflux 정의 프로그래밍
이제 합산된 Total Outflux는 공학적 방벽에서의 유출을 평가하기 위한 element 인

EBS_Release로 그림 3.2.53과 같이 유입된다. 이에 대한 유입과 유출은 각각 그림
3.2.54와 3.2.55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3.2.56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적 심부에 건
설된 기타 파이로 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의 유출률을 합산한 것이며 그림 3.2.57은

200 미터 심도 처분장의 유출률을 모사한 것이다.

- 132 -

그림 3.2.53. EBS_Release 개요 프로그래밍

그림 3.2.54. EBS_Release Inflows 개요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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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5. EBS_Release Outflows 개요 프로그래밍

그림 3.2.56. 심부 EBS에서 유출되는 핵종의 연간 방사능 양 계산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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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7. 지하 200 미터 파이로 프로세싱 폐기물 EBS로부터의 유출량 프로그래밍
이와 같이 외부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은 정상 시나리오인 경우 그림 3.2.58에 도
시된 바와 같이 HostRock Container 내 Rock_Mass로 유입된다. 아래 그림 3.2.59
에 도시된 바와 같이 pipe element 는 다음의 물성들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림 3.2.58. 전체 파이로 프로세싱 폐기물 방사선적 안전성 개념 프로그래밍

- 135 -

그림 3.2.59. 지하 500 미터 처분장에서 천연 방벽 내 단열로의 이동 모사 프로그래밍
l Pipe 길이: 단열의 길이
l Transport Area: Plume 길이(세로 방향) × silo 높이 × 단열 frequency
l Perimeter: 대략 silo 측면 면적/ 두 단열 간 간격(본 연구에서는 각 5 m 마

다 지하수가 유동하는 단열이 있다고 가정) × 2 (perimeter이므로 2를 곱해
주어야 함, 참고로 단열 폭(aperture)은 너무 작아 실제 계산에서 무시함)
l Dispersivity: 보통 단열의 길이의 10 ～ 20%로 가정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의 폐기물인 유리고화 폐기물 처분 및 파이
로 주기 폐기물 처분 등 다양한 처분 방식에 따른 방사선적 장기 안전성 평가 방법
을 기술하기 위해 먼저 평가 대상 시나리오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모델링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세계적으로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널리 사용
되고 있는 Goldsim 프로그램을 이용 성능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세한 방법
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허가에서 사용하던 방법론에서 진일보하여 Se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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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를 사용 물성 변화를 기술하는 방안, 관정에서의 양수에 의한 수두강하량
(drawdown) 자료를 이용하여 우물로의 유입율을 산정하는 등 새로운 방안들을 많
이 도입하였는데 이는 지난 단계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던 MASCOT- K로서는 불가
능한 방법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정확하게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들
의 이동 현상을 모사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근간으로 Code V&V를 국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A- KRS 처분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평
가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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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처분안전성 평가
1. 서론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라늄 자원의 한계성 극복,
고준위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분, 경제적 부담 가중방지 등의 기술적 명제를 해결하
기 위한 핵확산 저항성의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한
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KIEP- 21 (Korean, Innovativ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Proliferation Resistant System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선진핵연료주기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 개념의 핵심은 새로운 원자로로 SFR과 기존의 PWR 사용후
핵연료를 SFR 연료로 재활용하도록 처리하는 파이로 공정이다. 파이로 공정 기술
은 "Dirty Fuel & Clean Waste" 개념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회수 연료물질
의 제염계수가 매우 낮고, Self Protection Criteria를 만족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파이로 공정 기술은 전해분리 반응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플루토늄 환원전위
조건에서 조차 용융염의 저항으로 인한 전위구배 존재, 그리고 근접 환원 전위를
갖는 원소의 동반 회수로 인해 고순도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없어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는 기술적 장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Volume Reduction

FR Closed Fuel Cycle

Se condary
EM Pum p

U-TRU-Zr
Fuel

Pyroprocess

IHTS Piping

Reac tor He ad

S/G

DHX
IHX

PWR

P rim ary Pum p

Rea ctor Core

Containm ent Ve sse l
Rea ctor Ves sel

CANDU

HLW

(Cs, Sr)
Decay Storage

Gen-IV
SFR

Benefits
§ 고준위폐기물 처분공간: 100배절감
§ 관리 기간: 수백년으로감소
§ 우라늄 자원활용률: 100배증대

Disposal

§ 핵확산저항성 강화 (No Pu Mine)

그림 3.3.1. KIEP- 21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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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공정의 주요 공정 및 폐기물 흐름도는 그림 3.3.2와
같으며 물질 수지 (Material Balance)는 그림 3.3.3에 나타나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개념에 의하면 다섯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3.1].

그림 3.3.2. 파이로 공정 주요 공정 및 발생 폐기물 흐름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선진핵연료주기 처분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Goldsim을 이용하여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파이로 공정의
폐기물의 처분 안전성을 평가하여 처분 관점에서의 파이로 공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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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파이로 공정 물질 수지도

2. 모델 및 평가 입력자료
처분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기준 사용후핵연료 (PWR 4.5 wt% U- 235, 45,000

MWD/MTU, 5년 냉각 기준)를 가정하고 이 기준 사용후핵연료로 파이로 공정을
거쳤을 때 나오는 폐기물의 양을 그림 3.3.3의 물질 수지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3.3.1]. 각 폐기물의 양과 주요 핵종은 그림 3.3.4와 부록에 수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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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파이로 공정의 폐기물 특성(10 MTHM of oxide fuel with 4.5

wt% U- 235. 45,000 MWD/MTU, 5년 냉각 기준)
각 폐기물의 처분 방식은 그 특성에 맞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
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개념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개념들은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 되고 있다. 현재의 개념에 따르면 각 폐기물은 준위에 따
라 지하 200 m와 500 m에 처분된다 [3.3.1]. 그림 3.3.4의 세라믹 고준위폐기물의 경
우는 그 양이 매우 작아 유리화 고준위폐기물과 같이 처분한다. 각 폐기물의 처분
개념은 그림 3.3.5 ～ 3.3.8에 도시되었다 [3.3.1].

그림 3.3.5. 금속폐기물 처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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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유리화 고준위폐기물 처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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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세라믹 중준위폐기물 처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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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유리화 중준위폐기물 처분 개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선진핵연료주기 처분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Goldsim을 이용하여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3.2].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활용하기에 매우 편하게 되어 있으며 복잡한 처분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각기 다른 형태의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처분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그림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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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Goldsim을 이용한 처분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념도

3. 결정론적 평가 결과
이 보고서에서 평가한 폐기물의 양은 24개의 PWR에서 나오는 모든 사용후 핵연료

(4.5 wt% U- 235, 45,000 MWD/MTU, 5년 냉각 기준)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26,000 MTU의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공정 처리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하였
다. 각 폐기물의 핵종재고량과 처분개념 설계 입력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파이
로 공정 폐기물을 현재 제안된 처분시스템에 처분하였을 때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보았으며 비교를 위하여 기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한 경우도 평가하였다.
그림 3.3.10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한 경우 안전성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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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핵분열 생성물의 영향이 우세하며 후반에는 액티
나이드들의 영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IRF 핵종인 I- 129, Se- 79 등의 영
향이 초기에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10. Direct Disposal 피폭선량 (Congruent Release)
그림 3.3.11은 파이로 공정 폐기물이 사용후핵연료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즉 모든 폐기물에서 핵종들이 사용후핵연료의 UD2 Matrix 용해도
를 가지고 있는 폐기물 Matrix와 조화 유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평가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129의 경우는 최고치는 직접처분의 10- 4 정도로 낮아지
나 유출 기간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액티나이드의 경우는 직접처분의 경우
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액티나이드의 경우 Matrix에 비해 그 양
이 매우 적고 용해도도 매우 낮기 때문에 재고량이 어느 이상이 되면 재고량에 크
게 영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처분 개념과 직접 처분
개념과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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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파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Congruent Release)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경우 앞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특성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파이로 공정 폐기물 고화체의 유출률에 대한 영향
을 검토하였다. 그림 3.3.12 ～ 3.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화체의 유출률을 10- 5

1/yr, 10- 8 1/yr및 10- 12 1/yr의 경우를 각각 평가하였다. 상당히 높은 유출률인 10- 5
1/yr의 경우는 예상되는 바와 같이 핵분열 생성물과 액티나이드 모두 매우 높게 나
타났다. 10- 8 1/yr이 경우는 핵분열 생성물의 경우는 낮아졌으나 액티나이드의 경우
는 Steady state에 이르는 시간만 차이가 날 뿐 최대치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액티나이드의 경우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고화체의 유출률이 액티나이드
의 용해도 이상일 경우는 침전이 생기며 용해도만큼만 유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화체의 유출률이 10- 12 1/yr로 충분히 낮아지면 핵분열 생성물과 액티나이드 모두
낮아지며 유출 기간은 늘어난다. 10- 12 1/yr의 경우가 조화 유출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유출률과 비슷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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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파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 10- 5 1/yr)

그림 3.3.13. 파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 10- 8 1/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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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파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 10- 12 1/yr)
다음은 그림 3.3.15 ～ 3.3.17에 10- 12/yr의 침출율의 경우에 대하여 각 폐기물의 영
향을 따로 도시하여 보았다. 유리화 중준위폐기물은 주요 핵종이 Sr- 90으로 유출률
이 10- 12 정도로 충분히 낮으면 생태계에 도달하기 전에 지하 매질을 이동하는 중
모두 붕괴되어 생태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금속폐기물의 경우는

Ac- 227과 Pa- 231이 약 109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낮
은 고화체의 침출율과 금속폐기물의 처분 개념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금속폐기물의 처분 개념은 재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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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금속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 10- 12 1/yr)

그림 3.3.16. 유리화 HLW 피폭선량 (유출률, 10- 12 1/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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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 세라믹 ILW 피폭선량 (유출률, 10- 12 1/yr)

4. 확률론적 평가 결과
평가 대상 입력인자는 사전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선택하였다. 또한 각 인자의 확률 분포함수는 문헌 자료와 내부 전문가 의견을 수
렴하여 가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택된 대상 입력 인자와 확률 분포함수는
표 3.3.1에 나타나 있다.

표 3.3.1. 확률론적 평가 대상 입력 인자와 확률분포함수
입력인자

Container Failure Time
[yr]
Early Time Failure
[%]
Waste Dissolution Rate
[1/yr]
Fracture Length
[m]

Parameter

확률 분포함수

Uniform

Triangular

Uniform
Triangular

Min - 1
Max 4
Min 0
Most Likely 0.1
Max 0.5
Min - 12
Max - 5
Min 50
Most Likely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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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CFT=10**para

ETF=para

WDR=10**para
FT=para

Dispersion in Fracture
[m]
Hydraulic Conductivity
[m/s]

Porosity in MWCF

MWCF Length
[m]
Dispersion in MWCF
[m]

Max 200
Min - 1
Triangular

Most Likely 0

DF=10*10**para

Max 1
Min - 12
Triangular

Most Likely - 10

HC=10**para

Max - 8
Min 0.025
Triangular

Most Likely 0.05

PO=para

Max 0.1
Min 400
Triangular

Most Likely 800

ML=para

Max 1600
Min - 1
Triangular

Most Likely 0

AF=50*10**para

Max 1

표 3.3.1에 포함된 9개의 입력인자에 대하여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500개의
샘플링의 결과가 그림 3.3.18에 나타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균이 그림 3.3.19에 있
다. 그림 3.3.19에서 보듯이 107년까지는 I- 129가 주요 핵종이며 그 이후에는

Pa- 231과 Ac- 227이 주요한 핵종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앞
절에서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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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 확률론적 평가 결과 (500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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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500 Cases 평가 결과의 평균 피폭선량
그림 3.3.20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 계산된 최대 피폭선량과 최대피폭선량에 도달하
는 시간과의 관계이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최대피폭선량에 이르
는 시간이 증가하면 최대 피폭선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109년 근처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간대에서의 최대 피폭선량은 U- 235
와 Dynamic Secular Equilibrium에 도달한 Pa- 231과 Np- 227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들의 최대피폭선량에 이르는 시간은 Dynamic Secular Equilibrium에 영향을 주는
용해도, 반감기 및 흡착계수 등에 관계되며 다른 인자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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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_Dos e [mREM/y r]
1.E+03

1.E+02

Max_Dose[mREM/yr]

1.E+01

1.E+00

1.E-01

1.E-02

1.E-03

1.E-04

1.E-05
1.E+03

1.E+04

1.E+05

1.E+06

1.E+07

1.E+08

1.E+09

1.E+10

Time to Max_Dos e [y r]

그림 3.3.20. 최대피폭선량에 이르는 시간
그림 3.3.21은 이에 대한 CCDF를 보여 주고 있으며 9개의 입력 자료가 주어진 확
률분포를 가지고 변할 때 피폭선량은 10- 6 mRem/yr에서 350 mRem/yr의 범위 내
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0 mRem/yr 이상의 피폭선량을 가질 확률은 20% 정도임
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입력인자 조합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피폭선량을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높은 피폭선량에 대한 주요인은 폐기물의 용
해도(dissolution rate)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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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최대피폭선량에 대한 CCDF
그림 3.3.22에서와 같이 피폭선량은 폐기물 고화체의 용해도에 정비례함을 알 수 있
다. 특히 10- 7 1/yr보다 클 때에는 다른 인자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화체 재질의 선정과 제조방법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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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Dissolution Rate와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
그림 3.3.23 ～ 3.3.25에서는 처분용기의 수명(파손 시점, Failure Time), 단열 내의
분산(Dispersion in Fracture) 및 단열의 수리전도도(Hydraulic Conductivity of

Fracture) 등 일부 입력인자에 대한 영향을 보여 준다. 처분용기의 수명과 분산은
주어진 입력자료 조합에서는 최대피폭선량과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수리 전도
도(Hydraulic Conductivity)는 약한 상관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입력인
자들도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용해도의 상관성(그림 3.3.22)이 너무 두드
러지기 때문에 다른 인자들의 영향이 나타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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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처분용기 수명과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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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단열 내의 분산과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

- 157 -

90

100

1.E+03

1.E+02

M ax_Dose[mREM /yr]

1.E+01

1.E+00

1.E-01

1.E-02

1.E-03

1.E-04

1.E-05
1.E-12

1.E-11

1.E-10

1.E-09

1.E-08

Hc_Fract [m/s]

그림 3.3.25. 단열의 수리전도도와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
각 인자들의 최대피폭선량과의 상관성을 보기 위하여 9개의 인자 중 한 개의 인자
만을 변화시키고 다른 8개는 일정한 값으로 입력하여 평가하여 보았다. 예상한 바
와 같이 용해도의 경우는 매우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3.3.26). 특히

10- 10 1/yr 근처에서 최대 피폭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그림 3.3.27에서와 같이 수리전도도도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수리전도도가 10- 10 m/s 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최대 피폭
선량은 비례하여 증가하나 10- 9 m/s가 되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는 수
리전도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의 양이 증가하다가 점점 포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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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6. 용해도(Dissolution Rate)와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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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7. 단열의 수리전도도와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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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08

그림 3.3.28은 처분용기 수명과 최대피폭선량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앞에서는 상관
관계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 그림에서는 처분용기 수명이 100,000년 보다 적을 때는
최대 피폭선량이 거의 일정하다가 100,000년 정도에서 급격히 감소한 후 그 이상이
되면 서서히 감소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최대 피폭선량을 기여하는 주요 핵종
을 고려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초기에는 I- 129가 주요핵종으로 처분용기 수
명이 변하여도 최대 피폭선량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처분용기 수명이 증가하면

I- 129의 붕괴효과가 나나나기 시작하며 100,000년 이상에서는 최대 피폭선량에 기여
하는 핵종이 I- 129에서 Pa- 231과 Ac- 227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 피폭선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 후에는 Pa- 231, Ac- 227과 모핵종인 U- 235의 붕괴에 따
라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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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8. 처분용기 수명과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I)
그림 3.3.29에서는 균열에서의 분산(Dispersion)과 최대 피폭선량과의 관계를 보여준
다. 그림에서와 같이 최대 피폭선량은 거의 변하지 않으며 매우 약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산이 증가하면 피폭선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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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아주 미미하게 반대의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산이 증가하면 농
도구배가 커지며 확산이 빨라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좀 더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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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 단열 내의 분산과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I)
이와 같은 확률론적 평가 결과 처분용기의 처분용기 수명과 용해도 및 수리전도도
가 가장 중요한 입력인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처분용기의 수명과 용해도는 폐기
물 고화체의 재질과 제조 방법 등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인자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리전도도는 인간이 조절할 수는 있는 인자는 아니
지만 가능하면 낮은 값을 갖는 지역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리전도도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KIEP- 21 (Korean, Innovative, Environmentally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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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liferation Resistant System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선진핵연료주기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 개념 중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인 파이로 공정은 크게 환원
공정과 전기정련 공정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공정을 통하여 다섯 가지 종류의 폐기
물이 발생된다. 선진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의 안전성 평가
를 위한 프로그램을 Goldsim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활용
하기에 매우 편하게 되어 있으며 복잡한 처분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즉 각기 다른 형태의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처분 시
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경우 고화체의 유출률 및 유출 형태 등에 민감함을 알 수 있
다. I- 129와 같은 IRF 핵종은 파이로 공정으로 영향을 쉽게 저감 시킬 수 있으나
액티나이드의 경우는 처분 개념 및 고화체 선택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금속폐기물 처분 개념은 재 고려해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폐기물 고화체의 유출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의
하나로 고화체 유출형태 및 제조 방법에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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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Goldsim 주요 입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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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폐기물 입력 자료
Ac_227

6.59E-07

Am_241
Am_243
C_14
Cl_36
Cm_245
Cm_246

1.56E+03
2.16E+02
0.00E+00
0.00E+00
3.23E+00
5.23E-01

Cs_135

0.00E+00

Cs_137

0.00E+00

I_129
Nb_94
Ni_59

0.00E+00
0.00E+00
0.00E+00

Ni_63

0.00E+00

Np_237
Pa_231
Pd_107
Pu_238
Pu_239
Pu_240
Pu_241
Pu-242
Ra_226
Ra_228
Rn_222
Se_79
Sm_151
Sn_126
Sr_90
Tc_99
Th_229
Th_230
Th_232
U_233
U_234
U_235
U_236
U_238
Zr_93
ZZfpG
ZZpxG
ZZpyC
ZZpyG1
ZZpyG2
ZZpyG3
ZZpyM
Zztru

8.05E+02
1.49E-03
0.00E+00
2.39E+02
6.62E+03
2.95E+03
2.65E+02
8.37E+02
5.30E-06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74E-06
2.92E-02
7.52E-03
1.29E-02
2.89E+02
8.98E+03
6.02E+03
1.01E+06
1.76E+03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66E+07
0.00E+00

Disposal Depth
500 m=1
200 m=2
Tunnel length [m]
Tunnel Spacing [m]
No of Containers per tunnel
No of tunnels
Area of Container at Up [m2]
Area of Container at Down [m2]
Area of Container at start of lateral path [m2]
(include both sides)
Area of Container at start of longitudinal path [m2]
(include both ends)
Area at Up End [m2]
Area at Down End [m2]
Area at end of lateral path [m2] (include both sides)
Area at end of longitudinal (dead-end) path [m2]
(include both ends)
Diffusion Length Up [m]
Diffusion Length Down [m]
Diffusion Length Lateral [m]
Diffusion length Longitudinal [m]
Vol of buffer in each container [m3]
Porosity of buffer inside a container
Density of buffer material in a container [kg/m3]
Internal Void Volume per container [m3]
Thickness of backfill at crown [m]
Porosity of backfill

2
150
40
1
1
648
648
1231.2
68.4
1200
1200
2310
123.2
1
1
1
21
1725.86
0.1
2000
0
0.3
0.3

Failure time of a container [yr]
Early time failure rate
Flow barrier effectiveness [%]
Fraction in backfill and crushed rock
Tunnel Height [m]
Tunnel Width [m]

1000
0.1
99.0%
0.8
8
8

no. of blocks
no. of cans
no. of MDF

23920
3420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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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화 HLW 입력 자료
Disposal Depth
Ac_227 2.02714E-13

500 m=1

1

Am_241
Am_243
C_14
Cl_36
Cm_245
Cm_246

200 m=2
Tunnel length [m]
Tunnel Spacing [m]
No of Containers per tunnel
No of tunnels
Area of Container at Up [m2]
Area of Container at Down [m2]
Area of Container at start of lateral path [m2] (include both

150
40
21
16
22.44
22.44

0.000480332
6.63704E-05
0.441514286
0.451111111
9.93959E-07
1.60911E-07

Cs_135 0

7.3304
sides)
Area of Container at start of longitudinal path [m2] (include

Cs_137 0
I_129
Nb_94
Ni_59

0
0.000546894
0.217220339

Ni_63

0.031238095

Np_237
Pa_231
Pd_107
Pu_238
Pu_239
Pu_240
Pu_241
Pu-242
Ra_226
Ra_228
Rn_222
Se_79
Sm_151
Sn_126
Sr_90
Tc_99
Th_229
Th_230
Th_232
U_233
U_234
U_235
U_236
U_238
Zr_93
ZZfpG
ZZpxG
ZZpyC
ZZpyG1
ZZpyG2
ZZpyG3
ZZpyM
Zztru

0.000247764
4.59913E-10
232.9719626
7.34118E-05
0.002037155
0.000906333
8.16598E-05
0.000257521
1.63009E-12
0
0
6.675443038
7.856953642
16.62857143
0
839.5959596
5.35895E-13
8.97043E-09
2.31414E-09
3.9588E-09
8.88889E-05
0.002761872
0.001852542
0.311630252
542.9677419
0
0
0
225685.2911
0
0
0
0

11.76
both
Area
Area
Area
Area

ends)
at Up End [m2]
at Down End [m2]
at end of lateral path [m2] (include both sides)
at end of longitudinal (dead-end) path [m2] (include

55.52
55.52
69.1224
79.68

both ends)
Diffusion Length Up [m]
Diffusion Length Down [m]
Diffusion Length Lateral [m]
Diffusion length Longitudinal [m]
Vol of buffer in each container [m3]
Porosity of buffer inside a container
Density of buffer material in a container [kg/m3]
Internal Void Volume per container [m3]
Thickness of backfill at crown [m]
Porosity of backfill

2
2
1
1.51
10.7069
0.1
2000
0
3
0.3

Failure time of a container [yr]
Early time failure rate
Flow barrier effectiveness [%]
Flow fraction in crown backfill and crushed rock
Tunnel Height [m]
Tunnel Width [m]

1000
0.1
99.0%
0.8
8
8

no. of cans
no. of SNDCs
no. of SNDCs/containers

2600
13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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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라믹 ILW 입력 자료
Disposal Depth
Ac_227 0

500 m=1

2

Am_241
Am_243
C_14
Cl_36
Cm_245
Cm_246

200 m=2
Tunnel length [m]
Tunnel Spacing [m]
No of Containers per tunnel
No of tunnels
Area of Container at Up [m2]
Area of Container at Down [m2]
Area of Container at start of lateral path [m2] (include both

150
40
75
9
7.336
7.336

0
0
63.77428571
0
0
0

Cs_135 40583.11111

2.096
sides)
Area of Container at start of longitudinal path [m2] (include

Cs_137 50458.9781

8.96

I_129
Nb_94

196874.4186
0

both ends)
Area at Up End [m2]
Area at Down End [m2]

Ni_59

0

Area at end of lateral path [m2] (include both sides)

15.68
15.68
22.736

2

Area at end of longitudinal (dead-end) path [m ] (include
Ni_63
Np_237
Pa_231
Pd_107
Pu_238
Pu_239
Pu_240
Pu_241
Pu-242
Ra_226
Ra_228
Rn_222
Se_79
Sm_151
Sn_126
Sr_90
Tc_99
Th_229
Th_230
Th_232
U_233
U_234
U_235
U_236
U_238
Zr_93
ZZfpG
ZZpxG
ZZpyC
ZZpyG1
ZZpyG2
ZZpyG3
ZZpy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8400
0
0

92.8
both ends)
Diffusion Length Up [m]
Diffusion Length Down [m]
Diffusion Length Lateral [m]
Diffusion length Longitudinal [m]
Vol of buffer in each container [m3]
Porosity of buffer inside a container
Density of buffer material in a container [kg/m3]
Internal Void Volume per container [m3]
Thickness of backfill at crown [m]
Porosity of backfill

3
2
1.2
0.325
4.751905
0.1
2000
0
3
0.3

Failure time of a container [yr]
Early time failure rate
Flow barrier effectiveness [%]
Fraction in backfill and crushed rock
Tunnel Height [m]
Tunnel Width [m]

1000
0.10%
100.0%
0.8
8
8

no. of cans
no. of SRs
no. of SRs/container

15600
26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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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tru

0

4. 유리화 ILW 입력 자료
Disposal Depth
Ac_227 0.00E+00

500 m=1

2

Am_241
Am_243
C_14
Cl_36
Cm_245
Cm_246

200 m=2
Tunnel length [m]
Tunnel Spacing [m]
No of Conainers per
No of tunnels
Area of Container at
Area of Container at
Area of Container at

150
40
165
2
1.83
1.83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tunnel
Up [m2]
Down [m2]
start of lateral path [m2] (include both

1.098

Cs_135 0.00E+00
sides)
Area of Container at start of longitudinal path [m2] (include
Cs_137 0.00E+00
I_129
Nb_94
Ni_59

0.00E+00
0.00E+00
0.00E+00

Ni_63

0.00E+00

Np_237
Pa_231
Pd_107
Pu_238
Pu_239
Pu_240
Pu_241
Pu-242
Ra_226
Ra_228
Rn_222
Se_79
Sm_151
Sn_126
Sr_90
Tc_99
Th_229
Th_230
Th_232
U_233
U_234
U_235
U_236
U_238
Zr_93
ZZfpG
ZZpxG
ZZpyC
ZZpyG1
ZZpyG2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2.40E+02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5.4
both
Area
Area
Area
Area

ends)
at Up End [m2]
at Down End [m2]
at end of lateral path [m2] (include both sides!)
at end of longitudinal (dead-end) path [m2] (include

14.4
14.4
10.62
81.6

both ends!)
Diffusion Length Up [m]
Diffusion Length Down [m]
Diffusion Length Lateral [m]
Diffusion length Longitudinal [m]
Vol of buffer in each container [m3]
Porosity of buffer inside a container
Density of buffer material in a container [kg/m3]
Internal Void Volume per container [m3]
Thickness of backfill at crown [m]
Porosity of backfill

3
2
2.5
3
0.87087
0.1
2000
0
2.1
0.3

Failure time of a container [yr]
Early time failure rate
Flow barrier effectiveness [%]
Fraction in backfill and crushed rock
Tunnel Height [m]
Tunnel Width [m]

1000
0.1
99.0%
0.8
8
8

no. of blocks
no. of SRs
no. of SRs/container

62400
26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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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pyG3 1.68E+04
ZZpyM 0.00E+00
Zztru
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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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T- H- M 연계 핵종이동 모델링
1. 목적 및 배경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처분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MDPSA

(Multi- Dimensional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전산코드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다공성 및 단열암반 내에서의 지하수 유동과 핵종의 이동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이를 확장하여 열, 수문학적, 기계적, 지화학적 현상 (thermal,

hydrological, mechanical, and chemical processes)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가지고 버클리대학 원자력공학과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방법론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델링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연구
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하여 관련된 수학적 지배방정식을
도출하고 그 해석해를 구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도구로서의 전산 프로그램으로 구현
하는 연구가 지난 단계 총 3년에 걸쳐 수행되어 왔다. 이렇게 일차적인 문헌조사를
통해서 다공성 및 단열매질 내 지하수 유동에 관한 에너지, 모멘텀, 그리고 질량에
관한 지배방정식은 몇 개의 문헌 [3.4- 1 ～ 3.4- 4] 에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어 있
는데, 이러한 문헌들은 지하매질 내의 질량 및 열전달에 관한 일반적인 수학적 모
델링이나 단순화된 지오메트리를 갖는 경우에 대해, 폐기물 처분용기 주변에서의
이상유동 문제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지하수 유동계 내의 실린더 형태의 폐기물
처분용기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이나 TOUGH2에 의한 모델링 방법론 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핵종이동이나 지하수 유동계에서의 기계적인 영향은 수문학적 모델과 서로 상관관
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팽윤현상이 커서 지하수나 기
체에 관련된 공극의 구조나 투수도(permeability)에 영향을 주게 되고, 모암내 단열
의 간극도 응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벤토나이트 팽윤에 관한 수문- 기계적(Hydro- Mechanical, HM) 상호연관관계에 대
한 예비적인 수학적 모델링 연구는 이전에 R. Pusch, et al. 등 스웨덴 연구 그룹에
의해 실험적인 연구가 수행된 바 있고[3.4- 1, 3.4- 2], OECD[3.4- 4]에 의해서도 연구
가 수행된 적도 있다. 이러한 이전 연구를 종합해 보면 가장 큰 관심은 지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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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토나이트에 스며들 때 발생하는 팽윤 현상이다.
최근에는 Borrelli 등[3.4- 5]이 단열에서의 벤토나이트 팽윤에 따른 핵종이종의 영향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인공방벽 주변에서의 핵종이동이

HM과 어떻게 관계를 갖는가 하는 내용을 연구하는 예비적 단계로 볼 수 있다.
2. T- H 상호연계하에서의 지하수 유동
가. 서론
화강암과 같은 결정암질 내의 모암이나, 벤토나이트 뒷채움재, 그리고 폐기물 고화
체를 포함하는 인공방벽이 지하수에 의해 완전히 포화된 경우를 고려해보자. 벤토
나이트 뒷채움재 내에서의 온도는, 벤토나이트의 물리적 팽윤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수의 비등점보다 항상 낮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높은 온도에서는 벤토나
이트의 주된 광물 구성물인 스멕타이트(smectite)가 일라이트(illite)로 변하면서 팽
윤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 고화체가 처분장의 터널에 처분되면 고화체와 터널 사이는 벤토나이트 뒷채
움재로 채워지게 된다. 이 뒷채움재는 그 일부가 지하수에 의해 포화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고화체에서의 발열이 설사 충분히 낮더라도 처분 당시의 고화
체 내로부터 지속적인 열의 방출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초기에는 고화체 주변
의 다공성 매질의 일부만 포화되는 불포화상태가 된다. 이러한 상태는 방열이 점차
감소되고, 처분장 근계영역의 지하수가 벤토나이트로 스며들어가게 될 때까지 한동
안 지속되게 된다. 이 때 이러한 침투는 이상유동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
면 열은 완충재를 통하여 고화체에서 방열되어 주변의 암반으로 전달되지만, 그림

3.4- 1에서 보는 대로 지하수는 근계영역 내의 모암에서 흘러들어 벤토나이트로 들
어가는 상황으로 되어 결국 고화체의 표면을 지하수로 적시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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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 인공방벽에 대한 1차원 실린더 형태의 모델링 (One- dimen

sional cylindrical geometry for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이렇게 처분된 후 초기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현상은 폐기물 고화체의 용기에
결함이 발생될 때, 이 용기에 대한 부식해석과 핵종이동 해석을 위한 초기 조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처분장 성능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중요한 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게 된다.
벤토나이트 완충재 내에서 가장 포화도가 낮은 고화체 주변에서의 열전달은 완충재
와 모암사이 지역보다도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지하수 침투는 주로 모세
관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에 따라 물을 머금은 벤토나이트는 점차 팽윤하게 된
다. 그 결과로 공극의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열전도도와 지하수 침투계수가 지하수
의 포화도에 대한 주요한 함수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 질량과 에너지 전달문제에서
상호 연관된 비선형적 문제로 되게 된다.
이에 관한 수식을 도출하기 위해 벤토나이트 내에 공존하는 여러 고체, 액체, 기체
가 서로 열적으로 평형상태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면 이제까지 기술한 현
상을 요약하고 이를 분석하고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
게 된다:

- 언제 벤토나이트가 지하수에 의해 젖게 되는지?
- 지하수가 용기 표면에 도달하기 이전, 얼마의 시간동안 금속 용기가 열에
의해 발생한 지하수의 증기와 접촉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보다 더 해석하기 위해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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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기와 액체상태의 지하수에 의한 금속 용기의 부식, 그리고 처분된 후 뒷채움
재 내에서의 화학적, 기계적 조건의 진행, 흡착계수나 핵종의 용해도 등의 정보가
그 것으로 이들은 용기가 파손된 후 핵종의 이동에 관한 조건을 결정하는데도 사용
될 수 있게 된다.
나. 수학적 모델링
일차원 실린더 좌표에서 다음과 같은 단위 부피당 균형 방정식(balance equations)
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지하수의 질량보존(Mass conservation for water):

 
   


 

(3.4- 1)

공기의 질량보존(Mass conservation for air):

 






 

(3.4- 2)

에너지 보존(Energy conservation):

 
   


 

(3.4- 3)

여기에서

mass of water:     [kg/m3],
mass of air:     [kg/m3],
heat:         [J/m3],
가 되고, 다시 여기서
 = the porosity of the buffer,

 ,  = saturations,
 ,  = mass 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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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he densities [kg/m3],
 = the density of the bentonite,
 = the specific heat of bentonite [J/kgㆍK],
 ,  = the internal energy [J/kg],

T = temperature [ ℃] 가 된다. l 과 g 는 액상과 기상을 각각 나타내고  는
control volume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플럭스를 나타낸다.
포화도와 질량의 분율에 대해 다음 관계식이 만족되고,
    ,

(3.4- 4)

   ,

(3.4- 5)

   .

(3.4- 6)

지하수 유동 플럭스에 대해서는 Darcy’s law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3.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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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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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the permeability [m2] for water- saturated bentonite,
 ,  = the relative permeability,
 ,  = the viscosity [Pa• s],

 ,  = the pressure,
= the heat conductivity [W/m•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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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9)

 ,  = the enthalpy [J/kg]

= the diffusion coefficient [m2/s].

한편 압력에 대한 관계식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고,
     ,

(3.4- 10)

여기서  는 모세관압(capillary pressure) [Pa] 이다.

이 때 기상의 압력은
    ,

(3.4- 11)

로 되고 여기서  는 증기 압력(vapor pressure) [Pa] 이고  는 공기의 분압

(partial pressure) [Pa] 이다. 공기의 분압과 지하수에 용해된 공기의 몰분율 (mole
fraction) 은 Henry’s law 를 적용하면 아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4- 12)

증기압(vapor pressure)은 Kelvin’s law에 의해,

  exp 






,

(3.4- 13)

로 되는데, 여기에서  는 온도 T 에서의 포화증기압이다.
공기의 분압은 이상기체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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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방정식에서 사용된 14개의 미지항(unknown quantities)은  , ,  ,
 ,  ,  , ,  , ,  ,  , ,  , 그리고 T 가 되는데 이를 풀기 위해 이제

까지 기술한 모두 14개의 독립적인 방정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입된 변수 내에서,  ,  ,  ,  ,  ,  ,  그리고  는 상태변수  ,
 그리고 T 로부터 기술될 수 있고, 열전도도(heat conductivity),  는 지하수의

포화도의 함수로 되는데 포화도(water saturation)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여기서,  와  는 각각 지하수와 공기에 의한 완전 포화된 경우의 전도도이다.
모세관압(capillary pressure), , 상대투수도(relative permeability),  와  , 는 포
화도의 함수이다. 이에 대해 물론 다양한 함수가 제시되고 있지만 일례[3.4- 6] 로서
그림 3.4- 2에 아래 식이 기술되어 있다.
모세관압(capillary pressure):

 ≥ 

 
   
            ≥ 

 
max
max

(3.4- 15)

(상대 투수계수) Relative permeability:





      







   

   ≤ 
 ≥ 

(3.4- 16)

  
 

여기서   
.


이 함수는 결국 지하수의 침투는 상대적으로 작은 투수계수를 갖는 경우에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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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가정을 의미하고 있는데, 90%이상의 액상 포화도를 갖는 경우를 심각한
지하수의 침투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여기서  은 액상포화도(liquid

saturation)를 의미하는데 이 값 이하에서는 공극내의 액상은 더 이상 연속적이지
않으며 압력이 더 이상 액상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k

0

Pc
rg

-100

0.8

0.6

-200

0.4

-300

0.2

0.0

-400

krl
Ø
Ø
0.0

Capillary pressure, Pc ap (MPa)

Relative permeability, krl, krg

1.0

-500
0.2

0.4

0.6

0.8

1.0

Liquid saturation, Sl

그림 3.4- 2. 상대투수도 모세관압에 대해 가정된 함수.
다. 변수 값과 수치 결과
위에 기술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초기 및 경계조건이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 그
림 3.4- 1에 기술된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데, 전체 벤토나
이트 구역내, 시간 t=0에서의 공기 분압(air partial pressure), 증기압(vapor

pressure), 온도(temperature), 그리고 기체 포화도(gas saturation)에 대한 초기값을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벤토나이트 주변의 모암은 항상 지하수에 의해 포화되었다
고 가정한다. 그리고 고화체와 벤토나이트 경계에서 질량 플럭스는 0이며 고화체에
서 유출되는 열 플럭스는 시간에 따른 함수로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초기 조건(initial conditions)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    ,    (전체 벤토나이트 구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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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암내)

벤토나이트와 용기사이의 경계조건:
  ,    ,   
   (벤토나이트와 모암사이).

붕괴열 함수  는 그림 3.4- 3에서 주어지는데, 폐기물 고화체에는 PWR 사용후
핵연료부터 생성된 방사성 핵종이 들어 있다고 가정하고 처분장에 처분하기 전 4년
간의 냉각시간을 가지며 30년간 유리고화체로 저장된다고 가정하였다. 다른 변수값
은 따로 표 3.4- 1에 나타내었다.

그림 3.4- 3. 폐기물고화체에 대한 가정된 붕괴열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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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열해석을 위해 가정된 입력자료

Parameter

Notation

Value

Porosity

e

0.3

Density of rock

rr

2,000 kg/m3

Heat conductivity at water saturation

kl

2.0 W/moC

Heat conductivity at air saturation

kg

1.0 W/moC

Specific heat

cr

1,130 J/kgoC

Permeability

k

10- 20 m2

Initial temperature

T0

30oC

Initial air saturation

Sg0

0.8

Initial air pressure

P

105 Pa = 1 atm
0.45

Capillary pressure

Sl r

9.6 × 10- 4

Sl s

1.0

Po

1.393 MPa

Pmax

500 MPa

그림 3.4- 4는 시간에 따른 함수로서의 오버팩과 벤토나이트 경계에서의 온도와 기
포화에 대한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두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한 세
트는 (3.4- 15)식과 (3.4- 16)식에 따른 가정에 의해 구해진 것이고, 다른 한 세트는
상대투수도와 포화도 사이의 선형적 관계를 가정한 것이다. 모세관압에 대해서는
동일한 (3.4- 15)식을 사용한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온도는 100oC 이하로 유지되면서
수년이 지나서 피크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백 년 이내에 온도는 주변
상온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체 포화 프로파일을 관찰해보면 오버
팩 표면이 완전히 젖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 투수계수에
대해 상당히 비선형적인 (3.4- 16)식을 가정한다면 완충재의 바깥 경계에서 흘러드는
지하수는 plug flow의 형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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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emperature at overpack surface, C

90

1.0
Temp. (Sandia+Sandia)
Temp. (Linear+Sandia)
Saturation

Sandia+Sandia

0.8

80
0.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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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Linear+Sandia

50

0.2

40
0.0

30
10

-4

10

-3

10

-2

10

-1

0

10

1

10

Gas saturation at overpack surface, Sg

100

2

10

Time, year

그림 3.4- 4. 캐니스터 표면에서의 온도와 습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림 3.4- 5에 뒷채움재 내에서의 온도, 기체, 지하수 포화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1
년과 36년에 대해 각각 나타내었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바깥쪽 경계에서 5 cm 떨
어진 층까지 지하수의 침투가 발생하는 반면 36년이 지나서는 지하수가 뒷채움재의
전체를 적시는 것은 물론 오버팩의 표면까지 거의 젖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 5. 완충재내에서의 온도와 포화도에 대한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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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 H- M 상호 연계 조건에서의 핵종의 이동 모델링
가. 서론
핵종이동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로는 지하수나 기체의
포화도에 대한 시간 및 공간에 대한 프로파일이 되고 핵종이 다른 화학종, 특히 모
암의 고형상이나 인공방벽의 뒷채움재와 물리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게 된다.

T- H적으로 상호 연계된 경우에 대한 예비분석의 결과로 보면 처분용기가 발산하는
열이 핵종의 이동에 미치는 효과는 보다 이차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
으로 폐기물 고화체로부터의 방열이 충분히 감소하여 벤토나이트가 버틸 수 있는
온도까지 충분히 낮아진 후에 처분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패키지가 파손되어 핵종
이 벤토나이트로 유출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처분용기가 파손되기 전
에 온도가 더욱 낮아 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패키지가 손상되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 1,000년, 사실상 수천 년부터 10,000년에 이르도록 설계되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정상적인 시나리오 상태라면 핵종이 유출되기 시작될 때 폐기물
고화체 주변의 온도는 주변의 상온으로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고화체가 열이 심각하게 방출되고 있는 초기 시점에 고화체가 비정상적으로 일찍
파손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사고 시나리오에서는, 발열이 모암 주변의 지하수의 밀
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고화체 주변의 지하수 유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된다.
폐기물 고화체로부터 유출된 핵종에 관한 자유대류현상(free convection)에 대한 영
향은 Chambré 등[3.4- 7]이 식을 유도해 내었다.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고화체가 파손되기도 전에 이미 온도가 상승하여 벤토나
이트의 열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과 같이 T- H- C의 상호 연계 현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매우 중요하다. 지하수 내에는 보편적으
로 칼륨이온이 관찰되는데 이 칼륨이온이 스멕타이트를 일라이트로 변화시키게 된
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러한 반응은 더욱 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
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투수도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다시 이렇
게 되면 공학적 방벽 내에서 질량 전달이 더 빨라진다. 칼륨이온이 일라이트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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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는 현상(일라이트화)으로 벤토나이트의 열화가 진행되는데 따른 문제점은 Ahn
등[3.4- 8] 에 의해 처음으로 수식화 되었다. 이러한 일라이트화 효과는 벤토나이트
온도가 섭씨 90도 정도로 높아질 때만 심각해지는 것으로 관찰 된다.

T- H- M 상호연계에 대한 예로서는 모암의 단열로 벤토나이트가 유출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때 벤토나이트에 흡수된 지하수가 판형 모양의(plate- like)
벤토나이트 입자들 사이의 이층구조내로 흘러 들어가 팽윤을 일으키게 된다. 이 현
상은 지하수 내의 양이온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바꿔 말하면 벤토나이트 입자간의
전기적 척력에 의해 음압이 형성되면 지하수가 벤토나이트로 들어오게 되고 벤토나
이트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다. 벤토나이트의 팽윤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조건에
대해 많은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어 졌는데, Borrelli and Ahn[3.4- 5] 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처음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보면 핵종의 흡착
현상이 평판단열 내의 벤토나이트 입자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수준보다 이 흡착이 커지면 핵종은 평판단열 내 벤토나이트가 유출
된 구역 내에 한정되어 머무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는 온도나
양이온의 농도가 팽윤에 영향을 주는 연구는 배제되어 있다.
나. 확산과 자유이류에 의한 핵종의 유출
이제 지하수에 포화된 다공성매질 내에 놓인 가열된 수직 실린더에서의 질량전달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자. 실린더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보다 높게 되면 자유대류현
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하수가 실린더 표면으로 유도된다. 이렇게 되면
실린더 표면에서 주변 매질로의 질량전달에 대한 속도의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
와 같은 자유 대류현상은 고화체가 충분히 많은 붕괴열을 생성하여 고화체 표면과
주변 매질 간에 온도 차이를 50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은 속도, 온도, 농도와 표면에서의 질량플럭스 사이
의 상관식을 도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생각할 수 있다:

- 평형상태를 가정한다.
- 수직의 실린더 표면을 길이는 동일하게, 너비는 실린더의 원주길이와 같게 하며
평판 표면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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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극수는 온도에 무관하게 밀도를 일정하게 가지며 지하수의 유동은 Darcy’s law
을 따르며 지하수에 포화된 다공성 매질은 단일한 상태(single phase)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 단순화된 경계층이론(boundary layer theory)은 유효하다고 본다.

x

Tw

u(x,y)
v(x,y)

L
cs

y

그림 3.4- 6. 자유 대류 모델에 사용된 좌표 시스템
그러면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질량 보존(Conservation of mass):
 
 ,



 

(3.4- 17)

운동량 보존(Conservation of momentum):
u ( x, y ) = -

k æ ¶p
ö
ç + rg ÷
m è ¶x
ø,

(3.4- 18)

v ( x, y ) = -

k ¶p
m ¶y ,

(3.4- 19)

에너지 보존(Conservation of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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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le
¶T
¶T
+v
= a e Ñ 2T a e º
rcp ,
¶x
¶y
,

(3.4- 20)

용질의 보존(Conservation of species):
u

¶cˆ
¶cˆ
+ v = e D f Ñ 2 cˆ
¶x
¶y
,

(3.4- 21)

유체의 상태 방정식(Equation of state of liquid):
r = r¥ {1 - b exp (T - T¥ )} ,

(3.4- 22)

여기서
Ñ2 º

¶2
¶2
+
¶x 2 ¶y 2 .

(3.4- 23)

좌표계는 아래 그림 3.4- 6에 나타낸 대로이고, 속도 u와 v 는 각각 x와 y 방향에
대한 분속도가 된다. 위의 식에서 p, T, ,  는 지하수의 압력, 온도, 밀도, 열용량
이고 ∞ 는 멀리 떨어진 구역에서의 밀도, 이 외에 다른 변수와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k = the permeability
 = the effective thermal conduction of water- saturated medium
,  = dynamic viscosity and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the liquid in

the porous medium, respectively
 =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the diffusing species in the liquid

경계조건:
v ( x, 0 ) = 0 , T ( x, 0 ) = Tw , cˆ ( x, 0 ) = cs , x > 0,

(3.4- 24)

u ( x, ¥ ) = v ( x, ¥ ) = 0 , T ( x, ¥ ) = T¥ , cˆ ( x, ¥ ) = 0 , x > 0.

(3.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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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표면에서의 u성분 속도에 대해 “slip” condition이 있지만 아직 미지상태이고,
온도차   ∞ 도 실린더로 부터의 열방출에 관련된 다른 변수 사이의 관계에 종
속적이며 이는 추후에 결정된다.

(3.4- 17)식은 다음과 같은 흐름 함수(stream function)   의 도입으로 구해질
수 있고,
u ( x, y ) =

¶y
¶y
v ( x, y ) = ¶y ,
¶x .

(3.4- 26)

y에 대해 (3.4- 18)식을 미분하고, x에 대해 (3.4- 19)식을 미분하여 그 두 결과식을
대수적으로 더하면 (3.4- 22)와 (3.4- 26)식을 통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다.
æk
ö ¶T
= Ñ 2y
ç r¥ b g ÷
.
èm
ø ¶y

(3.4- 27)

그리고 한편 (3.4- 20), (3.4- 21), (3.4- 26)식으로부터 아래 식들을 얻을 수 있다.
¶y ¶T ¶y ¶T
= a eÑ 2T
¶y ¶x ¶x ¶y
,

(3.4- 28)

¶y ¶cˆ ¶y ¶cˆ
= e D f Ñ 2cˆ
¶y ¶x ¶x ¶y
.

(3.4- 29)

그러면 이들 식으로부터 , T 와 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경계면
에서 주요한 유동방향인 u방향에 대한 질량, 에너지, 농도에 관한 이동이 벽면에서
의 수직방향에 비해 작다고 가정하면 모델을 보다 단순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
래 관계를 이용한다.
¶ 2y
¶x 2

¶ 2y ¶ 2T
¶y 2 , ¶x 2

¶ 2T ¶ 2 cˆ
¶y 2 , ¶x 2

¶ 2 cˆ
¶y 2 .

(3.4- 30)

그러면 식(3.4- 27), (3.4- 28), 그리고 (3.4- 29)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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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k
ö ¶T ¶ 2y
= 2
ç r¥ b g ÷
èm
ø ¶y ¶y .

(3.4- 31)

¶y ¶T ¶y ¶T
¶ 2T
= ae 2
¶y ¶x ¶x ¶y
¶y ,

(3.4- 32)

¶y ¶cˆ ¶y ¶cˆ
¶ 2cˆ
= e Df 2
¶y ¶x ¶x ¶y
¶y .

(3.4- 33)

이 때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y
( x, 0 ) = 0 , T ( x, 0 ) = Tw , cˆ ( x, 0 ) = cs , x > 0,
¶x

(3.4- 34)

¶y
¶y
( x, ¥ ) = ( x, ¥ ) = 0 T ( x, ¥ ) = T¥ cˆ ( x, ¥ ) = 0
¶x
¶y
,
,
, x > 0.

(3.4- 35)

T 와 가 연계된 식 (3.4- 31)과 (3.4- 32)를 먼저 풀게 되는데, 온도에 연관된 흐름
함수  은 자유 대류 유동패턴을 기술하게 된다. 에 대한 해를 구하게 되면
농도   에 대해 풀게 된다. 이 때문에 식 (3.4- 31)과 (3.4- 32)를 우선 풀게 되는
데 이들 편미분 방정식은 아래와 같은 유사변수(similarity variables)를 도입함으로
써 상미분방정식으로 변환될 수 있게 된다.
h = Ra

1

y

2

xL ,

y = a e Ra

1

2

(3.4- 36)

x
f (h )
,
L

(3.4- 37)

q (h ) =

T - T¥
Tw - T¥ ,

(3.4- 38)

c (h ) =

cˆ
cs ,

(3.4- 39)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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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r¥ g æ k ö
b (Tw - T¥ ) L
a e çè m ÷ø
.

(3.4- 40)

L = the length of the plate
Ra = the Rayleigh number of the liquid- saturated porous medium.
그러면 이러한 변수를 통하여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f ¢¢ (h ) - q ¢ (h ) = 0 ,

q ¢¢ (h ) +

(3.4- 41)

1
f (h ) q ¢ (h ) = 0
,
2

(3.4- 42)

1
1
c¢¢ (h ) + f (h ) c¢ (h ) = 0
,
L
2

(3.4- 43)

여기서 아래 식은 Lewis number이다.
L=

ae
= Le
e Df

(3.4- 44)

마찬가지로 경계조건도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f ( 0 ) = 0 , q ( 0 ) = 1 , c ( 0 ) = 1,

(3.4- 45)

f ¢ (¥ ) = 0 , q (¥) = 0 , c (¥ ) = 0 .

(3.4- 46)

식 (3.4- 46)의 경계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식 (3.4- 41)을 적분하면 아래 식으로 되고,
f ¢ (h ) = q (h ) .

(3.4- 47)

자유대류속도의 x component는 아래 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u=

¶y æ a e
ö
= ç Ra ÷ f ¢ (h )
,
¶y è L
ø

(3.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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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온도 분포,
식 (3.4- 47)에 의해 정상화된(Normalized) 수직방향속도, 





 

 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함수의 결정이 중요하게 되

는데 이 에 대한 식을 구하기 위해, 식 (3.4- 41), (3.4- 42), 그리고 (3.4- 43)사이
에서 를 소거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d3 f 1
d2 f
+ f (h ) 2 = 0
dh 3 2
dh
.

(3.4- 49)

점성을 갖는 유체(viscous fluid)에 대한 평판 위에서의 경계면 유동(boundary layer

flow)에 대한 유명한 Blasius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배방정식을 갖게 되지만 이
경우 경계조건은  ′ 로 나타내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된다.
f ( 0 ) = 0, f ¢ ( 0 ) = 1 , f ¢ ( ¥ ) = 0 .

(3.4- 50)

식 (3.4- 49)와 (3.4- 50)의 해 와 이 해에 대한 일차미분 ′에 대한 해의 모양
을 그림 3.4- 7에 나타내었다. 이전에 기술한대로 자유대류현상에 의한 수직 분속도
와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온도분포는 모두 ′함수의 모양에 의해 특성화되게
된다.

f(h)
f’(h)
c(h)
1
f(h)

c(h)

f’(h)=q(h)

0

h

그림 3.4- 7. 큰 루이스값을 갖는 경우의 qualitative shape
그런 다음 수직표면에서의 질량전달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직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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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계수 








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이 포함된다. 그리고  는 Ra를 포함



하게 되는데 이 Rayleigh number에 아직 미지항인 온도차   ∞가 포함된다.
이 온도차는 캐니스터 표면을 통한 열플럭스와 다공성 매질로의 대류 및 전도에 의
한 열전달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먼저   ∞를 구해야 한다. 평판 표면으로
부터의 국부 열전달(local heat transfe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q¢¢ = -le

¶T
¶y

y =0

,

(3.4- 51)

그러면 식 (3.4- 36)과 (3.4- 38)로부터 아래 식으로 된다.
1

q¢¢ = -le (Tw - T¥ )

3

æ r¥ b g k ö 2 - 1 2
2
ç
÷ x q ¢ (0)
a
m
.
e
è
ø

(3.4- 52)

따라서 길이 L과 넓이 W를 갖는 평판으로 부터의 열전달에 따른 총전달률은 아래
식과 같이 된다.
L

1

Q = W ò q¢¢ ( x ) dx = -W le (Tw - T¥ )
0

3

2

æ r¥ b g k ö 2 12
ç
÷ 2L q ¢ ( 0)
.
è ae m ø

(3.4- 53)

그림 3.4- 8에 시간에 따른 시용후핵연료 붕괴열 생성에 대한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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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8. 최초 붕괴열이 550W일 때 캐니스터의 시간에 따른 붕괴열 발생의 변화
이제 전체 평판으로 부터의 평균 열플럭스의 크기를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고,
q¢¢ º

Q
WL

= le (Tw - T¥ )

3

æ r¥ b g k ö
2
ç4
÷
è La e m ø

1

2

q ¢ ( 0)

.

(3.4- 54)

이리하여 평판과 다공성매질 사이의 온도차를 아래와 같이 구해낼 수 있게 된다.

(Tw - T¥ ) =

( q¢¢)
3

2

æ r bg k ö
2
le2 ç 4 ¥
÷ q ¢ ( 0) .
è La e m ø

(3.4- 55)

여기서 보면   ∞는 핵연료와 다공성 매질의 성질에 따른 평균 열 플럭스의
함수로 보여지는데 평균 열플럭스가 시간에 따라 느리게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면 식 (3.4- 55)를 유사 평형 상태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4- 9가 주어진 ′′에 대해 시간의 함수로서 온도차의 전형적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표 3.4- 2의 입력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온도차는 약 130년내에 100℃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3.4- 48)과 (3.4- 50)에서, 평판 표면을 따라 발생하는
자유 대류 속도(slip velocity)는 아래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
a
ækö
æa
ö
u ( x, 0 ) = ç e Ra ÷ f ¢ ( 0 ) = e Ra = r ¥ g b ç ÷ ( Tw - T¥ )
L
.
è L
ø
èm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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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6)

따라서 100℃의 온도차를 갖는 경우 u=0.34 m/yr가 된다. 이는 일반적인 원계영역
에서의 지하수 속도인 1 m/yr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림 3.4- 9에 시간의
함수로서의 자유 대류 속도를 보였다.

그림 3.4- 9. 시간에 따른 온도차와 지유 대류 속도의 변화
표 3.4.2. 수치 평가를 위한 입력 값

Thermal conductivity of
the
water- saturated 2.894 W/m℃
porous media, 
Permeability, k
2.96E- 14 m2
Dynamic viscosity of
5.5E- 4 kg/ms
water, 
Thermal
expansion
2.07E- 4 1/K
coefficient of water, 
Heat capacity of water,
4.184E3 J/kgK



Ambient density of water, 1 0 0 0
∞
kg/m3
Length of the cylinder, L

4.7 m

Radius of the cylinder, r

0.178 m

Initial total heat release
550 W
rate, Q(0)
The derivative of the
normalized temperature at - 1/
the surface, ′

평판으로부터의 국부 질량 전달률은 이제 경계조건 식 (3.4- 45)와 (3.4- 46)을 고려
하여 식 (3.4- 43)의 해로부터 구해질 수 있는데 해는 다음과 같이 되고,
h
æ L h¢
ö
I (h ; L )
I (h ; L ) = ò exp çç - ò f ( s ) ds ÷÷ dh ¢
c (h ) = 1 I ( ¥; L ) , where
,
0
è 2 0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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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7)

이렇게 되면 표면에서의 질량 플럭스는 다음으로 된다:
r
¶cˆ
j = -D f e
¶y

= - D f e cs
y =0

¶h dc
¶y dh h =0 .

(3.4- 58)

그리고 식 (3.4- 36)과 (3.4- 57)로부터 아래 식으로 된다:
r
æ Ra ö
j = D f e cs ç
÷
è xL ø

1

1
I ( ¥; L ) .

2

(3.4- 59)

여기서 정적분 ∞는 식 (3.4- 49)의 해로 주어지는 함수 를 포함하게 된다.
이 적분항을, 임의의 Lewis number 값을 주어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
학적 과정이 필요해진다. 다공성 매질내에서 확산계수가 작은 경우, 가 큰 조건에
대한 점근적(asymptotic) 형태를 유도해보았는데, 이 경우 그림 3.4- 7에서 보여주는
대로 농도 경계층은 열 경계층에 비해 아주 얇게 된다. 그래서 는 다음과 같은
멱급수전개의 첫 번째 항을 취함으로써 근사될 수 있게 된다.
f (h ) = h + O (h 2 ) .

(3.4- 60)

항을 무시한다면,
¥

æ L ö
I ( ¥; L ) = ò exp ç - h 2 ÷ dh = p
L (for largeL )
è 4 ø
0

(3.4- 61)

식 (3.4- 59)는 다음과 같이 된다.
1

r
æ LRa ö 2
j = D f e cs ç
÷
è xLp ø .

(3.4- 62)

만일 Ra가 식 (3.4- 40)을 따르고 는 식 (3.4- 44)로 주어진다면 이 식은 다음과 같
이 된다.
1

2
æ 1 r¥ g b k
r
1ö
j = D f e cs ç
T -T
ç p e D m ( w ¥ ) x ÷÷ .
f
è
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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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3)

다. 뒷채움재 열화의 영향
온도가 상승하고 지하수내에 칼륨이 존재하게 되면 뒷채움재의 주요한 성분인 스멕
타이트는 일라이트로 변화한다고 전술하였는데, 이렇게 뒷채움재 내의 일라이트양
이 증가하게 되면 뒷채움재 내의 수리전도도 또한 증가하고, 반대로 흡착능은 감소
한다[3.4- 8].
수리전도도가 이처럼 증가하게 되면 인공방벽에서의 지하수의 유동을 보다 활발하
게 하여 보다 신속하게 유리고화체를 용해시키고, 결과적으로 핵종의 이동도 가속
화 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라이트 성분의 증가에 따른 흡착능의 감소로 인해
인공방벽의 외곽에서의 핵종의 질량 유출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일라이트의 용량 증가로 인한 수력학적 전도도와 흡착 분
포 계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선형적 보간(interplation)에 의해 가정해 보고, 그런
다음 (1) 인공방벽 내 지하수 유동, (2) 유리고화체의 용해, 그리고 (3) 뒷채움재를
통한 질량 전달에 관해 모델을 세워 보기로 한다. 그리고 나서 뒷채움재의 바깥쪽
경계에서의 Am과 Np에 대한 질량 전달률을 수치적으로 평가하고 스멕타이트의 일
라이트화 효과가 어떻게 인공방벽에 영향을 주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해보기로 한다.
여기서 Altaner[3.4- 9]에 의한 결과를 활용하기로 하는데, 그는 칼륨의 확산계수 값
과 일라이트 화 상수, 그리고 벤토나이트 층에서의 Darcy velocity값을 추정하여 다
음과 같이 스멕타이트의 일라이트화를 가정하여 K+ 이동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제
시하였다.

K+ + X- Smectite I/S + Quartz + X+,

(3.4- 64)

여기서

X+ = an exchangeable cation such as Na+ or Ca2+ included in smectite
I/S = mixed- layer illite/smectite
그는 또 칼륨의 확산계수가 10- 7 cm2/sec 오더 안에 있으며 반응률은 10- 15 sec- 1

(50℃) 에서 10- 10 sec- 1 (150℃) 정도가 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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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륨의 이동과 일라이트화에 대한 수학적 모델은 다음과 같다.
b

ö dCsm
ö
¶C K
¶ 2 CK
a æ C
a æ C ö æ C
= DK
- W ( Csm ) ç K ÷
= - k ( Csm ) ç K ÷ ç K ÷
2
¶t
¶x
è CK 0 ø , dt
è CNa ø è CK 0 ø ,

0 < x < L, t > 0

(3.4- 65a, b)

이를 풀기 위한 경계조건은:
CK ( x, 0 ) = CK 0 , Csm ( 0; x ) = 1 , 0 < x < L,
¶C K
¶x

x =0

= 0 C L, t = 0
, K( )
,t > 0

(3.4- 66)

여기에서

CK = the K+ concentration in the pore water of the buffer [ppm]
DK = the diffusion coefficient,
Csm = the smectite ratio in the buffer [wt%]
CK0 = the boundary concentration of potassium
L = the thickness of the buffer [cm]
x = the distance from the interface between the buffer and the inner engineered
barrier
k = the rate constant of smectite illitization
æ E ö
k = A exp ç ÷
è RT ø ,

ær
W = 4.53[%K 2 O] ç sm
è rW

öæ1- e
÷ç
øè e

ö æ 2 AWK
÷ çç
ø è AWK 2O

b

ö æ 106 [ppm] ö æ CK ö
÷
÷kç
÷÷ ç 2
ø è 10 [wt%] ø è CNa ø ,

(3.4- 67)
æC ö
æ DH
d ln ç K ÷ = - ç
è R
è C Na ø

ö æ1ö
÷d ç ÷
ø èT ø.

(3.4- 68)

AW는 관심대상 핵종의 원자량이다. Table 3.4- 3에 위의 식에 사용될 변수값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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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일라이트화 계산을 위한 입력 자료값

Parameter

Value

Illite reaction order

1

Illite reaction order

1

Buffer porosity

0.3

Buffer density

2.0 g/cm3

Water porosity

1.0 g/cm3

Frequency factor for illitization

83.0 min- 1

Activation energy for illitization

19.6 kcal/mol
200 ppm

CK0
Buffer thickness

100 cm

Diffusion coefficient of K+ ion

3.15 cm2/yr
0.089 (90oC)
0.072 (60oC)

CK / CNa

0.055 (30oC)
6.874E- 5 yr- 1 (90oC)
Rate constant for illitization

5.948E- 6 yr- 1 (60oC)
3.171E- 7 yr- 1 (30oC)

그림 3.4- 10에 시간에 따른 완충재내의 스멕타이트 평균 함량을 보였다. 평가를 위
한 수치해석은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였다. 왼쪽의 그림에서 보면 공간분포가 상대적
으로 평평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완충재내 칼륨의 확산보다 많이 느린 일라이
트화 때문이다. 섭씨 30℃에서 일라이트화는 무시할 만큼 작다. 이 그림 3.4- 10으로
부터 수력학적 전도도나 흡착분포 계수가 시간의 함수로 산정될 수 있게 된다. 이
때, 벤토나이트- 완충재 지역에 대해 평균값을 갖는 스멕타이트 분율을 균등하게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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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0. 완충재에서의 스멕타이트 성분의 공간적 분포

완충재에서의 지하수 유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행하였다: (1) 인공방벽
은 유리고화체, 오버팩, 완충재 이렇게 세 개의 층을 갖고 무한히 긴 실린더 형태를
갖는다. (2) 오버팩은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균질한 다공성 매질로 본다. (3) 지하수
속도는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일라이트화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
며, (4) 부식된 오버팩과 모암에 대한 공극률, 밀도, 수력학적전도도는 일정하다. (그
림 3.4- 11)
Ambient Darcy velocity, U [cm/yr]

Waste form
(impermeable)
Corroded
overpack
Kc [cm/yr]

r2
r1

Bentonite
Kb [cm/yr]

re

Rock
Kr [cm/yr]

그림 3.4- 11. EBS를 통해 들어오는 지하수량을 평가하기 위한 3층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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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3)에 의해 유동포텐셜 가 다음과 같은 지배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r

¶ æ ¶fi
r
¶r çè ¶r

2
ö ¶ fi
+
÷ ¶q 2 = 0, i = b, c, r ,
ø

(3.4- 69)

부식된 오버팩, 완충재, 그리고 근계 모암 모두에 대해서 식(69)를 기술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경계조건은 접촉면에서의 포텐셜과 속도 연속조건을 통해 기술될 수
있다.
¶fc
¶r
Kc

Kb

= 0,
r = r1

¶fc
¶r
¶fb
¶r

- Kr

0 £ q £ 2p ,

= Kb
r = re

= Kr
r = r2

¶fr
¶r

¶fb
¶r
¶fr
¶r

r = re

¶fb
¶q

,
r = r2

= U cos q
r ®¥

¶fc
¶q

,

=
r = re

=
r = r2

¶fb
¶q

r = re

¶fr
¶q

r = r2

,

,

0 £ q £ 2p ,

0 £ q £ 2p ,

, 0 £ q £ 2p .

이 3층 구조에 대한 해석해는 Chambré 등[3.4- 7] 이 제시한 2층 구조에 대한 기존의
해를 아래와 같이 3층에 대한 해로 확장하여 얻을 수 있다:
Ur1 æ
1ö
Ac ç R + ÷ cos q ,
kr
Rø
è
B ö
Ur æ
fb ( R, q ) = - 1 Ab ç R + b ÷ cos q ,
kr
Rø
è

fc ( R, q ) = -

fr ( R, q ) = -

여기서,

Ur1 æ
Br
çR+
kr è
R

ö
÷ cos q ,
ø

Ac = Ab

2se2
2s22
A
,
=
,
b
se2 (a1 + 1) + (1 - a1 )
s22 (a 2 + 1) + (1 - a 2 ) Bb ,

Bb = se2

(a1 + 1) + (1 - a1 ) se2 , B = s 2 (1 - a 2 ) s22 + (a 2 + 1) Bb
2 2
r
se2 (a1 + 1) + (1 - a1 )
s2 (a 2 + 1) + (1 - a 2 ) Bb ,

se =

re

r1

, s2 =

r2

r1

, a1 =

Kc

Kb

,a2 =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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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R = r

r1 .

이 포텐셜함수를 가지고 Darcy velocity 분율을 radial 방향과 angular 방향에 대해
각 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u j ( r ,q ) = - K j

¶f j
¶r

, v j ( r ,q ) = -

K j ¶f j
r ¶q

, j = c, b, r

유선 함수(Stream line function)  은 다음 관계식에 의해 구할 수 있고:
¶f 1 ¶y
¶y 1 ¶f
, =
=
¶r r ¶q
¶r r ¶q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Ur1 æ
1ö
Ac ç R - ÷ sin q ,
kr
Rø
è
B ö
Ur
æ
y b ( R, q ) = - 1 Ab ç R - b ÷ sin q ,
kr
Rø
è

y c ( R, q ) = -

y r ( R, q ) = -

Ur1 æ
Br
çRkr è
R

ö
÷ sin q ,
ø

유선(Stream line)은 완충재와 모암의 경계에서의 접선방향으로 주어지는데, 이를
이용해 폐기물 고화체의 한쪽 절반을 둘러싸고 있는 인공방벽을 지나는 지하수 유
동량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유리 고화체 실린더의 단위 길이 당 완충재를 통과하
는 물의 양 , [cm3/yrcm]을 나타내게 되어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Q ( t ) = -2 K ry r s2 , p

)

2 .

또는,
Kb ( t )
s22 - Bb ( t )
Q ( t ) = 4Ur2
K r s22 (a 2 ( t ) + 1) + (1 - a 2 ( t ) ) Bb .

(3.4- 70)

K b ( t ) 는 수리전도도이고, 다시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K b ( t ) = K smCsm ( t ) + K il éë1 - Csm ( t ) ù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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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1)

여기서 K sm 와 K il 는 각각 순수한 스멕타이트와 일라이트에 대한 수리전도도를 나
타낸다.

(3.4- 70)식과 완충재의 공극률, e, 유리고화체의 실린더의 높이, H [cm], 그리고 유
리고화체의 표면적, S [cm2] 으로부터 완충재 공극내에서의 공극속도(pore velocity)
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ub ( t ) =

Q (t ) H
[cm/yr].
eS

(3.4- 72)

그림 3.4- 12에 처분장 온도를 변수로 하여  (72)를 나타내었다. 온도가 높아지
는 경우 일라이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완충재의 수력학적전도도가 커지게 되며,
이 결과로 완충재내에서의 공극속도가 커지게 된다. 이 계산을 위해 사용된 변수값
은 표 3.4- 4에 나타내었다.

그림 3.4- 12. 3가지 온도에 따른 완충재지역에서의 공극속도

- 198 -

표 3.4.4. 완충재에서의 지하수 유동을 평가하기 위한 입력 자료 값

Parameter
Ambient Darcy velocity, U
Radius of the waste form, r 1
Radius of the overpack, r e
Radius of the buffer, r 2
Height of the canister, H
Surface area of the EBS, S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overpack, K c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rock, K r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buffer, K b(t)
K sm
K il
Porosity

Value
100 cm/yr
20 cm
50 cm
150 cm
108 cm
14,000 cm2
= Kb
-6
10 cm/sec
10- 11 cm/sec
10- 9 cm/sec
0.3

온도가 30℃ 아래로 되는 경우 일라이트화에 의한 공극속도의 증가는 무시할 만큼
작은데 반해 90℃에서는 초기값에 비해 거의 백배나 커짐을 알 수 있다.
두가지의 서로 다른 유리 용해 메커니즘을 고려하였는데 첫 번째는 1차 화학반응

(first- order chemical reaction)이고 두 번째 것은 비결정상(amorphous phase)에서
보다 안정한 결정상(crystalline phase)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유리의 용융률
은 화학적 반응에 의한 용융률과 분자확산과 이류에 의한 유리 용융 위치로부터의
질량전달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단순한 일차원 평판형태를 가정하고 유리고화체와
완충재만 고려하기로 하여 완충재내의 공극속도가 균질하며 로 주어진다고 본
다. 이전의 해석을 통해보면 유리의 용융반응은 대략 10년이 경과되면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는 다른 시간 스케일에 비해 비교적 짧기 때문으로 
를 상수로 보아 식 (3.4- 73)을 평형상태의 식으로 풀 수 있다.
즉, 용해된 실리카가 이류와 분자확산에 의해 완충재내 공극을 통해 이동하고 완충
재내 고체에 흡착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면 용해된 실리카의 이동에 관한 지배방정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0 = Ds

d 2C
dC
,0 < x < L
- ub
2
,
dx
dx

(3.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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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는 완충재네 공극수에 용해된 실리카의 농도이고 Ds 는 용해된 실리카의
확산계수이다.
유리- 완충재 경계에서의 경계조건은 경계에 들락거리는 질량의 수지를 따져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dC
é
e êub ( t ) C ( 0; t ) - Ds
dx x =0
ë

é C ( 0; t ) ù
ù
ú = jo ê1 - C * ú , t > 0
,
û
ë
û

C ( L; t ) = C , t > 0 ,

(3.4- 74)
(3.4- 75)

여기서
C = the background silica concentration in a groundwater
C * = the solubility of silica
jo = the rate of glass matrix dissolution [g/cm2- yr]

변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변화율 jres [g/cm2- yr] 을 가정하면 총 유리의 용융률
m s ( t ) 은 다음과 같이 된다.
é C ( 0; t ) ù
m s ( t ) = jo ê1 ú + jres
C* û
.
ë

(3.4- 76)

식 (3.4- 76)에 사용된 변수의 열역학적 입력자료는 (3.4- 24)에서 (3.4- 28)식으로 주
어진다. jres 에 대해서는
éA æ 1
1 öù
90
jres = jres
exp ê jres ç
- ÷ú
2
ë Â è 363.15 T ø û [g/m - day],
90
이고 A jres 는 57.5 kJ/mol이며 jres 는 9.125 × 10- 5 g/cm2- day이다..

그러면 총 용융률 m s ( t ) 은 해석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m s ( t ) = jo (1 - c )

( H - F ) tanh ( Pe 2 ) + 1 2

( 2 ) + 12

H tanh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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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es

,

(3.4- 77)

여기서

Pe =

jo
ub L
jo
1
c
C
F=
c= * H= +
*
*
2 e ubC ,
Ds ,
e ubC 1 - c .
C ,

식 (3.4- 77)로 부터, 유리고화치의 재고량은 시간의 함수로 다음과 같다:
t

M s ( t ) = M so - S ò m s (t ) dt

,

0

(3.4- 78)

o
여기서, M s 는 유리고화체의 초기 재고량이고 Leach time, TL, 은 M s (TL ) = 0 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식 (3.4- 77)과 (3.4- 78)에 대한 계산 결과를 그림 3.4- 13에 보였다. 공극속도가 90°C
가 되어도 총 유리의 용융률은 오직 10 ～ 20%만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처음 수십만 년 사이에는 분자확산이 이류에 비해 우세한 이동 기작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총용융이 유리고화체가 다 녹아 버린 후에 증가하는 것이 주목된다. 따라
서 실제적 목적으로서 스멕타이트의 일라이트화는 유리의 용융에 끼치는 영향은 무
시할만하다고 볼 수 있게 되어 이전에 해석한대로 일라이트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

2

10

-3
8
6

30oC

4

90oC
60oC

2

10

-4
8
6
4

o

60 C

150

Dissolution rate
Inventory
o

100

90 C

2

10

200

-5
8
6
4

50

o

30 C

2

10

-6

10

1

10

2

Glass inventory , kg

Glass dissolution rate, g/cm yr

은 효율적인 근사방법임을 알 수 있다.

10

3

10

4

Time, year

10

5

10

0

6

그림 3.4- 13. 세가지 온도에 대한 시간에 따른 유리 용융률

Am과 Np에 대한 일라이트와 스멕타이트의 흡착분포계수를 실험을 통해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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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를 스멕타이트의 함량의 함수로서 그림 3.4- 14에 보였다.

7000

Sorption distribution

60

5000

50

4000

Np

40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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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0

0.2

0.4

0.6

0.8

3

3000

Kd (Np) x10 , ml/g

6000
Kd (Am), ml/g

70

Am

0
1.0

Smectite ratio

그림 3.4-14. 스멕타이트의 함수로서의 일라이트- 스멕타이트에 대한 Am과 Np의 흡착계수
이제 완충재내에서의 Am 과 Np의 이동을 고려해보자. Am 원소에 대한 이동식은
다음과 같다:
dRAm ( t )
¶N i
¶N i
¶ 2 Ni
+ Ni
+ ub ( t )
= DAm
- li RAm ( t ) N i
RAm ( t )
,
¶t
¶x
¶x 2
dt

0 < x < L, t > 0, i =241, 243,

(3.4- 79)

이 때 경계조건은 만일 Am이 유리 용융점에서 침전이 된다거나 안쪽 경계 x=0 에
서 질량플럭스에 조화유출이 적용된다면 용해도제한을 따른다. 여기서 지연인자는
시간에 따른 함수로 된다. 237Np에 대해서는 완충재 공극 내에서의 침전을 고려하
는데 241Am의 붕괴에 의해 생성된다. 이 모델에 사용된 변수값은 표 3.4- 5에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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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완충재에서의 Am과 Np의 이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입력 자료 값

Value

Parameter

Parameter

Value

*
10- 12 mol/cm3 Np solubility, N Np

*
Am solubility, N Am

Diffusion coefficient of
Am in buffer, DAm

10- 15 mol/cm3

315 cm2/yr

Diffusion coefficient of
Np in buffer, DNp

Initial mass of 241Am
o
in a canister, M 241

237

0.291 mol

Decay constant of
l237

Initial mass of 243Am
o
in a canister, M 243

Decay constant of
l241

241

0.532 mol

Decay constant of
l243

243

Np,
Am,
Am,

315 cm2/yr
3.24×10- 7 yr- 1
1.51×10- 3 yr- 1
8.72×10- 5 yr- 1

60℃ 와 90℃, 이렇게 두 경우에 대한 그림 3.4- 15에서 보면 Am의 침전이 6 ～ 7
만년에 대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지나면 완충재 내의 Am 이동에
대한 경계조건은 조화유출모드로 주어지게 된다. 30℃에서는 유리 용융률이 낮아

Am의 침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조화유출 경계조건을 낮은 온도에서는 항상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4- 15. x=0에서의 Am의 침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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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16에 Np에 대한 침전 front 의 이동을 보였는데, 유리와 완충재 경계를 0으
로 잡았다. 60℃와 90℃에서 침전지역의 두께가 약 유리표면에서 9 cm에 이르지만

30℃ 에서는 기껏해야 2 cm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4- 16. 완충재에서의 Np 침전물의 front의 이동
그림 3.4- 17은 완충재 표면에서 Am 과Np의 질량 유출률을 보이고 있는데,

243

Am은

60℃와 90℃에서는 용해도제한 모드로 유리에서 유출되고 있지만 30℃에서는 유리
용융률에 따른 조화유출률을 따라 유출되고 있다.

그림 3.4- 17. 완충재로부터 Am과 Np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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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와 90℃에서의

243

Am의 유출을 보면, 100,000년이 지나면 60℃의 경우보다 조금

높아지는데 이는 90℃에서 보다 많은 스멕타이트가 일라이트화 되면서 흡착에 의한
지연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237

Np의 유출은 60℃와 90℃에서는 대략 40,000년에서 시작하며 30℃일 때보다 빠르

고 크게 진행되는데 이는 침전 front가 유리표면에서 멀리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해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 스멕타이트의 일라이트화는 유리고화체의 전이와 핵종의 유리고화체로부터의 유
출에 무시 가능한 영향을 주며 비록 공극속도가 일라이트화에 의해 증가되어도 분
자확신이 여전히 주요한 이동 메카니즘이다.

- 흡착분포계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Am의 이동에 무시할만한 효과로 이는 느린 일
라이트화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반감기 때문이다. Np의 이동은 일라이트화
에 의해 약간 빨라진다.

- 이 해석의 주요한 인자는 일라이트의 수력학적 전도도이다.
라. 완충재 팽윤 효과
지하수에 의해 포화된 처분장의 공학적 방벽(EBS)에서 완충재의 기능은 폐기물 고
화체 주변에서의 질량전달을 가능한 한 저해하는 것이다. 벤토나이트가 완충재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낮은 침투계수, 높은 흡착능, 그리고 높은 팽윤 능력을 갖추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벤토나이트 입자는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갖는데다가 표면
적이 커서 흡착능이 클 수밖에 없는데, 물과 접촉하면 초기 부피에 비해 상당히 부
피가 늘어나게 되어 단열 입구를 막는데, 이로 인해 핵종 이동을 물리적으로 저지
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4. 결론
공학적 방벽에서의 이상 유동에 대한 해석적 수식화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평가
를 위한 전산코드도 개발하였다. 핵종이동에 관한 해석적 수식모델도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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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핵종이동에 있어서 온도 효과를 커플링하는 것이 요구되어 왔고, 수행된
연구는 손상된 폐기물로부터 유출되는 핵종을 이동시키는 지하수의 유동 양상에 온
도가 끼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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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GoldSim 생태계 모델링을 통한 평가 및 검증
1. 서론
지난 수년간 진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의 결과로 AMBER[3.5.1]를 이
용한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 평가를 위한 모델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3.5.2 ～

3.5.5] AMBER에 의한 독자적인 생태계 평가 모델은 지하 핵종 이동 모델[3.5.6 ～
3.5.11] 과는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서

지하매질- 생태계

(Geosphere- Biosphere Interface, GBI)를 통해 들어오는 핵종의 플럭스를 새로운 선
원항으로 하고 구획간의 질량전달을 통하여 지표의 여러 생태계 요소들을 모델링하
였다. 이 구획사이의 질량전달, 즉 핵종전달을 모델링하는 방식으로서 구획내의 핵
종 농도를 시간에 따라 계산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섭생과 피폭 경로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폭대상인 주민의 피폭 선량을 연간 선량률로 구해 내었다.
이 모델은 GoldSim[3.5.12] 을 이용하여 개발된 생태계 모델로 개선되면서 이전

AMBER 생태계 모델과 같이 별개의 모듈로서의 생태계 평가 프로그램뿐 아니라
처분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한 종합 평가 프로그램의 모듈로 유
기적으로 이식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하매질에서 지하매질과 생태계 매
질과의 경계인 GBI를 넘어 들어오는 핵종의 유입량을 생태계에서 피폭선량을 계산
할 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생태계 평가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처분시스템에 관여된 여러 Feature, Event, 그리고 Process

(FEPs)에 대한 선별을 통한 유출 시나리오를 이전의 모델보다 더 다양하고 실제적
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생태계에 대한 상세한 평가 context 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
다. 따라서 이전 AMBER모델을 보완, 대치하는 생태계 모델링이 다시 수행되었고,

GoldSim 생태계 모델링을 위한 개념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GoldSim
생태계 평가 모델이 개발되어, 독자적으로 생태계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GoldSim에 의한 처분안전성 및 처분장 성능평가를 위한 종합 평가 시스템

[3.5.13]에 이식될 수 있게 되었다.
고준위폐기물이나 파이로 공정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실제 처분시스템은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 개념설계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평가 도구에 대
한 시험 및 검증연구는 처분시스템 안전성 및 성능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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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생태계 접점에 대한 비교 계산과 H12[3.5.14] 등
외국의 경우에 주로 도입되어 사용되는 피폭집단 선별방법으로서 농축 및 민물 어
업 집단, 그리고 해양 어업 집단 등 기존에 고려하던 피폭집단 외에 집단 간의 차
별화되고 제한된 섭생경로를 피하고 모든 피폭 경로를 허용하는 경우의 대안 피폭
집단을 가상적으로 고려하여 피폭 영향을 평가하였다. 또한, 주요한 피폭 경로로서
우물물이나 강물에 의한 식수 및 농작을 위한 관개에 대하여 용수의 차이를 검토하
기 위한 시나리오도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평가는 모두 확률론적 평가 방법으로
수행되었고 일부 주요한 입력 변수에 대한 확률론적 민감도 분석연구도 수행하였
다.
이러한 생태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환경이 비슷한 동아시아 생태계 공동연구
및 모델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일본 JAEA와의 검증연구가 시도되었다. 그 결과,
양 기관의 생태계 모델 비교 검증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고, 비교 연구를 통한 확률론적 민감도 분석연구도 병행되어 생태계 평
가를 위한 입력자료의 중요도 결정(Prioritization)에 대한 결과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델링연구와 달리 생태계 평가 모델에서는 생태계 평가를 위한
입력 자료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의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
랐다. 국내 처분 환경에 맞는 입력자료 확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 만큼 이를 위
한 방법론 마련과 부지 특성화 관련 연구에 대한 전망도 소개되었다.

2. 생태계 GoldSim 모델링
가. 골드심 개요

GoldSim (골드심)은 미국 이사쿠아(Issaquah, WA)에 소재한 GoldSim Technology
Group LLC에 의해 개발, 상용화된 범용 시뮬레이션 패키지로 유동이 존재하는 시
스템을 모사하는 경우라면 어느 경우에나 사용자 편의성을 지니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발용 프로그램 패키지이다. 사용자에게 매우 편리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
이스(GUI)와 함께 object- oriented 프로그래밍 방식 등으로 이전의 FORTRAN이나

C++ 등과는 달리 프로그래밍언어를 습득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국내에서도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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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PC의 윈
도우 버전으로서, 단위의 자동전환, 오류의 자동인지 기능 등의 프로그래머 편의를
배려하는 기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델과 시나리오, 그리고 결과 데이
터나 그래프를 동일한 프로그램 평면상에 구성 취급할 수 있으며 확률론적 민감도
분석이나 외부 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DLL 링크, 그리고 입출력
자료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Excel Spreadsheet 자료의 직접적인 연동 등으로 매
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다양한 매질과 인공 및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이동이나 지하수
유동 등 복잡한 처분 시스템 내에서의 질량 및 체적전달을 모사하는데 최적인 프로
그램 개발 도구이다. 용도에 따라 GoldSim은 패키지가 달리 구성될 수 있는데 방사
성핵종의 질량이동 모사를 위한 GoldSim 프로그램 모듈 에서 제공하는 여러 요소
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Cell pathway와 Pipe pathway이다.

Cell pathway는 확산과 이류에 의한 물질 이동을, Pipe pathway는 이류와 분산에
의한 물질 이동을 기술하는데 적합하게 되어 이 두 pathway의 조합으로 처분장에
서 유출된 핵종이 지하매질 등에서 이동해가는 메커니즘을 표현한다. 이 두 가지
기본적 요소 외에도 Pipe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Network

pathway나 선원항을 기술하기 위해 특별히 따로 준비된 Source 오브젝트 등 다양
한 요소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 GoldSim에서는 각 pathway에 대한 매질이나 용매
등을 따로 정의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인데, Fluid나 Solid를 통해 공극률이나 밀도
등의 물성 등을 미리 기술해 둘 수 있다. Species는 오염물질이나 방사성물질 등을
정의하는 장치로 방사성 붕괴나 붕괴 사슬, 동위원소의 유무 등을 지정하는 곳이다.

GoldSim의 주요한 두 Cell pathway와 Pipe pathway에 대한 수학적 모델은 아래와
같다. 먼저 Cell(그림 3.5.1) 내의 핵종의 질량수지는 식 (3.5.1)과 같이 시간에 대하
여 1차 상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3.5.1)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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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of nuclide s in cell i [M]
denotes for parent of s
decay constant for sand parent nuclide, respectively [T- 1]
number of direct parents for s
fraction of parent which decays into s
stoichiometric ratio of moles of s produced per mole of parent decayed
molecular weight of s and parent, respectively [M/mol]
number of mass flux links from/to cell i
influx ratio of s into i through advective and diffusive mass flux link l
[M/T]
rate of direct input of s to i from external sources [M/T]
이 된다.

그림 3.5.1. Cell pathway의 개념
그림 3.5.2에 개념적으로 도시한 Pipe pathway의 경우에는 이 pathway를 나가는
핵종의 플럭스는 시간과 pipe의 출구에서 용액에 용해된 농도의 함수로 식 (3.5.2)와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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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여기서

flux of s leaving the pipe pathway [M/T]
concentration of the suspended solid in the mobile zone [M/L3]
volumetric flow rate in the pathway [L3/T]
sorption coefficient between the suspended solid and the fluid for s [L3/M]
effective diffusivity of s in the mobile zone [L2/T]
dispersivity of the pathway [L]
length of the pathway [L]
distance into the pathway [L]
dissolved concentration of s in mobile zone of pathway [M/L3] 이 된다.

그림 3.5.2. Pipe pathway 개념
또

은 아래 (3.5.3)식의 1차원 이류- 분산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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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여기서

diffusice area of the matrix zone per unit length of mobile zone [L]
porosity for s
retardation factor for s and parent in the mobile zone, respectively
perimeter of the pathway [L]
perimeter fraction occupied by matrix diffusion zone [L]
duffusivity of matrix diffusion zone for s [L2/T]
NMD= number of matrix diffusion zone
이고,

= concentration of s in the rock matrix diffusion zone im, 이며 이는 다시 아
래 식(3.5.4)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

(3.5.4)

여기서

effective diffusivity of s in the matrix zone [L2/T]
porosity of the matrix zone
retardation factor in the matrix zone for s and parent, respenctively
diffusive area of the matrix zone per unit length of mobile zone [L]
이다.
식 (3.5.3)에 대한 경계조건은 다음 식 (3.5.5)와 같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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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여기서

= Dirac delta function [T- 1]
initial mass of s applied to the pathway [M]
boundary flux of s [M/T]
flux of s from external pathways [M/T]
이 되고, 매트릭스 지역에 대한 경계조건은 아래 식 (3.5.6)으로 기술된다:

(3.5.6)

이때

thickness of the diffusion zone [L] 이다. 그러면 GoldSim은 위 (3.5.2)식

에서 (3.5.6)식까지 Laplace transforms을 통해 해를 구해내게 된다.
예를 들어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의 프로그램을 GoldSim을 이용하여 개발하려면, 안
전성 및 성능 평가 대상이 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목표가 되는 컨텍스트가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 및 주변 자연환
경 등에 대한 개념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지조사 자료와 시스템 설계자료, 핵
종의 선원항을 위한 재고량 제반 입력자료, 핵종유출이나 핵종유출에 영향을 주는
정상 및 사고 시나리오 등의 인식 등을 통하여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GoldSim 프
로그래밍을 해 나가야 한다.

(1) 생태계 개념 모델링
평가 대상으로서 생태계는, 지하매질에 비해서 그 자체로서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
동이 심하고, 장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환경과 생태환경에 대한 평가가 되어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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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또한 미래의 환경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현 시점
에서는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생태계 모델링에 관한 이러한 보편적인 특성 때문에 새로운 기준 개념의 도입이 필
요하게 되어 국제공동연구로 진행되었던 IAEA의 BIOMASS[3.5.15] 연구를 통하여
기준생태계(Reference Biosphere)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기준 생태계는 “ 처분시설에서 장기간에 걸쳐 생태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으
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일관된 개념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되는 합
리적인 가정과 가설의 집합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1996년 BIOMOVS II[3.5.16,

3.5.17] 를 통해 도출된 생태계 FEP 리스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처분시
설에 관련된 제 원칙 등을 고려하고, 생태계에 대한 기준 시스템을 제시하는 보편
적인 방법론(Reference Biosphere Methodology)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1999년

JNC(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현재는 JAEA로 됨)에 의해 마련
된 일본의 H12 보고서나 스웨덴의 여러 보고서 등 여러 나라에서 그 개념이 널리
쓰이고 있다. 생태계 모델링과 평가를 위해 이러한 기준 생태계를 가정하여 적용하
는 것이 다른 대안이 없는 가운데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는 생태계 조건들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더라도 현재 시점의 조건 및 환경들이 변화하
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확한 입력 자료가 없고 다른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태계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생태계 평가에 대한 평가 context 가 만들어져
야 한다. 그런 다음 지질환경과 지하수의 유동과 조건이나 지표의 topography 등
처분 시스템이 상세히 파악되어야 하고 적합한 가정을 통해 지질- 생태계 경계(GBI;

Geosphere- Biosphere Interface)와 피폭 집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피폭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핵종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최종적인 피폭 대
상으로서의 피폭 집단과 피폭 위치를 먼저 선정하여 이들을 처음부터 결정 집단으
로 가정하여 이들 집단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개별 핵종의 지하
및 생태환경에서의 특성적인 거동과 여러 섭생경로에 따라 상이한 피폭경로와 섭생
경로에 노출되어 있을 다양한 피폭 집단들이 서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부지주변 생태영향권내의 가능한 각 피폭집단을 미리 설정
하고, 이들 각 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섭생 및 피폭경로를 상정하여 각각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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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수행한 후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가장 피폭을 많이 받는 결정피폭집단을 찾아내
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핵종이 피폭경로를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피폭 대상이 있는 위치
를 찾아가 그 집단에게 주게 되는 피폭선량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해당 피
폭집단이 갖는 고유한 피폭 및 섭생경로를 효율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게 된다. 예
를 들면, 실제 섭생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피폭경로도 무조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특정 방사성 핵종들이 특정한 피폭경로를 따라 이동해 나
가 최종적으로 도달되는 곳에 그 핵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피폭 대상과 피폭 집
단의 종류를 위치시키는 방안으로 이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
를 들어 해양어업 피폭집단인 경우 평가대상 생태계 내의 곡류를 반드시 먹는 것
으로 볼 이유는 없게 되고 농축피폭집단의 피폭대상도 그 생태계 내의 해산물을 반
드시 먹는다고 볼 필요가 없게 되어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본 평가에
서도 우리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H12나 그 외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한
방법대로 후자의 경우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농축업에 종사하는 피폭집단과 해양어
업활동을 주로 하는 피폭집단의 섭생경로 및 피폭경로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어 보
다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최근 규제기관 등에서 이러한 피폭집단에 대해 대안적인 피폭 집단에 대
한 평가에 대한 요구도 나타나게 되어, 농축피폭집단이라도 그 생태계 내의 해산물
을 먹을 수도 있다고 보는 가정도 필요해지게 되었다. 여전히 피폭 대상집단은 모
두 자급자족(self- sustaining) 집단으로 가정하여 평가대상 생태계 지역 내에서만 자
급하는 의존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면적이 좁고 산악지형이며 임해에 처분시설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의 지형의 특성상 처분시설을 빠져 나온 모든 핵종들은 그림 3.5.3에 개념적으로 도
시한대로 최종적으로 바다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지표수로
서 우물이나 호수, 강 등으로 도달 유출하게 된다. 이렇게 GBI는 보다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할 수도 있어서 강이나 하천을 통하여 생태계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와 바
다로 직접 유입되는 경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지만, 이는 부지특
성조사 결과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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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처분 시스템 개념
피폭집단의 일반적인 생활양식은 피폭집단에 속한 개인의 나이와 식생활 습관, 생
활양식 등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각 집단의 평균적인 피폭을 평가하기 위
하여 대상은 모두 성인으로 가정하고, 특정한 섭생 외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활
양식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생태계 모델링에서 타당한 가정이라고 생각된
다.
또 생태계 내에서 방사성 물질의 전이와 이동을 모델링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서는 대상 생태계 시스템을 이루는 각 요소, 즉 구획들 상호간 핵종의 전
이와 이동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계 평가는 생태계 시스템을 구
획으로 나누어 모델링하는 것이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구획 모델링에서 구획은 바다, 우물, 그리고 바다에서도 해수와 바닥 침적층 등 물
리적으로 현저하게 구분되는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방법론상 편리하기도 하고, 구
획 내에서는 일정한 핵종의 농도나 물성 등을 갖는다는 구획 모델의 특성으로 볼
때도 타당성을 갖게 된다. 지표 토양층과 가변 불포화 토양층, 핵종의 유입에 영향
을 받을만한 넓이를 갖는 연안 해수층과 그 침전층은 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모델링상 명확한 구획이 될 수 있다.
생태계의 구획은 선원항으로서 우물과 바다를 통하여 생태계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표토(Surface soil), 표토하부의 가변 충전층(Vadose zone), 그리고 해수(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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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와 바닥 침전층(Ocean sediment), 동물군(Fauna)과 식물군(Flora), 그리고 최
종 싱크(Sink)항으로 이루어진다. 섭생 및 피폭경로를 통한 이동에서는 대기

(atmosphere), 동물군, 식물군의 경우에 대해 지표 토양, 강과 해양에 존재하는 핵종
들의 농도와는 즉각적인 평형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시설에서 유출되어 지하 매질을 이동해 나온 핵종이 GBI를 넘어 우물이나 바
다 등 지표수에 도달하여 핵종의 농도를 형성하고 다시 생태계 다양한 피폭 경로를
통하여 확산, 전이되어가는 시나리오가 생성된다. 이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생태계에
서 다루어야 할 주요 요소를 찾고, 구획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표토나 불포
화대, 즉 가변 충전층, 그리고 담수로서 우물물, 해수 침적층 등과의 상호 반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인간에게 피폭을 줄 수 있도록 이동해가는 시스템 및 개념적
모델링이 완료된다. 이를 반영하여 각 구획에서 인간 피폭을 야기하는 다양한 섭생
경로를 통한 직접적인 피폭이나 수증기나 대기층 또는 생물군(biota) 등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한다.
구획을 따라 생태계 내에서 전이, 이동, 분포하는 핵종은 다양한 피폭경로를 통하여
섭취나 호흡, 그리고 외부 피폭 등을 통해 결국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피폭을 야기
한다. 곡류, 가금류, 그리고 인간과의 직간접적인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등 복잡한 모델링 방법론과 이에 따른 방대한 자료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핵종 이동 경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타당한 피폭 경로 설정과 신뢰도 있
는 데이터가 입력 자료로서 요구된다.
생태계 내에서의 핵종이동에 대한 개념모델을 구획모델로 나타내면, 이 구획모델은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다시 수학적으로 모델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각 구획
간의 상호 반응을 수학적인 수식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수학
적인 모델링은 구획모델 내 구획간의 물질 이동에 따른 물질 수지 식의 기술과 구
획간의 질량전달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의 정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피폭 경로에 대한 수식들은 구획 내에서는 즉각적인 핵종 농도 평형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여 작성된다.
도출된 수식들을 사용한 실제 평가는 이전에는 범용 구획 모델링을 위한 AMB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로 수행되어 왔다. H12 연구에서도 적용된 AMBER는 영국,
스페인 그리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공동연구 BIOMOVS II
를 통하여 여러 다른 생태계 평가를 통해 검증된 코드이다. AMBER 코드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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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3.5.4에서와 같이 구획 모델링을 위한 물질 수지를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 개념을
사용한다. 이 구획 모델링에서는 구획 i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에 대한 지배방정
식, 즉 핵종 질량 [mol] (Ni) 보존방정식은 물질수지에 따라 아래 식 (3.5.7)과 같이
표현된다.

ù é
ù
dN i é
= êå f ji N j + lM M i + Si (t )ú - êå f iji N i + lN N i ú
dt
ë j ¹i
û ë j ¹i
û

(3.5.7)

여기에서,
N i : 구획 i내의 방사성핵종 N의 양 [mol],

N j : 구획 j 내의 방사성핵종 N의 양 [mol],
M j : 구획 j 내의 방사성핵종 M의 양 (핵종 N의 모핵종) [mol],
Si (t ) : 구획 i로 유입되는 핵종 N의 선원항 유입율 [mol/y],

lM , lN : 핵종 M과 N의 붕괴상수 [y- 1],
f ji , f ij : 구획 j 에서 구획 i로, 구획 i에서 구획 j 로 이동하는 핵종의 질량전달계수

[y- 1].

그림 3.5.4. 구획간 이동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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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5.1)을 각 구획에 대해 연립하여 얻어낸 연립 미분방정식과 필요한 경계 및
초기조건 등의 부대조건(side condition)을 이용하여 각 구획 내의 각 핵종의 질량을
구해낼 수 있게 되고, 그런 다음 구획의 부피를 고려하여 각 구획내의 핵종 농도를
구해내게 된다. 이 때 이러한 질량전달계수에 의한 구획간의 질량에 대한 연립미
분방정식의 해와 다시 구획내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 AMBER 코드를 이용할 수 있
다.
각각의 피폭 대상 집단에 대한 피폭 경로는 표 3.5.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피폭경로로 구분되어 섭취(ingestion)와 흡입(inhalation)에 의한 내부피폭(internal

exposure)과 외부피폭(external exposure)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세 가지 피폭 경로
를 통한 연간 개인 피폭선량은 각 구획의 핵종 농도로부터 선형적으로 산출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평가 개념을 그림 3.5.5에 개념적으로 나타내었다.
표 3.5.1. 각 피폭집단별 주요 피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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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 피폭 경로에 따른 평가 개념
최근에는 AMBER보다 모델링이 보다 쉽게 가능하고 지하핵종 모델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GoldSim을 이용한 모델링에 의한 생태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 GoldSim 이용 생태 모델링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
된다.

(2) 생태계 평가
(가) 대안 피폭 집단 평가
그림 3.5.5에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과 같이, 농축피폭집단, 민물어업집단, 그리고 해
양어업집단 등 세 가지 피폭 집단을 결정하여 생태계 모델링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피폭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핵
종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최종적인 피폭 대상으로서의 피폭 집단을 한 개만 상정
하고 이 피폭집단의 위치를 그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먼저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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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 집단은 평가 초기부터 이미 결정된 집단으로 가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들 집단에 대해서만 피폭 선량을 평가하여 이를 결정 집단의 피폭
선량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과 달리, 개개의 핵종이 지하 및
생태환경에서 특성적인 거동과 섭생경로를 따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라 상이
한 피폭경로와 섭생경로에 특정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다수의 피폭집단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 들 피폭집단은 상호 배타적이게 되고, 이렇게
상호 배타적인 섭생 및 피폭경로를 상정하여 피폭집단을 결정하는 방법이 보다 아
래 기술한 바와 같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연구를 통해서는 이러한 피폭
집단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전자의 경우는 핵종이 피폭경로를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피폭 대상이 있는
위치를 찾아 가 그 집단에게 주게 되는 피폭선량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해
당 피폭집단이 갖는 고유한 피폭 및 섭생경로를 효율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게 된
다. 가령 실제 섭생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피폭경로도 무조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생태계 평가를 위해 일관적으로 도입된 후자의 경우
는 특정 방사성 핵종들이 특정한 피폭경로를 따라 이동해 나가 최종적으로 도달되
는 곳에 그 핵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피폭 대상과 피폭 집단의 종류를 위치시키
는 방안으로 이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해양어업 피폭
집단인 경우 평가대상 생태계 내의 곡류를 반드시 먹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게 되
고 농축피폭집단의 피폭대상도 그 생태계 내의 해산물을 반드시 먹는다고 볼 필요
가 없게 되어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우리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H12
나 그 외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한 이 방법은 가령 농축업에 종사하는 피폭
집단과 해양어업활동을 주로 하는 피폭집단의 섭생경로 및 피폭경로의 차이를 고려
할 수 있어 보다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경주 중저준위 처분 시스템에 대한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 평가연구 등
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피폭집단 상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령 농축피폭집단
의 경우라고 해서 처분 시스템의 영향권 내의 생태계 내의 민물이나 해양에서 채취
된 식품에 의한 섭생 경로가 굳이 배제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에 대한 섭생 피폭 경로를 고려하는 모델을 대안 시
나리오로서 별도로 평가해보았다. 생태계 평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입력자료는 H12
나 ICRP의 발행물[3.5.18 ～ 3.5.20] 등을 참조하였고 섭생에 관련한 자료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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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것[3.5.21 ～ 3.5.23]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경우라도 그림 3.5.6에서 보이는 생태계 구획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그림 3.5.7에서 보이는 피폭 경로 모델링의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3.5.7의 정상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농축, 민물, 해양 피폭 집단이 보이나 대안 시나
리오에서는 이 외에 대안 피폭 집단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뿐만 아
니라 이 대안 피폭 집단의 경우에는 농축피폭 집단에서 섭생하는 모든 농축산물을
마찬가지로 섭취하는 것으로 모델링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3.5.6. 강물이 GBI로 되는 경우의 생태계 평가를 위한 구획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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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GoldSim 모듈로 구현된 정상 피폭경로와 대안 피폭경로
정상 시나리오의 경우는 처분시스템 내의 생태환경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이외의 다
른 해산물이나 민물에서 생산된 식품은 외부에서 먹는 것으로 가정하는 정상상태
보다 피폭선량이 어느 정도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그
림 3.5.8에 대안 피폭 시나리오에서의 농축집단의 피폭선량으로 시간에 따른 선량률
로서 도시되어 있다. 이 그래프는 강물을 음용수로 섭취하는 경우로, 강물을 통하여
인간과 동물군 전체의 음용은 물론 강물로 관개를 하는 경우이다. 강물을 음용수와
관개수로 사용하는 것과 우물을 따로 천공하여 전적으로 우물에 의존하는 경우는
다르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절에서 하기로 한다.
그림 3.5.9에 도시한 강물을 음용수로 섭취하는 경우의 정상 피폭 시나리오에서의
농축집단의 피폭선량과 비교를 해 보면 어느 정도 핵종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
나 대부분의 핵종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결과를 비교하
기 위한 그림을 그림 3.5.10에 보였는데 이 결과만으로 보면 대안 시나리오를 따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223 -

’\l e<T，，" rv "'~끼"~~
e!'x po 끼"~~
’'"ψ

때돼
뼈

.00

•↑아 æ
00

•

0‘~

↑ 아 ↑0

-

-- -- -

w

•@••
↑ 아 ↑↑

•↑
↑아↑
%•
아↑ 2
2

-,------------'.;" "'" ------------,
-'-'-'-'-'-''.
'. ;;"" ","
"," '' --

'- --

'- --

'- --

'- --

'-

•@•
↑아↑ 8
6

‘”

•@•
↑아↑ 7
7

• 0

•%
•%•
↑아↑
• 8
8

•-

•@•
↑아↑ g
g

↑ α@ ↑
•@•

↑~，
↑~，
↑~

↑~，
↑↑~
θ〕

↑아여
↑
i여

••

lιι"

’"‘•'"
0231]
023
1J
__.. ["""'1
]" 02",]
[↑
a이
↑에

-

_.

[U2
]U2""]
""1

l…시
[A.m 2'"사

쩌↑ jJ

"‘”기

--

]" 0228]
["02281
["02281
• 0220J
0220]
]U238]

-

"‘↑ 3기

’얘기

-

-

-_ .-

μ""'

__ ..

- __..

’,•"'

,• " '
O

이
아

]"0씨
["02221
[R02221

--

( ↑ m이
[↑

-

__ ..
_.

]C13
씨

" w에

--

[] ↑'
[↑'"지
↑'"지
"지

-- -_ .

"，，， w에

[1'， 238]
23히

’"'에
’"'찌
[8.701
]8.70 ]
18.701

"ιJ

-

_
_ ..

↑아%
↑
~

↑ ακ。

rne
(yr)
rne ()'f)

""씨

'"에
'"
찌

’u써
18m
]8 m• 5 •]
•]

]Cm2""]
[Cm2""1
--

뼈
[N
]" "걱
"피

--

1",
2411
"""써
"써

[U233]
]U233]
ια"'

' "• .,
]U23이
[U23이

]C m2""1
m2""]
[Cm2""1
[C

- _.
-

_.
_ .

그림 3.5.8. 강물을 음용수로 섭취하는 경우의 대안 피폭
시나리오에서의 농축집단의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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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9. 강물을 음용수로 섭취하는 경우의 정상 피폭 시나리오에서의
농축집단의 피폭선량

- 225 -

-5

10

farming exposure
alternative exposure

-6

Peak exposure rate per nuclide release rate, Sv/y per Bq/y

10

-7

10

-8

10

-9

10

-10

10

-11

10

-12

10

-13

10

-14

10

-15

10

-16

10

-17

10

-18

10

-19

Ac227
Am241
Am243
C14
Cl36
Cm245
Cm246
Cs135
Cs137
I129
Nb94
Ni59
Ni63
Np237
Pa231
Pd107
Pu238
Pu239
Pu240
Pu241
Pu242
Ra226
Ra228
Rn222
Se79
Sm151
Sn126
Sr90
Tc99
Th229
Th230
Th232
U233
U234
U235
U236
U238
Zr93

10

그림 3.5.10. 강물을 음용수로 섭취하는 경우, 정상 및 대안 피폭
시나리오에서의 농축집단의 피폭선량의 비교

(나) 식수 시나리오 평가 (우물 및 강물)
생태계 시나리오에서 피폭집단이 마시는 음용수나 농작물을 위한 관개수는 지표수
나 우물을 천공하여 퍼 올리는 물에 의존하게 된다. 생태계내의 피폭 시나리오에서
는 이러한 음용/ 관개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우물의 경우는 처분 시스템
내에 당초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이후 처분장이 완전히 폐쇄된 이후 천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장 인근에 우물이 천공되는 경우, 처분 시스템 내를 지난 지하수가 수력
학적 구배에 의해 정상적으로는 수두가 낮은 지표수나 바다로 흘러들어야 하지만,
우물이 존재하여 우물로부터 양수 등에 의한 강제적인 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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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유동경로와 유동량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5.11에 도시한 농축피폭집단의 피폭 선량은 이에 대한 예의 결과이다. 강물
의 경우는 보다 큰 용적과 이에 따른 희석률 등으로, 용수를 전적으로 우물에 의존
하는 경우에 비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우물의 경우는 희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는 지하매질과 생태계의 접점 (GBI)의 모델링
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처분시스템의 특성화, 장기
생태계 변화예측 등 입력인자의 신뢰도 확보가 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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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1. 강물과 우물물을 각각 음용수로 섭취하는 경우에 대한
농축피폭집단의 피폭 선량의 비교

(다) 지하계- 생태계 접점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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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는 처분 시스템 중에서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 지하 매질을 통해 지
표로 지하수와 함께 유출되는 핵종이 처음으로 생태계로 들어오는 접점이 GBI가
되는데, GBI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GoldSim 모듈로 표현된 생태계
모듈을 보인 그림 3.5.12 ～ 3.5.14에 다양한 GBI가 나타나 있다. 그림 3.5.12와 그림

3.5.13의 경우는 GBI가 대수층이지만 우물도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
우는 처분시스템을 통해 유출된 핵종은 지하매질을 경유하여 대수층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수대로부터 우물을 통해 생태계 식생으로 전이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그림 3.5.12. 대수대가 GBI로 되는 경우의 GoldSim 프로그램 모듈

(우물의 존재 유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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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대수대를 통한 우물이 GBI로 되는 경우의
생태계 평가를 위한 구획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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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 강물과 대수대를 통한 우물, 그리고 바다 등 모든 GBI를 고려하는
경우의 생태계 평가를 위한 구획 모델링
그러나, 그림 3.5.14의 경우는 GBI가 대수대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강물과 바다
등 GBI를 모두 고려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의 생태계 평가를 위
한 구획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GBI에 대한 모델링은 처분시스템 부지에
대한 상세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통하여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얻어야 하는 것이
지만 여기에서는 가정하여 모든 GBI를 통해 균등하게 지하수가 유출되어 나온다고
보았다.
그림 3.5.15는 대수대만를 통한 GBI를 고려하고, 우물을 통해 대수대로 유입된 오염
된 물을 취수하여 식수나 관개수로 고려하는 경우에 대하여, 38개 핵종의 단위 방
사능만큼의 플럭스 유입에 따른 농축 피폭집단에 대한 최대 피폭 선량률 (Peak

dose conversion factors)을 우물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대수대로 들어온 오염된 핵
종이 정상적으로 강물로 흘러들어 가고 그 강물을 관개수나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
와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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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5. 대수대를 통한 우물만을 GBI로 고려하는 경우, 우물의 존재
여부에 대한 38개 핵종의 단위 플럭스 유입에 따른 농축 피폭집단에 대한
최대 피폭 선량률 (Peak dose conversion factors) 비교
그러나 이런 결과는 농축 피폭집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당연히 그
림 3.5.16과 3.5.17에 보이는 대로 민물 피폭집단과 해양 피폭 집단의 경우에는 영향
을 주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5.18은 농축 피폭집단에 대하여, 대수대
만이 GBI인 경우와 강물과 대수대, 그리고 바다 등 모든 GBI를 고려하는 경우에
대해 38개 핵종의 단위 플럭스 유입에 따른 최대 피폭 선량률 (Peak dose

conversion factors)을 비교한 것으로 모든 GBI를 고려한 경우에 대해 모든 핵종이
다 그런 것은 아니나 많은 핵종에서 결과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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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6. 대수대를 통한 우물만을 GBI로 고려하는 경우, 우물의 존재 여부에
대한 38개 핵종의 단위 플럭스 유입에 따른 민물어업 피폭집단에 대한 최대
피폭 선량률 (Peak dose conversion factor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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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7. 대수대를 통한 우물만을 GBI로 고려하는 경우, 우물의 존재 여부에
대한 38개 핵종의 단위 플럭스 유입에 따른 해양어업 피폭집단에 대한 최대 피폭
선량률 (Peak dose conversion factor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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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8. 대수대만이 GBI인 경우와 강물과 대수대, 그리고 바다 등 모
든 GBI를 고려하는 경우에 대한 38개 핵종의 단위 플럭스 유입에 따른
농축 피폭집단에 대한 최대 피폭 선량률 (Peak dose conversion factors)
비교

3. 생태계 모델 비교 검증
가. GoldSim 및 AMBER 비교 연구
이제까지 처분시스템의 생태계 평가를 위한 모델은 AMBER와 GoldSim을 이용하
여 별도로 개발되어 왔다. 지난 중장기 연구 단계까지 주로 AMBER를 이용하여 생
태계 모델을 개발하여 경주처분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 연구에도 적용하여 왔으나

AMBER 모델의 경우는 GBI 이전의 지하 핵종이동 모델과 연계가 사실상 어려워
독립적인 형태로 생태계 평가 시스템을 유지해왔었다.
그러나 GoldSim 모델의 경우는 그 자체의 독립적 평가 모듈로서 개발되었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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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핵종이동 모델과 최종 연계되어 종합안전성 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도구로서 통합될 수 있는데다가 초기 개발단계나, 이후 수정
및 재개발 단계에서 보다 용이한 수정보완이 가능하여 GoldSim 생태계 모델을 주
력 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GoldSim 모델과 이전의 AMBER 모델의 비교가 이루어진 것은 두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검증된 모델을 토대로 후술하는 일
본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비교 검증연구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3.5.19와 그림

3.5.20은 각각 상호 비교를 위해 서로 동등하게 구현된 AMBER 생태계 모델과
GoldSim 생태계 모델이다.

그림 3.5.19. 비교를 위해 GoldSim모델과 상호 동등하게 구현된 AMBER 생태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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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0. 비교를 위해 AMBER 모델과 상호 동등하게 구현된 GoldSim 생태계 모델
이들 그림에서 보는 대로 두 생태계 모델은 구획으로 구성되어 구획간의 물질의 이
동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이미 전술하였듯 GoldSim의 경우에는 Cell

pathway로 구현된 두 구획간의 물질이동이 질량이나 체적 이동률로 상호 연계되어
있지만, AMBER의 경우는 이와 달리 전형적인 구획 모델의 형태를 속성으로 지니
게 된다. 즉 두 구획간의 질량이동은 전이율 (Transfer rate)로 연계된다.
몇몇 선별된 경우에 대해 비교가 이루어졌는데 이 때 사용된 입력 자료 값은 이 보
고서의 뒤 부분에 보인 일본과의 공동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유사하다. 다만 구획
모델을 통해서는 각 구획의 농도가 산출고 이로부터 이전 그림 3.5.7에서 보았던 대
로 섭생경로를 따라 이뤄지는 피폭 경로에 의한 최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률을
구해야 하는데,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각 구획에서의 농도에 대한 비교계산만 수행
한 것을 보이기로 한다. 이는 구획 모델이 잘 모델링 되었는지 검증하는 것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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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데다 피폭 경로까지 포함한 검증은 따로 뒷 절에 기술된 일본 JAEA와의 검
증연구결과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구획의 농도는 대수대, 강물, 그리고 해수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다른
구획의 경우, 가령 토양이나 비포화 가변 충전층, 또는 강물이나 해수 바닥의 여러
침전층의 경우 고체매질 내 공극수내 핵종농도를 비교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직
관적인 구획으로서 액체 상태의 구획을 비교 대상으로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핵
종도 Tc- 99와 I- 129, 이렇게 두개만을 선택하였다. 이는 둘 다 방사성폐기물내의
대표 핵종으로 볼 수 있고, Tc는 뒤에 논의하는 입력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개의
매질에서 흡착을 보여주지만 I은 그렇지 않아 대조가 되고 두 핵종만으로 비교 연
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림 3.5.21에 GoldSim과 AMBER 생태계 모델에 의한 대수대에서의

Tc- 99의 농도를 보였는데 서로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후 그림 3.5.22와 그림 3.5.23에 각각 AMBER와 GoldSim으로 계산된 대수대에서의

I- 129의 농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3.5.24와 그림 3.5.25에 강물에서의 Tc- 99의 농
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5.26은 AMBER로 계산한 해수에서의 Tc- 99의 농도
를, 그리고 그림 3.5.27에는 GoldSim으로 계산한 해수에서의 Tc- 99의 농도를 나타
내었는데 모든 경우에 대해서 AMBER에 의한 결과와 GoldSim에 의한 결과가 서
로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21. 대수대에서의 Tc- 99의 농도 (왼쪽: GoldSim, 오른쪽: 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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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2. 대수대에서의 I- 129의 농도 (AMBER)

그림 3.5.23. 대수대에서의 I- 129의 농도 (Gold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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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4. 강물에서의 Tc- 99의 농도 (AMBER)

그림 3.5.25. 강물에서의 Tc- 99의 농도 (Gold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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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6. 해수에서의 Tc- 99의 농도 (AMBER)

그림 3.5.27. 해수에서의 Tc- 99의 농도 (Gold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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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리엔탈 생태계 모델링 I

(1) 일본 JAEA와의 비교 검증 연구 I: GoldSim 및 AMBER 모델
생태계가 유사한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대만 등 아시아 3개국 간의 생태계 공동연
구에 대한 논의가 한국- 대만 연구협력과 한국- 일본과의 연례 안전성 평가 공동연구
등에서 제안되었다. 향후 아시아 3개국 공동 생태계 평가 모델 개발 및 입력자료
확보를 위한 그 첫 단계로서, 2008년에 양측에서 생태계 모델 및 프로그램을 비교
평가하는 공동 연구의 제안되었다. 우리가 개발한 AMBER 및 GoldSim 생태계 평
가모델과 일본의 AMBER 평가모델에 대한 상호 비교 및 검증을 위한 제 1차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네 개의 핵종, 즉 C- 14, I- 129, Cs- 135 및 Np- 237에 대하여, 그
리고 네 개의 GBI(Well, River water, Marine water, River water with Aquifer)를
갖는 각각의 모델에 대하여 결정론적 비교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공동연구를 통하
여 다양한 계산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로서 상호 유사한 결과를 얻음으로서 생태계
모델링 접근방식의 타당성을 상호 검증하고 향후 Oriental biosphere 모델링 및 평
가 수행 방향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아직 한국- 대만과의 협력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한- 일 공동연구에
대한 결과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일본측의 연구기관은 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로 1995년 10월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JNC가 통합되어 새로
운 법인체로서 재발족한 기구이다. 이 JAEA 내의 성능평가 연구그룹(Performance

Assessment Research Group)은 TRU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
행중이며 현재 우리와 성능평가 공동협력연구를 연례적으로 상호 기관을 교차 방문
하여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5회에 이르고 있다.
이 공동연구를 통한 공동연구방안 합의에 따라 생태계 모델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로 하여 KAERI측 생태계 모델과 JAEA측 생태계 모델에 대하여 모델 검증을 위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는데, KAERI측 생태계 시스템은 GoldSim을 이용하여, 그리고
일본측은 AMBER를 이용하여 전술한 각각 4개의 GBI에 대해 모델링하고 피폭선량
계수를 결정론적 방법으로 계산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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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공동연구의 내용으로는 1차년도 공동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GoldSim 생태계
모델과 JAEA의 AMBER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강물(River Water) GBI, 해수

(Marine Water) GBI, 대수대를 고려하지 않는 우물(Well) GBI, 그리고 대수대를 통
한 우물(Well with aquifer) GBI, 이렇게 상이한 GBI에 따라 4개의 모델을 고려하
여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지하 매질(geosphere)에서 생태계로의 핵종유출은 지표면의 수
괴(waterbody)로만 직접 유입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의 경우는 수괴로 들어
가기 전 바닥의 침적층(sediement)을 통해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모델링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비교연구에서는 이를 배제시켰다. 이 경우 침적
층 내에서의 흡착에 의한 핵종의 지연 (retardation)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게
된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선별된 네 개의 핵종만을 고려하였는데 I- 129, C- 14, Cs- 135,
그리고 Np- 237가 그것이다. 당초 공동연구를 위하여 양기관의 모델은 가능한한 동
일하게, 입력자료는 공통으로 하는 것을 합의했으나 양국의 상이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 비교이므로 각자 자체적인 입력 자료를 쓰되 피폭전환계수 (Dose

coefficient factor; DCF)만 동일하게 쓰고, DCF는 ICRP 60에 제안된 값을 사용하
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이 비교
목적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교 계산을 위하여 AMBER의 경우는 대수대가 없는 경우의 River GBI로 하
되, 모든 입력 파라미터에 대해 동시에 총체적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민
감도 계산에 대한 결과는 다음절에서 논의 된다. 총체적인 파라미터에 대해 민감도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나 이를 통해 생태계
영향 평가 결과에 가장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DCF와 구획의 크기 (size of compartments)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해 확률론적
계산을 수행하기로 하여, 모든 변수는 가정하여 모두 uniform이나 log- uniform 분
포중의 하나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특히 일본의 경우이지만, 입력값의 분포 범위

(range)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쪽으로 한 order의 레인지씩 범위를 갖
는 것으로 하고 nominal값에 대해 두 분포중 하나를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의 일부를 아래 그림 3.5.28 ～ 3.5.35에 보였다. 그림 3.5.28 ～ 3.5.31에는

KAERI의 AMBER에 의한 생태계 모델과 JAEA의 AMBER에 의한 생태계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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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네 개의 핵종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일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부 입력자료의 차이에 의한 편차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KAERI의 GoldSim과 JAEA의 AMBER에 의한 비교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 3.5.32 ～ 3.5.35의 경우에 대해서도 유사하다.
이로써 생태계 모델 비교 평가를 위한 양기관 공동 연구정보의 교환 시스템을 마련
할 수 있었으며 향후 생태계 평가 모델링 상호 정보교환 및 관련 모델링 방안, 입
력자료 공동이용방안 마련을 통한 중저준위 및 고준위 처분장 생태계 평가 능력 향
상의 계기가 되었다. 향후 이러한 단기 및 주단기적 인력교류에 의한 현장 공동연
구는 그 효율성이 크고 단기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
도 도출하였다.
AMBER model: KAERI-JAEA

Flux-to-Dose Conversion Factor, Sv/y per B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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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8. 강물 및 우물 등 각 GBI 에 대한 KAERI의 AMBER 결과와 JAEA의

AMBER 결과에 의한 C- 14에 대한 각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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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ER model: KAERI-J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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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9. 강물 및 우물 등 각 GBI 에 대한 KAERI의 AMBER
결과와 JAEA의 AMBER 결과에 의한 I- 129에 대한 각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의 비교
AMBER model: KAERI-JAEA
Cs-135j
Cs-135k_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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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0. 강물 및 우물 등 각 GBI 에 대한 KAERI의

AMBER 결과와 JAEA의 AMBER 결과에 의한 Cs- 135에
대한 각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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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to-Dose Conversion Factor, Sv/y per B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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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1. 강물 및 우물 등 각 GBI 에 대한 KAERI의

AMBER 결과와 JAEA의 AMBER 결과에 의한 Np- 237에 대한

Flux-to-Dose Conversion Factor, Sv/y per Bq/y

각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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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2. 강물 및 우물 등 각 GBI 에 대한 KAERI의 GoldSim결과와

JAEA의 AMBER 결과에 의한 C- 14에 대한 각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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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to-Dose Conversion Factor, Sv/y per B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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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3. 강물 및 우물 등 각 GBI 에 대한 KAERI의 GoldSim결과와 JAEA의
Flux-to-Dose Conversion Factor, Sv/y per Bq/y

AMBER 결과에 의한 I- 129에 대한 각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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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4. 강물 및 우물 등 각 GBI 에 대한 KAERI의 GoldSim결과와 JAEA의

AMBER 결과에 의한 Cs- 135에 대한 각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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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to-Dose Conversion Factor, Sv/y per B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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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5. 강물 및 우물 등 각 GBI 에 대한 KAERI의 GoldSim결과와 JAEA의

AMBER 결과에 의한 Np- 237에 대한 각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의 비교
(2) AMBER에 의한 입력자료의 민감도 분석
생태계 모델의 상호 비교를 수행하면서 KAERI의 AMBER에 의한 생태모델에 대한
확률론적 민감도 계산도 공동연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구획크기를 제
외한 모든 변수에 대해 가정된 분포와 범위를 갖는 모든 입력 자료에 대하여 몬테
칼로 방법을 이용하여 확률론적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SAS를 이용해 통계 분
석 처리 하여 F- value을 구하고 가장 민감한 파라미터를 상호 비교하였다.
결과를 검토하여 양 기관의 모델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도 양 기관의 AMBER에 의한 생태계 평가 모델이 상호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입력 자료의 범위는 KAERI는 모든 자료에 대해, JAEA는 최소 및 최대
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한 order씩 양단을 감소 및 증
가를 통해 변화시키고 통계적 분포는 uniform과 log- uniform분포중의 하나를 선택
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확률론적 민감도 계산을 통해 생태계 평가의 결과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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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상위 변수를 결정하였는데 그 결과를 KAERI에 의한 경우는 그림 3.5.36에, 그
리고 JAEA에 의한 결과는 그림 3.5.37에 각각 보였다. 여기서 abs(F- value)값이 클
수록, 즉 바가 길수록 그 결과는 보다 민감한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양측 결과로
보면 경작지에 대한 관개율이나 매질의 흡착계수 등이 가장 높은 민감도를 공통으
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36. KAERI측 AMBER에 의한 생태계 입력 자료 민감도

그림 3.5.37. JAEA측 AMBER에 의한 생태계 입력 자료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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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ldSim에 의한 입력자료의 민감도 분석
한편 개발된 GoldSim 생태계 모델을 이용한 확률론적 민감도 분석 연구도 수행하
였다. 이는 독립적으로 개발된 GoldSim 생태계 모듈을 통하여 주요 입력변수에 대
한 민감도 연구를 수행하고 확률론적 평가 기법 및 방법론을 정립하여 불확실한 입
력변수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피폭 모델에
서 주요한 변수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확률론적 평가나 민감도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의 입력 변수값의 통계적 분포와 범
위를 실제 처분시스템의 특성화 자료 등으로부터 실측을 통해 얻어야 하지만 문헌
자료에서 개략적인 값의 분포를 파악하여 가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3.5.38에
생태계 입력 자료의 확률분포의 한 예를 보인대로 가령 강물의 체적은 삼각

(Triangular)분포를 가지며 결정론적인 값에 대해 각각 한 order의 크기로 최저와
최고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대수대 내의 지하수의 유동속도의 경우에 대해
서도 동일한 가정을 하였다.

그림 3.5.38. 생태계 입력자료의 확률분포의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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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9는 이러한 입력자료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0개의 Latin Hypercube 샘플링을 통하여 얻은 결과로, 강물의 체적변화와 대수대
에서의 지하수 유동률에 따른 강물내의 각 핵종별 최대 핵종농도에 대한

complementary 누적 확률분포 함수를 보여주고 있다. Rn- 222(가장 오른쪽에 있는
곡선)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강물의 체적변화와 대수대에서의 지하수 유동률의 입력
값이 분포내의 어느 값을 취한다 해도 강물내의 그 농도값은 보수적으로 최대 2.4
☓ 105 Bq/m3을 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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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9. 강물의 체적변화와 대수대에서의 지하수 유동률에 따른 강물내의 각
핵종별 최대 핵종농도에 대한 complementary 누적 확률분포 함수 (CCDF)
또 예로서 그림 3.5.40에 강물의 체적변화에 따른 강물내의 C- 14의 최대 핵종농도
변화를 보였다. 그림에서 보면 강물의 체적의 증가에 따른 농도의 변화는 전반적으
로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입력 자료에 대한
결과의 민감도분석을 할 수 있도록 GoldSim 생태계 모델이 잘 개발되어 있어 입력
자료의 실측값에 대해 보다 정확한 민감도 분석에 따른 입력 자료의 선별

(prioritization)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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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0. 강물의 체적변화에 따른 강물내의 C- 14의 최대 핵종농도 변화
또 그림 3.5.41 ～ 3.5.44에 생태계 평가의 주요 입력 자료의 하나인 쌀 소비량과 경
작지 면적의 변화에 따른 C- 14와 I- 129에 의한 피폭 선량률을 보였다. 이러한 값들
은 농축 피폭 집단에 국한된 것이어서 다른 피폭 집단에 대해서는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다른 절에서 논의되겠지만 대안 시나리오로서 농축 피폭 집단도 민물 어패
류나 바다 어패류 등을 함께 섭생하는 피폭 경로를 고려하고, 마찬가지로 민물 어
업집단 또는 해양 어업집단의 경우에도 농축산물을 섭취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달리 피폭 선량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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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1. 쌀 소비량에 따른 농축피폭 집단에 대하여 Cs- 135에
의한 최대 피폭 선량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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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2. 쌀 소비량에 따른 농축업 피폭 집단에 대하여 I- 129에
의한 최대 피폭 선량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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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3. 경작지 면적에 따른 농축피폭 집단에 대하여 Cs- 135에

Peak Dose Rate to FEG due to129 I Sv/y

의한 최대 피폭 선량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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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4. 경작지 면적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하여 I- 129에 의
한 최대 피폭 선량률의 변화

- 253 -

또한 해양 피폭집단에 직접관련을 갖는 해조류 섭취에 따른 I- 129에 의한 피폭선량
결과에 대한 민감도 및 확률론적 계산결과를 그림 3.5.45와 그림 3.5.46에 도시하였
고, 생태매질의 분배계수에 대한 농축피폭집단에 대한 민감도 및 확률론적 계산 결
과를 그림 3.5.47과 그림 3.5.48에 각각 도시하였다.

그림 3.5.45. 해조류 섭취에 따른 I- 129에 의한 피폭선량에 대한 민감도

그림 3.5.46. 해조류 섭취에 따른 I- 129에 의한 피폭선량에 대한 상보 누적
확률분포함수 (C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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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7. 흡착계수 (Kd) 값의 변화에 따른 I- 129에 의한 피폭선량에 대한 민감도

그림 3.5.48. 흡착계수 (kd) 값의 변화에 따른 I- 129에 의한 피폭선량에 대한
상보 누적 확률분포함수 (CCDF)
처분장이 임해지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 피폭집단의 섭
생에 대한 민감도가 주요하여 이에 대한 확률론적 민감도 계산을 수행한 이 결과에
따르면, 해조류의 섭취와 같은 주요한 섭생경로에 관련된 인자가 피폭 선량률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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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물리적 매질에 대한 Kd값은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섭생은 직접 피폭에 영향을 주는 반면 경작지
의 면적은 관개율 등 관련된 다른 입력변수와의 관계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렇게 개발 완료된 생태계 평가를 위한 GoldSim 프로그램은 지하 핵종이동
모델과 연계되도록 독립적인 모듈로 개발된 생태계 평가 모델링의 수정 및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전체 처분 성능 평가 시스템(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처분 시스템의 입력 변수에 따른 피폭선량에 관한 확률론적 민감
도 분석연구도 수행하였다.
그림 3.5.49 ～ 3.5.53은 처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러한 확률론적 성능평가 결과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적인 모듈로 개발된 생태계 모델을 전체 처분 성능 평
가 시스템 프로그램 TSPA 프로그램에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평가한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처분용기 당 유량율과 단열내 지하수와 접촉하는 처분용기의 개수에 관계
하여 얻어지는 시간에 따른 최대 피폭 선량률을 그림 3.5.49에 보였는데 이는 이 두
변수가 평균값을 갖는 경우에 대한 I- 129에 의한 피폭 선량률을 시간의 함수로 보

Average dose to Farming group due to 129I, Sv/y

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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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9. 처분시스템 내 처분용기와 지하수가 접촉하는 분율과 지하수 유량의
변화가 분포를 갖지 않고 결정론적인 값을 갖는 경우에 대하여 시간의 함수로서의

I- 129에 의한 피폭 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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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 당 유량율과 단열내 지하수와 접촉하는 처분용기의 개수의 변화에 따른
확률론적인 계산 결과를 수행하였다. 이는 처분장내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피폭
선량률의 변화를 보기 위한 것으로, 처분용기당 처분용기 주변을 지나 유동하는 지
하수의 연간 유량률과 전체 처분된 처분용기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단열내의 유동
지하수와 접촉하고 있는지가 주요한 두 개의 변수로 고려한 경우이다.
그림 3.5.50은 처분장내 처분된 처분용기 주위를 유동하는 지하수의 유량률 및 지하
수에 접촉하는 처분용기의 분율이 동시에 변화할 때, 지하수 유량의 변화에 대한

I- 129에 의한 농축 집단의 피폭 선량률의 민감도를 보인 것인데, 이 분산도표
(scatter plot)에서 보면 I- 129에 의한 선량률은 이 두 개의 변수에 따라 민감한 결
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x10-6

Peak dose rate due to 129I, Sv/y

2x10-6

-6

10-7
9x10-7
8x10-7
7x10-7
6x10
5x10-7
-7
4x10
-7

3x10

-7

2x10

-7

10-8
9x10-8
8x10-8
7x10-8
6x10-8
5x10

10-5

10-4

10-3

10-2

10-1

100

101

102

103

104

105

3

GWflow rate per canister, m /y

그림 3.5.50. 처분장내 처분된 처분용기 주위를 유동하는 지하수의 유량률 및 지
하수에 접촉하는 처분용기의 분율이 동시에 변화할 때, 지하수 유량의 변화에 대
한 I- 129에 의한 농축 집단의 피폭 선량률의 민감도
이 그림에서 보면 대략 1 m3/yr의 유량률 부근이나 그 이하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결과를 주지만 유량률이 이 값을 넘어가면 더 이상 결과가 유량률에 대해 민감하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처분용기의 지하수 접촉률
에 따른 변화는 이 그림에서 보면 밴드를 형성하면서 나타나긴 하나 초반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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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다가 유량률이 커지면서 이 밴드가 두터워지며 두드
러지는 것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3.5.51은 그림 3.5.50과 동일하나 이번에는 지하수 접촉 분율의 변화에 대
하여 결과를 보인 것으로, 역시 I- 129에 의한 농축 집단의 피폭 선량률의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면 x축이 0.6을 넘지 않을 때, 즉 40%보다 많은 개수
의 처분용기가 지하수와 접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선량률의 결과가 민감하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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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1. 처분장내 처분된 처분용기 주위를 유동하는 지하수의 유량률 및 지
하수에 접촉하는 처분용기의 분율이 동시에 변화할 때, 지하수 접촉 분율의 변화
에 대한 I- 129에 의한 농축 집단의 피폭 선량률의 민감도
그림 3.5.52는 그림 3.5.50에서 상한과 하한만을 도시한 경우가 되는데 이는 처분용
기의 지하수 접촉율의 극한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모든 캐니스타가 지
하수와 접촉하는 경우(원기호)와 지하수와 접촉하는 처분용기가 하나도 없는 경우

(사각기호)에 대해 두 극단적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처분용
기가 지하수에 접촉하지 않아도 피폭 선량률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I- 129가 단열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확산 등의 경로를 통해
서 근계영역에서 핵종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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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dose rate due to 129I, S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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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2. 그림 3.5.50에서 상한과 하한의 물리적 의미로서 처분용기의 지
하수 접촉율의 극한값의 변화
이러한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그림 3.5.53에 CCDF로서 보였다. 이 결과를 보면 처
분용기당 유량율과 단열내 지하수와 접촉하는 처분용기의 개수에 상관없이 이들 파
라미터가 어떤 값을 갖든 I- 129에 의한 peak dose는 어느 경우라도 보수적으로 보
아 최소한 2☓10- 6 Sv/y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하수 유동에
관련된 확률론적 분석 및 민감도 분석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의 대안 시나리오의 확
률론적 평가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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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3. 처분시스템내 처분용기와 지하수가 접촉하는 분율과 지하수
유량의 변화에 따른 I- 129에 의한 최대 피폭 선량에 대한 상보 누적
확률분포 함수 (CCDF)
다. 오리엔탈 생태계 모델링 II

(1) 일본 JAEA와의 비교 검증 연구 II: GoldSim 모델
2008년 1차 공동연구로서 KAERI의 AMBER 생태계 모델 및 GoldSim 버전 생태계
모델과 JAEA측의 AMBER모델과의 상호 비교연구가 이루어진 이후 2차 공동연구
로서 양 측의 GoldSim 생태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비교 연구가 추진되었다.

JAEA측도 그동안 주력 사용하던 AMBER 생태계 모델과 별도로 우리와 같이
GoldSim 생태모델을 자력 개발 확보하게 됨에 따라 양측의 GoldSim 생태계 모델
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여 양측 모델에 대한 골드심 프로그램
구현에 따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정량적 평가에 따른 비교 검증
연구가 수행된 것이다.
짧은 시간으로 다양한 비교 및 검증연구가 상당 부분 제한되긴 했으나, 1차 검증
연구 때와는 달리, 상호 동일한 입력자료를 시용함으로서 전산 코드의 비교 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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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되었다. 유사한 입력자료와 동일한 시나리오 및 GBI의 설정을 통한 평가
수행으로 얻은 최종 비교연구, 즉 농축피폭집단과 민물어업집단, 그리고 해수어업집
단에 대해 양 기관의 생태계 평가 모델에 의한 평가를 통해 거의 동일하게 일치하
는 비교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체 피폭집단에 대한 피폭경로 설정 및 평가 모델을 분석하고 입력 자
료에 대한 비교를 철저히 수행하여 각각의 기관의 모델을 점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완전히 상호 검증이 된 골드심 생태모델을 확보하게 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비교 연구에 사용된 생태계 입력 자료를 표 3.5.2 ～ 3.5.5에 보였다.
표 3.5.2. 비교 연구에 사용된 생태계 입력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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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비교 연구에 사용된 생태계 입력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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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비교 연구에 사용된 생태계 입력자료 (4)

Tc- 99, Se- 79, Cs- 135, 그리고 Np- 237에 대한 양 기관의 비교 계산 결과를 표
3.5.6 ～ 3.5.7에 보였다. 표 3.5.6에는 피폭 선량을, 표 3.5.7에는 주요 구획에서 대표
값으로서의 Cs- 135 핵종의 질량 유출률을 나타내었는데 상호 상당히 일치하는 결
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6. 계산 결과 비교 (피폭선량 [(mSv/y)/(Bq/y)])
핵종
모델

Np- 237

Se- 79

Cs- 135

Tc- 99

KAERI

JAEA

KAERI

JAEA

KAERI

JAEA

KAERI

JAEA

농축피폭집단

1.456E- 11

1.299E- 11

2.470E- 12

2.683E- 12

1.342E- 13

1.142E- 13

1.206E- 14

1.220E- 14

민물어업집단

7.825E- 12

7.612E- 12

2.617E- 14

2.615E- 14

3.365E- 14

2.886E- 14

2.240E- 15

2.229E- 15

해양어업집단

1.532E- 13

1.501E- 13

2.799E- 14

2.796E- 14

3.583E- 16

3.527E- 16

2.539E- 16

2.538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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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계산 결과 비교 (각 구획에서의 Cs- 135의 최대 질량 유출률[g/yr])
경로
inflow (River to Marine_water)
Bed load
Sedimentation(Marine_water to LocalMarineSed)
Resuspersion(LocalMarineSed to Marine_water)
Marine dispersion
Net sedimentation

KAERI
2.35E- 08
9.74E- 14
1.40E- 12
8.37E- 13
2.35E- 08
6.54E- 13

JAEA
2.35E- 08
8.87E- 14
1.40E- 12
8.33E- 13
2.35E- 08
6.51E- 13

그림 3.5.54 ～ 3.5.60에는 양 기관의 GoldSim 계산 결과를 각 피폭 집단에 대해 도
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각 기관의 각 피폭집단에 대한 결과가 거의 완전히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양 기관의 GoldSim 생태계 모델이 정확하게 코딩 개
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그림 3.5.60과 표 3.5.8에 KAERI의 GoldSim에
의한 농축 피폭 집단의 최대 피폭 선량률을 보였는데 GBI를 통한 단위 핵종의 유
출플럭스에 대한 농축피폭 집단에 대한 연간 피폭 선량률로서 이 값은, 이 비교 연
구를 위해 가정된 값을 사용하는 대신 향후 처분시스템이 개발되면서 부지특성조사
등을 통하여 측정된 실제 입력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처분 시스템에서의
생태계로의 핵종 유출에 대한 선량환산인자를 평가 도출하는데 이용될 수 있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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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4. KAERI의 GoldSim에 의한 농축 피폭 집단의 시간에 따른 피폭 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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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5. JAEA의 GoldSim에 의한 농축 피폭 집단의 시간에 따른 피폭 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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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6. KAERI의 GoldSim에 의한 민물 어업 피폭 집단의 시간에 따른 피폭
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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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7. JAEA의 GoldSim에 의한 민물 어업 피폭 집단의 시간에 따른 피폭
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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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8. KAERI의 GoldSim에 의한 해양 어업 피폭 집단의 시간에 따른 피폭
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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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9. JAEA의 GoldSim에 의한 해양 어업 피폭 집단의 시간에 따른 피폭
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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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0. KAERI의 GoldSim에 의한 농축 피폭 집단의 최대 피폭 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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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
8.KAERI
의 Gol
dSi
m에 의한 농축 피폭 집단의 최대 피폭 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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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계 입력자료 데이터베이스 현황 및 향후 전망
일본과의 생태계 평가 공동 모델링 연구를 지속해오는 한편으로 생태계 입력자료의
확보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Bioprota 생태계 국제 공동 연구에 수년째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에서 진행 중인 생태계 모델링 및 데이터북 개발과
선진 주요 각국의 생태환경평가 입력자료 데이터베이스 공동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데이터북의 일부를 발췌한 그림을 그림 3.5.61에 보였다.
이러한 Bioprota의 주요한 공동연구 내용을 요약해보면:

- 주요한 핵종과 여러 가지 process에 대한 입력 자료 확보 (Theme 1:
Development of a Database for Key Radionuclides and Process Data)
- 생태계 평가를 위한 모델 테스트 및 개발 (Theme 2: Modelling Testing and
Development Tasks)
- 사이트 특성화, 실험, 모니터링 (Theme 3: Site Characterisation, Experiments
and Monitoring) 등이다.
아래 표 3.5.9에 Bioprota Working group에서 최근 발간된 보고서로 “ 지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안전성 평가를 위한 토양과 식생내 Se- 79의 함유량 모델링 연구

(Modelling the Abundance of Se- 79 in Soils and Plants for Safety Assessments
of the Undergrou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에서 발췌된 것으로서 Se- 79
에 대하여 토양과 식생간의 상호 작용 매트릭스를 도표로서 보였다.
이와 같이 생태계 모델링 및 입력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의 확보를 위하여 Bioprota
같은 공동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와 처분 환경과 생태 환경이 비슷한 일
본의 방사선 의학연구소 등과의 긴말한 교류를 통하여 생태계 입력자료를 확보해나
가는 한편으로 국내 처분 환경에 맞는 입력자료 확보를 위한 방법론 마련과 부지
특성화 관련 연구를 미리 서둘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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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1. Bioprota 데이터북의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일부
표 3.5.9. Se- 79에 대한 토양과 식생간의 상호 작용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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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 되었다. 이전의 AMBER에 의한 독
자적인 생태계 평가 모델은 GoldSim을 통하여 새롭게 개발되어 처분 시스템에 대
한 총체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에 유기적으로 이식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생태계에 대한 상세 재모델링이 수행되고 GoldSim 모델링을 위한 개념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생태계 접점에 대한 비교 계산이 수
행되고, 농축 및 민물 어업 집단, 그리고 해양 어업 집단 등 기존에 고려하던 피폭
집단 외에 집단간의 차별화되고 제한된 섭생경로를 피하고 모든 피폭 경로를 허용
하는 경우의 피폭선량도 대안 피폭집단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주요한 피폭
경로로서 우물물이나 강물에 의한 식수 및 농작을 위한 관개에 대하여 용수의 차이
를 검토하기 위한 시나리오도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생태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환경이 비슷한 동아시아 생태계 공동연구
및 모델링 방안의 일환으로서 일본 JAEA와의 검증연구가 시도되었다. 1차 검증연
구를 통하여 우리의 AMBER 및 GoldSim과 일본의 AMBER모델에 대한 공동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고, 2차 공동연구를 통하여 양 기관의 GoldSim 생태계 모델에 비교
검증에 대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져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는 한편, 확률론적 민감도
분석연구도 병행되어져 생태계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의 중요도를 양 기관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델링 연구와 달리 생태계 평가 모델에 대하여 여전히 부족한
생태계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의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았는데, 생태계
입력자료 데이터베이스화와 세계 각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입력자료 확보 방법
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생태계 모델링 및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의 확보를 위하여 Bioprota같은 공동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고 우리와 처분 환경과 생태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방사선 의학연구소 등과의 긴
말한 교류를 통하여 생태계 입력자료를 확보해나가는 한편으로 국내 처분 환경에
맞는 입력자료 확보를 위한 방법론 마련과 부지 특성화 관련 연구를 미리 서둘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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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세계의 기술 기준
1. 서론
원자력의 이용에 따라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처리나 파이로 공정 등으로 일부 사용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다수의 폐기
물들이 처분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국내
에서는 물론 다른 원자력선진국에서도 핫이슈로 간주되고 있으며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 Yucca Mountain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 및 인허가 진행 상
황은 경주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에 따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국
내 원자력 관계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The 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NAPA)은 1997년 보고서

“Deciding for the Future: Balancing Risks, Costs, and Benefits Fairly Across
Generations” (Docket No. OAR- 2005- 0083- 0087)를 통하여, 각 세대의 행위가 미래
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행동(inaction)이 어
느 정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지와 미래 세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
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처분장 건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차세대로 미루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아닐 것
이다. 따라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처분장 건설이 필수적이라면, 처분장
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방법, 적절한 기술기준에 의
해 건설, 운영되어야 한다. 경주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한 과정을 생각해 볼 때,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술기준들이 요구될 것이다. 공론화 단계인 국내 사용후핵연료 정책에서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처분에 의한 고준위폐기물 해결 방
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에 관련된 처분분야 선도국의 기술기준
은 추후 국내에서 처분장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기술기준 수립, 성능평가 과정 계
획 등에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처분장 안전성 평가는 미래에 건설할 처분장을 대상으로 수행되므로 불
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가결과를 법적 제한치와 엄격하게 비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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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합당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평가는 미
래 처분장 전개를 모델링 및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하게 되
므로 처분장 인허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안
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안전성 평가 기간, 방사
선량 기준 및 평가의 불확실성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처분 분야
에서 선진국에 해당되는 미국,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를 대상으로 관련된 기술기준
을 조사하였다.

2. 주요국의 안전성평가 관련 기술 기준
가. 미국
최초로 Yucca Mountain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처
분장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확립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술적 제한치도 제시
하고 있다. 미국의 처분장 관련 제반 사항들은 미국 Energy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 Section 801에는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가
처분 안전성에 관한 관련 규정을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해
제시된 기술 기준(standard)대로 작성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PA 및 NRC
의 관련규정을 통하여 미국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인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사항들
을 조사하였으며, 그중에서 EPA의 40 CFR Part 197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Radiation Protection Standards for Yucca Mountain”[3.6.1], NRC의
10 CFR Part 60 “Disposal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in Geologic
Repositories”[3.6.2] 및 10 CFR Part 63 “Disposal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in a Geologic Repository at Yucca Mountain, Nevada”[3.6.3] 를 주로 참고
하였다. 특히, 네바다주 의회를 중심으로 2004년 추진된 Yucca Mountain 고준위폐
기물 처분장 건설 관련 청원에 대한 법원 판결은 처분장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기
술기준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법원이 Yucca

Mountain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과 관련된 대다수 사안에 동의하지만,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권고사항(처분 후 10,000년 기준으로
Individual risk standard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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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기 안정성에 의해 부여된 제한치 내에서 방사선량이 피크에 도달할 때 방사선
을 방어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을 참고하여 EPA의 10,000년 기준
의 평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EPA의 40 CFR Part 197
및 NRC의 10 CFR Part 63의 관련 부분을 무효화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PA 및 NRC는 평가 기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평가
기간 변화와 관련되는 peak dose 및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
토하였다. 기존 규정에서는 peak dose 값이 10,000년 이후에 나타날 경우, 평가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평가값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여 이를 법적 제
한치와 엄격하게 비교하지 않았으나, 판결 결과로 인해 peak dose가 10,000년 후에
나타날 때 그것을 규제 제한치와 비교할 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
이다. 이와 관련된 EPA 및 NRC의 접근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 기간과 관련하여 EPA는 지질학적 안정 기간(Period of geologic

stability)을 1,000,000년으로 간주하고 평가 기간으로 1,000,000년으로 제안하였다.
그 주장의 근거는 NEA의 “The Handling of

Post- Closure Safety”[3.6.4]

Timescales in Assessing

및 ICRP의 “The Optimisation of

Radiological

Protection” draft for consultation[3.6.5] 의 연구 결과이다.
둘째, peak dose로 EPA는 3.5 mSv/yr(350 mrem/yr)를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자연
방사선에 두고 있다. 즉, 선량 제한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Yucca Mountain 인근지역
에 대한 자연 방사선량이 조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Amargosa Valley 주민을

RMEI(reasonably maximally exposed individual)로 결정하였다. 미국에서 자연 방
사선은 지역별로 1 mSv/yr부터 10 mSv/yr까지 많은 편차가 존재지만 평균 자연방
사선 수준을 3 mSv/yr로 간주하였으며, 그중 라돈의 영향을 약 2 mSv/yr로 가정하
였다. 그리고 Amargosa Valley 지역에서 라돈이 25% 더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즉, 미국 전역의 평균 라돈 영향(2

mSv/yr)에 대해, Amargosa Valley에서 라돈 영향이 25% 정도 더 크게 작용(0.5
mSv/yr)한다고 설정하고, 우주선/ 지각에서의 방사선 (1 mSv/yr)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RMEI의 자연 방사선 수준을 근거로 peak dose 값을 제시하였다.
셋째, 평가기간 및 peak dose에 불확실성이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EPA는 다음
과 같은 주요 선택 사항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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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eak dose 고려 없이 10,000년 기준으로 0.15 mSv/yr 제한치를 유지하는 기

존 규정
l 전 구간에 대하여 0.15 mSv/yr를 유지하면서 단지 peak dose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전 구간 0.15 mSv/yr 유지, peak dose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l 시간에 따른 peak dose 기준(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므로 불

확실성을 비교 분석)
l 제한치가 아닌 목표치로 표현된 기준(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수치 제한치보다 평가 목표치로 제시)
l 통계분포로 기준 표현(예를 들면, peak dose 평가결과에서 upper limit 초과는

10% 이내, lower limit 은 10% 이상)
이와 관련하여, DOE의 성능평가가 Individual protection standard after permanent

closure 및 Individual protection standard for human intrusion을 충족시킴을 보여
주기 위하여, 10,000년까지 평가에서 도출된 피폭선량은 산술평균(arithmetic mean)
을 사용하고, 10,000년 이후의 평가에서는 중앙값(median)을 사용하도록 제시하였
다.
넷째, EPA는 처분이나 폐쇄 후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폐쇄 전 단계에서

Individual dose를 계산할 때 DOE의 weighting factors 사용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
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NRC는 처분이나 폐쇄 후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폐쇄 전 단계에서 Individual dose 계산을 위하여 EPA가 명시하는

weighting factors(40CFP Part 197의 Appendix A)를 채택하고 작업자에 대한 피폭
선량 평가에도 동일한 weighting factors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기 제시된 내용에 대한 공시과정에서 많은 미국 내 원자력전문가들이 이
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peak dose 및 중앙값에 대한 이견이 많았다. EPA 및

NRC는 제시된 이견들을 재검토하여 peak dose 및 중앙값 사용에 대한 변경된 기
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재공시하였다[3.6.6].
먼저, 처분 후 10,000년부터 1,000,000년까지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시된 3.5

mSv/yr(350 mrem/yr)의 peak dose 값은 기존 제한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고, 미
래세대에게 불리하며, 적절하지 않은 자연 방사선을 적용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에
대하여, EPA 및 NRC는 ICRP, NCRP, IAEA, UNSCEAR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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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용을 제외한 방사선원으로부터의 유효피폭선량 권고치인 1 mSv/yr를 근거로

peak dose로 1 mSv/yr를 수정 제시하였다.
둘째, DOE가 보여주어야 할 10,000년 이후 성능평가에서 중앙값(median)을 사용한
다는 것은 중앙값이 본질적으로 통계분포의 최대치와 최저치의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분포의 상대적 특징에 의존하게 되므로 장기 처분장 성능평가에 적합할 것으
로 판단하였지만, 통계작업에 항상 사용하게 되는 산술평균(arithmetic mean)을 사
용하는 것으로 최종 제시하였다.
최종 제안된 내용은 제시된 이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확정되었다. 표 3.6.1 및 표 3.6.2는 미국 Yucca Mountain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안
전성평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평가기간 및 방사선 기준 등)들을 법정 판결 전후 및
최근 확정된 내용까지 10 CFR Part 63을 기준으로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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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 미국의 주요 규제내용 및 제한치
항목

기존
10CFR63

Limits (연간선량)
최종 확정
1차 제안
10CFR63
10CFR63

drinking water dose to
0.04 mSv
Groundwater the whole body or any (4 mrem)
protection organ
standard
표 3.6..2
※ 세부사항
참조
annual TEDE1) to any
real member of the
0.15 mSv
public located beyond the (15 mrem)
boundary of the site
TEDE of individual
0.05 Sv
located on, or beyond,
(5 rem)
any point on the
Preclosure boundary of the site
performance sum of effective dose
objectives equivalent and the
0.5 Sv
committed dose
(50 rem)
equivalent to any
individual organ or
tissue
0.15 Sv
lens dose equivalent
(15 rem)
shallow dose equivalent 0.5 Sv
(50 rem)
to skin
Preclosure
Public Health
member of the public in 0.15 mSv
and
the general environment (15 mrem)
Environmenta
l Standards

비고
처분장 인근지역
의 물 보호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정상운영동안
category 1 event
에 대한 설계목적

좌동

좌동

설계목적으로
category 2 event
의 Numerical 목
표

좌동

좌동

category 2 event

좌동

좌동

category 2 event

좌동

좌동

category 2 event

좌동

좌동

변경된
weight
factor 사용

(1) 처분 후 (1) 처분 후 평가기간 구분
10,000년 내 10,000년 내 - 10,000년 이내
Postclosure
0.15 mSv - 10,000년 이후
0.15 mSv
protection
Public Health Individual
0.15 mSv (15 mrem) (15 mrem)
and
standard after permanent
(15 mrem) (2) 처분 후 (2) 처분 후 Geological
Environmenta closure
10,000년 후 10,000년 후 stability 기간
l Standards
- 1,000,000 년
1 mSv
3.5 mSv
(350 mrem) (100 mrem)
Individual
protection
0.15 mSv 0.15 mSv (15 10,000년 이내 침
standard at or before 0.15 mSv
입의 결과
10,000
years
after (15 mrem) (15 mrem)
mrem)
disposal
If exposures to the Y.M 환경
Human
10,000년
이후
reasonably
maximally 영향에 대한
1 mSv
3.5 mSv
intrusion exposed individual occur 분석 및
peak dose가 나타
(350 mrem) (100 mrem)
standard more than 10,000 years 분석근거로
나는 경우
포함
after disposal,
if the intrusion is not
10,000년 이전에
projected to occur before
상동
좌동
좌동
침입이 없는 것으
10,000
years
after
로 간주되는 경우
disposal

1) 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 (TEDE) means, for purposes of assessing doses to workers, the sum of the
deep-dose equivalent (for external exposures) and the committed effective dose equivalent (for internal
exposures). For purposes of assessing doses to members of the public (including the RMEI), TEDE mea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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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2. 표본 부피 내에서 방사성핵종의 제한치

Radionuclide or type of
자연 background
Limit
포함 여부
radiation emitted
Combined radium- 226 and
포함
5 pCi/ ℓ
radium- 228.
Gross
alpha
activity
포함
15 pCi/ ℓ
(including radium- 226 but
excluding
radon
and
uranium).
Combined beta and photon 0.04 mSv (4mrem) per year to
불포함
emitting radionuclides.
the whole body or any organ,
based on drinking 2 liters of
water per day from the
representative volume.
나. 핀란드
핀란드 방사선원자력안전청(STUK)은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에 속하여 있으며, 핀란드의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하
여 규제하고 있다.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Radiation Act 및 Nuclear Energy

Act 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Government Decision on the Safety of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3.6.7] 및 “Council of State Decision (398/1991)
on the Safety of a Disposal Facility for Reactor Waste”[3.6.8]에서 처분장에 적용
하게 될 기술기준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결정에 따른 요건들에 대한 지침으로

STUK는 “Long- term Safety of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23 May 2001” 를
통하여 명시하고 있다. 결정 및 지침에 나타난 안전성평가 관련 기술기준을 표

3.6.3에 요약하였으며, 평가기간, 선량 제한치, 공학적 방벽의 성능, 생태계로의 핵종
유출 제한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um of the effective dose equivalent (for external exposures) and the committed effective dose equivalent (for
internal exp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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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핀란드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안전성평가 관련 기술기준
항목

주요내용

Annual effective dose to the most
exposed members of the public as
a consequence of anticipated
operational transients

0.1 mSv

Annual effective dose to the most
exposed members of the public as
a consequence of postulated
accidents2)
In an assessment period, annual
effective dose to the most exposed
members of the public as a
consequence
of
postulated
accidents

1 mSv

근거
Government Decision on the
Safety of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
- Section 4. operation of
disposal facility
상동

Government Decision on the
Safety of Disposal of Spent
1 mSv
Nuclear Fuel
- Section 5. long term
safety
Council of State Decision
Upper bound for the annual dose
(398/1991) on the Safety of
to any member of the public,
a Disposal Facility for
arising from accident conditions
5 mSv
Reactor Waste
which are caused by natural
Section 3. radiation
events or human action
protection
Council of State Decision
(398/1991) on the Safety of
Engineered
barriers
shall
a Disposal Facility for
effectively limit the migration of
at least 500 years
Reactor Waste
radioactive substances
- Section 4. performance of
barrier
Government Decision on the
adequately
predictable
with
Safety of Disposal of Spent
respect to assessments of human
Assessment period
Nuclear Fuel
exposure but at least several
- Section 5. long- term
thousands of years
safety
Long- term
Safety
of
0.03 GBq/yr for the long- lived, Disposal of Spent Nuclear
alpha emitting radium, thorium, Fuel, 23 May 2001
protactinium,
plutonium, - These constraints apply to
americium and curium isotopes activity releases which arise
0.1 GBq/yr for the nuclides from the expected evolution
Se- 79, I- 129 and Np- 237
scenarios and which may
Nuclide specific constraints for the 0.3 GBq/yr for the nuclides C- 14, enter the environment not
activity
releases
to
the Cl- 36 and Cs- 135 and for the until after several thousands
environment
long- lived uranium isotopes
of years.
1 GBq/yr for Nb- 94 and Sn- 126 - These activity releases can
3 GBq/yr for the nuclide Tc- 99 be averaged over 1000 years
10 GBq/yr for the nuclide Zr- 93 at the most. The sum of the
30 GBq/yr for the nuclide Ni- 59 ratios between the nuclide
100 GBq/yr for the nuclides specific activity releases and
Pd- 107 and Sm- 151.
the respective constraints
shall be less than one.
2) postulated accident shall mean a safety-related incident during the operational period of the disposal facility with
low probability to occur during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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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웨덴
스웨덴의 방사선 방호는 SSM(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이 수행하며,

SSM은 기존의 SSI(Swedish Radiation Protection Institute)와 SKI(Swedish
Nuclear Power Inspectorate)의 합병으로 2008년 생겨났다. 스웨덴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관련한 기술기준은 Swedish Radiation Protection Ordinance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방사선방호 규제기관이었던 SSI의 규제(regulation) 및 지침(guideline)을 통
해 알 수 있다. 표 3.6.4는 SSI 관련 regulation인 SSI FS 1998:4의 The Swedish

Radiation Protection Institute' s Regulations on Dose Limits at Work with
Ionising Radiation에 나타나 있는 방사선 작업자의 선량 기준이다. 괄호의 숫자는
이온화 방사선 관련 업무와 관련된 16세부터 18세까지의 교육 및 훈련생에 대한 기
준을 의미하며, 18세 이상의 경우 작업자 혹은 종사자로 간주한다.
표 3.6.4. 스웨덴의 방사선 기준
항목

Annual effective dose

제한치

근 거

1 mSv

SSI FS 1998:4

Exposure Annual equivalent dose to lens of the eye
15 mSv
to general
Annual equivalent dose to the skin
50 mSv
public
Rescue work
100 mSv
Workers
Annual effective dose
50 (6) mSv
in general Annual dose equivalent to the lens of the
150 (50) mSv
(students
eye
Annual dose equivalent to the skin
500 (150) mSv
and
Annual
dose
equivalent
to
hands,
forearms
trainees
500 (150) mSv
feet and ankles
aged
5 consecutive years Effective dose
100 mSv
16- 18)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기준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
물 최종 관리와 관련한 SSI FS 1998:1 및 SSI FS 200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SSI

FS 1998:1에서는 처분장에 의한 연간 위해도(annual risk of harmful effect)가 10- 6
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평가기간으로 처분장 폐쇄 후 1,000년 및 1,00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3.6.9]. 또한, SSI FS 2005:5에서는 위해도를 선량으로 평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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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P의 conversion factor를 사용하도록 언급하고 있으며, 평가기간으로 처분장 폐
쇄 후 1,000년, 1,000년 이상 100,000까지 및 100,000년 이후로 세분하고 있다[3.6.10].
특히, 100,000년 이후의 calculated risk 값을 risk 규제와 관련하여 엄격하게 비교하
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처분장 성능평가가 처분장의 성능
지표와 함께 합리적으로 risk 계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나타난 안전성평가 관련 기술기준은 표 3.6.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6.5.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비고

harmful effect의
A repository for spent nuclear fuel or nuclear
waste shall be designed so that the annual risk of probability 계산은
Protection of
harmful effects after closure does not exceed 10- 6 ICRP의 ‘probability
coefficients’ 이용
human health
for a representative individual in the group
exposed to the greatest risk[3.6.9].
The risk for harmful effects for a representative ICRP의 ‘the factor for
individual in the group exposed to the greatest risk conversion of effective
(the most exposed group) shall not exceed 10- 6 per dose to risk is 7.3 per
Regulation’s
year[3.6.10].
cent per sievert’ 이용
criterion for individual If the exposed group only consists of a few
individuals, the criterion of the regulations for
risk
individual risk can be considered as being complied
상동
with if the highest calculated individual risk does
not exceed 10- 5 per year[3.6.10].
- 1,000년의 기간은
The conditions and processes during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repository, which can affect its 기후나 생태계 조건
long- term protective capability, should be described 같은 factors와 관련하여
신빙성 있게 risk
in as much detail as possible. Examples of such
conditions and processes are the resaturation of the analysis가 수행될 수
있는 근사한 기간으로
repository, stabilisation of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conditions, thermal evolution and other 간주됨
transient events.
- 이 기간 동안,
폐쇄후
처분장과 주위 환경의
Biosphere conditions and known trends in the
방호성능 개발에 관한
1000년 surroundings of the repository should also be
Limitation
described in detail, partly to be able to characterise 자세한 분석 및 보고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today’s biosphere” (see guidelines to section 5),
of the risk
and partly to be able to characterise the conditions 측정 데이터와 초기
applicable to a conceivable early release from the 조건에 대한 다른 지식
analysis in
repository. Known trends here refer, for instance, 들이 사용되어야 함.
time
to land uplift (or subsidence), any trends in climate
evolution and appurtenant changes in use of land
and water[3.6.10].
- 100,000년은 어림된
Reporting should be based on a quantitative risk
값이며, 대규모
analysi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to
기후변화(예,빙하기)와
100,000년 sections 5- 7. Supplementary indicators of the
같이 처분장에 미치는
repository’s protective capability, such as barrier
영향 및 주변환경에
까지
functions, radionuclide fluxes and concentrations in
미치는 영향이 설명될
the environment, should be used to strengthen the
수 있는 방법으로
confidence in the calculated risks[3.6.10].
선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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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development can simplified be described as
a repetition of identical glaciation cycles. A strict
quantitative comparison of calculated risk in
relation to the criterion for individual risk in the
100,000년 regulations is not meaningful. The assessment of
the protective capability of the repository should
이상
instead be based on reasoning on the calculated
risk together with several supplementary indicators
of the protective capability of the repository such
as barrier functions, radionuclide fluxes and
concentrations in the environment[3.6.10].

- risk analysis는
장기적인 방벽기능 개발
및 처분장에 미치는
외부교란요인 (지진 및
빙하작용) 의 중요성을
설명해야 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를 고려해 보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선량은 기후개발, 생태계
조건 및 유출경로와
관련한 단순화된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

라. 프랑스
프랑스 원자력 정책은 PMGMDR 2007- 2009 (National Radioactive Materials and

Wastes Management Plan 2007- 2009)[3.6.11] 에 잘 나타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
용후핵연료를 최종 방사성폐기물(ultimate radioactive waste)로 간주하지 않고, 재
사용 물질로 여겨 회수를 하고 재처리 대상으로 간주하여 중간저장방안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를 최종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사성폐기물 분
류체계는 표 3.6.6과 같이 방사능과 반감기를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그중 고준
위폐기물은 원자력 발전, 원자력 연구, 방위 활동,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서 발생하
고 있다.
표 3.6.6. 프랑스의 방사성폐기물 분류 기준 및 현재 추진 내용

Half- life

Very short lived

Activity level

< 100 days

Management
by radioactive

Intermediate level

High level

decay

Long- lived

< 30 years
> 30 years
Dedicated surface repository

Very low level
Low level
Dedicated shallow

Short- lived

Recycling channels
Surface disposal Dedicated shallow
depth repositories
(Aube repository) under study
except tritiated Channels being
waste and
studied under article
3 of the 28 June
certain sealed
2006 Act
sources
Channels being studied under article 3
of the 28 June 2006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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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처분 기본 원칙은 “The Planing

Act of 28 June 2006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Waste” 에서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의 양과 위험 감소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리
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포장을 통하여 찾아야 한다.

- 처리를 기다리는 방사성물질과 처분을 기다리는 방사성폐기물은 중간저장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저장된다.

- 중간저장 후, 최종 방사성폐기물(ultimate radioactive waste)은 지층처분이나
shallow depth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층 처분시설에 처분된다.
세부적으로 심지층 처분과 관련된 기술기준은 1991년 Nuclear Safety Authority가

1970년대 및 80년대에 수행된 심지층 처분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발간한
“Fundamental Safety Rule (FSR III.2.f)” 에 제시되었다. FSR은 가장 엄격한 의미인
법적 규제요건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처분장 기본사항, 설계원칙, 지하암반의
선택기준, 현안사항의 연구 절차 등 대한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3.6.12]. FSR은 심
지층 처분장이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어떠한 유해한 영향에 대하여도 사람과 환경
을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방사선적 영향이라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함을 기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 첫째, 평가
기간으로 10,000년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 10,000년까지 각 원소의 거동을 설명
- 비록 불확실성이 훨씬 커지더라도, 10,000년 이후는 비관적인 값을 사용한 보
수적 평가를 수행
둘째, FSR은 정상 시나리오와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현상 및 인간침입에 의한 대안
시나리오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상 시나리오에서 방사선적 영향은 0.25 mSv/yr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값은 현재 규제 조항이 제시하고 있는 일
반 대중의 분기당 피폭선량 제한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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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방벽은 다중 방벽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waste package,

engineered barrier 및 geological barrier로 구성된 3중 방벽을 제안하였다.
FSR이 엄격한 법적 기준치가 아닌 만큼 현재 원자력시설에서 범용으로 적용되는
프랑스의 기준은 표 3.6.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6.7. 프랑스의 방사선 기준

항목

Effective wholebody doses
Equivalent
dose
for the lens of eye
Equivalent
dose
for the skin

Maximum effective
Limits for workers
annual dose (art.
R.1333- 8) received by a over 12
member of the public consecutive months
as a result of nuclear
activities
(Adult)

1 mSv/yr

20 mSv/yr

15 mSv/yr

500 mSv/yr

50 mSv/yr

150 mSv/yr

비고

ANDRA 자체 규
정
- 0.25 mSv/yr
- 5 mSv/yr(작업
자)

마. 검토 결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간, 방사선 제한치 및 불확
실성 등을 중심으로 미국,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술기준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기간과 관련하여, 미국은 10,000년의 평가 기간을 1,000,000년으로 확대하
였으며, 핀란드는 평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수천 년 이상 평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처분장 폐쇄 후 1,000년, 100,000년,

100,000년 이상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0,000년까지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최대 몇 년까지 평가할 것인가 여부는 국가별로 ‘period of

geological stability’를 몇 년으로 결정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방사선량 제한치와 관련하여, 미국 Yucca Mountain 처분장 경우, EPA와

NRC는 평가기간의 확대에 따른 peak dose로 10,000년 이내는 0.15 mSv/yr,

- 288 -

1,000,000년 이내는 1 mSv/yr로 이원화된 기준을 확정하였다. 핀란드는 일반인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로 0.1 mSv/yr를 제시하면서 natural events 및 human action으
로 야기되는 사건에 대한 상한선으로는 5 mSv/yr를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0.25

mSv/yr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선량 개념이 아닌 위해도(risk)
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해도를 연간 10- 6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안전성 평가 결과를 선량 기준과 상호 엄격하게 비교하
는 것은 비합리적임을 많은 안전성 평가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처분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많은 불확실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며,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평가결과로 나
타나는 연간 선량이 방사선 기준을 충족시키기 힘들고 평가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
실성을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다. 미국은 처분 후 10,000년 이후 기간에 대한 평가
시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산술평균을
적용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중앙값 사용은 평가결과를 낮추려는 인상을 줄 뿐만 아
니라 통계작업에서 기본적으로 산술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데이터 및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자세한 방안이나 제한치는 제시하
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는 불확실성이 높을지라도 10,000년 이후의 평가기간에 대하
여 비관적인 값을 사용한 보수적인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핀란드의 경우 공학적 방벽이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성능 유지기간으로 500년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프랑스는 다중방벽

(multi- barrier) 체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결론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서는 미래 처분장 전개를 예측하고 각종 데이터
를 사용하여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법적 제한치
와 상호 비교될 수밖에 없으며, 비교 결과가 법적 제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도 생겨날 수 있다. 안전성평가 결과가 법적 제한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분장의 성능 부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안전성 평가를 할 때
불확실성으로 인한 과도한 보수적 접근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법적 제
한치와 엄격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임을 많은 안전성평가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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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은 100,000년 이후의 평가결과를 법적 제한치와 엄격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함을 공식화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Yucca Mountain 처분장
의 안전성 평가 기간 확대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에 포함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를 법적 제한치와 엄격하게 비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일반인의 우려, 미래세대에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최신 기술로 정리된 기준이라는 면 등을 고려해 보면, 평가
에 포함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안전성평가 결과를 법적 제한치와 엄격하게
비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를 따르기 위해 평가의 불
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모델링 기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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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및 추가 모듈 개발
1. 서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과 관련한 종합성능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 TSPA)에 사용되는 행위는 크게 입력자료 생산, 입력 자료를 이용한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사업의 일환
으로 수행되며, 연구 사업을 행위의 발생순으로 구분하면 (1) 계획, (2) 연구사업 실
행, (3) 문서 작성, (4) 내부 검토, (5) 외부 검토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실제 고
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인허가 취득 및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연구 활동의 결과물인 자료의 기록 보존 및 투명성이 중요하다[3.7.1].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에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수행된 1
단계 연구에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QA)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 연구에서는 T2R3(Traceability, Transparency,
Reproducibility, Retrievability, Reliability) 개념에 따라 TSPA에 필요한 연구 사업
에 적용될 품질보증 절차를 개발한 바 있으며, 개발된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한국
원자력연구원은 CYPRUS(CYBER R&D Platform for Radwaste Disposal in

Underground System)를 개발하여 연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는 실험
결과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Web 기반 품질보증 체제를 개발하였으며[3.7.2],

CYPRUS를 2006년 미국 Sandia National Lab.에 수출한 바 있다.
CYPRUS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필요한 FEP(Feature, Event and Process),
시나리오, 각종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으며, Project base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CYPRUS 전 과정에 적용된 엄격한 Web 기반 품질보증체제는 일반적
인 시스템 운영체제와는 상이한 면이 있어 이용자가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
다. CYPRUS가 이용자에게 매력 있고 편리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 혹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용에 어려움이 없어
야 하며, 데이터의 축적 및 이용의 양방향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처분 연구원
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처분연구 현장에서 생겨난 정보를 타 분야에서 활
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공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CYPRUS의 컨
텐츠는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연구원의 활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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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CYPRUS 품질보증체계, Project base 운영체계, FEAS, PAID 등 기존
에 개발된 시스템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
하여 개발 중인 시나리오 관련 연구, 단열(Fracture), 지하수 조성 등에 대한 신규
모듈 개발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처분 연구 과정에서부터 생성되는 많은 결과물

(실험 절차서, 실험 Data, 설계 결과물, 주요 논문 등)들을 CYPRUS에 등록하는 절
차, PAID 체제에서 유사한 성격의 데이터를 한 번에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입력방
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분석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CYPRUS의 활용
성을 강화하고 시스템 보완을 통하여 다양한 처분 연구의 결과들이 얼마나 투명하
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며, 연구 결과들이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처분연구 활
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안전성 평가에
서 사용함으로써 처분장 안전성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CYPRUS 목적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수행되어 온 연구들이 데이터의 기록 및 보관을
위한 체계적인 기법의 부족으로 연구가 수행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 연구의
결과들이 연구를 수행한 개인의 지식으로만 남게 되기 쉽고, 이로 인해 많은 연구
비를 투입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낳기 힘들게 된다. 처분 연구 분야에서는 처분장
부지 및 주변에 대한 다양한 형태 및 규모의 지화학적인 실험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지하수 유속, 지하수 유동거리, 분배계수, 침투계수, 흡착계수 등 다양한 자
료들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험조건, 절차,
장비 등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객관성은 실험단계에서 충분히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분야의 정보시스템인 CYPRUS는 단순히 자
료의 등록을 통한 공유의 의미는 물론 다음과 같이 적절한 환경 하에서 실험이 수
행되었음을 입증하는데 관점을 둘 필요가 있다.
먼저,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의 경우, 단순히 연구의 단계를 넘어 처분장 인허가에
연구결과를 활용하게 되므로 연구결과를 인허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단계에서
수행된 설계자료, 실험절차, 실험환경, 측정 장비 등 많은 부분에서 구체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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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보관 중인 자료를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허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품질보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미
국의 경우, 원자력분야에서 품질보증을 위하여 10 CFR Part 50, Appendix B에 18
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품질보증 측면에서 10 CFR

Part 50의 Appendix B의 항목 모두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원
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처분장의 전개를 예측하여, 처분장 방사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는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정보를 확보할 수 있
어야 한다.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평가 S/W, 평가절차, 입력데이타,
평가결과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입력데이타는 핵종재고량, 반감기, 방벽
별 분배계수, 확산속도, 공극률, 용해도, 수리전도도, 열용량 등 핵종별 많은 특성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데이터 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용단계에서도 원하는 데이
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의 처리 및 관리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질의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예
를 들면, 오랜 기간 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식정보

(Knowledge base)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
탕으로 데이터의 품질조차도 상호 비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CYPRUS가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처분분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춘 시스템
-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정보시스템
- 미래 지향적인 정보시스템
그림 3.7.1은 CYPRUS가 처분전문정보시스템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응용 분야
를 보여주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Web based QA System 및 Technical Data

Management System이 가동 중에 있으며, Assessment System과 Virtual Reality
System은 가동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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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CYRPUS 시스템 구성도

3. CYPRUS의 특징
가. QA(Quality Assurance) 시스템

CYPRUS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NRC의 10 CFR Part 50 Appendix B에서 언급하
고 있는 18조항의 QA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18조항의 QA 원칙은 처분
연구와는 무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품질보증 원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프로젝트 계획, 실행, 문서화, 내부검토 및 외부검토라는 연구
의 다섯 단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원칙을 그림 3.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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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10 CFR Part 50 Appendix B의 18조항에 대한 반영
또한, ISO 9001, ISO 9000- 3과 같은 일반적 품질보증 체계와 1997년 개정된

ANSI(America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의 NQA 1/2 및 NQA 3과 같이 미국
NRC 10 CFR Part 50 Appendix B에 규정된 원자력 관련 품질보증 체계에서 강조
된 품질보증 개념을 정리한 미국 샌디아 국립 연구소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와
관련한 품질 보증에 도입한 T2R3 개념은 다음과 같다[3.7.3].

- 추적성(Traceability) : 어떤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입력 혹은 데이터의 근원과
합리적인 추론과정을 이해함

- 투명성(Transparency) : 결과를 도출해 낸 논리, 계산 및 그 외 다른 운용 과
정을 추적할 수 있음

- 평가용이성(Reviews) : 주석과 해법을 포함한 문서화된 기술적이고 품질 보증
관련 검토 사항이 잘 수록되어 있음

- 재생산성(Reproducibility) : 결과를 재생산할 수 있음
- 접근 용이성(Retrievability) : 관련문서를 체계적으로 찾거나 복구할 수 있음
이러한 개념 및 원칙에 의해 수립된 품질보증시스템은 본질적으로 CYPRUS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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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나. Web- based Project 시스템

CYPRUS는 단순히 실험 결과나 실험절차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필요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하
여 실험결과나 실험절차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이들 이용자가 등록된 자료
들을 접할 수 있어야 하므로 CYPRUS는 Web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한 데이터의 등록 시 관계자의 결재를 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결재시스템을 적용하
고 있다.
한편, 통상적인 Web 기반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등록 및 수
정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의 등록이나 등록된 데이터의 변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질(quality)을 유지하기 위한 QA 시스템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도

Web 기반 시스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Project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Project 기반 시스템은 Project 별로 Project 구성원과 Project 리더를 선정하여,
Project 구성원은 절차서나 데이터를 등록하게 되고 등록된 자료에 대한 품질은
Project 리더 및 QA 관리자가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Project 기반 시스템은
CYPRUS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 권한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의
차이는 양질의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QA 시스템이 Web에서 구현되는데서 비롯
된다고 볼 수 있다.

- 등록된 이용자 : 데이터 확인만 가능
- Project 구성원 : Project 데이터의 입력 가능
- Project 리더 : Project 데이터의 수정 가능
- Admin : Project 의 생성과 삭제 가능
이러한 차별화된 기능으로 등록된 이용자의 권한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쉬우나 실제 이용에 있어 등록된 이용자가 타인의 실험 결과나 실험절차를 훼손시
킬 이유는 없으므로 등록된 이용자가 등록된 자료를 일람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
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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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록된 이용자는 Project 에 따라 누구나 Project 구성원이 되어서 실험 절차나
결과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등록내용에 대한 승인 여부는 최종적으로 Project 리
더가 결정한다. Admin은 순서상으로는 가장 최종적으로 확정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데, QA 관점에서 Project에 등록된 내용이 입력양식이나 내부결재방식 등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등록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4. CYPRUS의 운영
가. FEAS(FEP to Assessment through Scenario Development)

FEAS는 FEP에서부터 Assessment까지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FEP,
Scenario, AMF(Assessment Method Flowchar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개발
단계인 PID 방식의 시나리오 구현이 완료되면 FEAS에서 이용하게 된다.

(1) FEP
FEAS에는 처분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FEP(Feature, Event and Process)을 담고
있다. KAERI FEP Encyclopedia에 담겨있는 381 종의 FEP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
며 이들 FEP은 방벽 종류에 따라 1차 분류하고 방벽별로 다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FEP 분류체계에 따른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FEAS에 나타나지
않으나 FEP 번호에 적용된 기준이므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최종적
으로 FEP들은 이러한 분류방법에 의해 세 번째 숫자를 일련번호로 부여하여 고유
의 FEP 번호를 유지하게 된다. FEP record 양식은 그림 3.7.3과 같으며, Category,

FEP 명칭, FEP ID, Process, Influence, 평가결과, Related RES, Reference 등을 기
록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FEP Audit 과제에서 주어지며 FEP의 중요도를 의미하며,

Related RES는 해당 FEP이 어느 시나리오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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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FEP record

CYPRUS에서 FEP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림 3.7.4와 같이 알파벳 순 FEP list, 방벽
별 FEP list, 확률에 의한 FEP list 세 가지가 있으며, 그림 3.7.4는 방벽별 FEP list
중 폐기물에 관련된 FEP list 를 확인하는 화면이다. 또한, FEP list에서 해당 FEP은

FEP record와 링크되어 있어 원하는 FEP record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FEP
record 입력 시 Related RES에 등록된 시나리오를 그림 3.7.4의 관련 RES 항목에
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4. 방벽별 FEP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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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처분 시나리오는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서 핵종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유출되고 유
출된 핵종들이 인공방벽과 천연방벽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생태계에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일련의 FEP으로 표현하게 된다. 시나리오를 표현하는 방법은
통상 Rock Engineering System인 RES 방식과 Process Influence Diagram인 PID
방식이 이용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며, CYPRUS에서는

RES 방식의 시나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PID 방식의 시나리오는 개발 중에 있다.
RES 방식은 행렬 구조를 이용하여, 주 대각선 방향의 Element에는 폐기물, 용기,
Backfill, Buffer 등의 방벽이 위치하게 되고 부 대각선 방향의 Element에는 교차하
는 주 대각선 Element에 있는 방벽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게 된다. 각 Element 에는
관련된 FEP들이 포함되어 있어 방벽간 영향을 상호 순차적으로 표현하게 됨으로써
시나리오는 표현되고, 이렇게 RES 방식으로 표현된 시나리오는 자세한 처분 시나
리오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자만 처분 시나리오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KAERI는 정상시나리오, 초기 용기파손 시나리오, 자연재해 시나리오,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네 개의 시나리오를 그림 3.7.5와 같이 RES 방식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Reference는 정상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초기 용기파손, 장기적 기후변화, 자연재해
시나리오는 대안 시나리오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 각각의 시나리오는 지하수, 역
학적 변화, 방사분해(Radiolysis), 용기부식 및 핵종이동의 다섯 개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섯 개 세부 시나리오의 RES 조합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정
상 시나리오에 대한 RES Matrix는 그림 3.7.6과 같으며, 선택 박스를 통하여 그림

3.7.7과 같은 세부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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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 RES 방식으로 개발된 시나리오

그림 3.7.6. 정상 시나리오의 RES 모형

- 300 -

그림 3.7.7. 정상 시나리오의 세부 RES 모형

(3) AMF(Assessment Method Flowchart)
AMF는 FEP 및 시나리오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Flowchart 이다. Source term에서부터 생태계의 인간까지 방사선 안전성 평가를 위
해서는 많은 과정에서 세부적인 안전성 평가 결과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세부적
인 안전성 평가에도 많은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결과를 얻게 된
다. 세부 평가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TSPA(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는 수행되므로 AMF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
부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그림 3.7.8은 정상 시나리오
에 대한 AMF의 구성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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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AMF
나. PAID(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base)

PAID는

처분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Conductivity,

Distribution coefficient, Porosity, Heat capacity, Friction angle of fracture,
Thermal expansion, Tensile strength, inventory 등 수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PAID 데이터들의 등록방법은 Project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FEAS 데이
터를 등록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Project 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과제 기획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획물부터 최종적으로 보고서, 발표자료, 실험절
차서, 실험결과물, 실험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Project에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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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FEAS 및 PAID 데이터도 Project를 통하여
등록하게 되므로 등록절차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CYPRUS에 Project를 이용한
데이터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l 등록 자료 결정 및 등록 의뢰 : CYPRUS에 등록하고자 하는 연구원은 등록

할 자료를 명확히 하고 등록을 CYPRUS Admin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CYPRUS 특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Project 생성 및 삭제 권한이 Admin에
게만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연구원은 가능한 자세히 등록할 자료의 내용을 알
려주어야 Project 명칭 등을 결정할 수 있다.
l Project 생성 및 수정 : Admin은 등록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연구원의 설

명에 따라 Project를 생성한다. 이때 Open 여부(관계자만 접근 가능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며 Project information, Required form, Project leader,

Project member 등을 작성 및 지정하여야 한다. Required form에서는 일반
자료 등록의 경우 Record Submittal Form인 form1701a을 지정해 주어야 하
며, FEAS 자료 및 PAID 자료의 경우 FEAS form 및 PAID form을 각각 지
정해 주어야 한다.
l 자료 등록 : Project member 혹은 Project leader는 생성된 Project 를 통하여

자료를 등록하게 된다. 해당 Project로 들어가면 Form ID를 확인할 수 있으
며, 일반 자료 등록인 경우 form1701a가 나타나며, FEAS 자료 및 PAID 자
료의 경우 FEAS 및 PAID가 나타난다. 해당 form을 클릭하여 첨부양식인

form1701a를 작성하여 confirm하고, 결재선 설정, 등록할 자료를 loading한
후 Send를 클릭하면 온라인 결재가 진행된다. FEAS 및 PAID 자료인 경우

form1701a에 추가로 FEAS 혹은 PAID form을 작성하여야 하며, FEAS 및
PAID form은 Admin이 직접 등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 결재 및 확인 :

자료 등록과정에서 지정된 결재자는 통상 Project leader가

지정되며 Project leader는 Web based QA의 My work에서 승인요청이라는
항목의 자료를 볼 수 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자료를 확인한 후

Document

title을

클릭하면

결재화면으로

들어가며

하단의

Approval/Disapproval을 통하여 결재 여부를 결정한다. CYPRUS에서는 결재
자의 승인을 얻은 Project가 최종적으로 QA에게 이전되며 QA는 품질보증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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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자료의 확인하고 하단의 Disapproval/Save를 결정한다.
l 이용자에게 Open : 최종적으로 QA 가 인정한 Project는 등록이 완료되며, 이

용자에게 Open 된다.
이러한 등록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3.7.9와 같다.

① 등록 자료 결정 및 등록 의뢰

② Project 생성 및 수정

③ 자료 등록

④ 결재 및 확인

⑤ 이용자에게 Open
그림 3.7.9. 등록 절차

Project를 통하여 등록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FEAS 및 PAID로 분류되
어 저장되며, 여기에서는 PAID에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 위주로 기술하고
자 한다.

PAID에 등록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검색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그림 3.7.10의 좌측에 있는 Word search와 Normal search 방법이 있다.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Category 지정 및 Field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Category는
고준위처분장이 Multi- barrier system 개념에 기초하므로 방벽별로 구분되어 있다.

Field는 Material Name, Parameter Name, All Columns로 구분되는데 Material은
주로 방벽이나 매개체를 의미하며, Parameter는 핵종의 성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
면, Buffer에서의 Np 핵종의 분배계수를 찾고자 할 경우, Buffer를 이용한 검색에는

Category를 Near field로 지정하고, Field를 Buffer로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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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를 Near field로 지정하고, Field를 Np 혹은 Distribution coefficient 로 검색
하여야 한다.

그림 3.7.10. PAID 초기 화면

Word search는 Category 지정 및 Field 지정을 통하여 단어 검색으로 데이터를 찾
게 되는 반면, Normal search는 Category 지정으로 Material ID 및 Material Name
이 자동으로 지정되므로 Parameter Name으로 검색하고 싶으면 Field를 변경해서
검색하면 된다.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속성을 명확
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3.7.10에 있
는 Category와 Field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Category는 Waste,

Near field, Far field, Biosphere, Physical constant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eld
는 Material name, Parameter name 및 All Column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천연암반에 대한 Neptunium의 Distribution coefficient(Kd) 데이터를 찾
고자 하는 경우, Category 항에서 Far field를 지정하고 Field 항에서는 Parameter

name을 지정한 후 Keywords 항에 Np 혹은 Distribution coefficient 를 입력하여야
하며, 검색 결과를 그림 3.7.1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Field 항에서 Parameter 검색
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Keywords 항에 Granite를 입력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검색방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PAID에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Category,

Material name 및 Parameter name을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정된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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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Category에 데이터가 위치하게 되며, Material name 및 Parameter name은

QA에 바탕을 둔 PAID 입력양식을 따르기 때문에다. 이러한 체제는 검색 시에 대
비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

그림 3.7.11. PAID 검색 결과 화면
이러한 검색 결과로부터 원하는 항목을 찾았으면 해당 PAID 데이터를 직접 선택하
거나 View PAID를 통하여 선택된 PAID 데이터를 그림 3.7.1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12. PAID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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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자료 개발

CYPRUS는 QA 시스템을 갖춘 처분 전문 정보시스템으로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CYPRUS가 다양한

Application을 갖춘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FEAS, PAID 및 Project 기능으로 처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
리할 수 있다.

CYPRUS의 목적이 처분 관련 자료 및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있다면 양질
의 자료 축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질적 측면에서 보면, QA 시스템이 적
용된 CYPRUS에서는 등록된 자료의 경우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QA 시스템의 적용은 QA Admin을 포함한 이용자별 권한의
차이와 품질보증을 위한 다자간 검토과정으로 인해 이용 상에 일부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loading을 위한 Project의 생성이나 삭제가

Admin에 의해서만 수행된다는 점에서 생겨나는 이용자- Admin 간의 협조관계 형성
필요성이나 데이터 loading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QA 문서 등은 이용자에게 익
숙해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용자가 CYPRUS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는 QA 시스템 적용에 따른 상이한 절차 등을 변경하는 것은 QA 시스템
적용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CYPRUS에 대한
이용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CYPRUS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CYPRUS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료(제목: Current Status of CYPRUS+) 및 실제 CYPRUS 이용 절차(제목:

CYPRUS 데이터 Loading 방법)를 개발하였다.
Current Status of CYPRUS+ 자료에는 CYBER R&D Platform에 대한 미래 지향
적인 개념, QA 원칙, T2R3(Traceability, Transparency, Review, Reproduceability,

Retrievability), QAP form, Project, FEAS(FEP & Scenario), PAID 등에 대한 전반
적인 설명은 물론 CYPRUS에 향후 탑재될 PID 방식의 시나리오와 로즈 다이아그
램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CYPRUS에 대한 철학, 구
현된 시스템, 향후 개발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CYPRUS에 대한 이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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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CYPRUS 데이터 Loading 방법 자료에는 등록대상 자료의 구분, 요약된 등록절차,
QA Admin의 작업(Project 생성 절차, QAP form/KAERI form 지정, Project leader
지정, Project member 지정 등), Project member의 데이터 로딩 작업(파일첨부방법,
적용된 QAP form 작성, PAID form 작성, 결재선 지정, 자료 보내기 등), 결재자의
자료 확인 및 결재 수행, QA Admin의 자료 확인 등에 대한 제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2009년 하반기에는 CYPRUS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라. CYPRUS 데이터 축적 현황

CYPRUS의 데이터 등록 현황은 Project 등록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Project 등록
건수는 2004년 2건, 2005년 2건,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6건, 2009년 20건
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CYPRUS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CYPRUS 등록현황
25

건수

건수

20
15
10
5
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도 구분

그림 3.7.13. 연도별 CYPRUS 자료 등록 건수

2009년도의 CYPRUS 데이터 등록의 가장 큰 핵심은 처분연구부의 연구결과를
PAID에 데이터 형태로 등록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는데 있다. Project에 등록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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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데이터는 데이터보다는 자료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자료에서 데이터를 추출
하여 PAID에 데이터 형태로 등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표 3.7.1과 같은 자료를

PAID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째, 표에 담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표 3.7.1에서는 실험공 세 군데의
화강암에 대하여 pH 3.5 부근에서 Np 수착실험을 수행하여 세 종의 Kd 값을 구하
였으며, Kd 값을 평균하여 Avg. Kd 값을 산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1. pH 변화에 따른 심부처분환경 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대한 넵투늄의
수착실험 결과

pH
3.5
5.5

Kd
Cf
Co Final pH
Core No. (mol/L)
(Bq/mL) (mL/g)
3.84
2.37
34.28
YH1- 1
KP1- 32 ～10- 6M
3.07
2.63
31.24
KP2- 20
3.44
2.36
31.12
5.38
1.38
68.11
YH1- 1
KP1- 32 ～10- 6M
5.95
2.03
38.21
KP2- 20
6.00
1.50
62.29

Avg. pH

Avg. K d
(mL/g)

3.45±0.39 32.21±1.79
5.78±0.35 56.20±15.85

둘째, 이들 데이터에서 어떻게 PAID에 입력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vg. Kd만 등록할 수 있으며, Avg. Kd를 포함한 네 가지 Kd를 모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3.7.14는 Project에서 네 가지 Kd를 모두 적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
다. Project 등록에 따른 세부 절차는 Project 에서 이미 자세하게 언급하였으므로 등
록절차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 3.7.14. Project 를 통한 PAID 데이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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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Project를 통하여 PAID form을 이용하여 데이터로 등록이 완료되면, PAID
에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7.15는 PAID에서 KURT 화강암
이 속한 Category를 Far field로 지정하고, Field는 Parameter Name을 지정하고

Key word 검색으로 Distribution Coefficient 로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3.7.15. PAID 데이터 검색 결과
검색 결과에서는 Distribution coefficient 만을 검색하였으므로 Np외에도 Ac, Am 등
다양한 핵종의 Kd 값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 KURT 화강암에 대한 Np 흡착계수
로 등록한 자료들도 나타나고 있다. Np 흡착계수 중 pH 3.5와 관련된 자료도 검색
되었으며, History에서 4로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istory 4의 의미는
그림 3.7.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된 데이터가 모두 4가지가 등록되었음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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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6. PAID 데이터(KURT 의 화강암에 대한 Np 237의 Kd)
이렇게 다수의 History 값을 갖기 위해서는 입력과정에서 PAID form에 Material

Name, Material ID, Parameter Name, Parameter ID 등을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History 데이터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여러 개의 History 데이터를 동시에 보게 되
면 각 데이터별로 차이점(실험 환경)을 쉽게 비교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취사선택하
여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5. 추가 모듈 개발
처분 전문 정보시스템을 지향하는 CYPRUS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양질의 데이
터를 많이 확보하여 처분 전문가들이 CYPRUS를 처분 연구에 최대한 이용하는 상
태일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분석해 보면, CYPRUS에 필요한 것은 ① 양질의 데이
터를 충분히 확보, ② 편리한 시스템 구성, ③ 처분전문가들의 CYPRUS 사용 확대
로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CYPRUS가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QA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
다. QA 시스템은 데이터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체제를 유지
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충분한 데이
터를 확보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즉 CYPRUS 전반에 작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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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시스템은 이용자에게는 이질적인 면이 있어 CYPRUS 이용에 불편함을 줄 수
도 있으며, 이는 처분 연구에서 매년 생산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점과 더불
어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CYPRUS의 주 이용자를 대상으로 CYPRUS의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CYPRUS 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CYPRUS 기능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궁극적
으로는 MDPSA code의 자체개발로 평가 기능을 갖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지만,

MDPSA 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처분 분야의 연구원들에
게 필요한 기능을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PID 방식을 이
용한 시나리오 연구, 단열정보, 지하수 조성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CYPRUS와 연
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PID, 단열정보, 지하수 조성과 관련된 시
스템 개발이 좁은 의미에서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도 CYPRUS와의 호환성 문
제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처분전문가들의 CYPRUS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CYPRUS에 대한 교육 및 홍
보가 중요하다. 이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CYPRUS의 장단점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자
료의 개발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 자료는 CYPRUS의 필요성, 장단점, 활
용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양질의 자료 확보는 물론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매뉴얼 개발은 이용 절차를 기록하게 될 것이므로 CYPRUS의 보
완이 완료된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MDPSA 개발을 통하여 평가 기능이 충족시키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평가 코드 접속을 통하여 MDPSA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과도기
적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 PID 모듈 개발

(1) 목적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CYPRUS내에 FEAS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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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인터넷상에서 FEP 선별과정, 각 FEP과 IFEP에 관한 상세
정보, 각 FEP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 각 FEP 관련 규제, SDF 관련 대안 시나리
오, 해당 시나리오의 RES 행렬, 관계 시나리오에 대한 주요 평가 개요, 시나리오
평가의 현황과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하여 품질 보증 시스템에서 승인된 데이터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RES(Rock Engineering System) 방법은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RES 방법은 주요 시나리오의 주요한 영향을 표현하는데 쉽도록 만들어졌지만 FEP
간의 자세한 관계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PID 방식은 처분 관련성 여부에
따라 FEP들을 1:1 연결하여 FEP간 상호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
세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3.7.4]. 두 방식의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각
과정에서 주요한 관계를 찾기 쉽게 만드는 다른 형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PID(Process Influence Diagram)를 구
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3.7.17은 다양한 형태의 PID를 보여준다. 원안에 사건을 기
입하고 화살표를 이용하여 각 사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흐름도이며, 이를 통해
한눈에 각 사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최종 결과를 도출해 낸 과정을 살
펴볼 수 있다.

그림 3.7.17. PID 형태

(2) 개발 툴
본 연구에서는 PID를 쉽고 편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Graphviz (http://graphviz.org)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Graphviz는 AT&T 연구소에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
해, Dot Language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만든 오픈 소스 툴 패키지이다. Graphviz는
무료 소프트웨어로써 툴을 사용할 때 무료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또한 스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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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언어를 사용하므로 기존의 CYPRUS에 삽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결과물
을 확장자 JPG, PNG로 된 그림 파일을 제공하므로 웹브라우저 상에서 쉽게 구현
가능하다.

Graphviz를 사용하여 흐름도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그림 3.7.18에서 볼
수 있듯이 ‘digraph G{.......내용.......}‘ 형식의 괄호 안에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각 사건마다 화살표(- >)를 연결한다. 각 사건들을 화살표로 연결하고
graphviz.exe 실행 파일에 보내주면 Graphviz 프로그램은 그림 3.7.18과 같은 흐름
도를 그림 파일로 출력해준다.

그림 3.7.18. Graphviz를 이용한 PID 생성 흐름도
이와 같이 기본적인 흐름도 뿐만 아니라, Graphviz에는 사건을 나타내는 칸의 모양
과 색깔 및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 선의 모양과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FEP의 중요도 및 관계의 중요도를 쉽게
표현할 수 있다.

(3) 개발 형태
CYPRUS에 삽입된 PID는 기존의 RES와 달리 각각의 시나리오를 보고자 할 때 개
별 선택 및 복수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초기 화면을 그림 3.7.19와 같이 구성
하였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복잡한 종합 시나리오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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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3.7.19. 시나리오 선택화면

PID는 FEP의 관계 및 시나리오를 표현해 주는 도구이므로 FEAS 카테고리 아래
RES와 같은 등급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파악하길 원하는 시나리오를 분
석할 때 RES 및 PID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7.20은

PID가 기존의 CYPRUS에 삽입 되었을 때의 모습이다. 화면 중앙에 FEP의 번호가
나타나 있는 PID 그림을 배치하고 오른쪽에 각 번호에 해당하는 FEP의 이름을 배
치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그림에 모두 표현할 수 없는 각 FEP의 번호와 이름을
오른쪽에 테이블 형태로 배치하여 PID를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림 3.7.20. CYPRUS에서의 PID 배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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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P 자체의 중요도인 FEP factor는 원안의 색깔을 5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
며, FEP 사이의 관계인 FEP relation factor는 선의 색깔을 5단계로 구분하여 표시
하였으며 두 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결합할 때 구분해 주기위해 선의 형태를 실선에
서 점선 등 총 다섯 가지로 나누어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하였다.
또한 PID에서 FEP의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 3.7.21과 같이 FEP

Category를 선택시 기존의 FEP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팝업을 띄우도록 구성하였
다.

그림 3.7.21. FEP record와의 연계 화면

(4) 입력 형태
기존의 PAID 및 FEAS는 품질 보증 시스템인 QA를 통해 입력되도록 하였으며 정
해진 절차를 거쳐 승인된 데이터들만이 저장되어 검색,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개발
된 PID 모듈 또한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QA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CYPRUS에서 시험하였다. CYPRUS의 QAP form은 10 CFR Part 50 Appendix B
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반해 PID form은 KAERI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문서에 해당
하므로, PID시나리오를 입력할 때 QAP form과는 별도의 PID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 배치하였다. 또한, PID 입력 툴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그림 3.7.2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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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각 FEP 시나리오의 Category를 정해주고 FEP 번호, FEP 관계 및 중요도를
입력해주면 각 관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속
해서 PID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는 T2R3의 재현성(Reproducibility)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림 3.7.22. PID 입력 Tool 모형

(5) 향후 계획 및 효과
PID 모듈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Full
PID는 물론 Reduced PID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추가적
인 기능 개발은 궁극적으로 PID 이용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PID 모듈은 품질 보증 시스템에서 RES와 더불어 시나리오 분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단순한 자료 입력만으로도 매우 복잡한 시나리오
를 합리적인 형태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성 시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나. 단열정보 모듈 개발

(1) 목적
핵종이동에 관한 연구는 처분장 안전성평가에 매우 중요하며 처분된 방사성폐기물
에 있는 핵종들이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로를 고려해 볼 때, 암반 내의 단열은 핵종
이동의 가장 중요한 경로가 된다. 따라서 핵종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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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의 형상과 위치 및 개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현재
까지는 이러한 작업을 수작업이나 독립된 도구로 이용하여 왔으나, 효과적으로 단
열 정보를 저장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일관된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Fracture Information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2) 개발 과정
단열 정보를 표시하는 그림들은 매우 단순한 형태이다. 평면 위에 모든 것을 표시
하기 때문에 좌표만 있으면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하다. 따라서 상용 프로그램이 있
으나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HP 함수의 GD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또한 GD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
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열정보의 기본적인 저장 데이터로는 dip angle, dip direction, size, aperture,

relative position 과 site name이 있다. 이는 그림 3.7.23과 같이 시추공에서 나온 암
석과 시추공 위치에 대한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림 3.7.23. 단열정보 실측 데이터
지질학에서는 실측한 단열 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림 3.7.24와 같이 나타낸 입체 투영법(Stereographic

Projection)이 있다. 입체 투영법은 dip direction과 dip angle을 조합하여 구면에 투
영하듯이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한눈에 그 지역의 지층 방향, 단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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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의 방향성과 같은 지질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체 투영법을 보조하기 위
해 각 방향마다의 dip direction의 개수를 rose diagram으로 나타내고, dip angle의
개수 또한 각 방향별로 표시한다.

그림 3.7.24. Stereographic net, Dip direction(rose diagram) 및 Dip angle
또한 세 가지 그림과 더불어 그림 3.7.25와 같이 단열의 크기 및 위치를 테이블로
정리하여 단열정보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한다.

그림 3.7.25. 부산지역 단열정보 Table

(3) 입력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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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정보를 체계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림 3.7.26과 같이 단열정보 입력모듈을
개발하였다. Fracture site를 담은 정보는 지역을 의미하게 되며, 해당 정보는 그림

3.7.25의 오른편 그림과 같이 Site 정보로 옮겨진다. 그 외 입력모듈을 통해 입력된
Fracture와 관련된 정보들은 stereonet 으로 나타나던지 table 형태로 제공된다.

그림 3.7.26. 단열정보 입력모듈

(4) 향후 계획
단열 정보 모듈은 PAID 시스템에서 암반의 단열을 묘사하고 지하수 흐름을 파악하
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리고 단순한 자료 입력만으로도 매우 많고 복잡한 단열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
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열 정보 입력 시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 지하수 조성 모듈 개발

(1) 목적
핵종 이동은 지하수에 의해 발생된다. 물속에서 여러 가지 콜로이드와 이온은 핵종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처분장에 있는 여러 핵종들이 생태계로 유출된다
면, 지하수 내의 콜로이드와 이온은 핵종과 결합하여 핵종 이동의 주요한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핵종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지하수 조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작업을 수작업이나 독립된 도구로 이용하여 왔으나,
효과적으로 지하수 조성을 저장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일관된 도구가 필요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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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Groundwater Contents Diagram 모듈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2) 개발 과정
지하수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콜로이드와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표 3.7.2와 같이

KURT 시추공에서 조사한 지하수를 보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7.2. KURT 내의 시추공에서의 지하수 조성(부분 발췌)

지하수 조성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여러 가지 그래프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
요 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 3.7.27과 같은 Radar(spider) chart 를 사용하
였다. 이러한 radar chart를 이용하여 지하수 조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요 성분
을 몇 가지만 그래프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table의 형태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KURT 및 다른 Site의 지하수 정보를 파악하여 10가지로 주요성
분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주요 성분만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그 외의 나머지 성분들
은 테이블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듈 개발 방향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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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7. Radar chart(spider chart)

Radar chart 는 그림 3.7.27에서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를 갖는다. 평면 위에 모든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좌표만 있으면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하다. 따라서 상용 프로
그램이 있으나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HP 함수의 GD 라이
브러리를 이용하였다. 또한 GD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10가지 주요성분을 Na, K, Ca, Mg, SiO2, Cl- ,

SO42- , NO3- , F- , HCO3- 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콜로이드와 이온의 양이 매우 적은
경우 그래프를 보기가 매우 어려운 형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래프의 단
위를 그림 3.7.28과 같이 로그 단위로 바꾸었다. 지하수 조성 그래프는 그림 3.7.28
의 두 번째와 같이 최종 형태를 띨 것이며, 정확한 데이터 검색을 위해 그래프 아
래 테이블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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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8. 지하수 조성 모듈

(3) 입력형태
현재 지하수 조성의 입력 형태는 QA 방식을 취하고, 추가로 PAID에 지하수 조성
을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방식을 이용하고 PAID

Form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방향을 정하였다. PAID에 데이터를 저장하
기 위해서는 지하수 성분 데이터의 이름을 two folder 시스템에 맞도록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 그림 3.7.29처럼 Material ID를 대표값의 이니셜로 바꾸어 조합을 하는
것도 일종의 대안이다.

그림 3.7.29. 지하수 조성 데이터 이름의 two folder 분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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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
지하수 조성 모듈은 PAID 시스템에서 지하수 조성을 묘사하고, 지하수 조성을 파
악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리고 단순한 자료 입력만으로도 매우 많고 복잡한 지하수 조성 정보를 한눈
에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수 조성 입력 시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
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6. 결론
CYPRUS는 처분 분야에 대한 종합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 체제를 갖춘 시스템,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 정보시스템 및 미래 지
향적인 정보시스템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번 단
계에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충, 추가 시스템 개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다.
먼저,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처분 연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자체의 질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CYPRUS에서 데이터 처리기법을 이용하여 유사한 데이터를 동시에 검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기법은 향후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단계에서 수행된 PID 모듈, 단열정보 모듈 및 지하수 조
성 모듈 개발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CYPRUS에 탑재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
고 있다.
셋째, CYPRUS 품질보증 체계는 CYPRUS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면서, 시
스템 이용을 번거롭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이용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CYPRUS의 필요성, 장단점, 기
능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 홍보 자료 및 데이터 등록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
하였으며, 향후 개발된 자료는 CYPRUS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CYPRUS 개발활동 이외에도 CYPRUS 운영을 통하여 안전성 평가는 물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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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연구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데이터 등록 건수에 대한 통
계자료에 따르면, CYPRUS 데이터 등록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번 단계에 개발된 모듈 및 교육 자료를 통하여 CYPRUS
이용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처분연구 결과의 기록보전이라는 기본 목표 이외에 CYPRUS 이용 활성
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미래 지향적인 이용자 중심의 CYPRUS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및 보완은 물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
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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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PULSA 개발 상세 및 평가
1. PULSA 코드 구조
그림 3.8.1은 PULSA 코드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다. PULSA는 추후 지속적인 확장
을 위하여 초기부터 모듈타입으로 디자인되어 개발되었다. 이러한 모듈은 그 특성
에 따라 크게 6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 SETPTH RNFIL LTFNS ERRORM
MPPSET

MPPRFP

MPPFLO

FR

그림 3.8.1. PULSA 코드의 전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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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PBC

가. Input module
현재 단계에서는 input 모듈을 통하여 총 15개의 text 기반의 input 파일로부터 계
산에 필요한 정보를 읽어 들이며, 그 input 파일 목록은 표 3.8.1과 같다.
표 3.8.1. 입력 파일 목록 및 해당 내용

Input 파일명

내용

BC_GW.dat

다공암반 내 지하수 경계조건

BC_RNUC.dat

다공암반 내 핵종 경계조건

BCF_GW.dat

단열 내 지하수 경계조건

BCF_RNUC.dat

단열 내 핵종 경계조건

BCFactors.dat

천이적 경계조건

DetFrac.dat

deterministic 단열 정보

FracProp.dat

stochastic 단열 정보

GridProp.dat

각 Grid별 암반 정의

PULSA.dat

수치계산 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

RNElemProp.dat

Radionuclide 및 element 정보

RockProp.dat

암반 물성값 정보

RockRNProp.dat

핵종 의존 암반 물성값 정보

Source.dat

선원항 정보

SrcFlux.dat

천이적 Source flux 정보
천이적 Waste matrix degradation

SrcVolume.dat

정보

나. RUN(PSA) 모듈

PSA 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생성 및 전체 프로그램 실행을 제어하는 부분으로서
PSA 계산 구현 시 매회 계산 초기화를 담당한다.
다. 단열망 구축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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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망 구축과 관련된 모듈로서 결정론적(deterministic) 혹은 추계적(stochastic) 단
열 생성, 단열 간 연결도 검색, 단열망 연결 등을 담당한다.
라. 지하수 유동 계산 모듈
다차원의 다공암반, 단열암반 및 다공- 단열 암반 내 지하수 계산을 위한 모듈로서
현 단계에서는 밀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천이적 지하수 유동 계산을 담당한다.
마. 방사성 핵종 이동 계산 모듈
다차원의 다공암반, 단열암반 및 다공- 단열 암반 내 방사성 핵종의 이류, 분산, 확
산 현상을 모사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용기로부터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유출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네 개의 선원항 모델이 개발되어 있다.
바. post- processing 모듈
계산 결과를 post- processor를 통해 가시화 할 수 있도록 PULSA 코드 계산 결과
를 post- processor용 입력 자료 형식에 맞도록 출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수치계산
가. 단열- 다공암반 교차면 모델링

(1) 단열망 생성
실제 단열계에서 개개의 단열은 각각의 물성값에 의해 표현된다. 이러한 물성값은
크기, 모양, 위치, 방향(orientation), 단열폭 등이다. 특정 지역의 모든 단열들에 대
해 이러한 인자들은 일정한 분포를 가질 것이다. 이상적이면서도, 실제에 가까운 단
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포를 정해 단열계를 구성한다. 실제 계에서는 물성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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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관찰되는 것 중 하나는 단열 세트이
다. 일반적으로 특정 단열 세트를 구성하는 단열들은 동일한 지각 운동에 의해 생
성되기 때문에 유사한 방향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단열 세트의 특징은 또 다른 세
트와 차별화될 것이다. 하나의 단열 세트 내에서도 예를 들어 크기와 단열폭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단열세트의 개념을 확장하여, 하나의 확률밀도함수에 의해
결정된 물성값을 갖는 단열들의 집합체로 단열세트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유용하다.

PULSA에서 가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열 물성값들은 단열 방향, 경사(dip), 주
향(strike), 수리전도도(transmissivity), 비등방도(anisotropy), 크기, 중심, 가로세로
비 등이다. 모든 물성값들은 확률분포함수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 인자들을 입력함
으로써 최종 결정될 수 있으며, MDSPA에서 고려하고 있는 확률분포함수는 표

3.8.2와 같다. 또한 PULSA에서는 확률분포함수 이외에도 특정 물성값을 갖는 단열
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단열 물성값을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표 3.8.2. 확률분포함수 관련 입력 인자
확률 분포

입력 인자

Constant

균일값

Uniform

Min, Max

Log- uniform

Min, Max

Triangular

Min, Max, Peak

Log- triangular

Min, Max, Peak

Normal

Mean, Standard deviation

Log- normal

Mean, Standard deviation

이러한 단열망은 확률밀도함수에 의해 결정된 물성값들을 갖는 단열군들의 집합체
로서 확장하여 모사될 수 있다. 즉, 각 단열군을 대상으로, 단위 체적 내에 존재하
는 단열면적으로 정의되는 단열 밀도(Fracture Density, F.D.)를 결정하면 그림

3.8.2와 같이 각각 다른 특성의 물성값을 갖는 단열군의 조합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단열망을 구성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단열망 중 일부는 그림 3.8.2(d)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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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바와 같이 계산영역을 벗어나게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림 3.8.3과 같은 부
단열 개념을 도입하여 각 부단열의 중심좌표가 전체 계산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엔
관련 부단열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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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c) F. D. = 0.2

(d) Finally generated fractures

그림 3.8.2. 복수개의 단열세트를 활용한 단열망 생성 과정

subfracture
inside cal. region
outside cal. region

그림 3.8.3. 계산 영역외곽 단열에 대한 trimming 작업

(2) 단열 간 교차선 검색
지하수가 단열 암반간의 연결면 혹은 단열암반과 다공암반간의 연결면을 통해 흐르
기 위해서는 생성된 여러 단열들이 상호간에 충분히 연결되어 거시적인 유동경로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한 유동경로의 존재여부는 단열망을 구성하고 있는 단열들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단열들에 대한 통계 입력 자료에 따라 광역 유동경로가
구성될 수도 있고, 단지 국부적으로 고립된 유동 경로만이 구성될 수도 있다. 물론
계산 영역내의 단열 개수가 증가할수록 광역의 경로가 형성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따라서 전체 유동경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선 생성된 단열들 간의 교차선을 검색
해야 하며, 단열들 간 혹은 다공암반과 단열들 간의 연결도에 대한 확인 및 기록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이러한 2차원 단열암반간의 연결망 구성기법에 대한 연구는 타원형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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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사각형 단열을 이용하여 수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열암반간
의 연결뿐만 아니라 단열암반과 다공암반의 연결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즉 유한체적법에 기초한 수치해석코드에서 단열암반을 사각격자로 모
사하는 경우 다공암반은 육면체로, 단열암반은 2차원의 사각 격자로 표현된다. 이때
단열암반과 교차하는 다공암반의 교차면에는 추가적으로 교차면과 일치하는 동일한
크기의 가상의 사각 단열암반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면 단열암반
간의 교차면 검색 뿐 만 아니라 단열암반과 다공암반의 교차면 검색에서도 기존의
단열망 검색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3) 단열망 구축
단열 목록을 기초로 단열간의 교차선 정보가 확인되면 이들 단열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단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PULSA 코드에서는 단열간의 상
호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3.8.3과 같은 단열 및 교차선에 관련된 변수들
을 정의하였다. 각 변수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단열의 교차선 정보를 전달하면서 단
열간의 연결망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 순서는 그림 3.8.4와 같다.
표 3.8.3. 단열 교차선 관련 변수
변수명

정의

IFR

단열 번호

IINT

교차선 번호

ICON(IFR)

각 단열의 연결도

ILSSI(IFR)
IPINT1(IINT)

단열의 최종 소속 교차선

IPINT2(IINT)
INDMF1(IINT)
INDMF2(IINT)

각 단열에 연결된 검색 교차선
현 교차선에 소속된 단열쌍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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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ILEVEL=ILEVEL+1
LNEW=.FALSE.
IFR=0

YES

YES

NO

ICON(IFRIN)=0

IFR=IFR+1

YES

ICON(IFR)=ILEVEL-1

ICON(IFRIN)=ILEVEL
LNEW=.TRUE.

NO

YES
IINT=ILSSI(IFR)

INDMF1(IINT)=IFR

IINT≠0
NO
NO
IFR≤NFRAC

YES
IFRIN=INDMF2(IINT)
IINT=IPINT1(IINT)

IFRIN=INDMF1(IINT)
IINT=IPINT2(IINT)

YES
LNEW=.TRUE.

YES

YES

그림 3.8.4. 단열망 생성 흐름도
그림 3.8.4의 단열망 구축 순서도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 3.8.5에 1

× 1 × 7 격자에 생성된 간단한 단열- 다공 암반을 도시하였으며, 이 단열- 다공암반
은 각각 네 개의 다공격자 및 3개의 단열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열(FR1, FR2,

FR3)은 각각 세 개의 부단열격자(F1- 1, F1- 2, F1- 3, F2- 1, F2- 2, F2- 3, F3- 1,
F3- 2, F3- 3)로 세분되어 있으며, 첨자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PULSA에서는 다공
격자와 단열격자가 교차하는 부분마다 가상의 단열격자가 자동으로 추가 생성되도
록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각 다공격자와 단열이 교차하는 두 개의 면에 가상
단열(FR4 및 FR5)이 추가되었다.

그림 3.8.5. 단열- 다공암반에서의 개별 격자 및 교차선 index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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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복수개의 단열이 교차하여 생성되는 교차선은 총 4개가 형성되며 전술한 단
열 간 교차선 검색 방법에 기초하여 각 단열의 교차 정보갱신은 그림 3.8.6과 같이
교차선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의해 구축되며, 그 결과는 표 3.8.4와 같다.

IINT2

FR1

IINT2

IINT1

IINT1

FR1

FR5

FR5
FR3

FR3
FR4

FR4
IINT3

단열쌍

FR2

IINT3

연결된 교차선

단열쌍

FR2

IINT4

연결된 교차선

교차
선

제1단열

제2단열

제1단열

제2단열

교차
선

제1단열

제2단열

제1단열

제2단열

1

FR1

FR3

0

0

2

FR1

FR4

IINT1

0

(1) 교차선 IINT1
IINT2

FR1

(2) 교차선 IINT2
IINT2

IINT1

IINT1

FR1

FR5

FR5
FR3

FR3
FR4

FR4
IINT3

단열쌍

FR2

IINT3

IINT4

연결된 교차선

단열쌍

FR2

IINT4

연결된 교차선

교차
선

제1단열

제2단열

제1단열

제2단열

교차
선

제1단열

제2단열

제1단열

제2단열

3

FR2

FR3

0

IINT1

4

FR2

FR5

IINT3

0

(3) 교차선 IINT3

(4) 교차선 IINT4

그림 3.8.6. 교차선을 중심으로 한 단열 교차 정보 구축 과정
표 3.8.4.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 단열 간 교차 정보
교차선
IINT
1
2
3
4

단열쌍
INDMF1(IINT) INDMF2(IINT)
1
3
1
4
2
3
2
5

기 연결된 교차선
IPINT1(IINT) IPINT2(IINT)
0
0
1
0
0
1
3
0

이와 동시에 ILSSI(IFR)에는 각 단열을 기준으로 각 단열이 소속되는 최신 교차선
의 정보가 저장되게 되며 그 정보는 표 3.8.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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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5. 각 단열별 최신 소속 교차선 정보
단열 : IFR
1
2
3
4
5

최신 소속 교차선 : ILSSI(IFR)
2
4
3
2
4

각 단열간의 연결도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경계조건
이 Dirichelete인 단열 혹은 다공격자와 단열격자가 교차하는 부분의 가상(Dummy)
단열을 검색하여 연결도 정보 갱신을 위한 초기 시작 단열로 지정하고, 연결도

(ICON(IFR))를 한 단계 증가시킨다. 연결도 갱신 이후에는 각 단열을 순차적으로
검색하면서 최신의 연결도를 갖는 단열을 검색한다. 해당 단열이 소속된 교차선

(ILLSI(IFR))에 소속되어 있는 단열 교차쌍 중 추가로 연결된 신규 교차쌍이 존재
하는 경우 해당 단열의 연결도(ICON(IFR)) 및 신규 교차쌍 존재 유무 정보

(LNEW)를 갱신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단열을 대상으로 신규 교차쌍이 존
재하지 않을 때까지 연결도 정보를 갱신하면 최종적으로 각 단열의 순차적인 연결
정보가 파악되어 단열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3.8.6과 같다.
표 3.8.6. 각 단열별 연결도 정보
단열 : IFR
1
2
3
4
5

연결도 : ICON(IFR)
2
4
3
1
5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연결 정보를 바탕으로 단열 간 혹은 단열- 다공암반 교
차부에서의 유동저항을 산출한다.
나. 계산결과

(1) 다공암반 모델을 이용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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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A 코드의 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석해가 존재하는 단순한 다공암반을 대
상으로 해석해와 PULSA 코드를 활용한 수치계산결과를 각각 비교 검토하였다. 계
산 대상 영역 및 계산에 사용된 물성값은 각각 그림 3.8.7 및 표 3.8.7과 같다. 이때
각각 y방향 및 z방향에 수직한 면에 대해서는 no flux 조건을 가정하였다.

100

그림 3.8.7. 계산 대상 좌표계
표 3.8.7. 계산에 이용된 물성값
항목
총길이(Length of domain )
수두차(Head drop across the domain)
중력가속도(Gravitational acceleration)
지하수밀도(Groundwater density)
공극수 확산계수(Porewater diffusion coefficient)
암반 투수계수(Rock permeability)
유동공극률(Accessible flowing porosity)
종방향 분산길이(Longitudinal dispersion length)
횡방향 분산길이(Transverse dispersion length)
지연계수(Retardation)
지하수 점성계수(Groundwater viscosity)
암반확산거리

(Available distance for diffusion into the rock matrix)
확산계수(Intrinsic diffusion coefficient)

값
104
50
9.81
998.3
10- 9
10- 11
0.01
50
10
1
10- 3

100
5 × 10- 11

위와 같은 지형에 대한 해석해는 수치적으로 Talbo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역변환된

Laplace 변환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PULSA 결과 및 해석해 결
과를 그림 3.8.8에 비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해와 PULSA 코
드 계산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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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analytic and MDPSA concentrations for the fifth test case
with correction for numerical diffusion
1
0.9
0.8
analytic t=0.5E8

Concentration

0.7

MDPSA t=0.5E8
analytic t=1.0E8

0.6

MDPSA t=1.0E8
analytic t=1.5E8

0.5

MDPSA t=1.5E8
analytic t=2.0E8

0.4

MDPSA t=2.0E8
analytic t=2.5E8

0.3

MDPSA t=2.5E8

0.2
0.1
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x (m)

그림 3.8.8. 해석해 및 PULSA 코드 결과 비교

(2) 분리 단열망 모델을 이용한 계산
PULSA 코드에서는 추계론적 방법에 의한 분리 단열 생성 및 이들 단열들에 의한
분리 단열망 구축이 가능하다. 표 3.8.8은 단열 생성을 위하여 입력된 물성값들을
나타내며, 그림 3.8.9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단열망 구조를 나타낸다.
표 3.8.8. 단열망 구성에 사용된 각 단열세트의 물성값

Fracture 1

Fracture 2

Value(PDF)

Value(PDF)

ratio

0.8

0.2

Size

1.0(Constant)

0.1 ～ 1.0(Uniform)

Aspect ratios

1.0(Constant)

0.5(Constant)

Strike

- 15 ～ 15(Uniform)

75 ～ 105(Uniform)

Dip

70 ～ 90(Uniform)

10 ～ 20(Uniform)

Rotation

0 ～ 180(Uniform)

0 ～ 180(Uniform)

Transmissivity

10- 12(Lognormal)

10- 10(Log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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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최종 생성된 분리단열망
복잡하게 연결된 분리 단열망에서의 압력 및 시간에 따른 농도분포를 그림 3.8.10에
도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해석해를 계산하여 PULSA 코드 계산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림 중에는 PULSA 코드 계산에 의한 압력 분포 및
시간에 따른 핵종 농도 분포의 변화만을 도시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변
화를 관찰할 수 있다.

(a) Pressure distribution

(b) Concentration distribution

그림 3.8.10. 분리단열망 내 압력 및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변화

(3) 단열 주변에서의 지하수 유동장 모사 성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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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SA 코드 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3.8.11에 도시한 바와 같은 지표지형 및
수직단열을 포함한 2차원 지형을 대상으로 PULSA 코드 및 대표적인 다공암반 내
지하수 유동 해석용 상용코드인 NAMMU를 활용하여 각각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3.8.11은 계산 대상 지형 및 경계 조건을 도시한 것으로서
지표면의 경우 높이에 따른 압력 분포값을 할당하였으며 최대지점과 최저지점의 높
이차는 50 m이다. 본 평가에서는 지표면 내 전체 표토 층과 암반이 포화되었다고
가정하므로 육지 상부 경계 조건은 지하수위 분포 라인을 따라 설정된다. 지하수위
아래에 위치한 암반은 잔류 지하수 압력(residual pressure)을 받으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3.8.1)

P R = ρ f gz

여기서 ρ f 는 담수의 밀도이고, g는 중력 가속도, z는 해수면으로부터의 표고차이다.
그리고 평가 영역 오른쪽과 왼쪽 경계는 지형 특성을 고려해 불투수 경계 조건이,
하부는 불투수층의 존재를 고려해 불투수 경계 조건이 설정되었다. 또한 단열은 중
앙부 외에 양 측면으로 단열 후광 지역(fault halo)이 각각 발달한 것으로 설정하였
다. 그림 중 단열폭은 10 m, 단열 후광 지역 폭은 양 측면으로 각각 95 m씩을 가
정하였으며 각 암반의 물성값은 표 3.8.9와 같다.

그림 3.8.11. 계산 대상 지형 및 경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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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9. 암반별 물성값
항목

투수계수(m2)

다공도

다공암반

10- 15

0.03

단열후광지역(Halo)

10- 14

0.03

단열

10- 13

0.03

단열폭(m)

10

PULSA 코드와 NAMMU 코드의 경우 각각 유한체적법(FVM) 및 유한요소법
(FEM)에 기초한 코드로서 각 코드를 통해 생성된 격자는 그림 3.8.12와 같다.

그림 3.8.12. PULSA 코드 및 NAMMU 코드의 격자 시스템 비교
그림 3.8.13은 각 코드를 통해 계산된 압력 분포를 비교,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코드 모두 압력 분포는 정상부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 골
짜기에 근접할수록 낮아지는 지표지형효과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두
결과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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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all distribution
P(N/m^2)

1.20E+06

MDPSA

1.15E+06
1.10E+06
1.05E+06
1.00E+06
0.00E+00

4.00E+02

8.00E+02

1.20E+03

X(m)

(b) Local distribution at Z=- 200 m
그림 3.8.13. 압력분포 비교
그림 3.8.14는 각각 지하 200 m, 500 m, 800 m 높이에서 각 지점별 유동경로를 비
교,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심도에 관계없이 두 코드의 유
동 경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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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4. 심도별 유동경로 비교
그림 3.8.15는 두 코드에 의해 계산된 지하수 이동 경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비교를
위하여 (1) ～ (14)번까지의 위치에서 지표까지 지하수가 이동하는 거리 및 시간을
심도별로 비교,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코드를 이용해
산출한 이동거리 및 시간이 평균적으로 2% 정도의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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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5. 심도별 이동거리 및 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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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선진 핵주기 폐기물 처분 대안 시나리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1. 서론 및 배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처분장의 처분시스템에 대
한 안전성 평가와 성능 평가를 위해 GoldSim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를 이용하
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확률론적으로 종합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상용 범용 개발
도구인 GoldSim[3.9.1] 을 이용해 개발된 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처분장의 근계 및
원계영역에서의 핵종 누출과 이동, 생태계에서의 핵종 전이에 따른 피폭선량을 동
시에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평가 결과의 보수성을 감소시키고 신뢰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평가 방안이 마련되었다. 작성된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분장
주변의 지하수 유동 양상 변화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시나리오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또는 인간침입에 의한 사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
하고 그 결과를 관련된 주요 입력변수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확률론적으로 제시
하였다. 평가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방법론과 평가 기법은 향후 처분장의 설계나 건
설 및 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처분 시스템 성능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현재 고려중인 처분시스템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나 파이로 공정에
의해 발생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여러 대안 시나리오를 도출
하고 이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2. 확률론적 평가를 위한 대안 시나리오 도출
평가 대상이 되는 처분시스템의 개념을 그림 3.9.1에 표현하였다. 전체 처분시스템
은 처분 터널과 처분공으로 표현되는 폐기물 처분장, 처분장을 둘러싼 인공방벽을
포함하는

근계영역,

천연방벽

역할을

하는

모암이

있는

원계영역,

GBI

(Geosphere- Biosphere Interface)를 통해 지하매질과 분리되는 생태계의 네 개의 요
소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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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대상 처분 시스템
처분장과 근계영역에서는 지하수가 유동하게 되는데, 지하수는 처분용기가 수명을
다하거나 파손되고 인공방벽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방사성폐기물과 직접 접촉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방사성 핵종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근계영역, 원계영역을 지나
생태계로 유출되고, 결국 생태계에 거주하는 피폭집단이 방사선의 피폭을 받게 된
다.
방사성 핵종의 유출에 따른 피폭선량이나 이동량(flux) 등의 확률론적 평가를 위한
주요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3.9.2, 3.9.3]:

- 처분장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의 형태는 크게 “In- flow” (flow into tunnel)와
“Outflow” 로 나누었는데, In- flow는 처분터널보다 처분공에서의 지하수두가 더
높아 지하수가 처분공에서 처분터널 방향으로, 즉 하부에서 상부로 흐르는 상황
에서 발생할 수 있고, Outflow의 경우는 그 반대의 상황에서 발생한다.

- 처분장에 놓이는 처분용기는 지하수가 흐르는 단열과 전체 또는 그 일부가 접촉
을 하고 있거나, 접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처분용기에서 누출된 핵종은 처분터널 방향으로 지하수 유동이 일어나는 I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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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터널에서 처분공을 지나 암반매질로 지하수 유동이 일어나는 Outflow를
따라 이류 흐름(advection flow)으로 이동할 수 있다.

- 모든 처분용기가 지하수와의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In- flow나 Outflow가
없는 "Noflow"상태가 되어 방사성 핵종이 더 이상 내부 단열(internal fracture)
을 통해 지하매체로 누출되지 않는다.
또한 그림 3.9.2와 3.9.3에 도시한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핵종의 이동 개념과 이동 메카니즘을 보면(그림 3.9.2), 근
계영역에서의 핵종 이동은 처분용기를 빠져 나온 핵종이 주변의 벤토나이트 완충재
와 뒷채움재를 거쳐 모암에 생성된 굴착손상대(EDZ)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핵종이 이러한 근계영역에서 모암, 즉 원계영역으로 누출되는 지점은 처분공주
변의 EDZ와 터널주변의 EDZ라고 보았다(그림 3.9.2, 3.9.3).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 가정을 하였다:

그림 3.9.2.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핵종의 이동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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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각 매질별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핵종의 이동 메카니즘

- In- flow의 경우에는 처분용기에서 누출된 핵종은 확산을 통해 처분공 주변의
EDZ에 도달하고, EDZ내에서는 지하수의 유동에 의한 이류 이동(advection
transport)으로 터널 주변 EDZ까지 이동한다. 그리고 그 곳(그림 3.9.2에서 ④)을
통해 근계영역을 벗어나 원계영역으로의 이동을 계속한다.

- 지하수의 유동이 전혀 없는 Noflow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터널의 EDZ를 통해 원
계영역으로 나오긴 하지만, 처분공 주변 EDZ에서의 이류 이동은 존재하지 않는
다. 처분용기에서 누출된 핵종은 확산만을 통하여 처분터널에 도달하고 그 주변

EDZ를 거쳐 근계영역을 빠져 나간다.
- Outflow의 경우 근계영역을 빠져나온 핵종들이 처분공 주변 EDZ(그림에서 ③)와
처분터널 주변 EDZ(그림 3.9.2 서 ④)를 통해 원계영역으로 바로 누출된다.

- 이류 이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근계영역에서 모든 방사성 핵종의 이동
과정에는 확산 현상이 일어난다(그림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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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적 평가를 위해 도출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시나리오 1: 처분용기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의 유동량 변화와 전체 처분용기 중
지하수가 흐르는 투수성 단열과 접촉하는 처분용기의 비율(접촉률)을 동시에 고
려한다.

- 시나리오 2: 인간침입(Human Intrusion)으로 MWCF(Major Water Conducting
Feature) 내의 지하수 유동량이 변화하고, MWCF 내에서의 핵종의 이동거리가
줄어 들 수 있다.

- 시나리오 3: 지진발생으로 시나리오 2와 같이 MWCF내의 지하수 유동량이 변화
하고, MWCF 내 핵종의 이동거리가 줄어 들 수 있다. 지진의 강도가 매우 큰
경우에는 근계영역에서 누출된 핵종이 직접 MWCF를 통해 생태계로 유출될 수
도 있다.
이러한 세 개의 시나리오를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하수의 유동 양상 분석과
처분시스템과 접촉하는 투수성 단열의 분포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보다 상세
히 고려되어야 할 대안적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나머지 두 시나리오는 사고에 의해
시스템 요소가 일부 또는 전부 기능을 상실하는 파괴 시나리오(Disruptive

scenario)로 간주된다. 따라서 세 시나리오를 모두 대안 시나리오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천연방벽 내에서 주요한 핵종의 이동 통로가 되는 단열에 대한 물리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하수 내의 방사성 핵종 농도의 차
이로 인해 단열과 암반 기질(matrix) 사이에서 일어나는 확산의 깊이, 단열 폭의 크
기 변화에 의한 확률론적 결과도 검토해 보았다.

3. 지하수 유동 패턴에 의한 핵종 이동
PWR(Pressurized Water Reactor)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만이 직접 처분되는 경
우에 대해, GoldSim에서 구현된 지하수 유동패턴 모듈을 그림 3.9.4와 3.9.5에 도시
하였다. 처분용기가 투수성 단열에 접촉하는 비율과 In- flow 및 Outflow에 대한 자
료 입력으로 선원항이 제어되도록 구현하였는데, 그림 3.9.4에서는 단열을 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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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와 접촉하는 처분용기의 접촉률에 대한 확률론적 분포를 고려하고 있고, 그
림 3.9.5에서는 처분용기 주변을 유동하는 지하수 유동량에 대한 확률론적 분포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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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 처분장 주변에서의 지하수 유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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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5. 처분장내 처분된 처분용기 당 지하수 유동률 및 접촉률
처분용기에 대한 지하수 접촉률을 고려하기 위해, 지하수와 접촉하지 않는 처분용
기의 수를 zero contacting fraction으로 정의하여 입력변수로 설정하였다.

In- flow, Outflow, Noflow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고려하였다. 처분용기가
모두 지하수와 접촉된 경우에는 Noflow는 따로 고려하지 않지만, In- flow, Outflow
의 경우에는 처분용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투수성 단열을 흐르는 지하수와 반드시
접촉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처분용기가 일부라도 지하수와 접촉하고 있으면
그 처분용기에서 누출된 방사성 핵종은 In- flow 또는 Outflow를 따라 이동하게 된
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정상 시나리오를 위한 결정론적 계산을 위해서 두 변수의 값은 In- flow와 Outflow
에 대하여 각각 50%의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계영역에서 원계영역으로의 핵종의 이동은 완충재 부근 EDZ와 터널 뒷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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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부근의 EDZ, 이렇게 두 군데 유출 경로를 따라 발생하고 이 때 지하수의 유동
에 의한 핵종의 이류 이동이 진행된다.
근계영역 내의 이류에 의한 이동은 위에서 설명한 두 지점과 In- flow가 있는 경우
의 EDZ 내부에서만 발생하고, 나머지 핵종 이동은 확산에 의해서만 일어나므로 작
성한 모델에 이런 현상을 반영하였다. 원계로의 핵종 누출 경로를 생각해 보면,

In- flow나 Noflow의 경우에는 처분터널 외부의 EDZ에서 원계영역으로 나가는 하
나의 이류 이동만 존재하지만, Outflow의 경우에는 완충재와 터널의 EDZ로 확산된
후에 지하수 흐름에 따라 원계영역으로 이동하는 두 개의 경로를 갖게 된다.
표 3.9.1. 계산에 사용된 Cs와 I의 Kd 값

4. 인간 침입 시나리오의 구성
처분장 폐쇄 후에 지하수 이용을 위한 관정의 설치, 광물 채취 등을 위한 시추, 시
설물 건설을 위한 굴착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침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형
태로 인간 침입이 발생하면 원계영역 구성요소 중에서 지하수의 유동량이 많은

MWCF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변화는 지하수의 유동거
리가 10% 줄어들고, 지하수의 유동량이 10배 늘어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
간 침입 사건은 발생 확률이 Poisson 분포를 따르고, 10- 4 /yr의 빈도로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인간 침입에 의해 MWCF의 거리가 짧아져 핵종 이동을 지연시키는 천연 방벽의
능력도 저하될 수 있으므로 암반과 근계영역 등의 흡착계수 (Kd)값이 핵종 이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간 침입에 의한 MWCF의 물리
적, 지화학적 영향을 모델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평가 프로그램 모듈을 GoldSim을
이용해 작성하였다(그림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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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 인간침입 사고 시나리오 모델링
작성된 GoldSim 프로그램에서는, 인간 침입이 한 번 이상 일어나더라도 맨 처음에
생긴 MWCF의 변화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첫 번째 인간 침입
에 의해 MWCF의 특성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인간 침입에 발생하더라도 더 이
상의 변화 없이, 첫 침입에 의한 영향이 지속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5. 지진 발생 시나리오의 구성
인간 침입은 발생 여부가 자체가 처분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지만,
이와는 달리 지진은 규모에 따라 처분 시스템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가 처분장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규모인지를 우선 검토해봐
야 한다. 그래서 지진의 크기와 진앙지로부터의 거리의 비율(M/D)이 1.0 km- 1을 만
족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진이 처분장에 영향을 준다고 설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MWCF에서의 지하수 유동거리가

10% 줄어들고 지하수 유동량은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지진의 규모가
M7.0 이상이면 진앙까지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근계영역에서 누출된 방사성 핵종이
바로 MWCF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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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침입 시나리오에서는 한 번 침입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첫 사건에 의한 영향이 변화 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지진 시나리오에
서는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MWCF에서의 지하수 유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MWCF
거리도 계속해서 짧아진다고 가정하였다. 지진은 발생 확률이 인간 침입 사건의 확
률과 마찬가지로 Poisson 분포를 따르고, 10- 4 /yr의 빈도로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9.7에 지진 시나리오에 대한 GoldSim 모듈을 제시하였다.

그림 3.9.7. 지진 발생 시나리오 모델링

6. 확률론적 시나리오 평가 결과
가. 지하수량 민감도 분석
처분용기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의 유동량과 투수성 단열에 직접 접촉하는 처분용기
의 비율은 방사성 핵종이 처분용기에서 누출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
다. 따라서 이 두 변수에 대한 MWCF에서의 핵종 이동량과 피폭 선량률의 민감도
를 확률론적으로 평가하였다.
지하수 유동량은 기본 유동량에 비해 최소 10- 4배, 최대 104배의 변동폭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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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uniform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처분용기의 접촉률은 지하수와 처분용기
가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하고, 모든 처분용기 지하수와 접촉하는
경우를 1로 하여 Uniform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였다. 그리고 Latin

Hypercube 방법을 이용해 200개의 표본(sample)을 선정하고, 모델링에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링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Monte Carlo방식으로 계산하였
다. 방사성 핵종으로는 I- 129와 Cs- 135가 고려되었고, 모델링되는 처분장에는 PWR
폐기물의 처분용기가 100개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처분용기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 유동량 변화가 MWCF를 거쳐 이동해 나가나는

I- 129와 Cs- 135 이동량에 주는 영향을 그림 3.9.8과 3.9.9에 나타내었다. 계산 결과
의 분포를 보면, 두 핵종 모두 지하수 유동량이 1 m3/yr 부근까지 증가하면 핵종
이동량도 같이 증가하지만, 지하수 유동량이 1 m3/yr를 넘어가면 핵종 이동량이 일
정한 값으로 수렴하여 더 이상 지하수 유동량에 민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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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8. 처분용기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 유동량과 지하수와 접촉하는
처분용기의 비율이 함께 변하는 경우에 대한 I- 129의 최대 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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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135Cs activity flux from MWCF, B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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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처분용기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 유동량과 지하수와 접촉하는
처분용기의 비율이 함께 변하는 경우에 대한 Cs- 135의 최대 이동량
전체 분포의 하한은 처분용기가 지하수와 전혀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상한은 모든
처분용기가 지하수와 접촉하는 경우에 나타났다. 지하수 유동량이 커질수록 MWCF
를 통과하는 핵종 이동량 분포가 넓어지는 것을 볼 때, 접촉률에 대한 민감도는 지
하수 유동량이 증가할수록 크게 나타난다. 접촉률에 대한 민감도는 Cs- 135보다는

I- 129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두 핵종의 Kd 값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I- 129는 완충재와 뒷채움재, 모암에서의 Kd가 “0” 으로 흡착이 일어나지 않아, 지하
수 유동량이 적을 때에는 원계영역으로 바로 나오는 핵종이나 근계를 통해 나오는
핵종 모두 그 이동량이 비슷하게 된다. 그러나 Cs- 135와 같이 흡착이 일어나는 핵
종은 근계의 완충재나 뒷채움재를 지날 때 흡착에 의해 이동량이 감소하여 지하수
와 직접 접촉해 원계영역으로 바로 빠져나오는 경우보다는 핵종의 이동량이 적어진
다. 즉, 결과 분포의 하한처럼 지하수와의 직접 접촉이 전혀 없으면 처분용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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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핵종이 근계영역에서 흡착 반응을 겪어 이동량이 감소하지만, 상한처럼 처
분용기 모두가 지하수와 접촉하는 상황에서는 핵종이 근계영역의 완충재나 뒷채움
재를 거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흡착되지 않고 이동하게 된다.
근계영역과 원계영역의 MWCF를 구성하는 물질의 방사성 핵종 이동 지연 효과가

MWCF를 통과하는 핵종 이동량에 끼치는 영향을 더욱 상세히 평가하였다. Cs- 135
의 이동을 계산할 때, 완충재와 뒷채움재, MWCF의 Kd를 “0” 으로 설정하여 핵종
이동 지연 효과가 없어지는 상황을 모델링하였다. 모델링 결과를 보면 핵종 이동량
분포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상승하였고, 지하수 유동량이 증가할수록 분포의 폭도
커져서, I- 129의 경우와 비슷한 모양의 분포를 보여주었다(그림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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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0. 전체 매질에서 Cs- 135에 대한 이동 지연 효과를 무시한 경우
원계영역에 속하는 MWCF의 핵종 이동 지연 효과만을 무시하는 경우를 모든 매질
에서의 핵종 이동 지연 효과가 고려되는 기본 조건과 비교해보면, 상한에 비해 하
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3.9.11). 그로 이해 Cs- 135의 이동량 분포의
폭이 줄어들어 접촉률에는 덜 민감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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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1. MWCF에서의 Cs- 135 이동 지연 효과를 무시한 경우
근계영역에 속하는 완충재와 뒷채움재의 핵종 이동 지연 효과를 무시하고 MWCF
만의 효과만을 고려하면, Cs- 135 이동량의 하한이 매우 크게 상승하여 상한과 거의
비슷한 값을 갖는다(그림 3.9.12). 또한 지하수 유동량에 변화에 대한 핵종 이동량
변화도 다른 조건들에 비해 매우 작다. 따라서 근계영역의 핵종 지연 효과가 반영
되지 않는다면, 처분용기 주변의 지하수 유동량과 투수성 단열에서 나오는 지하수
와 접촉하는 처분용기의 비율 모두 MWCF를 지나는 Cs- 135 이동량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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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2. 완충재와 뒷채움재의 Cs- 135 이동 지연 효과를 무시한 경우
또한, 처분용기의 지하수 접촉률 변화에 의한 MWCF를 지나는 핵종의 최대 이동량

Peak

129

I Activity Flux from MWCF, Bq/y

변화가 I- 129, Cs- 135에 대해 각각 계산되었다(그림 3.9.13, 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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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3. 처분용기의 지하수 접촉률이 변화할 때, MWCF를
통과하는 I- 129의 최대 이동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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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4. 처분용기의 지하수 접촉률이 변화할 때, MWCF를
통과하는 Cs- 129의 최대 이동량 변화

I- 129와 Cs- 135로 인해 농업피폭 집단이 받는 선량율을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MWCF를 통과하는 핵종의 이동량과는 약간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근계영
역과 MWCF에 적용된 Kd의 값이 생태계 매질에 적용된 값과 다르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그림 3.9.15, 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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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5. 처분용기의 지하수 접촉률이 변화할 때, I- 129에
의한 농 업피폭집단의 연간 피폭 선량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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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6. 처분용기의 지하수 접촉률이 변화할 때, Cs- 135에
의한 농업 피폭집단의 연간 피폭 선량률 변화
나. 인간 침입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
인간 침입이 발생하는 경우, MWCF를 통과하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량을 계산하였
다. 인간 침입 발생 확률은 10- 4 /yr이고, Poisson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I- 129의 이동량 계산 결과를 보면, 인간 침입 사건이 I- 129의 MWCF 통과 이동량
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3.9.17). 그러나 Cs- 135의 경우 이동량
이력곡선(breakthrough curve of flux)이 매우 크게 변동하고, 최대 이동량도 그에
따라 변화하였다(그림 3.9.18). 핵종에 따른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MWCF를 통과하
는 핵종 이동량의 CCDF(complementary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에도 잘
나타난다(그림 3.9.19, 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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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7. 인간 침입 사건이 일어날 때, 시간에 따른 I- 129의 MWCF 통과 이동량 변화

그림 3.9.18. 인간 침입 사건이 일어날 때, 시간에 따른 Cs-135의 MWCF 통과 이동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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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9. 인간 침입이 발생할 때, MWCF를 통과하는 I- 129의 이동량의 CCDF

그림 3.9.20. 인간 침입이 발생할 때, MWCF를 통과하는 Cs- 135의 이동량의 CCDF
다. 지진 발생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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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의 규모와 진앙으로부터의 거리의 비율(M/D)이 1.0 km- 1 이상인 지진이 발생
하면 핵종 이동이 일어나는 MWCF의 길이가 10% 감소하고, 지하수 유동량은 두
배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지진 발생 확률은 10- 4 /yr으로 설정하고, Poisson 분
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르는 지진의 규모와 진앙으로부
터의 거리에 대한 표본을 GoldSim을 이용해 작성하였다(그림 3.9.21). 그리고 작성
된 표본을 이용하여 모델링 기간 중에 발생하는 MWCF 내의 지하수 유동량과

MWCF의 길이 변화를 계산하였다. 또한 지진의 규모가 M7.0을 넘는 경우에는 핵
종이 MWCF로 바로 누출된다고 설정하고 계산하였다.

그림 3.9.21. GoldSim을 이용해 작성된 지진 규모(좌)와 진앙으로부터의 거리(우) 표본

그림 3.9.22. 지진 발생에 의한 MWCF에서의 지하수 유동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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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3. 지진 발생에 의한 MWCF의 길이 변화
지진 발생에 의한 MWCF 특성 변화를 이용하여 MWCF를 통과하는 I- 129와

Cs- 135의 이동량 변화를 계산하였다. 가정된 지진 발생 확률과 규모, 그에 따른
MWCF의 특성 변화는 I- 129의 이동량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Cs- 135의 이
동량에도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그림 3.9.24, 3.9.25). 다만, C- 135의 이
동량 계산 결과에서는, M7.0을 넘는 큰 규모의 지진에 의해 처분용기에서 MWCF
로 Cs- 135가 바로 이동한다는 가정 사항이 초반의 최대 이동량에 어느 정도 영향
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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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4. 지진이 발생할 때, MWCF를 통과하는 I- 129의 시간에 따른 이동량

그림 3.9.25. 지진이 발생할 때, MWCF를 통과하는 Cs- 135의 시간에 따른 이동량
지진의 규모와 진앙으로부터의 거리, 규모가 M7.0 이상인 지진 발생의 영향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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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모델링을 하였다(그림 3.9.26). 지진의 규모와 거리
의 비율(M/D)이 1.0 km- 1 이상이면서 규모도 M7.0을 넘어 MWCF의 길이와 지하
수 유동량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방사성 핵종이 바로 MWCF로 이동하는 경
우(그림 3.9.26의 좌측 도표), M/D가 1.0 km- 1을 넘지만 지진 규모가 M7.0을 넘지
않아 MWCF의 길이와 지하수 유동량만 변화하는 경우(그림 3.9.26의 가운데 도표),

M/D가 1.0 km- 1 을 넘지 않지만 규모가 M7.0을 넘어 MWCF의 변화는 없지만 핵
종이 MWCF로 바로 누출되는 경우(그림 3.9.26의 우측 도표)로 나누어 그 영향을
알아보았다. 계산 결과를 보면, MWCF를 통과하는 I- 129의 이동량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Cs- 135의 이동량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C- 135의 이동량을
분석해 보면, 지진 규모가 M7.0을 넘는가의 여부는 이동량의 초반 최대 이동량에,

M/D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MWCF의 환경 변화 여부는 후반부의 이동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26).

그림 3.9.26. 지진의 규모와 진앙으로부터의 거리, 규모 M7.0 이상의 지진 발생
여부에 의해 MWCF를 통과하는 I- 129와 Cs- 135의 시간에 따른 이동량 변화
라. 단열 확산 깊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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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F에서 핵종이 이동할 때, 암반 기질(matrix)로 핵종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핵종 이동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암반 기질을 이루는 고체 입자 표면에 흡
착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은 핵종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방사성 핵종 일부는 방사성 붕괴를 겪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핵종 이동 지연 효과는 암반 기질로 확산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암반 기질로의 물리적 확산과 기질에서의 지화학적 흡착 반응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질 확산 깊이(matrix

diffusion depth; MDD)가 핵종의 이동량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
다.

MDD는 최소 0.1 m에서 최대 5.0 m이고, Uniform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그
림 3.9.27). 가정된 분포에서 200개의 표본을 선택하여 계산에 이용하였다.

그림 3.9.27. 암반 기질로의 확산 깊이에 대한 분포 함수(U[0.1, 5.0])

MWCF를 통과하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량 계산 결과를 보면, 확산깊이에 의한
I- 129의 이동량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Cs- 135는 확산깊이가 깊어질수록 이동
량이 감소하였다(그림 3.9.28). 두 핵종의 Kd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확산
에 의한 영향보다는 흡착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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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8. MWCF에서 암반 기질로의 확산깊이 변화에 의한 I-129와 Cs-135의 이동량 변화
마. 단열 간극 크기에 대한 민감도 분석

MWCF의 단열 간극의 크기가 MWCF를 통과하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량에 끼치는
영향이 평가되었다. 단열 간극의 크기는 최소 2 × 10- 7 m/s, 최대 2 × 10- 3 m/s이
고 Uniform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그림 3.9.29). 가정된 분포에서 200개의 표
본을 선택하여 계산에 이용하였다.

그림 3.9.29. 단열 간극의 크기에 대한 분포 함수 정의(U[2 × 10- 7, 2 × 10- 3])
계산 결과, MWCF를 통과하는 I- 129의 이동량은 간극이 커질수록 오히려 감소하
고, Cs- 135의 이동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그림3.9.30). I- 129의 이동
량은 간극의 크기가 증가해도 모델에서 입력된 지하수 유동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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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I- 129의 이류 속도가 감소하여 생긴 결과이고, Cs- 135의 이동량은 흡착 반응에
의해 I- 129보다 이류 속도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여 생긴 결과로 생각된다.

그림 3.9.30. 간극 크기가 변화할 때, MWCF를 통과하는 I- 129와 Cs- 135의 이동량 변화
바. 간극의 크기와 암반 기질로의 확산 깊이가 동시에 변화할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

간극의 크기와 암반 기질로의 확산 깊이가 함께 변화하는 경우에 대한 핵종의 이동
량 변화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CCDF 형태로 제시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면,
간극의 크기와 확산 깊이가 가정된 분포를 따른다면 MWCF를 지나가는 I- 129의
이동량은 1.11 × 109 Bq/yr를, Cs- 135의 이동량은 1.41 × 108 Bq/yr을 넘지 않는다

(그림 3.9.31).

135Cs

129I

그림 3.9.31. 간극 크기와 암반 기질로의 확산 깊이가 함께 변화할 때, MWCF를 통
과하는 I- 129와 Cs- 135의 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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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평가 및 성능평
가를 위하여 개발된 GoldSi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률론적으로 다양한 대안 시나
리오를 평가하였다. 처분장 주변의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영향, 지진과 같은 자
연 재해, 인간 침입과 같은 사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
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관련된 입력 변수가 핵종의 이동량과 피폭집단의
선량율에 끼치는 영향을 민감도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암반 기질로의 확산 깊이와 단열 간극 크기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수행하였
다. 이 연구에서 적용된, GoldSim을 이용한 주요 입력 변수의 민감도 평가 방법은
향후 처분장의 설계는 물론 인허가를 위한 처분장 성능평가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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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A- KRS 종합 안전성 평가
1. A- KRS 폐쇄후 안전성 평가
가. 서론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PWR과 CANDU 원자로에서 발생되
는 사용후 핵연료가 유일하였다. 이 사용후 핵연료는 스웨덴의 KBS- 3와 유사한 개
념인 KRS라는 한국형 방사성 폐기물 처분 개념으로 개발된 지하 500m정도의 암반
층에 건설된 동굴 처분장을 갖는 처분 시스템에 직접 처분하는 방안으로 고려되었
다. 이러한 처분 시스템은 다시 사용후 핵연료의 직접처분을 고려하는 대신, 사용후
핵연료의 파이로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새로운 A- KRS개념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처분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평가
는 지난 단계의 연구에서 기 수행되어 이에 관해서는 이 보고서의 앞 절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단계에 들어 와 이러한 A- KRS처분 시스템 개념은 일부 변경되게 되
었는데 이는 파이로 처리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종류가 크게 변경되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절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다루게 된다.
새로운 선원항을 갖게 되는 A- KRS 개념은 그림 3.10.1에서 보이는 것처럼 복층 형
태로서 처분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분 심도를 달리 하고 있는 것은 이
전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지표로부터 200m 깊이에는 중· 저준위 방사
성 폐기물로 볼 수 있는 금속폐기물(Metal LLW)을, 그리고 500m 깊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간주할 수 있는 세라믹 폐기물(Ceramic HLW)을 처분하는 방식이
며 이에 따라 처분장의 개념과 형태가 대폭 변경되게 되었다. 이 개념에 따르면

200m 깊이에 건설되는 터널에 처분되는 금속 폐기물은 보다 발열이 낮거나 거의
붕괴열이 발생하지 않는 핵종이 함유된 형태로 일상적인 인간의 침입 한계로 보여
지는 200m 깊이에 처분되는 반면, 보다 고방사능을 갖고 붕괴열도 비교적 높은 핵
종은 환원환경을 갖는 500m 깊이에 굴착된 처분 터널 바닥 처분공에 KBS- 3 개념
에서의 사용후핵연료와 유사한 형태로 처분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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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이러한 처분 시스템에 대한 폐쇄후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를 다루게 되
는데 이를 위해 핵종 유출이 가능한 주요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결정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3.10.1. A- KRS 처분장 개념
나. 핵종 유출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는 정상 시나리오와 함께 비정상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모두 5
개를 선별 도출하였는데, 지하수의 정상적 유동에 따른 정상 유출 시나리오, 인간의
침입에 따른 우물 침입 시나리오, 처분 시스템 원계 영역에서 자연 재해로서 지진
에 의한 Main Water Conducting Feature(MWCF) 내에서 지하수 유동량의 증가와
역시 원계영역 지진에 따른 천연 방벽으로서의 처분 시스템 내 모암이 상실되는 시
나리오와 지진에 의한 이 들 두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처
분 시스템 내 인공 방벽에 대한 신뢰도가 처분장이 폐쇄된 이후 어느 시점에서 상
실된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가 그 것이다.
그림 3.10.2는 금속폐기물과 세라믹폐기물에서 유출된 핵종이 다양한 매질을 지나
생태계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골드심으로 구현하기 위한 경로를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두 개의 지층, 즉 천지층과 심지층 각각에,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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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게 처분되는 형태를 갖는 금속 및 세라믹 폐기물 처분장에서 유출된 핵종이
지하수의 유동이나 기타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해 생태계로 이동되는 현상을 모델링
하여 이를 골드심 모델로 구현하였다. 이렇게 구현된 골드심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
상 시나리오와 함께 다양한 대체 시나리오(alternative scenario)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하였다.

그림 3.10.2. 골드심 구현을 위한 핵종 유출 시나리오 모델링

(1) 정상 시나리오
정상시나리오에서는 처분시스템 내 지하수 유동에 따른 정상적인 핵종 유출 시나리
오를 다룬다. 그림 3.10.3에 평가 대상으로서 처분 시스템의 개념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상 시나리오에 대하여 금속 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폴리머
콘크리트(polymer concrete)의 방벽으로서의 신뢰시간(credit time)은 1,400년으로,
그리고 심지층 처분을 위한 세라믹 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캐니스터의 수명은 1,000
년으로 각각 가정하였다. 정상 시나리오는 이 이외의 다른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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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준 시나리오로 간주되어 credit time 등 주요한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림 3.10.3. 처분시스템 개념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정상 시나리오에서는 지하수의 자연스러운 유동에만 의존하여
핵종이 유출 이동되는 경우만을 고려한다. 금속 폐기물을 처분한 천지층 터널에 대
해서 보면 정상 시나리오에서는, 200 m 깊이에 건설된 터널 처분장내 용기를 빠져
나온 핵종은 인공방벽을 통하여 천연방벽으로 전달되어 이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
러한 핵종은 천지층 모암 내 천연방벽을 이루는 균열 암반을 따라 계속 이동하여
천지층 모암 내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MWCF에 이르는 것으로 모델링 한다.
이러한 MWCF는 속성상 지하수의 유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간주되어
생태 환경에 이르는 빠르고 가까운 경로를 핵종에게 제공하게 된다. MWCF를 나온
핵종은 다시 지하매질- 생태계 경계(GBI)를 통하여 생태계로 이동하게 되고 이후 생
태계 내에서 다양한 생태계 요소들 사이를 전이하다가 다양한 피폭 경로를 통하여
인간 생태 환경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에게 방사선 피폭을 주게 된다.
마찬가지로 심부 터널 정상 시나리오로서, 500 m 깊이에 건설된 터널의 처분공 내
에 처분된 세라믹 폐기물 용기로부터 핵종이 유출되면, 이 역시 인공방벽을 통하여
심부 모암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암반 내 균열을 따라 지하수의 유동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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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역시 심부 모암 내에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된 MWCF를 지
나 GBI를 통하여 생태계로 계속 이동 확산해 나간 후 금속 폐기물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인간 환경에 방사선 피폭을 주게 된다. 이렇게 경로는 다르지만 동일한 형
태의 매질을 통해 핵종이 이동하는 과정은 두 지층 처분의 경우에 대해 동일한 것
으로 모델링하였다.

(2) 우물 침입 시나리오
인간의 처분 시스템내로의 침입 시나리오는, 이 연구를 통해서는 우물을 비정상적
으로 굴착하는 시나리오로 한정하여 기술된다. 자연적으로 생태계의 피폭 집단이
취락을 이루어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상정 가능한 정상적인 우물과는
달리 이 시나리오를 통하여 고려되는 우물은 금속 폐기물이 처분되는 200m 깊이의
천부 터널 근처에 비정상적으로 인간의 침입 형태로 굴착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우물 침입이 1000m 깊이의 심지층 터널에는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는 비정상적인 우물이 그 정도의 깊이까지는
굴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렇게 천부 터널만 영향을 받게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00m터널에서 유출된 핵종
은 모두 우물의 취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하수 유동 경로에 의해 우물로 강제 이
동되고, 이에 따라 처분시스템 내 비정상적인 농축 피폭 집단에 의해 이 우물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농축 피폭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취락 집단
은 이 우물로 부터 음용수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의한 피폭을 받게 된다.

(3) 지진에 의한 MWCF내에서 지하수 유동량 증가 시나리오
천연 재해인 지진에 의해 처분 시스템 원계 영역내의 MWCF 내에서의 지하수 유
동량이 갑작스럽게 10배로 증가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때 지진의 크기와 진앙까지
의 거리를 추계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넘어 서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하
수량의 증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는 200m 천지층 내 MWCF와 500m 심지층 내 모암 내 MWCF에서 동시에
지하수 유동량이 모두 10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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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에 의한 모암 상실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도 앞 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진에 의한 핵종 유출 시나리오이지만,
원계 영역 내 MWCF내에서의 지하수 유동량은 증가하지 않고 다만 지진에 의하여
처분 시스템 원계 영역내 천연 방벽으로서의 모암만이 상실되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천지층 및 심지층 모암 내 균열 매질이 상실됨에 따라 인공방벽에서 유출된
핵종은 모암을 거치지 않고 직접 MWCF로 이동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된다. 따라서
천연방벽의 방벽으로서의 기능 상실에 따라 핵종의 방벽 저지능을 상실하는 주요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게 된다.

(5) 복합적 지진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위의 (3) 및 (4) 항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로서 복
합적 시나리오가 된다. 즉 원계 영역 내 MWCF 내에서의 지하수 유동량도 10배로
증가하고 동시에 지진에 의하여 처분 시스템 원계 영역내 천연 방벽으로서의 모암
도 상실되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천지층 및 심지층 모암 내 균열 매질이 상실됨
에 따라 인공방벽에서 유출된 핵종은 모암을 거치지 않고 보다 큰 유량률을 가지고
직접 MWCF를 이동해 나가게 되는 시나리오가 된다.

(6) 방벽 신뢰 상실 시나리오
방벽 신뢰 상실 시나리오는 각 폐기물을 담고 있는 용기의 방벽 기능이 처분장 폐
쇄후 어느 시점에서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처분장이 폐쇄되면서 바로 방벽 기능을
잃는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천지층 터널의 금속 폐기물
의 처분을 위한 폴리머 콘크리트의 credit time이 정상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1,400
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처분장 폐쇄 직후 방벽 기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심지층 처분을 위한 세라믹 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캐니스터의 수명도

1,000년이 아닌 0년으로 간주되어 그 방벽기능을 처분장 폐쇄와 함께 상실하는 것
으로 간주하는 사고 시나리오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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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골드심 모델링
이와 같이 도출된 5개의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하여 핵종 이동 모델링이 수행되어
개발된 모델을 골드심을 이용하여 평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그림 3.10.4에 보
여진 이러한 프로그램은 템플릿의 형태로 개발되어 입력자료만 준비되면 처분 시스
템에 대한 종합 안전성 평가(TSPA)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서 보이는 대로 두가지 폐기물 형태에 따른 처분장에 대하여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근계 및 원계 영역내 핵종 이동을 기술할 수 있는 상세
한 모델도 개발하였다. 이러한 이동 모델과 함께 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위한 상세
한 모델링도 이루어져 그림에서 보는 대로 정상적인 원계 생태계와 별도로 전 절의
나항에서 고려된 우물 굴착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의 생태계 피폭을 평가할 수 있
는 근계 생태계에 대한 모델도 별도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4.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골드심 TSPA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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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파이로 처리에 따른 발생 폐기물 형태와는 달리 파이로 처리에 의해 발생되
는 두가지 종류의 폐기물, 즉 금속 폐기물과 세라믹 폐기물 처분에 따른 선원항과,
용기를 빠져 나온 핵종에 대한 처분장내 이동 및 거동 모사를 위한 근계 영역 내
핵종

이동을

기술하기

위한

골드심

모델을

그림

3.10.5에

보였다.

Metal_LLW_Tunnel과 Pyro_Ceramic_HLW로 나타낸 이 들 각각의 선원항은
EBS_100m_Release와 200m_Deep_Release로 나타낸 모듈을 통하여 근계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3.10.5. 선원항 및 근계 영역 내 핵종이동 골드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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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원계 영역 내 모암내 핵종 이동 골드심 모듈
그림 3.10.6에는 원계 영역 내 에서의 핵종 이동 모델을 기술하는 골드심 모듈을 보
였다. 원계 영역 내 모암은 200m 처분장이 존재하는 모암층을 천지층으로, 그리고

500m 처분장이 존재하는 모암층을 심지층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모델링을 수행
하였으나 실제로는 천지층을 다시 두 개의 지층으로 세분하여 그림에서처럼 모두
세 개의 서로 다른 심도를 갖는 암반층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이는 우물 굴착 시
나리오에 따라 이러한 굴착 사고로 우물이 존재할 수 있는 심도까지의 천지층의 상
부에 대한 기술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두 개의 천지층은 여
전히 금속 폐기물 처분장에만 관련된다. 반면 500m 심부의 고준위 세라믹 폐기물
처분장은 그림에서 보는 대로 심부 지층에만 관련된다.
원계 영역 내 MWCF에서의 핵종 이동을 기술하기 위한 골드심 모델을 그림 3.10.7
에 보였다. 원계 영역은 정상적인 모암의 형태인 균열 암반 매질과, 다시 이 매질과
생태계를 보다 빠른 지하수 유동 속도와 큰 유량률을 가지고 생태계로 이어 주는
것으로 가상하는 MWCF,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실제
로 단층 주변 헤일로(halo)를 포함하는 단층이나 지하수가 보다 선호하는 경로로 보
다 큰 유량을 가지고 유동할 수 있는, 보다 큰 균열이 MWCF가 될 수 있다. 원계
영역 내 모암 내 균열 매질을 이동해 나온 핵종은 MWCF를 만나 이를 통해 생태
계로 지속적으로 이동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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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원계 영역 내 MWCF에서의 핵종
이동 골드심 모듈

그림 3.10.8. 지진 시나리오를 구현한 골드심 모듈
지진 시나리오를 골드심으로 구현한 모델을 그림 3.10.8에 보였다. 확률론적 개념을
통하여 진앙까지의 거리와 지진의 강도를 기술하고 이 들 두 요소의 함수로서

MWCF 내에서의 유량률의 변화를 연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유량의 증가와 함
께, 원계영역 내 모암이 상실되는 시나리오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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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의 전적인 손실도 고려할 수 있도록 모델링함으로써 근계영역에서 유출된 핵종
이 모암 균열매질을 거치지 않고 바로 MWCF로 들어가게 하여 천연방벽으로서의
모암이 방벽으로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시나리오도 모사가 가능하도록 하였
다.
한편 그림 3.10.9에는 정상 시나리오의 경우에 대해서 생태계 모델이 골드심 모듈로
서 구현된 구획 모델과 피폭 경로에 대해서 보였다. 그림 3.10.10에는 근계 영역 내
인간침입, 즉 우물 굴착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생태계 모델로서 역시 구획모델과
피폭 경로를 구현한 골드심 모듈을 보였다. 인간 침입이 존재하는 경우, 정상 시나
리오와는 다른 피폭 집단의 고려는 배제하고 농축 피폭 집단만을 고려하였다. 이는
근계 영역, 또는 처분장에 인접한 우물 굴착 시나리오의 경우에서는 현실적으로 농
축 피폭집단 외의 다른 피폭 집단의 고려가 사실상 낮은 빈도의 확률을 갖는 것으
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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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 정상 시나리오에서의 생태계 골드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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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14
Resull4

그림 3.10.10. 근계 영역 내 인간침입에 생태계
골드심 모듈
라. 시나리오 평가
이제까지 기술된 시나리오와 모델을 바탕으로 골드심 단위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조합하여 통합된 형태로 TSPA가 가능한 골드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도출 선별
된 5개의 시나리오를 이 골드심 TSPA 프로그램으로 평가하였다. 각각의 시나리오
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각 절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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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 시나리오의 평가
정상 시나리오에 대하여 천층 및 심층 처분에 따라 인공방벽으로부터 유출되는 각
핵종별 핵종 유출률(Bq/yr)을 그림 3.10.11에 보였다. 또 그림 3.10.12에는 정상 시나
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을 보였다.

그림 3.10.11. 정상 시나리오에서 인공방벽으로 부터의 핵종 유출률(Bq/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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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2. 정상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

(2) 우물 침입 시나리오의 평가
우물 침입 시나리오에 대하여 천층 처분장과 심층 처분장에서 인공방벽을 통하여
유출되는 각 핵종별 핵종유출률(Bq/yr)을 그림 3.10.13에 보였다. 그림 3.10.14와

3.10.15에는 우물 침입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
을 보였다. 그림 3.10.14에는 우물 침입 시나리오에서의 국지 농축 피폭 집단, 즉 처
분시스템 내 터널에 근접한 곳으로서 150m 거리만이 이격되어 인간 침입에 따라
굴착된 우물로 부터 국지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피폭 선량률(mSv/yr)을 보였다.

150m의 거리는 금속 폐기물 처분장에 아주 근접한 우물 굴착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0.15에는 우물 침입 시나리오에서 처분장 인근이 아닌 정상 취락 집단으로서의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을 따로 보였다. 이 때 이 피폭 선량률
은 처분장 인근에 사고 시나리오로서 우물 굴착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m 처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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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출된 핵종은 인간 침입에 따라 굴착된 우물로 모두 이동하게 되어, 정상 농축
집단에 대해서는 이 우물물에 의한 음용과 경작이 이루어진데 따른 피폭은 제외되
고 500m 처분장에서 유출된 핵종에 의한 정상적인 피폭만 받는 것으로 된다.

그림 3.10.13. 우물 침입 시나리오에서 인공방벽으로 부터의 핵종 유출률(Bq/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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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4. 우물 침입 시나리오에서 국지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

그림 3.10.15. 우물 침입 시나리오에서 처분장 인근이 아닌
정상 취락 집단으로서의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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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WCF 내에서 지하수 유동량 증가 시나리오의 평가
이 시나리오는 지진에 의하여 MWCF내에서의 지하수 유동량이 갑자기 10배로 증
가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지하수 유동량 증가 시나리오에 대하여 원계 영역 모
암 내 MWCF를 유동하는 지하수 유동률이, 천층 및 심층내 MWCF에서 모두 10배
로 증가한 경우에 대하여 인공방벽으로부터 유출되는 각 핵종별 핵종 유출률

(Bq/yr)을 그림 3.10.16에 보였다. 그림 3.10.17에는 지하수 유동량 증가 시나리오에
의한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을 보였다.

그림 3.10.16. MWCF 내 지하수 유동량 증가 시나리오에서 인공방벽으로
부터의 핵종 유출률(Bq/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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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7. MWCF 내 지하수 유동량 증가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

(4) 지진에 의한 모암 상실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지진에 의해 모암 내 균열 암반 매질이 상실됨으로서 사실상 모암의
방벽 기능을 잃게 되어 처분장 인공 방벽이 MWCF로 직접 연결되는 심각한 시나
리오로 볼 수 있다. 근계 영역이 원계영역 모암 내 MWCF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
대하여 인공방벽으로부터 유출되는 각 핵종별 핵종 유출률(Bq/yr)을 그림 3.10.18에
보였다. 그림 3.10.19에는 지진에 의한 모암 상실 시나리오에 의해서 농축 피폭 집
단이 받는 피폭 선량률(mSv/yr)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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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8. 지진에 의한 모암 상실 시나리오에서
인공방벽으로부터 유출되는 각 핵종별 핵종 유출률(Bq/yr)

그림 3.10.19. 지진에 의한 모암 상실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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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적 지진 시나리오의 평가
이 시나리오는 위의 다항의 MWCF 내 지하수 유동량의 증가와 함께 라항의 천연
방벽의 상실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로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복합적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지진에 의해 원계 영역 모암 내 MWCF를 유동하는 지하수
유동률이 10배로 증가하고, 동시에 모암 내 균열 암반 매질이 상실 되어 근계 영역
이 원계 영역 모암 내 MWCF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 대하여 인공방벽으로 부터
의 각 핵종별 핵종 유출률(Bq/yr)을 그림 3.10.20에 보였다. 그림 3.10.21에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해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피폭 선량률(mSv/yr)을 나타내었다.

그림 3.10.20. 지진에 의한 모암으로서 균열 암반 매질이 상실되고 지하수
유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 인공 방벽으로부터 유출되는 각 핵종별 핵종
유출률(Bq/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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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1. 지진에 의한 모암으로서 균열 암반 매질이 상실 되고 지하수
유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

(6) 방벽 신뢰 상실 시나리오
천층 터널의 금속 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폴리머 콘크리트 방벽의 credit time이 정
상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1,40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처분장 폐쇄 직후 방벽 기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고, 마찬가지로 심지층 처분을 위한 세라믹 폐기물의 처분을 위
한 캐니스터의 수명도 1,000년에서 0년으로 되어 그 방벽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에 대하여 인공방벽으로 부터의 각 핵종별 핵종 유
출률(Bq/yr)을 그림 3.10.22에 보였다. 그림 3.10.23에는 방벽 신뢰 상실 시나리오에
서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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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2. 방벽 신뢰 상실 시나리오에서 인공방벽으로
부터의 각 핵종별 핵종 유출률(Bq/yr)

그림 3.10.23. 방벽 신뢰 상실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mSv/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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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4에는 이 연구를 통하여 고려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농축 피폭 집단
에 대한 피폭 선량률(mSv/yr)을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또 표 3.10.1에는 이 때 가질
수 있는 최대 피폭 선량을, 최대 피폭 선량이 도달하는 시간과 함께 비교하여 나타
내었다. 이 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물 굴착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선량률을
줄 수 있는 반면 정상 시나리오의 경우는 기대하는 대로 가장 낮은 선량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24.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농축 피폭
집단의 선량률 비교
표 3.10.1.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농축 피폭 집단의 최대 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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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부 입력 변수에 대한 민감도

5개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다 두드러진 파라미터로서 처분 용기의 신뢰
도에 관련된 용기 credit time과 MWCF내 지하수 유동률에 대한 민감도를 검토하
였다. 이는 다른 입력 자료와 달리 시나리오에서 주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어 이 들
두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한 신뢰도 검토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보
였기 때문이다. 다른 입력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의 평가와 민감도 분석은 3장 11절
의 확률론적 평가 부분에서 별도로 다루어진다.
우선 천층 터널의 금속 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폴리머 콘크리트의 credit time에 대
한 민감도를 검토해 보았다. 이 때 credit time은 삼각분포 Tri(0, 1,400, 14,000yrs)
를 그림 3.10.25와 같이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즉 0년부터 14,000년 사이에서 최대값
을 1,400년으로 갖는다고 가정하고, 방벽 유지시간에 대한 최대 농축피폭집단에 대
한 피폭 선량률(mSv/yr)의 민감도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그림 3.10.26에 보였다.
그림 상으로는 뚜렷한 경향은 보이나 수치로 미루어 민감도가 그리 크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최대 피폭 선량률에 대한 CCDF(Complementary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도 그림 3.10.27에 보였다. CCDF에서 보면 분포 내 어느 경
우의 cerdit time을 취하더라도 최대 3.51 × 10- 1 mSv/yr를 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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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5. 금속폐기물 용기의 credit time의 확률론적
분포

그림 3.10.26. 용기 credit time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의 최대 선량률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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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7. 용기 credit time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의
최대 선량률에 대한 CCDF

MWCF내의 지하수의 유동률의 경우는, 지진에 의해 변화하는 MWCF내의 지하수
의 유동률이 그림 3.10.28과 같이 Log- uniform하게 변한다고 보아, LU(0.01 ×

MWCF_Flow, 10 × MWCF_Flow m3/yrs)의 형태로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즉, 정상
적인 유동률에 비하여 각각 0.01배와 10배 사이에서 로그를 취한 균일한 분포를 갖
는 것으로 보아 민감도를 검토해 보았다.
그림 3.10.29에서 보면 초반에 급격한 민감도를 보이나 전체적으로 민감도가 그리
크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지하수 유량률 자체가 빠르고 장반감기 핵종
등 이에 대한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진에 의해 변화
하는 MWCF내의 지하수의 유동률의 최대 피폭 선량률에 대한 CCDF도 그림

3.10.30에 보였다. CCDF에서 보면 분포 내 어느 경우의 유량률 취하더라도 최대
0.355 mSv/yr를 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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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8. MWCF내 지하수 유동률의 확률론적 분포

그림 3.10.29. MWCF내 지하수 유동률의 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의 최대 선량률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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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0. MWCF내 지하수 유동률 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의 최대 선량률에 대한 CCDF
바. 파이로 폐기물 처분장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1) 서론
지난 수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의 직접처분 및 파이로 프로세싱 폐
기물 처분장 폐쇄후 종합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여 오고 있
다. 처분시스템에서 핵종 유출에 관련된 중요한 정상 및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처분시스템 내 상세한 핵종의 거동 및 이동에 관한 전산 모사를 위한 개념적, 수학
적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처분시스템 내 선원항, 인공방벽 등
처분 시스템 구조물을 포함하는 근계영역, 천연 방벽으로서 지하 매질로 구성되는
원계 영역, 그리고 인간 활동에 관련된 지상의 생태계 등 여러 단계별 처분시스템
각 요소에 상응하는 단위 수학적 모델들을 개발하여 왔다. 그리고 이 각 단위 모델
에 대하여 상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인 골드심[3.10.1] 을 이용하여 각 단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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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한 후 이들 모듈을 상호 연계 통합함으로써 종합 안전성 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프로그램으로 완성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장해 오고 있다.[3.10.2 ～ 3.10.4]
이렇게 개발된 종합안전성 평가를 위한 TSPA 프로그램(이하 “ 안전성 평가 프로그
램”) 은 수학적으로는 무차원이지만 사실상 처분 시스템을 가능한 한 실제적으로
모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체적 또는 다차원적으로 처분 시스템내 핵종의 거동과
이동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다. 이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처
분시스템 내 핵종의 거동과 이동에 관한 복합적인 평가, 그리고 시스템 내 영역별
종합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프로그램 템플릿의 기능, 즉 처분시스템이 실재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부지 특성적 입력자료가 준비되면 바로 성능 및 안전성 평가
를 수행 가능토록 하는 TSPA 도구가 개발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뿐만 아니라 처분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상 및 비정상 핵종 유출 시나리오가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이행되어, 다양한 정상 및 비정상 시나리오에 따른 처
분장의 운영 성능과 이에 따른 안전성을 부지 특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은 그 일부 모델이 보다 보수적으로 기술되
어 있는 부분도 남아있어 이를 보다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미국 SwRI(Southwest Research Institute; SwRI) 연구소의 지구과
학공학부(Geosciences and Engineering Division, GED)내 방사성폐기물 규제해석센
터(Nuclear Waste Regulatory Analyses, CNWRA) 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공동연구는 처분 시스템 내의 주요한 모듈을 대안적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모델
을 대체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성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된
성능평가를 위한 프로그램(Updated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for Geological

Disposal in Korea, 이하 “ 개선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선
된 평가 프로그램에서 주요 수정 보완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즉,

1) 용기에 대한 일반적 부식 모델을 적용하고,
2) 복잡한 원계 영역 내 지하수 유동계에서의 추계적 핵종 이동의 모사 시스템을
추가하고,

3) 원계 영역 내 지하수 유동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핵종 이동계에 대한 대응
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처분 용기에 대하여 부식 모델을 도입하지 않고 일시적 부식을 상정하여 처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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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후 어느 시점에서 용기의 신뢰를 상실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안
전성 평가 프로그램에 부식현상을 별도의 모델로서 고려하는 것이다. 다만 그 수학
적 모델의 형태는 가능한 한 단순한 형태로 되고, 부식 재질에 대해서는 보다 일반
적인 형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복잡한 원계 영역 내 지하수의 유동계에서의 핵종 이동은 유동계에 의존한 복잡한
이동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모사를 위해서 SwRI에서 독립적으로
개발한 시간 의존적 랜덤 워크(Time Domain Random Walk, TDRW) 기법으로 개
발된 추계적 모사를 위한 TDRW 프로그램을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 외부 동적
라이브러리 링크(DLL) 방식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이 선택되었다. 이는 이 공동연구
를 통하여 중점 추진된 부분이다.
이 TDRW는 스웨덴의 SKB 등의 국제적인 재원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활용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되어 활용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암반내 균열 매질 내를 유동하는 지하수처럼 균질하게 흐르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동선(streamline)의 형태를 따라 일어나는 실제적인 지하수의 유동의 경우에 대하
여 핵종의 이동을 모사하기에 적합한 수치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TDRW의 모사를 위해 투입되는 입자 하나하나를 핵종의 질량
하나하나로 대응 간주하여 모사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 입자들은 통계적인 분포에
따라 샘플링된 후 경로에 주어진 물리적, 지화학적 특성에 따라 단락된 매질을 일
차원적으로 이동해 나가게 된다.
기존의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서의 원계 영역 내의 핵종 이동은 단순하게 한 개의
파이프로서, 단일한 이류- 분산식으로서 모사되고 있다. 이는 원계 영역 내 유동계에
서 일어날 수 있는 급격한 변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없도록 하나의 파이프로
모델링 되어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된다. 예로서 이는 지진과 같은 현상에 의해
원계 영역 내 매질이나 유동계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 이에 대한 영
향을 국부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단일한 이류- 분산식 형태의 이류분산 모델을 상호 독립적인 다중의 이류- 분산 모델들의 집합으로 도입함으로써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이러한 단일 파이프를 여러 개의 파
이프의 연속체로 보는, 이른바 다중 파이프 모델로 대치하는 것이다. 기존의 단일
파이프 모델도 여전히 유지한 채 다중 파이프로 개선된 모델을 추가로 도입하는 형
태로 하여 두 경우의 모델이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처분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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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경우를 선별하여 보다 적합한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2) 개선된 평가 프로그램
(가) 개선된 평가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
부식 모델을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그림 3.10.31과 같이 기존 모델의 인공방벽(그림
상의 EngineeredBarrierSystem 모듈) 모델을 따로 분리해 낸 후, 이렇게 분리하여
도 이에 대한 결과가 여전히 기존의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였다. 이는 기존의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유기적인 형태로 각 단위 모듈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3.10.31.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서의 인공방벽 모델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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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2a.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과 개선된 프로그램에서의 계산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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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2b.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과 개선된 프로그램에서의 계산 결과
비교(계속)
분리해낸 이후 비교한 결과를 그림 3.10.32에 나타내었는데, 원래의 안전성 평가 프
로그램(Model SEN0912로 주어짐)의 결과와 개선된 평가 프로그램에서 공학적 방벽
시스템(EBS)으로부터의 핵종의 방사능 유출률과 최종 피폭집단에 대한 방사선 피
폭선량률 등이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부식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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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다수의 폐기물 고화체의 형태를 선
원항으로 다루게 되는데, 여러 개의 선원항에는 직접처분을 위한 PWR이나

CANDU 사용후 핵연료, 중저준위 금속 폐기물 등이 있다. 폐기물 고화체로부터 처
분 시스템으로의 핵종 유출은 폐기물 고화체를 담고 있는 폐기물 용기로부터 비롯
된다. 따라서 이 용기는 핵종의 유출을 일차적으로 막는 방벽이 되며 각 용기는 방
벽으로서의 기능, 즉 신뢰성(credit)을 가지게 된다. 이는 용기가 어떤 이유에서든
결국 부식이 일어나게 된다고 가정하게 되고, 부식은 용기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며
지하수의 침투를 허용하여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핵종의 용해를 통해 핵종의 이동
이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기존의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서는 처분이 완료되면 처분장이 폐쇄되고 이후 어느
일정한 시점까지 용기에 대한 방벽으로서의 신뢰를 주거나 아니면 가장 보수적인
가정으로서 폐쇄 직후 핵종의 유출이 바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불확실성이나 지나친 보수성을 주게 되어 보다 높은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부식모델을 통하여 용기에 대한 부식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그렇지만 처분 용기에 대하여 부식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이는
모델의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용기의 두께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그 부식률을 현상적으로 구해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단순모델의 경우 용기 재질에 따라 수집되는 신뢰도가 높은 부식관련 입력
자료가 보다 더 중요해진다. 이러한 입력 자료는 SwRI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확
보하였다.
공동연구를 통하여 일반적인 부식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은, 폐기물 고화
체 용기의 두께의 함수로서 부식에 소요되는 시간을 t=d/r 와 같이 선형적으로 단
순히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t는 부식에 의해 손상이 일어나는 시간, d는 용기의
두께, 그리고 r은 부식률이된다.
공동연구를 통해서는 그림 3.10.33과 같이 직접처분의 경우에 대하여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PWR 사용후핵연료(PWR spent fuel) 처분을 위한 캐니스터와 유리화된

고준위 폐기물(Vitrified HLW)에 대한 부식,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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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하였는데, 이는 추후 다른 형태의 용기나 재질에 대해서도 동일한 모델로 확장
가능하기 때문이다.

Approach to compute a failure time distribution using corrosion rate as input

3.14
16
SampleSize

BuildEmpiricalCDF

DLL

3.14
16
GC_fileLabel

interpolateFromFile

X
X
GC_FractionWPsFailed

그림 3.10.33. PWR 처분 캐니스터의 부식 모델링 개요
이러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DLL을 통한 외부 함수의 도입 등과 같이 새롭게 모델링
하여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림 3.10.34는 BuildEmpiricalCDF를 나타낸 것으로,
용기의 파손 시간은 부식률에 의하여 계산된다. 계산된 용기의 부식률로부터 부식
률에 대한 통계적인 분포 함수가 도출되면 이로부터 부식률을 샘플링할 수 있게 되
고, 전술한 수식으로부터 샘플링된 각 부식률에 대응하여 용기 파손이 일어나는 시
간에 대한 분포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를 Build_EmpiricalCDF에 파손시
간으로서 기록하고, 이로서 파손시간에 대한 누적분포를 정의하는 입력자료로서

empiricalCDF_A.txt 가 생성된다.

그림 3.10.34. 용기파손 시간을 구하기 위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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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분포를 용기 파손 시간에 대한 확률분포함수로 간주하여 이로부터 파손시
간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입력자료를 통하여 외부링크 DLL인

interpolateFromFile.dll를 거쳐 용기가 얼마만큼 파손이 되었는지를 시간의 함수로
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한편 파손 모델에서는 다음 3가지 모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모델링이 수행되었는데, 이는,

1) 모든 용기들은 동일한 부식률로 부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거나,
2) 용기마다 각각 다른 부식률로 부식이 진행되거나,
3) 여러 개의 다른 부식률이 용기에 적용되긴 하지만 용기 파손시간은 가장 빠른
부식이 일어나는 용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파손시간은 용기내 폐기물 고화체내의 핵종이 선원항 밖으로, 즉 처
음 시스템 내로의 유출을 개시하는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게 된다. 위의 세가지 선
택 중에서 1번을 제외한 2, 3번의 가정에 따라 부식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술하
였듯이 동적 외부링크 DLL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그림 3.10.35에
개선된 프로그램에서 부식률을 조정하는 대시 보드를 보였다. 이 대시 보드를 통하
여 모두 3가지의 용기 재질을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어, 구리, 스테인레스,
그리고 티타늄합금에 대해 서로 다른 입력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도록 한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3.10.35. 부식 모델링 개요 및 개선된 프로그램의 대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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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6, 3.10.37에는 개선된 평가 프로그램에서 부식모델을 적용한 경우에 대
해 공학적 방벽과 CorrosionContainer내의 3가지의 재질에 따른 부식 모델링 프로
그램 모듈을 각각 보였고, 그림 3.10.38에는, 그림 3.10.37에서 보인 각 캐니스터 재
질의 부식률에 따른 재질별 캐니스터 손상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모델을 보였다.

그림 3.10.36. 부식 모델을 적용한 개선된 골드심 프로그램의 공학적 방벽
모델

그림 3.10.37. 3가지 재질에 대한 부식 모델링(Corrosion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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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8. 부식률에 의한 캐니스터 손상시간 산정 모델

그림 3.10.39. 파손 시간에 대한 누적분포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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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9에는 파손시간에 대한 누적분포 함수의 예를 도시하였고, 그림 3.10.40
과 3.10.41에 각각 PWR 사용후 핵연료 직접 처분과, Vitrified HLW에 대한 부식
모델을 도시하였다. 그림 3.10.40에는 개선된 모델의 선원항에 부식 모델이 도입되
어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10.41는 캐니스터의 파손률에 대한 분포를 계
산하기 위한 모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0.42에는 그림 3.10.40에 나타낸 직접
처분을 위한 PWR 캐니스터에 대한 선원항 모델과 마찬가지로 Vitrified HLW의 경
우에 대한 부식 모델을 보였고, 그림 3.10.43에는 이 경우 용기 파손시간에 대한 누
적분포 함수의 예를 보였다.

그림 3.10.40. PWR 사용후 핵연료 직접처분에 대한 선원항 모델

그림 3.10.41. 그림 3.10.40의 CorrosionModel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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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2. Vitrified HLW에 대한 선원항 모델(CorrosionModel은
변화 없음)

그림 3.10.43. Vitrified HLW에 대한 용기 파손시간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
한편 그림 3.10.44, 3.10.45에 Vitrified HLW에 대해서 샘플 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예로서 보였는데, 그림 3.10.44는 용기의 파손 모드를, 지정된 시점에서 용기파손이
한순간에 완료되는 순간(instantaneous) 파손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림 3.10.44와 같
이 되어 기존 모델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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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to FisherMarine
1.00x1000
1.00x10-03

Dose, (mREM/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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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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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4. 용기가 즉시 파손되는 경우에 대한 해양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
그러나 파손 모드를, 계속되는 부식으로 인해 파손되는 처분용기의 수가 점진적으
로 증가하는 점진적(gradual, general corrosion mode) 파손으로 하는 경우는 그림

3.10.45와 같이 결과가 나타나 그림 3.10.44의 경우와는 다르게 초기 유출이 나타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용기의 파손은 그림 3.10.46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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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5. 용기가 개선된 프로그램의 파손 모델에 의해 점차적으로 파손되는
경우에 대한 해양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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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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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yr)

그림 3.10.46. Vitrified HLW의 용기의 파손에 대한 누적 분포
함수(y축은 용기 갯수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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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잡한 원계 유동계 내 핵종 이동 모델링
이 모델링의 핵심은 전술한 TDRW코드를 기존의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 접목시
키는 것이다. 그림 3.10.47에 유동계에서 핵종의 이동을 모사할 수 있는 추계적 핵
종이동 평가 코드인 이 TDRW를 개념적으로 보였다.

TDRW를 도입하므로써 지하수의 유동을 유동선(streamline)의 형태로 모사할 수
있도록 하여 유동계에서의 핵종의 이동을 시간 의존적으로 입자 추적의 방법을 통
하여 추계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기존의 모델은 가능한 한
단순화된 원계 영역 내 균열매질을 다루도록 하여 실제의 균열을 정형화되고 하나
의 유한한 평판으로 간주하도록 모사를 이행하게 하면서 이러한 매질 내에서의 유
동의 추계적인 변화는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림 3.10.47. 유동계에서 핵종의 이동을 모사하는 TDRW

TDRW를 DLL의 형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를 골드심 프로그램에서 독립
적으로 작동시킬 수도, 또는 불필요 시 작동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데, 이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작업이 미리 필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골드심 프로그램의 시간계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재설정하
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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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시계열적

(time- series) 핵종 자료가 그림 3.10.48과 같이 TDRW에 전달되면 이때부터 원계
영역 내 추계적 핵종 이동의 모사가 비로소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TDRW에서 모사가 끝난 후에 유동선의 맨 끝 출구에서 계산된 핵종의 유출률은
다시 기존의 골드심 프로그램의 생태계 모듈로 전달될 수 있게 된다.

그림 3.10.48. TDRW로의 입력자료 전달
그림 3.10.49과 3.10.50에 TDRW에서 사용할 유동선을 구축하기 위한 DLL모듈과
균열 간극 분포를 산정하기 위한 모듈을 각각 보였다. 그림 3.10.51는 각 유동선의
단락에 대한 그림 3.10.50과 같이 매질의 비 균질성을 위하여 균열 간극의 분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시 보드에서 이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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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9. TDRW를 위한 유동선을 구축하기 위한 DLL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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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50. 매질의 비 균질성을 나타내기 위해 균열 간극 분포를
산정하기 위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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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51. TDRW에서 매질의 비 균질성을 선택하기 위한
대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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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것처럼 그림 3.10.52에서 보이는 것처럼 TDRW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기존의 원계 영역을 모사하는 파이프형태의 골드심 모듈도 선택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따로 보존 된다. 그림 3.10.53는 그림 3.10.52에 나타낸

FarField_Pipes로서 TDRW가 작동되는 경우의 모듈이다. 이 모듈에는 TDRW모델
이 몇 개의 DLL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3.10.52. 원계 영역 모듈

그림 3.10.53. 그림 3.10.49의 FarField_TDRW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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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54에 TDRW가 도입된 형태의 개선된 골드심 프로그램의 모듈을 보였다.
이 부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림 3.10.55에 보인 대로 다양한 지하수 유동계에서
의 입력 자료가 요구된다.

그림 3.10.54.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 TDRW의 도입

그림 3.10.55. 원계 영역 내 다양한 지화학 및 물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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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동선은 그림 3.10.56에서 보는 대로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는데, 이 단락
내에서의 유동만큼은 일정한 유속을 갖는 유동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락이
모여 추계적으로 변화하는 유동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각 단락은
단락의 길이, 유동시간에 의해 특정화된다. 그 외에 그림 3.10.55에서 보는 대로 분
산계수, 흡착계수, 균열의 간극, 확산계수, 암반 조직 내 공극률, 그리고 종 방향 분
산계수 등이 따로 필요하게 된다.

그림 3.10.56. 유동선 각 단락의 개념
사건이 발생시 TDRW에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진 사건을 기술하는 모듈도
수정하였는데 이를 그림 3.10.57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유동의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생성하여 TDRW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종 완성된 개선된 평가 프로그램에서 TDRW에 대한 조정을 위한 대시 보드도
작성하였는데, 그림 3.10.58에 이를 보였다. 그림 3.10.59 ～ 3.10.60에 TDRW를 고
려한 경우에 대한 예제 계산 결과를 보였는데, 그림 3.10.59은 생태계로의 전달 및
이전, 원계 영역의 유동계에서의 핵종 유출률에 대한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3.10.60에는 주요 핵종에 대한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수치계산 입
자 개개를 각각의 상응하는 핵종으로 보고 있는 TDRW에서 특정 개수 이하의 입
자에 대해서는 그 행적에 따른 결과를 도시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이 두 경우에
대해서는 공히 동일한 개수(105)의 입자가 사용되었는데, 그림 3.10.59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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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RW_SampleAllRadionuclides

=

True인

경우와,

그림

3.10.60에서처럼

TDRW_SampleAllRadionuclides = False인 경우로 나뉘어 계산된 것이다.

3.14
16
NumberDiscreteChanges

3.14
16
Increase_MWCF_Flow

1 t2 t3 t

EQ_Dist

T

ModifyFlowEvents_Prev

3.14
16
Bypass_Int_Fractures

dt
11 12 1
2
10
9
3
8
4
7 6 5

DiscreteChangeInFlow

TimeOfChangeInFlow

X

EQ

TriggerChangeInFlow

dt
DiscreteChangeInFlow_1st

MWCF_Time1stEvent

dt
EBS_Failed

X
EBS_Failed_01

EQ_Magnitude

DiscreteChangeInFlow_2nd

MWCF_Time2ndEvent

f(t)
EBS_Failed_TSR

그림 3.10.57. 지진 사건에 의한 TDRW 유동계의 변화를 위한 모듈 수정
그림 3.10.59의 경우는 재 샘플링에 의한 계산 결과로 그림에서 보면 파과 곡선이
샘플링에 따라 다소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59는 암반 내 매트릭
스로의 확산을 제한 없이 고려한 경우로 그림 3.10.60이나 3.10.61의 경우와 일부 달
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63은 TDRW계산을 통한 경우에 대하여 최종 생
태계에서의 해양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을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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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58. TDRW 모듈의 조정을 위한 대시 보드

그림 3.10.59. TDRW 계산을 통한 원계 영역 유동계에서의 핵종 유출률에
대한 예제 계산 결과(TDRW_SampleAllRadionuclides = False(all nuclides are

sam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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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0. TDRW 계산을 통한 원계 영역 유동계에서의 주요 핵종
유출률에 대한 예제 계산
결과(TDRW_SampleAllRadionuclides=False(all nuclides are not

sam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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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1. TDRW 계산을 통한 원계 영역 유동계에서의 주요
핵종 유출률에 대한 예제 계산 결과(재 샘플링시)

그림 3.10.62. TDRW 계산을 통한 원계 영역 유동계에서의 주요 핵종
유출률에 대한 예제 계산 결과(암반 조직 내로의 무한 확산 고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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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3. TDRW 계산을 통한 최종 생태계에서의 해양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률

(라) 유동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모델
기존의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에서는 원계 영역을 골드심에서 제공하는 이류- 분산
모델로 기술되는 한 개의 파이프 요소로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개선 모델에서는 이
부분을 일련의 연속된 파이프로서 모사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써 원계 영역내 유동계의 변화를 국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지진 등이 발생하여 일부 원계 영역 내 매질에서의 지하수 유동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모사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된다. 그림 3.10.64는 지진에 의한 유동계의 변화를 고려하는 모델로 이 부분
도 수정이 불가피하여 그림에서는 개선 모델의 다중모델의 경우에 대한 지진 발생
의 경우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림 3.10.65는 원계 영역 내에서의 단일 파이프 모델을 연속된 다수의 파이
프로 수정한 모듈을 보여 주고 있다. 또 그림 3.10.66, 3.10.67은 그림 3.10.65에서의

MWCF_200m_Container와 MWCF_Container로서 각각 200m와 500m의 심도에서의
연속 다중 파이프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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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4. 지진 사건에 의한 유동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모델의 수정

그림 3.10.65. 원계 영역 내 연속 파이프 모델로의 수정

- 425 -

그림 3.10.66. 그림 3.10.65에서의 MWCF_200m_Container로서 200m 심도에서의
연속 파이프 모델

그림 3.10.67. 그림 3.10.64의 MWCF_Container로서 500m 심도에서의 연속 파이프
모델

한편 이렇게 다수의 연속 다중 파이프 모델이 기존의 모델의 개념과 목적에 상이하
지 않게 모델링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3.10.68을 통하여 검증을 하였는
데, 다수의 파이프가 단일 파이프처럼 모사되는 경우의 동일한 입력 자료를 사용하
여 그림 3.10.69, 3.10.70에 각각 200m 심도의 MWCF에 대하여 다중 파이프의 모사
결과와 단일 파이프의 모사 결과를 각각 보였다. 두 개의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71은 500m 심도의 MWCF에 대하여 다중 파이프의 모사 결
과로서 이 역시 단일 파이프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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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8. 단일 파이프와 다중 파이프 모델의 비교를 위한 모듈

그림 3.10.69. 200m 심도의 MWCF에 대한 다중 파이프의 모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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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0. 200m 심도의 MWCF에 대한 단일 파이프의 모사 결과

그림 3.10.71. 500m 심도의 MWCF에 대한 다중 파이프의
모사 결과
그림 3.10.72는 다중 파이프 모델의 경우에 대해 그 실효성을 단적으로 보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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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계산결과인데, 단일 파이프의 경우와 달리 변화하는 유동계 입력자료를 국부
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단일 파이프로는 모사하기 어려운 경우를 특별히 상정하여
비교를 수행한 결과이다. 유동계가 변화하는 원계 영역에서 다중 파이프 모델로 모
사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단일 파이프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한 샘플 계산 결과로서
상호 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입력자료에 민감한 경우 다중
파이프 모델만이 정확히 모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72. 단일 파이프의 단점을 보여주는 비교 결과
한편 주요 공동연구 분야 외에도, 입력변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확률론적
평가가 가능한 골드심 프로그램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작업도 추가
로 수행되었다. 그림 3.10.73과 같이 확률론적 계산을 위한 입력자료 분포를 스프레
드시트로 정리하여 골드심 프로그램에 연계할 수 있도록 수행된 연구가 그 것이다.
이는 현재 골드심은 입력자료의 분포를 입력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
지 않아 프로그램상에서 입력분포와 그 값들을 일일이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가능한 한 줄여주기 위한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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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3. 확률론적 계산을 위한 입력자료 분포

(3) 결론
SwRI와 공동연구로 수행된 주요 3가지의 모델 개선 작업을 통하여 우리가 개발 보
유하고 있는 고준위 및 파이로 프로세싱 폐기물 처분 시스템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에 대한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 도구로서의 신뢰도 향상에 크
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용기의 부식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고 불확실성이 큰 원계 영역에서의 유동계의 변화
를 수용하기 위하여 TDRW모델을 도입했으며 원계 영역의 단일 파이프를 다중 파
이프로 대체하여 국부적인 지하수 유동계와 핵종의 이동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
도록 하여 모델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더 정밀하고
상세한 종합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양한 처분 시스템을 가능한 한 보수성은 낮추며 신뢰도는 증진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기존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처
분 시스템의 다양성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구 내용인 만큼 많은 경험과 능
력을 보유한 SwRI같은 기관과의 협력연구는 실효성이 큰 만큼 이러한 공동연구가
향후 더욱 증대되길 기대한다.

2. 운영중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한 신뢰도 DB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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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원전 운영과정에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안전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적인 처분장의 신뢰도 DB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
분장의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장의 일반 신뢰도

DB 뿐 아니라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고유 신뢰도 DB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신뢰도 평가용 DB는 방사성폐기물 처
분장의 일반 신뢰도 DB 뿐 아니라 설비용 기기의 고유 신뢰도 평가용 DB까지 포
함하도록 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신뢰도 DB 개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비용 기기 유형을 선정하고, 처분장 설비 및 기기
에 대한 신뢰도 DB를 구축하고, 처분장 설비 및 기기 고유 신뢰도 DB 개발을 위한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고유 신뢰도 자료를 조사
하였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고유 신뢰도 DB를 구축하였다.

(1) 신뢰도 DB 개발 방법 및 내용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비용 기기 유형 선정을 위하여 현재 경주 지역에
건설 중인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개념 설계 자료를 검토하여, 처분
장의 구성 및 지역, 건물을 파악하였다. 또한 미국 Yucca Mountain 처분장의 안전
성 분석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처분장 안전성과 관련된 설비 및 기기
유형을 파악하여 상세설계가 진행 중인 국내 처분장의 자료부족을 보완하였다

[3.10.5].
처분장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신뢰도 DB 구축을 위하여 국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설비 중 안전성과 관련된 건물을 파악하고 미국 Yucca Mountain 처분장의 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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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를 통해 일부 설비 및 기기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내 확률론적 안전
성 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반 신뢰도 자료(generic data)를 토대로 일반 기기유
형에 대한 기초 신뢰도 자료를 구축하였다.
처분장 설비 및 기기 고유 신뢰도 DB 개발을 위하여 처분장 설비 및 기기에 대한
고장모드별 신뢰도 자료를 생성, 수정, 저장 할 수 있는 DB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고유 신뢰도 자료 조사를 위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비용 기기 고유 신뢰도 자료 수집 대상을 확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비용 기기 고유 신뢰도 평가용 DB를 구축하였
다.

(2) 신뢰도 DB 개발
신뢰도 DB 개발을 위해 국내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 자료를 이용하
여 설비용 기기 유형 선정을 위한 설비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표 3.10.2에 요약된 바
와 같다. 이중 인수검사 및 저장 건물, 폐기물 건물의 각 지역에 대해 표 3.10.3,

3.10.4와 같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처분장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신뢰도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 유카산 처분장의
설비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인수시설(RF), 저준위 폐기물 설비(LLWF) 등 국내 처분
장에 적용 가능한 시설의 기기 유형을 표 3.10.5, 3.10.6에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국
내 PSA에서 기초 신뢰도 자료로 사용하는 일반 신뢰도 자료(generic data)를 주요
기기 유형에 대해 DB 형태로 구축하였다.
처분장 설비 및 기기 고유 신뢰도 DB 개발을 위한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RAWR(RAdioactive Waste Repository Reliability Database) 개발하였으며 기기 신
뢰도 DB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관리 : 신뢰도 DB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정보 입력 및 관리 기능
신뢰도 DB : 외부에서 Excel로 작업된 DB 데이터 import, DB 프로그램 내부의

DB 데이터를 Excel 포맷으로 export, 신규 DB 데이터를 생성, 편집할 수 있
는 기능
고장이력 관리 : DB에서 관리되는 기기별 고장이력 등 운영 자료를 입력하여

DB 항목과 연계시키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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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모듈은 신뢰도 DB 생성 및 편집과 관련된 작업을 하나의 프로젝트
로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본 화면은 그림 3.10.74와 같다. 처분장의 각 지
역별 신뢰도 자료 관리를 위해 처분장의 지역을 Excel 파일에서 불러오거나, 사용
자가 지역을 생성,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며 이 기능은
그림 3.10.75와 같다. 신규 기기 자료를 생성 또는 편집할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그림 3.10.7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고 문헌도 자료에 연결하여 확인 가능하다. 초
기 자료의 분포를 Lognormal, Uniform, Gamma 등 통계처리에서 사용하는 주요 분
포를 선택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표 3.10.2. 국내 중· 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장 주요 건물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주요구조물
인수검사건물(Waste Receipt & Inspection Building)
저장건물(Waste Storage Building)
폐기물건물(Waste Treatment Building)
종합사무실(Administration Building)
지원건물(General Service Building)
전기공급시설건물(Power Supply Facility)
오폐수처리건물 (Sewage &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장비수리실(Machine Shop)
종합창고(Warehouse)
사일로 처분동굴
동굴입구
운영동굴
건설동굴
수평처분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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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3. 인수검사/저장 건물 안전성 영향 평가 결과
구분
구성
안전성 영향 평가(O,X)
건물 내부 Truck Bay
X
Disposal Drum Loading Area
O
Inspection Waiting Area
O
Stroage Waiting Area
O
Receipt & Inspection Area
O
Low Level Radwaste Storage Area
O
Sealed RI Radwaste Storage Area
O
Medium Level Radwaste Storage Area
O
Emergency Exit
X
ACU Room
O
AHU Room
O
Elect. Room
O
Battery Room
O
Women' s Toilet
X
Men' s Toilet
X
Hall
X
Control Room
O
Shower Room
X
Janitor Room
X
Elect. M/H
O
Sump Pit
X
Corridor
X
건물 외부 Air Intake Penthouse
O
Air Exhaust Penthous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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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4. 폐기물건물 안전성 영향 평가 결과
구분
구성
건물 내부 Elev. Machine Room
Liquid Radwaste Demin.Room
Laboratory
HVAC Room(ACU)
Spent Resin Storage Tank
Holdup Tank
Holdup Tank Pump Room
Monitor Tank
Monitor Tank Pump Room
Men' s Tolilet
Waste Sortion
Control Room
Hot Machine Shop
HVAC Room(AHU)
Valve Room
Monitor Tank Pump Room
Radwaste Storage Area
Shielded Cell
Truck Bay
Disposal Container Curing Area
Drum Storage
Radwaste Solidification Equipment
Volume Reduction Equipment
Emergency Exit
Holdup Tank Pump Room
Waste Sorting
Compactor
Future Use
T/crane Rail
Lobby(Clean Zone)
Pipe Chase
Chiller Room
Load Center Room
Filter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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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영향 평가(O,X)
X
O
X
O
O
O
O
O
O
X
X
O
X
O
O
O
O
O
X
O
X
O
O
O
O
O
O
X
X
X
X
O
X
O

표 3.10.5. 미국 Yucca Mt. 처분장 설비 구성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Site
Wet Handling Facility(WHF)
Canister Receipt and Closure Facility(CRCF)
Low- Level Waste Facility(LLWF)
Receipt Facility(RF)
Heavy Equipment Maintenance Facility(HEMF)
Warehouse and Non- Nuclear Receipt Facility(WNNRF)
Central Control Center Facility(CCCF)
Aging Pad
Utilities Facility (UF)
Cooling Tower
Evaporation Pond
Standby Diesel Generator Facility
Emergency Diesel Generator Facility(EDGF)
SwitchYard(138kV)
13.8kV SwitchYard Facility
Fire Water Facility
Aging Overpack Staging Facility
Central Security Station
Cask Receipt Security Station
North Perimeter Security Station
Rail Car Buffer Area
Truck Buffer Area
Septic Tank and Leach Field
Initial handling Facility(IHF)
Administration Facility(AF)
Fire. Rescue. And Medical Facility
Administration Security Station
Helicopter Pad
Warehouse/Central Receiving
Materials/Yard Storage
Vehicle Maintenance and Motor Pool
Diesel Fuel Oil Storage
Fueling Station
Craft Shops
Equipment/Yard Storage
Storm Water Retention 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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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6. 미국 Yucca Mt. 처분장 주요 기기 유형

System Subsystem
or

or

Facility Function
Receipt Cask
Facility Handling
Subsystem

Canister
Transfer
Subsystem
Low

Ground

Level

Floor

Waste
Facility

Component

Cask Handling Crane
Cask Transfer Trolley
Loading Room Equipment Shield Door (Type 2)
Cask Handling Yoke
Cask Lid- Lifting Grapple
DPC Lid Adapter
Rail Cask Lid Adapter
Horizontal Lifting Beam
Cask Unloading Room Equipment Shield Door(Type
5)
Cask Preparation Platform
Lid Bolting Room Platform
Lid Bolting Room Crane
Canister Transfer Subsystem
Canister Transfer Machine
Canister Transfer Machine Maintenance Crane
Port Slide Gates
Canister Transfer Machine Canister Grapples
Concrete Pad
Liquid LLW Collection Tank(TYP)
Sump(TYP)
Overhead Door(TYP)
HEPA Filter Staging(TYP)
HIC Staging (TYP)
Drum Staging (TYP)
Empty DPC Staging(TYP)
50/10 ton Crane Main Hook Approach
Site Transporter w/Empty DPC
Fan Coil Unit(TYP)
Tractor Trailler
Transformer(TYP)
HEPA Filter Plenum(TYP)
Battery Racks(TYP)
Exhaust Fan(TYP)
Air Handling Unit(Typ)
50/10 ton Crane Air Hook Approach
Fork Lift
LLW Handling Crane(50/10 ton)
Air Handling Unit(T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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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4. 신뢰도 DB 프로젝트 관리 화면

그림 3.10.75. 기기 신뢰도 자료 편집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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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7. RAWR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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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메인 화면은 상단 메뉴, 좌측 메뉴, 내용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좌측은

RADS 의 중요 기능의 바로 가기 역할을 수행 하며 클릭 시 해당 화면이 내용
영역에 나타난다.
□ 상단 메뉴는 6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각 아래와 같이 구성 되어 있

다.
➢ File : 프로젝트 생성, 저장, 열기
➢ Reliability DB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신뢰도 DB 항목 입력, 수정, 삭제
➢ Search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신뢰도 DB 항목 검색
➢ Update DB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신뢰도 DB 베이지안 업데이트 수행
➢ Windows : 내용 영역의 창 정렬
➢ Help : 프로그램 정보 표시

(2) 프로젝트 정보

그림 3.10.78. RAWR 프로젝트 정보 화면
□ 좌측 메뉴의 ‘Project Information' 이나 상단 메뉴의 ’File>Projec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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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 하면 내용 영역에 현재 프로젝트의 정보가 나타난다.
□ 프로젝트의 정보를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현재의 정보가 DB에 저

장 되며 후에 Open으로 불러오기를 할 수 있다.

(3) 프로젝트 생성

그림 3.10.79. MDB 생성 화면
□ 상단 메뉴의 ‘File>New' 를 선택하면 MDB 생성 문의 화면이 나타난다. 신규로

생성 할 DB의 경로와 이름을 지정한 후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DB가 생성되
고 프로젝트가 생성 된다.
□ DB가 생성 되면 Reliability DB 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 되고 DB를 편집 할 수

있게 된다. 편집 후 Project Information 이나 ' File>Save' 를 선택 하여 프로젝
트 정보를 저장 할 수 있다. 저장을 하지 않고 강제 종료를 할 경우 기본 날자
와 DB정보를 기본 데이터로 하여 프로젝트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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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열기

그림 3.10.80. MDB 정보 로딩
□ 상단 메뉴의 ‘File>Open' 을 선택하면 저장 된 프로젝트 목록 화면이 나타난다.

로딩 할 프로젝트를 선택 한 후 ' Open'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DB가 로딩 되
고 프로젝트 관리 화면이 나타난다.
□ DB가 로딩 되면 Reliability DB 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 되고 DB를 편집 할 수

있게 된다. 편집 된 데이터는 DB에 바로 반영이 되며 프로젝트 정보가 변경하
고자 할 경우 “File>Open"을 선택하여 저장 정보를 수정하여 저장 한다.

(5) 신뢰도 DB 리스트

- 442 -

그림 3.10.81. RAWR 신뢰도 DB Export
□ 좌측 메뉴의 ‘Reliability DB' 나 상단 메뉴의 ‘Reliability DB' 를 선택하면 DB

리스트 화면이 나타난다. 리스트의 아이템을 선택 하면 하단에 아이템의 정보가
표시 된다. 프로젝트를 생성 하지 않았거나 열지 않았을 경우는 일부 기능을 사
용 할 수 없다.
□ 리스트 화면에서 하단의 버튼을 선택하여 아이템 생성 화면, 아이템 수정 화면

으로 이동이 가능 하며 ‘Export' 를 선택 시 저장 팝업 창이 나타난다. 저장 팝
업 창에서 경로와 파일명을 설정 한 후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생
성 되며 DB 리스트가 Excel 파일로 Export 된다.

(6) 신뢰도 DB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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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82. RAWR 신뢰도 DB 생성
□ 신뢰도 DB 리스트의 ' Add Record' 를 선택 시 아이템을 입력 할 수 있는 화면

이 나타난다.
□ 입력란을 클릭 시 Zone, System, Equipment, Failure Mode 의 경우 선택 팝업

창이 나타난다. 팝업창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선택 한 후 ' OK' 버튼
을 선택 시 해당 아이템의 정보가 해당 입력란으로 이동 한다.
□ Calculation Type 에 따라 Mean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0 : demand failure
➢ 1 : random failure
➢ 2 : unavailability due to test and Maintenance
➢ 3 : 점검주기 동안의 unavailability
➢ 4 : 초기사건 빈도
□ 자동 계산 되는 Mean 값의 Calculation Type 및 CCF Factor 값의 유형과 유

무에 따라 방법이 변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0 : 고장율(lambda) 값 그대로 사용
➢ 1 : lambda × tau
➢ 2 : lambda × tau
➢ 3 : (1/2) × lambda × tau
➢ 4 : lambda 값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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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F : CCF Factor값이 입력된 경우 0 ～ 4 계산 결과 × CCFFactor

(7) 신뢰도 DB Import

그림 3.10.83. RAWR 신뢰도 DB Import
□ 신뢰도 DB 생성 시 아이템 별로 입력을 하지 않고 Excel 파일로부터 Import 가

가능 하며 생성 화면에서 Import 버튼을 선택 하면 파일 선택 팝업 창이 나타
난다.
□ 열기 팝업 창에서 경로와 파일명을 설정 한 후 열기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

일의 데이터가 로딩 되며 DB 리스트가 Import 된다. Import 용 포맷은 엑셀이
고 내부 구조는 DB의 구조와 동일해야 한다.
□ 데이터 Import 시 Zone, System, Equipment, Failure Mode를 비교하여 동일

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Import 옵션 팝업 창이 나타난다. 옵션의 유형은 다음
과 같다.
➢ Replace All : 기존 DB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새로운 데이터 Import
➢ Add New Only : 동일한 데이터는 유지하고 새로운 데이터만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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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 동일한 데이터는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데이터는 Import

(8) 신뢰도 DB 삭제

그림 3.10.84. RAWR 신뢰도 DB 삭제 문의 화면
□ 신뢰도 DB 편집 시 상단 리스트의 아이템을 선택 하고 ‘Delete' 버튼을 선택

시 삭제 문의 팝업 창이 나타난다.
□ 예를 선택 시 해당 아이템이 사라진다. 삭제 된 아이템은 복구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삭제를 해야 한다.

(9) 신뢰도 DB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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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85. RAWR 신뢰도 DB 아이템 수정
□ 신뢰도 DB 리스트의 ' Edit MDB' 를 선택 시 아이템을 수정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 입력란을 클릭 시 Zone, System, Equipment, Failure Mode 의 경우 선택 팝업

창이 나타나며 상위 항목 클릭 시 하위 항목이 초기화 된다. 팝업창에서 입력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선택 한 후 ' OK' 버튼을 선택 시 해당 아이템의 정보가
해당 입력란으로 이동 한다.
□ Calculation Type 에 따라 Mean 값이 자동으로 계산 되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0 : demand failure
➢ 1 : random failure
➢ 2 : unavailability due to test and Maintenance
➢ 3 : 점검주기 동안의 unavailability
➢ 4 : 초기사건 빈도
□ 자동 계산 되는 Mean 값의 Calculation Type 및 CCF Factor 값의 유형과 유

무에 따라 방법이 변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0 : 고장율(lambda) 값 그대로 사용
➢ 1 : lambda × tau
➢ 2 : lambda × tau
➢ 3 : (1/2) × lambda × 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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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lambda 값 그대로 사용
➢ CCF : CCF Factor값이 입력된 경우 0 ～ 4 계산 결과 × CCFFactor

(10) 신뢰도 DB 검색

그림 3.10.86. RAWR 신뢰도 DB 조건 검색 화면
□ 좌측 메뉴의 ‘Search' 나 상단 메뉴의 ’Search>Records Search‘를 선택 하면

내용 영역에 DB 검색 조건 입력 창이 나타난다.
□ 검색 조건은 Zone, System, Equipment, Failure Mode 가 있으며 조건을 선택

하거나 모든 항목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조건을 입력 한 후 ‘Search DB' 를 선
택 하면 내용 영역에 검색 결과 창이 나타난다.
□ 키워드 항목에 사용자 검색어를 입력 하면 위의 4개 항목의 조건에 일치되는

아이템과 함께 키워드 검색을 수행 한 결과를 추가하여 결과 창에 출력 한다.
키워드 검색은 DB의 모든 속성 값을 키워드와 비교하여 키워드가 포함 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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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템들을 필터링 한다.

(11) 신뢰도 DB 검색결과 편집

그림 3.10.87. RAWR 신뢰도 DB 조건 검색 화면
□ 검색이 완료 되면 내용 영역에 DB 검색 결과 리스트 창이 나타난다.
□ 리스트에서 아이템을 선택 하면 해당 아이템의 내용이 아래에 표시 되며 참조

에 웹 링크를 선택 하면 웹페이지로 이동 한다.
□ 필터링 된 검색 결과는 Reliability DB 항목처럼 편집이 가능 하며 Export 기능

을 수행 할 수 있다

3. A- KRS 운영중 안전성 평가
가. 인수 시설에서의 전복/ 낙하사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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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인수 시설에서의 전복/ 낙하 사고에 의한 사건수목과 고장수목 분석 수행을
위해, 인수 시설에서 지게차로 운송/ 저장 용기를 운반하는 도중 지게차 전복에 의한
운송/ 저장 용기의 낙하에 의한 초기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인수 시설 운영
A- KRS에서는 바로 처분이 가능한 용기 상태로 폐기물을 인수할 계획이므로 캐스
크를 다시 처분용기에 옮기는 등의 과정은 생략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인수시설에서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부터 폐기물 용기를 내려서 검사 시
설로 이송하거나 임시 적재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하다가 영구 처분을 위해 다시 검
사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의 폐기물 용기의 전복 및 낙하사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시설 내에서 용기 이동 수단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본 분석에서는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이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현재, 인수 시설에 대한 설계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림 3.10.88과 같은 가상의 인수
시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개발된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림 3.10.88. 가상 인수시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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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 형태
현재 계획되고 있는 폐기물 형태는 세라믹 폐기물로 운송 및 처분이 동시에 가능한
처분용기(Overpack)를 사용할 예정이다. 하나의 처분용기에는 14개의 캐니스터를
넣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처리 예정인 처분 용기는 30년간 1,007개의 처분용기이
므로, 연간 처리되는 폐기물 용기는 33.57 처분용기이다.

(3) 사고 완화 계통
사고 완화 계통은 초기사건이 발생된 후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차
단하기 위한 계통으로 본 분석에서는 공조계통(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과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 계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 공조계통(HVAC) 계통
HVAC 계통은 정상 운영 기간 동안 온도 조절, 유량 조절과 여과기능을 제공한다.
잠재적 오염이 낮은 지역으로부터 높은 지역으로 공기 유출을 최소화하여 시설의
오염을 최소화한다. 지상 시설에서는 폐기물 용기의 낙하 또는 충돌로 인해 방사능
물질의 방출 완화를 위해 다중 방벽을 사용한다. 본 분석에서는 공조 계통에 대한
상세 설계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 다중 방벽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정상 방출 팬(Normal exhaust fan)과 여유 방출 팬(redundant exhaust fan)만을 고
려하여 평가하였다.

(나) HEPA 필터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 계통은 방사성물질 입자가 대기 중으
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계통으로 A, B 두 개의 필터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하
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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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캐니스터와 처분용기
캐니스터와 처분용기를 사고 완화 계통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본 분석에서는
완화계통으로 분류하였다. 용기 낙하 사고 시 캐니스터 손상 확률 및 처분용기의
손상확률에 대해서는 실험 자료가 아직 나와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손상확률을 0.1
과 0.01로 가정하였다. 참고로 Yucca Mountain Repository SAR[3.10.5]에서 TAD의
신뢰도는 10 × 10- 5를 사용하고 있다.

(라) 초기사건 빈도 평가
평가되는 초기사건은 운송 트럭으로부터 지게차를 이용하여 처분용기를 내리고 이
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용기 낙하사고로, 지게차의 오조작 또는 운전
원 오류로 인한 지게차의 전복 또는 충돌로 인한 폐기물 용기 낙하빈도를 평가한
다.
지게차 고장빈도 평가를 위해서는 operator initiates tilt down or drop : 3.0 ×

10- 5(Ref. Yucca Mt. RF PSA 분석), control system failure: 핸들 고장, 지게차 자
체 고장: 브레이크 고장, 엔진고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하지만 아직 사용될 지
게차에 대한 상세 자료가 없으므로 추론을 통하여 고장빈도를 평가한다.
지게차 고장률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미국 OSHA의 지게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자료를 근거로 일반적인 산업체 지게차 고장률을 평가하였
다.

OSHA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전국에 약 800,000개의 지게차가 있고 1년에 약
95,000건의 지게차로 인한 부상이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하나의 지게차에 오직 한
번의 사고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약 12%의 사고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전복에 의한 사고가 약 42%를 차지하므로 전복에 의한 사고는 5.04%(0.12 ×

0.42)로 평가할 수 있다.
낙하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게차 사고로는 전복뿐만 아니라, 충돌 사고도 가능하
므로 시설물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율 25%를 고려하면, 3%(0.12 × 0.25)의 낙하 사
고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지게차 자체의 기기 고장으로 인한 제어계통의 고장과
운전원의 실수로 인한 고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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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지게차는 일반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보다 신뢰도가 높은 지게차가
사용될 것이며, 교육이 잘된 운전원이 운전하거나 자동 운전의 지게차가 사용될 것
으로 가정하여 일반 산업체 지게차의 고장률 평가 결과 보다 1/10 수준의 고장률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지게차 고장 빈도를 8.04 × 10- 3/yr로 평가하였
다.
이에 따른 지게차 고장에 의한 폐기물 용기 낙하 빈도는 지게차 고장 빈도에 1년에
처리되는 폐기물 용기의 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그러므로 초기사건 빈도는, 0.00804

drop/operation × 33.57 operation/yr = 0.27 drop/yr로 평가되었다.
(마) 사건수목 개발
가정된 초기사건은 인수/ 저장 시설 내에서 운송 차량으로부터 임시 저장 위치 또는
검사 시설로 처분용기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지게차의 고장 또는 오조작으로 인한
지게차 전복에 의한 폐기물 용기 낙하사건이다. 사고 경위로는 초기사건 발생 이후
폐기물 용기 손상으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고, 일차 HVAC 계통과 HEPA 필
터의 작동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개발된 사고 경위는 다음 그림 3.10.89의 사건수목과 같고, 공조계통과 HEPA 필터
계통 고장에 대한 분석은 고장수목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사고경위 1은 폐기물 용기 낙하 후에 캐니스터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방
사능 물질 누출되지 않음.

- 사고경위 2는 폐기물 용기 낙하로 인해 캐니스터에 손상이 있지만 처분용기
가 건전성을 유지하여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지 않음.

- 사고경위 3은 캐니스터에 균열이 발생하고 폐기물 용기가 손상이 되었지만,
일차 HVAC 시스템이 성공하고 일차 HEPA 필터가 성공하여 일반 대중과
외부 근무 인력에게 희유가스만 방출되는 사고

- 사고경위 4는 캐니스터에 균열이 발생하고 폐기물 용기가 손상된 후, 일차
HVAC 시스템은 정상 작동 하였으나 일차 HEPA 필터가 실패하여 일반 대
중과 외부 근무 인력에게 희유가스와 입자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

- 사고경위 5는 캐니스터에 균열이 발생하고 폐기물 용기가 손상된 후, 일차
HVAC 시스템이 작동 실패하여 시설 내부 근무인력에게 희유가스와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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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

그림 3.10.89. 인수시설에서의 낙하사고 사건수목

(바) 고장수목 개발
고장수목 분석에서 HVAC 계통은 정상 방출 팬(Normal exhaust fan)과 여유 방출
팬(redundant exhaust fan)으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였고, HEPA 필터는 A, B 두
개의 필터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각 계통의 고장수목은 그림

3.10.90, 3.10.91과 같이 개발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HVAC 계통의 보조계통인 전기 계통 및 제어계통은 성공이라는 가
정 하에 평가하였다. HVAC 계통의 기능 유지시간은 720시간, 대기 트레인 B는

360시간으로 가정하였다.
FT 분석 결과 고장 확률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 HVAC 고장 확률: 8.063 × 10- 5
- HEPA 필터 고장 확률: 1.201 ×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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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0. HVAC 계통 고장수목

그림 3.10.91. HEPA 필터 고장수목

(사) 신뢰도 데이터 분석 및 가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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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목 평가에 사용된 고장 데이터는 참고문헌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음은 PSA 분석을 위해 가정된 사항이다.

- 지게차의 정상적인 운전 높이는 5m로 가정
- 시설은 정상 운전 중에 있다
- 동시에 다중의 초기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 낙하사고 발생 시 처분용기의 손상 확률은 0.01, 캐니스터의 손상 확률을 0.1로
가정

(아) 정량화 결과
아래 그림 3.10.92는 Kcut 정량화 코드를 사용한 지게차 전복에 의한 낙하사고 평
가 결과이다. 총 누출 빈도는 2.7 × 10- 4/yr로 평가되었다. 사고 경위 3의 빈도가 상
대적으로 크므로 총 누출 빈도에 지배적이다. 그러나 폐기물 시설 사고에서는 어떤
물질이 누출되느냐가 중요하므로 사고 경위별 End State에 따른 누출 빈도를 취합
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사고 경위별 누출 빈도를
사고 경위별 누출 빈도는 아래와 같다.

- 사고 경위 3: 2.7 × 10- 4
- 사고 경위 4: 3.244 × 10- 9
- 사고 경위 5: 2.177 × 10- 8

그림 3.10.92. 최소 단절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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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3. 사고 경위 5의 최소 단절 집합
나. 인수 시설에 대한 화재 PSA
인수 시설에서의 화재 PSA분석을 위해서는 화재 전파 요소가 되는 케이블 라우팅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가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므로 상세

PSA 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화재 상세 분석을 위한 선별 분
석 보다 조금 상세한 정도의 화재 분석을 수행하였다.
화재분석을 위한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화재 분석 대상 구역 선정
- 화재원 파악
- 화재빈도 평가
-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평가
- 정량화

(1) 분석 대상 지역 선정
화재 분석을 위한 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시설 설계도면 및 시설 답사를 통해 화재
원의 위치와 화재 물질의 양, 화재 전파 가능성 및 화재 방벽 그리고 화재 진압 시
설의 설치 유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조사 과정을 거쳐 파악된 구역별 분석 대상 기기와 화재 전파 경로의
존재 유무를 토대로 화재구역을 정성적으로 선별한다. 정성적 선별 대상 화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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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고 완화 기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화재가 발
생한 구역뿐만 아니라 화재가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 내에는 화재로 인한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선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상기 두 기준에 의한 화재구역 선별 시 화재는 모든 곳에서 발생 가능하며 화재전
파 경로가 존재하면 화재는 틀림없이 전파된다는 보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정성적 선별 분석에서는 운전원에 의한 수동 화재 진압과 자동 소화설비에 의
한 화재 진압 가능성을 배제한다. 화재구역간의 전파를 고려함에 있어 화재는 하나
의 인접 화재구역으로만 전파가 가능하며 두 곳 이상의 화재구역으로 동시에 화재
가 전파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 인수 운영 시설에 대한 설계 자료가 없으므로, 화재사건 평가
를 위해 그림 3.10.94와 같은 가상의 운영 시설을 가정하였다. 실제 시설은 단층으
로 설계되지는 않지만 본 분석에서는 단층 건물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 시설은 지상 시설로서 방사성 폐기물이 이송되어 오면, 인수 공간에서 운반 차
량으로부터 폐기물 처분용기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내린 뒤, 이송 공간에서 직접 검
사 시설로 옮기거나 임시 저장 공간에 적재하였다가 다시 검사 시설로 옮긴다고 가
정하였다.

그림 3.10.94. 가상 인수 저장 시설 화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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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4의 각 방들은 화재 방벽과 방화문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각 방
들은 하나의 화재 지역으로 간주된다. 케이블 라우터 정보가 없으므로 본 분석에서
는 케이블에 의한 화재 전파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인수/ 저장 시설 내의 화재만
을 고려하고, 다른 시설로의 화재 전파 또는 다른 시설로부터의 화재 전파는 고려
하지 않았다.
화재원이 전혀 없는 방을 제외하면 모든 방은 화재 발생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우
선 화재 분석 고려 대상이 되는 화재 초기사건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준위 폐기
물 용기의 구조적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다. 그러므로 정성적으로 분석 대상 지역을 선별 한다.
인수 시설 내에서 폐기물 용기가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은 그림 3.10.94에서 인수 공
간, 이송 공간, 임시 저장 공간의 3개 방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
우 폐기물 용기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구역 내에는 지
게차 및 운송 차량이 존재하여 화재원도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화재 분석 대상
구역으로 선정되었다.
나머지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 용기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화재가 전
파가 되어 용기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폐기물 용기 존재 지역의 사고 완화
계통인 HVAC 계통과 HEPA Filter 계통의 고장을 유발하는 화재가 있으면 화재
초기사건으로 선정한다.
보통 화재구역 분류를 위한 화재구역의 정의는 최소 2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갖는
방화벽으로 경계가 이루어진 구역이며, 이들 화재구역 경계는 화재구역 내의 잠재
적인 화재 재해에 대해 충분한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 화재로부
터 구역 내 중요 기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화 등급을
가진 화재 방벽이 사용되면 옆의 화재 구역으로 부터의 화재 전파는 없는 판단하였
다. 시설 내에 위치하는 화재 물질의 양이 적어 2시간 이상 화재가 지속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설비에 의해 시간 내에 화재가 진압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화재 전파의 가능성은 케이블 라우팅에 의한 것이 존재하는데, 본 분석에서는 이를
배제하였으므로 다른 구역에서 전파되는 화재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각 화재 구역에 대한 화재 물질의 양은 공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결정하였다.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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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서의 화재 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는 상세 분석에서 변경 가능하다. 화재 물
질의 양에 따른 화재의 크기 및 지속 시간 등에 대해서는 코드 분석을 통해 상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 화재 전파 경로 파악
화재전파에 의한 대상 시설 위험도의 증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화재전파 경로
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재전파 경로 파악을 위해서는 화재구역 경계에 설치
된 방화문, 방화 댐퍼 및 케이블 관통부 각각에 대한 설치 방향과 종류 및 수량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화재전파 경로 대상 지역에 위에서 선정한 분석 대상 기기가
위치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화재전파 경로 파악을 수행한 후, 화재구역 경계에 설
치된 방화문, 방화댐퍼 및 케이블 관통부 등을 통하여 화재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
는 화재구역을 선정하며, 선정된 화재구역에 사고 완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가 없
을 경우에는 선별 제거한다. 전기 배선 및 배선의 재질 등에 대한 상세한 설계 정
보는 상세 설계 단계에서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나) 화재 점화원 파악
시설 설계 도면과 시설 답사 또는 자료를 통해 화재 점화원의 수를 파악한다. 본
분석에서 화재 구역으로 선정된 인수 공간, 이송 공간, 임시 저장 공간에 대해 가정
한 화재 물질은 다음과 같다.

- 지게차 연료
- 운송 차량 연료
- HVAC Fan 모터
- HEPA 필터
화재구역별 화재발생빈도를 계산하기 위해 화재 물질의 종류를 파악한다.

- 지게차 연료(디젤 100갤런)
- 운송 차량 연료(디젤 100갤런)
- HVAC Fan 모터(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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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A 필터(6개)
화재 구역에 존재하는 화재 물질에 불씨로 작용할 수 있는 점화원으로는 다음과 같
은 인자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 전기적 고장(electrical faults & shorts)
- 높은 표면 온도(Hot surfaces)
- 팬 모터의 과열(Over heating of fan motors)
- HEPA 필터의 스파크(Sparks of HEPA filter)
- Spark(정비 및 시험 시)
(2) 초기사건 평가
인수 시설에서 화재 초기사건 평가 절차를 3단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화재 초기사건 인지
초기사건 인지 단계에서는 폐기물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폐기물이 존재
하는 지역으로 전파되는 화재 사건에 초점을 둔다. 화재가 폐기물 취급 시설(Waste

handling facility)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화재 초기사건 분석은 시설 내의 화재 방
벽(Fire barrier) 확인부터 시작한다. 이들 방벽은 시설을 분할하는 화재 지역(fire

zones)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하나의 화재 지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으로 구
성된다. 폐기물 용기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 초기사건을 따라 폐기물
이 존재하는 방을 확인한다. 또한 화재 전파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간단하고
보수적인 접근에서는, 하나의 화재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화재 초기사건은 전체 시
설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거대 초기사건으로 통합한다.

(나) 점화 빈도 평가
점화 빈도를 평가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초기사건에
대해서, 점화 빈도 평가는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화재 착화(initiation)빈도 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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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이 빈도는 대상 시설의 연간 화재 빈도와 관련된 경험적 상관관계를 가
지고 계산한다. 상관관계는 산업시설에 대한 기록 데이터로부터 유추한다. 시설의
크기가 크면 단위 면적당 더 낮은 화재 빈도를 가짐을 보인다. 연간 화재 빈도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화재 수로 전환된다.

(다) 화재 초기사건 빈도
이 단계에서는 화재가 발생 시에 폐기물 존재 확률과 점화원으로부터 폐기물로의
전파 확률이 폐기물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화재 발생 수를 평가
하기 위해 2단계에서 평가된 화재 발생 수와 통합된다.

(3) 초기사건 선정
선정된 화재 구역에 대하여 초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발생가능 시
초기사건의 형태를 조사한다. 화재로 인한 초기사건은 내부사건 분석의 초기사건과
같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화재에 의해 영향 받는 기기 및 케이블을 조사함으로써
내부사건에서 분석되지 않은 새로운 초기사건을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구역에서는
화재로 인해 하나 이상의 초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선별분석은 보수적인 결과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사건을 가정하여 노심손상빈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초기사건 선정문제는 심각성이 큰 사건을 선정함으로써 단순화될 수
있다.
화재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기기들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화재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때 방사능 물질 누출 방지를 위한 사고완
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계통을 파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계통은

Level- 1 내부사건 분석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선정되며 Level- 1 내부사건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은 계통이라 하더라도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 고유의 사건이
발생 가능하면 해당 계통을 분석 대상 계통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분석 대상 계통
이 선정되면 계통을 구성하는 기기 중에서 화재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정상적인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분석 대상 기기를 선정한다. 분석 대상 기기
는 내부사건 분석에서 고려한 사고 완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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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분석 대상 기기에 대하여 이들 기기의 위치를 파악하여 화재구역별 분석 대
상 기기 목록을 작성한다. 선정된 분석 대상 기기의 위치 파악은 기기의 종류에 따
라 달리 파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팬과 냉각기, 차단기 등과 같이 일반 배치도에
표시되는 기기는 일반 배치도를 통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밸브 등
의 기기위치는 밸브 인식표와 같은 기기 목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화재빈도 평가
각 화재구역별로 화재 발생빈도를 계산하고, 화재 전파 가능성과 화재가 발생한 수
역에서의 기기 손상과 화재 전파 시의 추가 기기 손상을 고려하여 화재로 인한 조
건부 방사능 물질 누출 확률을 계산한다. 화재구역별로 파악된 점화원의 종류와 수
에 근거하여 구역별 화재발생빈도를 계산한다.

(가) 화재발생빈도 계산
화재구역별로 파악된 점화원의 종류와 수에 근거하여 구역별 화재발생빈도를 계산
한다. 화재발생빈도는 대표 지역에 적용하는 대표지역 점화원과 모든 지역에 공통
적으로 적용하는 일반 점화원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대표지역 점화원 및 이의 화
재발생빈도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아래에 기술하였으며 이의 계산은 다음 절차에 의
해 이루어진다.

- 대표지역 계수(WFLSL, WFPWL) 산출: FIVE방법론
- 점화원 계수(WFLS) 산출: 점화원에 따라 계수 결정방법 다름, 7 가지 방법이 있
다

- 점화원별 화재발생빈도(FLSif, FPWif) 계산: 대표지역 계수와 점화원 계수, 그리
고 화재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대표지역 점화원에 대한 화재발생빈도(FLSif)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다.

FLSif = A/B × Ff = WFLS × Ff

(3.10.1)

여기서, A는 구역 내에 위치하는 점화원의 수, B는 선택된 지역에 위치하는 점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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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 수를 나타낸다. WFLS는 대표지역 점화원 계수이다. 대표지역 점화원 계수를
해당 점화원의 화재 데이터로 곱한 것이 대표지역의 점화원별 화재발생빈도(Ff)이
다. 일반 점화원에 대한 화재발생빈도(FLSif)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PWif = A/C × Ff = WFpw × Ff

(3.10.2)

여기서, C는 해당 점화원의 시설 내 총 수 및 구역 수이다.

(나) 화재구역의 화재발생빈도(F) 계산
대표 지역 계수와 점화원 계수 그리고 FIVE 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화원별
화재발생 데이터를 사용하여 화재구역별 화재발생빈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구
역별 화재발생빈도는 대표지역 점화원과 일반 점화원의 화재발생빈도 합으로 계산
한다.

F = WFLSL × S FLSif + WFPWL × S FPWif

(3.10.3)

상세 분석에서는 FIVE 방법론에 제시한 바와 같이 화재 발생 빈도를 평가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설계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므로 평가 방법만을 파악하고 실제
평가는 수행하지 않고 가정 값을 사용하였다.
화재빈도는 점화원 화재 발생빈도와 점화원 수의 곱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화재구
역 내의 점화원은 HVAC 계통의 Exhaust 팬, 지게차 및 운송 차량의 디젤 연료와

HEPA 필터가 존재하지만 이 중 지게차 및 운송 차량의 연료에 의한 화재는 점화
가능성이 낮고 진압 운영 요원이 있을 때만 구역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므로 화
재가 발생 하더라도 진압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분석에서는 HVAC 계통의
방출 팬과 HEPA 필터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빈도를 계산한다.
각 대상 구역 내에는 2대의 Exhaust Fan과 2대의 HEPA 필터가 있다고 가정하면,
점화원은 2개이고, 점화원 계수는 해당 구역 내의 점화원 수를 시설 내에 존재하는
해당 점화원의 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여기서, 시설 내의 해당 점화원의 총 수는

10개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점화계수는 0.2가 된다. 공조기기 점화원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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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로는 화재사건 분석 절차서[3.10.6] 에 제시된 9.5 × 10- 3/yr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재 평가에서 화재 빈도는 대표지역 점화원과 일반 점화원의 화재 발
생 빈도의 합으로 화재 발생 빈도를 평가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가정에 의해 화재
전파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지역 점화원에 의한 화재 발생 빈도만을 고려한
다. HEPA 필터에 대한 점화원 화재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를 구하지 못
하였으므로 공조기기 빈도와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3개 화재 평가 대상 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빈도는 각각 7.6 × 10- 3/yr (9.5

× 10- 3 × 0.2 × 2 + 9.5 × 10- 3 × 0.2 × 2)로 평가되었다. 방사능 물질 누출 빈도의
합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RGF = RGFi, RGFi = FFj × SFj × SPj × CRGPj

(3.10.4)

여기서,

RGF : 방사능 물질 누출 빈도
FFj : 화재 시나리오 j 또는 화재 구역 j 의 화재빈도
SFj : 화재 시나리오 j 의 화재심각도 인자, 화재구역 평가 시 일반적으로 심각도
인자는 1

SPj : 화재 시나리오 j 의 화재진압 실패 확률, 화재구역 평가 시 일반적으로 진압
실패 확률은 1

CRGP : 화재 시나리오 j 의 조건부 방사능 물질 누출 확률
최근에 미국에서는 화재 PRA 분석에서 NUREG/CR- 6850[8]을 기반으로 노심손상
빈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EPRI Fire PRA Implementation

guide[3.10.7]에 기반한 방법으로 평가 하고 있으므로 향후 NUREG/CR- 6850[3.10.8]
기반의 평가가 필요할 경우 어떤 측면에서의 추가 사항이 필요한지를 파악하였다.
표 3.10.7은 NUREG/CR- 6850과 PRA 이행 절차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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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7. NUREG/CR- 6850과 PRA 이행 절차의 차이

화재 빈도
심각도 인자
진압실패확률
오동작 확률
인간신뢰도
분석

Implementation
Guide
유사, HRAF 등 추가 유사
점화원에 따라
화재모델링으로 평가
주어짐
유사, 개정됨
유사
회로분석 수행 필요,
0.1
선별치 매우 높은 값
체계적이고 계측기
상세 언급 없음
등 고려
NUREG/CR- 6850

항목

비고
상세설계 정보
필요
기기회로 등의
정보 필요
NUREG- 1921
(Fire HRA)

(다) 화재 진압 설비 실패 확률
표 3.10.8은 일반적으로 화재구역에 설치되는 화재진압 설비의 이용불능도를 나타내
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구역에서의 화재 진압 노력이 실패하면 화재는 최종적으로
인접 화재구역으로 전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화재구역 간에 설치된 화재 차단
설비가 임의 고장이나 설치 오류 등에 의하여 기능 상실한다. 표 3.10.9는 EPRI

Fire Implementation Guide[3.10.7]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화문, 방화 댐퍼 등의 화재
차단설비의 고장 확률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0.8. 화재 진압설비의 신뢰도
진압설비 종류
Wet Pipe Sprinkler System
Preaction Sprinkler System
Deluge Sprinkler System
CO2 System
Hal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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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2.0E- 02
5.0E- 02
5.0E- 02
4.0E- 02
5.0E- 02

표 3.10.9. 화재 차단설비의 고장 확률
화재 차단설비

고장 확률

방화문, 보안문, 방수문

7.4e- 3

방화댐퍼, 일반댐퍼

2.7e- 3

방화벽, 관통부, 밀봉재

1.2e- 3

(라) 화재 심각도
표 3.10.10은 EPRI Fire Event DB(NSAC 178L)[3.10.7]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재 심
각도 자료이다. 이 자료는 원자력 발전소의 화재 분석을 위한 자료이므로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재 평가에서는 고유의 점화원을 고려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PRI 화재사건 DB(NSAC 178L)[3.10.9]에서 제시하지 않은 심각도 인자들은 기존
국내 화재 PSA에서 사용한 심각도 인자나 보수적인 값을 참고로 하며 이들 값은
다음과 같다:

- 임시 점화원: 0.05
- 일반 캐비닛: 0.12
- 변압기/ 충전기: 0.1
- 터빈여자기화재 / 터빈오일화재 / 터빈수소화재/ 고에너지 아크고장: 1
표 3.10.10. 화재 심각도 인자
점화원

Control Room Electrical
Cabinets
Switchgear Room Electrical
Cabinets
Indoor Transformers
Diesel Generators
Motor Generator Sets
Pumps**
Ventilation Subsystems

화재사건 DB에서 적용
가능한 사건 수

심각도 인자

10

0.2

17

0.12

10
65
7
46
12

0.1
0.4*
0.14
0.20
0.08

* Diesel Generator Skid Fires
** Excluding Containment(e.g. RCPs) and Main Feedwater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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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기 오작동 확률
화재 발생 시의 기기 오작동 확률은 NUREG/CR- 6850[3.10.8] 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에 따른 기기의 오동작확률은 다음과 같다:

- 밸브를 제외한 대기 중인 기기 오동작확률:1
- 밸브를 제외한 가동 중인 기기 오동작확률: 0.39
- 전동구동밸브 오동작확률: 0.17
- 전동구동밸브이외의 다른 밸브 오동작확률: 0.25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는 기기는 아니지만 폐기물 처분 용기의 화재 발생 시 건전성
확보 실패 확률이 필요하다. 이 자료는 실험 자료 등을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현
재는 화재에 대한 실험 자료가 없으므로 보수적인 가정 값 1.0 × 10- 2를 사용한다.
참고로, 유카산 처분장 안전성 평가 보고서[3.10.5]에서 몬테카를로 모사를 통해 분
석한 화재로 인한 TAD 캐니스터의 기능 실패 확률은 1.0 × 10- 4, 운반용기의 기능
실패 확률은 2.0 × 10- 6이다.

(5) 화재 모델 구성 및 분석
선별 목적뿐만 아니라 상세분석을 위해서 구역별 화재사건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모
델을 구성한다. 정량화 모델 구성은 내부사건 분석에서 구성한 정량화 모델을 기초
로 하며,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을 수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사건수목은 기본적으로 내
부사건 분석에서 구성한 것과 동일한 사건수목을 사용할 수 있으나 화재에 의한 특
성을 고려하여 사건수목의 표제를 수정할 수 있다.
고장수목을 수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내부사건 분석에서 고장수목에 모델링된 기기 중에서 화재에 의해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기기에 대해 화재 손상 기본사건으로 처리하여 고장수목에 추가한다.

- 내부사건 고장수목에는 기기의 낮은 고장률 또는 계통 이용불능도에 기여하는 바
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은 기기가 존재한다. 그러나 화재사건 분석
에서는 이들 기기에 대해서도 해당 고장수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 내부사건의 고장수목에는 운전원 조치 실패에 대한 기본사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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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운전원 조치 실패 확률은 화재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증가
할 수 있다. 이는 운전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화재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
다면 운전원 조치가 성공할 가능성은 내부사건 분석에서 고려한 것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사건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
다.
계산된 화재구역별 화재발생빈도, 내부사건 분석에서 사용한 사건수목, 화재구역에
서 발생 가능한 초기사건, 그리고 화재분석을 위해 수정된 계통 고장수목을 사용하
여 각 화재구역에 대하여 정량화를 수행한다. 정량화를 수행함에 있어 화재가 발생
한 구역에 존재하는 모든 사고 완화 기기는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
고 분석하였다. 향후 계산된 화재구역별 방사능 물질 누출 빈도가 선별 기준보다
크게 나타난 구역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화재 전파를 고려한
평가도 수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분석에서는 설정 화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
해서만 분석한다. 폐기물 인수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초기사건에 대한 점화
빈도 정량화는 시설에 대한 화재 점화 빈도를 모두 합한다. 경험적인 연간 화재 빈
도로 평가한다. 본 분석에서는 인수 저장 시설에 대한 설계 개념 등의 자료가 전무
한 상태이므로 가상의 인수 저장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구역을 분류하고 선별 분석
수준의 PSA를 수행한다.

(가) 사건 수목 개발
인수 저장 시설의 사건수목과 고장수목 분석 수행을 위해, 내부사건 분석에서는 지
게차로 처분용기를 이송하는 도중 지게차 전복에 의한 초기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화재사건 시의 발전소 모델은 새로운 시나
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사건 분석에 사용된 사고 시나리오가 그대로 사
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표제의 경우 화재 사건에 맞게 수정하기도 한다.
그림 3.10.94의 인수 시설에서 지게차 전복에 의한 낙하 사고의 사건 수목을 화재
평가를 위한 사건 수목으로 수정하여 그림 3.10.95과 같은 사건 수목을 구성한다.
그림 3.10.96의 사건수목은 FA- 1, FA- 2, FA- 3의 화재 구역에 대해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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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5. 지게차 전복에 의한 낙하사고 사건수목 변경

그림 3.10.96. 화재 사건 수목

(나) 고장수목 개발
고장수목은 내부사건 분석에서 사용된 고장수목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화재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기들에 대해서 오메가( ) 처리, 즉 기능 실패
로 처리하여 사용한다. 단, 내부사건 분석 시에 고장 확률이 낮아 모델에서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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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대해서도 화재 분석에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

그림 3.10.97. 화재사건 시의 일차 HVAC
계통 고장수목

그림 3.10.98. 화재사건 시의 일차 HEPA 필터 계통 고장수목

(6) 정량화
원자력발전소의 화재 PSA에서는 노심 손상에 이르는 사고 시나리오가 복잡하고 관
련된 안전 계통들도 많으므로, 어떤 하나의 화재구역에서의 화재사건으로 여러 사
건수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화재구역에 따른 노심손상빈도를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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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노심손상빈도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화재사건 분석의 예로, 세 개의 화재구역에서의 사고경위에
대해서만 분석하므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 비해 간단한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
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 분석되어야 하는 화재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설계 자료
나 기타 필요 자료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였다.

- 화재구역은 그림 3.10.94의 FA- 1, FA- 2, FA- 3로 표시된 구역으로 가정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화재 구역은 이송이 이루어지는 방을 중심으로 방사성 물
질이 존재하는 지역과 화재발생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방으로 전
파 가능한 화재원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 분리된 화재 지역 간의 화재 전파는 고려하지 않는다. 방화문으로 분리된 화
재 지역은 3시간 정도의 화재 전파를 방지한다고 가정한다. 케이블 라우팅에
따른 화재 전파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 분석 대상 화재 구역 내의 화재 진압 설비로는 CO2 계통을 가정한다. 운영 요
원의 수동 화재 진압은 배제한다.

- 화재의 점화원은 공기조화 설비 및 HEPA Filter 또는 지게차 및 운반 차량의
연료에 의한 가연성 물질 화재가 발생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본 분석에서는
가정에 의해 지게차 및 운반 차량의 연료에 의한 화제는 배제하였다.

- 공기조화계통의 화재에 대해서는 NSAC 178L의 분석에 따라 화재 심각도 인
자를 0.08로 사용한다.

- 화재 진압 실패 확률은 표 3.10.8의 값을 사용하였다.
- 화재 지역 내의 모든 기기는 화재 발생 시 기능이 상실된다고 가정한다.
- 공기조화계통의 점화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기조화계통 기기는 모두 기
능이 상실된다고 가정하고, HEPA Filter 또한 기능이 상실된다고 가정한다.

- 그림 3.10.94에서 분석 대상 지역은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제한하
였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사건수목을 수정하지 않고 화재사건 시의 각 화재구역에 대
한 조건부 노심 손상 확률(CCDP)를 평가하여 화재빈도, 화재심각도 및 화재 진압
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노심손상빈도를 평가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분석되어야 할 화재구역은 세 개이고, 사고 시나리오는 하나의 화재
구역에 대해 하나의 사고 시나리오만 존재하게 된다. 각 화재 구역, FA- 1, F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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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3의 사건수목에 사용된 화재빈도는 화재빈도 이외에 화재 심각도와 화재 진압
실패 확률을 포함한 6.08 × 10- 4/yr가 된다. 여기서 화재 진압 실패 확률은 보수적으
로 1을 사용하였다.
그림 3.10.94의 화재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캐니스터와 처분 용기의 실패 확률,

1.0 × 10- 2를 곱하면, 방사능 물질 누출 빈도는 6.08 × 10- 8/yr이 된다. 이는 하나의
화재 구역에서의 방사능 누출 빈도이므로, FA- 1, FA- 2, FA- 3의 3개 화재구역에서
의 방사능 물질 누출 빈도는 1.824 × 10- 7/yr가 된다.
그러므로 이 화재구역에서의 화재는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편이므로 화재
시 사고 완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계 변경 또는 화재 조기 감지를 통한 화재
진압 등의 조치를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실제 화재 분석을 위해서는 위에 가정된 사항의 대부분이 분석되어야 하며, 화재구
역이 상세하게 분류되고, 고려해야 할 사고 시나리오가 많아지면 실제 화재 분석
업무는 예제 사고 경위에 대한 경우보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지진 사고에 대한 사건수목 분석

(1) 개요
과거의 PSA가 주로 내부사건에 기인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평가에 주력해 왔으
나 지진, 홍수 및 화재 등의 외부사건에 의한 안전성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외부요인에 대한 위험은 분석 방법의 보수성으로 인해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현
재의 위험도 평가 결과는 외부요인에 의한 위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근래 지구온난화 등의 이유로 인해 자연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
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
다. 그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불능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
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공용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안전성도 큰 이슈가 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는 A- KRS 지상시설의 지진에 의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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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구조물 및 설비가 지진에 의해 피해를 받고 이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
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간략히 설정하고 이들 시나리오의 발생확률 산정 예를 평
가하였다.

(2) 초기사건 분석 및 설정
지진에 의해 A- KRS 지상시설이 피해를 받아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논리수목으로 작성하였다. 아래 그림 3.10.99에 A- KRS
지상시설의 구조물 및 주요 설비가 지진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경우의 사고 시나
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의 붕괴, 처분용기(캐스크)의
손상, HVAC 계통의 손상 및 HEPA 필터의 손상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사고 시나
리오를 작성하였다.

Seismic

Building

Cask

HVAC

HEPA
1
HEPA

HVAC
Cask

S
Building

GTRN
HEPA Failure
3 HVAC Failure
4 Cask Failure
5 Building Failure
2

그림 3.10.99. A- KRS 지상시설의 지진사건 논리수목
처분용기의 손상에서는 건물의 붕괴 및 중량물의 낙하, 처분용기 전도 등에 의한
처분용기 몸통의 손상 및 처분용기 뚜껑의 손상 및 열림에 의한 방사성물질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 3.10.100과 같은 고장수목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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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K

CASKBODY

CASKCOVER

그림 3.10.100. 처분용기 손상 고장수목

(3) 구조물 및 설비 취약도 평가
지진에 의한 구조물 및 설비의 손상확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취약도 평가를 수행
하여야 한다. 지진취약도하 함은 지반운동 변수(최대지반가속도, 최대속도, 스펙트럴
가속도 등) 의 크기에 따른 해당 구조물의 조건부 손상확률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취약도는 설계단계에서 고려되는 강도, 하중 등의 여유도를 평가하여 이
들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내진성능에 따른 손상확률을 산정하는 것이다.
구조물의 설계단계에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내진해석에서의 감쇠비, 설계하중 등에
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보수성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보수성을 평가하
여 지진의 크기에 따른 손상확률을 산정하게 된다.

실제여유도
설계여유도

현실적응답
극한내력

응답중앙값

설계응답

응답
설계허용값

내력중앙값

그림 3.10.101. 구조물 및 설비의 내진여유도

각 가속도 수준에서의 구조물 및 설비의 손상확률 f 는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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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n (
f

'

=

Φ(

a
) + β U ×Φ - 1(Q)
Am
)
βR

(3.10.5)

여기서
Q =

P [f ' <f / a]

: 최대지반가속도 a 에 대해 조건부 파손확률값 f
가 f ' 보다 적은 상대확률(신뢰도)

Φ

- 1

(‧ )

: 표준가우시안 누적분포함수의 역함수

중앙값 지반가속도내력 A m 과 랜덤성 및 불확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 β R , β U
는 다음에서 기술하는 내력예측, 응답해석, 기기검증 등에 내재된 안전여유치 및 이
들 값의 분포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구조물의 취약도 계산에서는 안전계수(factor of safety)로 불리는 일련의 랜덤변수
를 이용하여 취약도를 산정한다. 설계 시의 SSE(Safe Shutdown Earthquake; 안전
정지지진) 수준 A SSE 를 초과하는 지반운동 가속도 내력을 나타내는 안전계수 F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m( M edian seismic capacity) = F• A SSE

(3.10.6)

여기서 안전계수 F 는 구조물의 성능 및 응답관련 랜덤변수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3.10.7)

F = F CF R S

구조물의 경우 성능관련 랜덤변수를 구조물의 강도 및 비선형 거동에 의한 비탄성
에너지 흡수계수로 분리하여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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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F = F SF μF RS

여기서 강도계수 F S 는 극한강도와 A SSE 작용에 따른 산정된 응력과의 비를 나타
낸다. 또한 F μ 는 구조물의 항복 후 비선형 거동에 의해 구조물의 응답을 감소시키
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비탄성에너지 흡수계수를 나타낸다.
구조물의 응답계수인 F R S 는 구조물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랜덤변수들에
대한 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 RS = F SA F δF MF MC F E C F HD F SS

(3.10.9)

여기서 F SA : 스펙트럼 형상 계수
Fδ

: 감쇠계수

FM

: 모델링계수

F MC

: 모드응답 조합 계수

F EC

: 지진성분 조합계수

F HD

: 수평지진 방향 계수

F SS

: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계수

각각의 응답관련 랜덤변수들의 불확실성 및 랜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를

SRSS(Square Root Sum of Squares)하여 불확실성 및 랜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
차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1/ 2

(3.10.10)

1/ 2

(3.10.11)

βR =

[∑ ( β R ) 2i]

βU =

[∑ ( β U ) 2i]

초기사건의 논리수목에 관련된 구조물 및 설비의 지진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설비에 대한 상세 설계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처분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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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계 자료가 전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자료 및 국내 원자력발전소
의 지진 취약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각각의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중앙값 지반가
속도 내력 및 대수표준편차를 아래의 표 3.10.11과 같이 가정하여 지진리스크 평가
에 사용하였으며 이들 설비의 지진취약도 곡선은 아래 그림 3.10.102와 같다.
표 3.10.11. 구조물 및 설비의 지진취약도 변수값

Component
Building Failure
Cask Body Failure
Cask Cover Failure
HVAC Failure
HEPA Filter Failure

Br
0.4
0.3
0.3
0.32
0.3

1.0

P95

P95

P50

P50

0.8

P05

0.8

P05

0.7

PMEAN

0.7

PMEAN

0.6
0.5
0.4

0.6
0.5
0.4

0.3

0.3

0.2

0.2

0.1

0.1

0.0

0.0
0

0.2

0.4
0.6
Acceleratioin (g)

0.8

1

0

Building
1.0

0.2

0.4
0.6
Acceleratioin (g)

0.8

1

0.8

1

Cask Body
1.0

P95

P95

0.9

P50

0.9

P50

0.8

P05

0.8

P05

0.7

PMEAN

0.7

PMEAN

0.6

P r o b ab ilit y

P r o b ab ilit y

Bu
0.32
0.3
0.3
0.41
0.3

0.9

P r o b ab ilit y

P r o b ab ilit y

1.0
0.9

Am(g)
1.0
1.0
0.5
2.06
4.0

0.5
0.4
0.3

0.6
0.5
0.4
0.3

0.2

0.2

0.1

0.1

0.0

0.0
0

0.2

0.4
0.6
Acceleratioin (g)

0.8

1

Cask Cover

0

0.2

0.4
0.6
Acceleratioin (g)

H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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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o b ab ilit y

1.0

P95

0.9

P50

0.8

P05

0.7

PMEAN

0.6
0.5
0.4
0.3
0.2
0.1
0.0
0

0.2

0.4
0.6
Acceleratioin (g)

0.8

1

HEPA Filter
그림 3.10.102. 구조물 및 설비의 지진 취약도 곡선

(라) 초기사건 빈도 평가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PSA 수행에 있어서는 발전소의 안전 정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선별 분석을 마치고 나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기
기의 고장 모드 영향 분석(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을 수행해야
한다. 고장 모드 영향 분석은 지진으로 인해 유발되는 고장이 초기사건이나 사고
완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지진에 기인한 고장
영향에 따라 초기사건을 유발하는 고장과 안전 계통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
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A- KRS 지상시설의 경우 이와 같은 분류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지진에 의해
처분용기에 포함된 폐기물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외부환경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최종
적인 리스크의 평가척도가 된다.
지진에 의해 처분용기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
하고 시나리오 상에 관련된 구조물 및 설비의 지진취약도 자료를 이용하여 초기사
건빈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A- KRS 지상시설이 위치한 부지에 발생 가능한
지진의 크기와 그에 따른 빈도를 나타내는 재해도 곡선을 이용한다.
지진재해도 분석이라 함은 다양한 크기의 지진이 임의 부지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을 평가하고 이들 지진으로부터 스펙트럼 형상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진재
해도 분석은 그 특성상 결과를 확률론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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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PSHA)이라고도 부른다. 지진재해도
분석을 통하여 재해도 곡선을 산정하게 되며 이러한 지진재해도 곡선은 초과확률
대 첨두 지반가속도의 관계를 그린 것이다. 아래 그림 3.10.103에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지진재해도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1.00E-02

Frequency (/yr)

1.00E-03
1.00E-04
1.00E-05
1.00E-06
0.0

0.2

0.4

0.6

0.8

Acceleration (g)

그림 3.10.103. 해석에 사용한 지진재해도 곡선

A- KRS 지상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 상에는 다수의 구조
물 및 기기가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설비들의 시스템 취약도는 논리수목 및 고장
수목으로 각각의 MCS(Minimal Cut Set)에 해당하는 논리식(Boolean Equation)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아래 그림 3.10.104는 각각의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시스템 취
약도를 보여주고 있다.

1.0

1.0
P05

0.9

P50

0.8

P r o b ab ilit y

P r o b ab ilit y

0.6
0.5
0.4

0.5
0.4

0.3

0.3
0.2

0.1

0.1

0.0

0.0
0.4
0.6
Acceleration (g)

0.8

1.0

Building Failure

PMEAN

0.6

0.2

0.2

P95

0.7

PMEAN

0.0

P50

0.8

P95

0.7

P05

0.9

0.0

0.2

0.4
0.6
Acceleration (g)

Cask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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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0

1.0

1.0
P05

0.9
0.8

P r o b ab ilit y

P r o b ab ilit y

0.6
0.5
0.4

0.5
0.4
0.3

0.2

0.2

0.1

0.1

0.0

0.0
0.4
0.6
Acceleration (g)

0.8

1.0

PMEAN

0.6

0.3

0.2

P95

0.7

PMEAN

0.0

P50

0.8

P95

0.7

P05

0.9

P50

0.0

HVAC Failure

0.2

0.4
0.6
Acceleration (g)

0.8

1.0

HEPA Filter Failure

1.0
P05

0.9

P50

0.8

P95

P r o b ab ilit y

0.7

PMEAN

0.6
0.5
0.4
0.3
0.2
0.1
0.0
0.0

0.2

0.4
0.6
Acceleration (g)

0.8

1.0

General Transient
그림 3.10.104. 시스템 취약도 곡선
지진에 의한 초기사건빈도의 산정의 시스템 취약도 곡선과 지진재해도 곡선의

Convolution을 통하여 산정한다. 아래 그림 3.10.105에 초기사건 빈도 산정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3.10.106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지진동 가속도의 크
기에 따른 초기사건 빈도에 미치는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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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 (a )
S e ism ic F r a g ility C u r v e
No
F a ilu re
Z one

S c re en in g
L im it

P f (a s 2 3 )
P f (a s 3 4 )
G ro un d M o tion P a ra m e te r (a )

A c c ele ra tio n R an g e o f In tere s t
da

H (a)

S e ism ic H a z ar d C u r v e
H (a1 )
H (a2 )

a1

a2

a s2 3

a3

a s3 4 G ro un d M o tion Pa ra m e te r (a )
a4
a5
a6

그림 3.10.105. 재해도 및 취약도를 이용한 리스크 산정 절차

1.8%

3.0%

1.6%

2.5%

1.4%

C o n t r ib u t io n

2.0%

C o n t r ib u t io n

1.2%

1.0%

1.5%

0.8%

0.6%

1.0%

0.4%

0.5%

0.2%
0.0%

0.0%
0.0

0.2

0.4
0.6
Acceleration (g)

0.8

1.0

Building Failure

0.0

0.2

0.4
0.6
Acceleration (g)

Cask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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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0

2.5%

2.5%

2.0%

2.0%

C o n t r ib u t io n

3.0%

C o n t r ib u t io n

3.0%

1.5%

1.5%

1.0%

1.0%

0.5%

0.5%

0.0%

0.0%
0.0

0.2

0.4
0.6
Acceleration (g)

0.8

1.0

0.0

HVAC Failure

0.2

0.4
0.6
Acceleration (g)

0.8

1.0

HEPA Filter Failure

14.0%
12.0%

C o n t r ib u t io n

10.0%
8.0%

6.0%

4.0%
2.0%
0.0%
0.0

0.2

0.4
0.6
Acceleration (g)

0.8

1.0

General Transient
그림 3.10.106. 시나리오별 지진동 크기에 따른 기여도
각각의 시나리오별 초기사건 발생빈도를 아래 표 3.10.12에서 신뢰도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빈도를 아래 그림 3.10.107에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용기의 손상에 의한 빈도가 다른 구조물이나 설비 손상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진취약도가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처분용기의 손상이 100%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값으로 실제 방
사성물의 누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물붕괴나 중량물낙하, 전도 등에 의해 처
분용기가 손상될 확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된다. 또한 일반 과도사건의 경우 2차
사건수목과의 연계를 통해 방사선물질의 누출 확률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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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2. 시나리오별 초기사건 발생빈도

Event

5%_PF

50%_PF

95%_PF

Mean_PF

Building Fail

3.63E- 07

4.52E- 06

2.51E- 05

7.62E- 06

Cask Fail

5.61E- 06

2.93E- 05

1.04E- 04

3.85E- 05

HVAC Fail

2.16E- 14

3.55E- 10

2.23E- 07

8.44E- 08

HEPA Fail

2.36E- 19

5.50E- 15

3.76E- 11

2.49E- 11

GTRN

7.29E- 04

8.03E- 04

8.27E- 04

7.94E- 04

Total

8.40E- 04

1.E-02
1.E-03
1.E-04

Mean

1.E-05
1.E-06
1.E-07
1.E-08
1.E-09
1.E-10
1.E-11
BuildingFail

CaskFail

HVACFaill

HEPAFaill

GTRN

Sequence

그림 3.10.107. 초기사건별 발생빈도 비교
라. 대표 사고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

A- KRS 운영중 지상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전복, 화재, 지진 사고에 대해 RSAC
7.0[3.10.10]을 이용하여 방사선 피폭선량을 평가하였다. RSAC 프로그램은 원자력
시설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선량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피폭경로로 호흡에 의한 외부피폭,
방사성 구름에 의한 외부피폭,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외부피폭을 고
려한다.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세라믹 및 금속 폐기물 각각 하나의 저장용기(storag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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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량을 활용하였다. 이들 저장용기의 재고량을 이용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항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여 RSAC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STj = MARj × DR × ARFj × RF j × LPF sys

(3.10.12)

여기서,

ST j = 방사성 동위원소 j 에 대한 방출 방사선원(Source Term)
MARj = 방사성 동위원소 j 에 대한 재고량(Material at Risk)
DR = 손상율(Damage Ratio)
ARFj = 방사성 동위원소 j 에 대한 대기중 방출 분율(Airborne Release
Fraction)
RFj = 방사성 동위원소 j 에 대한 호흡 분율(Respirable Fraction)
LPFsys = 시스템에 대한 누적 누설경로인자(Leak Path Factor)
전복, 화재, 지진 사고에 대한 각 변수들 값은 미국 YMP 안전성 평가 보고서

[3.10.5]에서 인용하였으며 이들 변수와 재고량을 고려한 각 사고별 방사선원항은
아래의 표 3.10.13에 요약된 바와 같다. 피폭선량 평가시 보수적인 평가 결과를 얻
기 위하여 가장 심각한 사고 시나리오인 기체 및 입자 방사성동위원소 모두 방출되
는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또한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RSAC 기본 입력 자료
는 표 3.10.14에 요약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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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3. 각 사고별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방사선원(Ci)

동위원소

전복
세라믹
금속
폐기물
폐기물

지진
세라믹
금속
폐기물
폐기물

Ac_227
Am_241
Am_243
C_14
Cl_36
Cm_245
Cm_246
Cs_135
Cs_137
I_129
Nb_94
Ni_59
Ni_63
Np_237
Pa_231
Pd_107
Pu_238
Pu_239
Pu_240
Pu_241
Pu- 242
Ra_226
Ra_228
Rn_222
Se_79
Sm_151
Sn_126
Sr_90
Tc_99
Th_229
Th_230
Th_232
U_233
U_234
U_235
U_236
U_238
Zr_93

5.76E- 19
1.53E- 06
1.68E- 08
0.00E+00
0.00E+00
3.32E- 10
8.05E- 11
6.07E- 08
5.40E- 03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77E- 10
1.81E- 18
3.05E- 26
1.50E- 06
1.08E- 07
1.97E- 07
7.82E- 06
1.14E- 09
2.27E- 16
0.00E+00
0.00E+00
0.00E+00
8.01E- 05
0.00E+00
1.09E- 03
2.56E- 14
5.10E- 17
3.86E- 14
2.27E- 22
2.94E- 14
1.99E- 10
4.25E- 15
2.31E- 13
7.05E- 18
1.87E- 10

2.88E- 17
7.65E- 05
8.41E- 07
0.00E+00
0.00E+00
1.66E- 08
4.02E- 09
2.02E- 08
1.80E- 03
0.00E+00
0.00E+00
0.00E+00
0.00E+00
8.85E- 09
9.03E- 17
1.53E- 24
7.52E- 05
5.40E- 06
9.86E- 06
3.91E- 04
5.68E- 08
1.14E- 14
0.00E+00
0.00E+00
0.00E+00
4.00E- 03
0.00E+00
5.46E- 02
1.28E- 12
2.55E- 15
1.93E- 12
1.14E- 20
1.47E- 12
9.97E- 09
2.13E- 13
1.16E- 11
3.53E- 16
9.33E- 09

사고

0.00E+00
1.06E- 10
1.06E- 10
1.04E- 07
3.46E- 14
2.17E- 12
5.07E- 13
2.12E- 10
1.86E- 05
1.21E- 11
8.82E- 08
3.82E- 07
3.86E- 05
1.15E- 12
7.61E- 17
1.83E- 08
9.69E- 09
6.97E- 10
1.25E- 09
5.01E- 08
7.12E- 12
0.00E+00
0.00E+00
0.00E+00
0.00E+00
7.75E- 10
1.60E- 07
8.03E- 08
6.38E- 10
0.00E+00
3.02E- 15
0.00E+00
5.75E- 16
1.14E- 11
1.20E- 13
3.24E- 12
2.42E- 12
5.11E-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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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E+00
5.32E- 09
5.32E- 09
5.22E- 06
1.73E- 12
1.09E- 10
2.53E- 11
7.06E- 11
6.20E- 06
4.04E- 12
4.41E- 06
1.91E- 05
1.93E- 03
5.73E- 11
3.80E- 15
9.14E- 07
4.84E- 07
3.48E- 08
6.26E- 08
2.50E- 06
3.56E- 1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88E- 08
7.99E- 06
4.02E- 06
3.19E- 08
0.00E+00
1.51E- 13
0.00E+00
2.88E- 14
5.69E- 10
6.00E- 12
1.62E- 10
1.21E- 10
2.56E- 05

화재
세라믹
금속
폐기물
폐기물
2.88E- 18
7.65E- 06
8.41E- 08
0.00E+00
0.00E+00
1.66E- 09
4.02E- 10
2.02E- 09
1.80E- 04
0.00E+00
0.00E+00
0.00E+00
0.00E+00
8.85E- 10
9.03E- 18
1.53E- 25
7.52E- 06
5.40E- 07
9.86E- 07
3.91E- 05
5.68E- 09
1.14E- 15
0.00E+00
0.00E+00
0.00E+00
4.00E- 04
0.00E+00
5.46E- 03
1.28E- 13
2.55E- 16
1.93E- 13
1.14E- 21
1.47E- 13
9.97E- 10
2.13E- 14
1.16E- 12
3.53E- 17
9.33E- 10

0.00E+00
5.32E- 10
5.32E- 10
5.22E- 07
1.73E- 13
1.09E- 11
2.53E- 12
7.06E- 12
6.20E- 07
4.04E- 13
4.41E- 07
1.91E- 06
1.93E- 04
5.73E- 12
3.80E- 16
9.14E- 08
4.84E- 08
3.48E- 09
6.26E- 09
2.50E- 07
3.56E- 1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88E- 09
7.99E- 07
4.02E- 07
3.19E- 09
0.00E+00
1.51E- 14
0.00E+00
2.88E- 15
5.69E- 11
6.00E- 13
1.62E- 11
1.21E- 11
2.56E- 06

표 3.10.14.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RSAC 주요 입력변수 값
평균 풍속(m/sec)
방출 고도(m)
혼합층 고도(m)
공기 밀도(g/m3)
건 침적 속도(m/sec)
입자
할로겐
희유 기체
세슘
루테늄
대기안정도
플륨 상승
호흡율(m3/sec)
건물 차폐 계수
대기확산 인자

2.5
1
400
1.10E+03
0.001
0.01
0
0.001
0.001
중립
미고려
3.33E- 04
0.7
P- G Curve

세라믹 폐기물의 전복, 화재, 지진 사고에 대한 거리별, 피폭경로별 피폭선량은 표

3.10.15에 요약하였다. 금속 폐기물의 전복, 화재, 지진 사고에 대한 거리별, 피폭경
로별 피폭선량은 표 3.10.16에 요약하였다. 표에 요약된 바와 같이 각 사고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에 의하면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
난다. 또한, 전복, 화재, 지진 사공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를 비교하면 지진 사고시
피폭선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전복에 의한 피폭선량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 이는
각 사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시 이용되는 변수들, 즉 대기중 방출 분율, 호흡 분
율, 누설경로인자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 즉, 누설경로인자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가장 큰 누설경로인자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이
용되는 누설인자경로는 참고문헌의 값을 이용하였지만 향후 처분장 지상시설의 상
세설계 자료와 적절한 방법론과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 처분장에 적합한 인자 값을
도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3.10.15와 표 3.10.16에 요약된 피폭선량 결과에 의하면 세라믹 폐기물의 사고로
인한 영향이 금속 폐기물의 사고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표 3.10.13에
요약된 방사선원항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방사성동위원소들에 대해 세라믹 폐
기물의 방사선원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준위폐기물로 분류되는 세라믹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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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 중에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10.15. 세라믹 폐기물 사고에 대한 거리별 피폭선량(Sv)
거리
피폭경로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방사성 구름에
의한 외부피폭
지표면 침적에
의한 외부피폭
합

전복
화재
지진
전복
화재
지진
전복
화재
지진
전복
화재
지진

100 m

500 m

1 km

2 km

3 km

2.65E- 05
9.60E- 05
9.60E- 04
2.87E- 09
1.47E- 10
1.47E- 09
9.28E- 06
8.82E- 06
8.82E- 05
3.58E- 05
1.05E- 04
1.05E- 03

1.56E- 06
5.62E- 06
5.62E- 05
5.44E- 07
3.35E- 11
3.35E- 10
5.98E- 10
5.17E- 07
5.17E- 06
2.10E- 06
6.14E- 06
6.14E- 05

4.83E- 07
1.75E- 06
1.75E- 05
1.69E- 07
1.70E- 11
1.70E- 10
2.61E- 10
1.61E- 07
1.61E- 06
6.52E- 07
1.91E- 06
1.91E- 05

1.60E- 07
5.77E- 07
5.77E- 06
5.58E- 08
8.75E- 12
8.75E- 11
1.01E- 10
5.31E- 08
5.31E- 07
2.16E- 07
6.30E- 07
6.30E- 06

8.52E- 08
3.08E- 07
3.08E- 06
2.98E- 08
6.10E- 12
6.10E- 11
5.53E- 11
2.83E- 08
2.83E- 07
1.15E- 07
3.36E- 07
3.36E- 06

표 3.10.16. 금속 폐기물 사고에 대한 거리별 피폭선량(Sv)
거리
피폭경로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방사성 구름에
의한 외부피폭
지표면 침적에
의한 외부피폭
합

전복
화재
지진
전복
화재
지진
전복
화재
지진
전복
화재
지진

100 m

500 m

1 km

2 km

3 km

7.84E- 08
2.65E- 07
2.65E- 06
9.92E- 12
6.95E- 13
6.95E- 12
2.70E- 08
5.47E- 09
5.47E- 08
1.05E- 07
2.70E- 07
2.70E- 06

4.59E- 09
1.55E- 08
1.55E- 07
2.06E- 12
1.27E- 13
1.27E- 12
1.58E- 09
3.21E- 10
3.21E- 09
6.17E- 09
1.58E- 08
1.58E- 07

1.43E- 09
4.81E- 09
4.81E- 08
9.00E- 13
6.10E- 14
6.10E- 13
4.91E- 10
9.96E- 11
9.96E- 10
1.92E- 09
4.91E- 09
4.91E- 08

4.72E- 10
1.59E- 09
1.59E- 08
3.47E- 13
2.90E- 14
2.90E- 13
1.62E- 10
3.29E- 11
3.29E- 10
6.34E- 10
1.62E- 09
1.62E- 08

2.52E- 10
8.50E- 10
8.50E- 09
1.90E- 13
1.87E- 14
1.87E- 13
8.67E- 11
1.76E- 11
1.76E- 10
3.39E- 10
8.68E- 10
8.68E- 09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중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제
한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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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한 과기부 고시에 규정된 제한치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상운영 중 0.1

mSv/yr, 사고시 처분장 성능목표치 5 mSv이다. 또한 작업자의 경우에는 정상운영
중 20 mSv/yr, 사고시 처분장 성능목표치 50 mSv로 규정되어 있다. 표 3.10.15와

3.10.16에 요약된 사고시 피폭선량 결과에 의하면 가장 보수적인 가정에 의해 평가
된 가장 큰 피폭선량을 나타내는 세라믹 폐기물 취급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피폭
선량이 1 mSv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피폭선량 규정 제한치를 초과하
지 않는다. 또한, 국내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위치하는 경주 주변의 연
간 평균 주민유효선량은 1.2 mSv로 제시되어 있는데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값도
이 값 이하임을 알 수 있다.

4. 공학적 방벽 상호작용 영향 평가
가. 기체 발생 평가

(1) 기체 발생 기구
처분된 폐기물의 부식 또는 방사선 분해 등에 의하여 가스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러한 가스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스 발생량과 발생된 가스의 처분시설
에서 지표로의 이동 현상 평가가 필요하다. 그림 3.10.10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
장에서의 가스 발생에 관한 발생 메커니즘으로는 금속의 부식, 물과 유기물질의 방
사분해, 유기물질의 미생물 분해, 라듐의 방사성붕괴에 의한 라돈 발생, 폐기물 내
에서의 희유기체(noble gas) 확산 등이 있다. 이 중 유기물질의 방사분해 및 미생물
분해 등은 폐기물 내에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는 주요
메카니즘으로 간주되나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폐기물의 경우는 유기물질을 포함하
고 있지 않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방사성 분해에 의해 발생되는 대표적 기체는
라돈이며 폐기물 내에 존재하지 않는 핵종이며 Ra- 226의 붕괴에 의해 생성되며, 그
중 반감기가 제일 긴 Rn- 222(3.82 days)가 관심 있는 핵종이다. 폐기물 내에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희가스(Kr- 81, Kr- 85, Ar- 39 및 Ar- 42 등)와 삼중수소 등은 폐기
물 고화체를 확산을 통하여 유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양이 다른 메카니즘에 의한
발생량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금속부식, 미생물 분해 및 방사분해 등 가스 발생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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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 각각에 대해가스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0.108. 기체 발생 주요 메카니즘

(가) 금속 부식
일반적으로 폐기물에는 스테인레스강과 탄소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가스 생성
모델링의 목적으로 같은 반응에 따라 부식되나 반응 속도는 다른 것으로 가정되었
다. 다음은 가정된 철재에 대한 대표적인 부식 반응이다.

a) 호기성 부식 : 4Fe + 3O2 → 2Fe2O3
b) 혐기성 조건하에서의 산화막 환원 : 4Fe2O3 + Fe → 3Fe3O4
c) 혐기성 부식 : 3Fe + 4H2O → Fe3O4 + 4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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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철광(Fe3O4)이 되는 최종 변형이 동역학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 하에
서는 혐기성 부식의 최종 생산물은 수산화제일철(Fe(OH)3)이 된다. 그러나 간단한
가스 생성 모델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부분은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출된
수소의 양에 적은 영향만을 끼치기 때문이다.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반응 b)와 혐기성 산소막 환원 반응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부식의 최종 생산물은 항상 자철광으로 하여 반응 화학양론은 다음과 같이 고려되
었다.

a) 호기성 부식 : 3Fe + 2O2 → Fe3O4
b) 혐기성 부식 : 3Fe + 4H2O → Fe3O4 + 4H2
이것은 전체 가스 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부식 속도(부식율)가 적절
히 선택된다면 부식에 의존하는 다른 평가 항목들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는 생각되지 않는다.

(나) 유기 물질의 미생물학적인 분해
셀룰로오즈와 작고 가용성의 유기 분자들의 두 개 그룹의 물질이 가스의 미생물학
적 반응의 생성물로 생각되고 있다. 셀룰로오즈는 초기에 작은 유기 분자로 가수
분해된다. 그리고 초기에 존재하는 그러한 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생산하기 위해 분해된다. 메탄은 혐기성 조건과 질산염(nitrate)과 황산염

(sulphate)이 없는 조건하에서만 생산된다.
셀룰로오즈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가수분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는 중
성 또는 산성 조건 하에서 단량체인 글루코오즈로 두 번째는 알칼리 조건하에서

ISA(isosaccharinic acid)가 주 구성 요소인 작은 분자들로 된다. 글루코오즈와 ISA
로부터의 가스 생성 메커니즘이 똑같이 고려된다.

(다) 방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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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분해는 초기에 폐기물로부터 가스 유출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모델에서 고려되었다. 두 가지 형태의 방사분해가 고려되었는데 물의 방사분해
와 폐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의 방사분해이다.
① 물과 수용액의 방사분해
물의 방사분해는 수소를 생산한다. 유출되는 수소의 양은 수용액 상태의 화학적 구
성 요소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델링 하려는 것은 아니다. 폐기물 포장
물 내에 존재하는 물은  ,  ,  방사선으로부터 방사 분해될 수 있다. 포장물 외
부, 완충재에 있는 물은 또한 폐기물 포장물에서 새어 나간  방사선에 의해 방사
분해될 수 있다.
② 유기물의 방사분해
폐기물 내 존재하는 유기 화합물의 방사성 분해는 다양한 가스 생성을 야기할 수
있다. 많은 유기 물질에 있어 수소가 대부분의 가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유기 폐기물, 수지, 그리고 약간의 분류된 작은 분자들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
이며 방사분해에 의한 탄소의 유출은 예상할 수 있다. 표 3.10.17은 방사분해에 의
한 가스 생성모델에서 붕괴 에너지 계산에 이용된 방사성 핵종의 특성 데이터를 나
타낸다.

(2) 선진 핵주기 발생 폐기물 별 기체 발생량 평가
선진 핵연료주기 발생폐기물 중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세라믹폐기물과 금속폐기물
에 대한 기체 발생량을 평가하여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라믹폐기물과
고체페기물의 경우 부식에 의한 수소가스 발생, 물의 방사분해와 라돈가스 발생이
주요 기구이다. 평가 코드로는 영국 Nirex에서 개발한 SMOGG(Simplified Model

of Gas Generation from Radioative Wasres) [3.10.10, 3.10.11]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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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7. 방사분해로 인한 붕괴 에너지 계산에 이용된 방사성 핵종과 특성

Radionucli Half- life

Active

Branching

de

[a]

Daughters

Ratio

H-3
C-14
Cl-36
Co-60
Ni-59
Ni-63
Se-79
Nb-94
Tc-99
Pd-107
Sn-126
I-129
Cs-135
Cs-137
Sm-151
Sr-90
Zr-93
Nb-95
Am-243
Pu-239
U-235
Pa-231
Ac-227
Cm-244
Pu-240
U-236
Th-232
Ra-228
U-232
Th-228
Cm-245
Pu-241
Am-241
Np-237
U-233
Th-229
Cm-246
Pu-242
U-238
Pu-238
U-234
Th-230
Ra-226

1.233 101
5.730 103
3.020 105
5.268
7.495 10-4
1.000 102
6.500 104
2.030 104
2.129 105
6.496 106
1.000 105
1.569 107
2.298 106
3.000 101
8.873 101
2.912E+01
1.529E+06
9.624E-02
7.365E+03
2.411E+04
7.038E+08
3.276E+04
2.177E+01
1.810 101
6.563 103
2.342 107
1.405 1010
5.750
6.980 101
1.913
8.500 103
1.440 101
4.327 102
2.140 106
1.593 105
7.340 103
4.730 103
3.735 105
4.468 109
8.770 101
2.457 105
7.540 104
1.600 103

Y-90
Nb-93m

1
1

Pu-239
U-235
Pa-231
Ac-227

1
1
1
1

Pu-240
U-236
Th-232
Ra-228
Th-228
Th-228

1
1
1
1
1
1

Pu-241
Am-241
Np-237
U-233
Th-229

1
1
1
1
1

Pu-242
U-238
U-234
U-234
Th-230
Ra-226
Pb-210

1
1
1
1
1
1
1

Average Decay Energies
[J/decay]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8.585 10-13
8.389 10-13
7.150 10-13
8.108 10-13
5.269 10-12
9.439 10-13
8.399 10-13
7.311 10-13
6.532 10-13
0.000
8.646 10-13
5.211 10-12
8.728 10-13
1.922 10-17
8.926 10-13
7.790 10-13
7.856 10-13
5.278 10-12
8.850 10-13
7.967 10-13
6.824 10-13
8.939 10-13
7.757 10-13
7.605 10-13
3.909 10-12


9.142
7.926
4.382
1.548
6.953
2.739
8.309
2.336
1.362
1.490
1.306
8.829
9.019
3.954
4.074
3.134
3.140
6.941
4.594
1.195
3.404
8.378
1.761
1.380
1.781
1.618
2.088
7.396
2.698
1.460
1.302
8.391
6.292
4.264
1.217
1.469
1.314
1.503
1.431
1.793
2.266
1.986
1.488


10-16
10-15
10-14
10-14
10-16
10-15
10-15
10-14
10-14
10-15
10-13
10-15
10-15
10-14
10-15
10-14
10-15
10-15
10-14
10-15
10-14
10-15
10-13
10-15
10-15
10-15
10-15
10-14
10-15
10-13
10-14
10-16
10-15
10-14
10-15
10-13
10-15
10-15
10-13
10-15
10-15
10-15
10-13

0.000
0.000
3.800 10-18
4.012 10-13
3.803 10-16
0.000
7.957 10-15
2.521 10-13
9.612 10-17
0.000
3.193 10-13
3.692 10-15
0.000
9.054 10-14
2.099 10-18
0.000
3.311 10-15
1.227 10-13
3.831 10-14
1.255 10-16
3.102 10-14
6.204 10-15
6.714 10-14
2.083 10-16
2.183 10-16
1.903 10-16
1.991 10-16
1.546 10-13
2.700 10-16
2.375 10-13
1.503 10-14
2.648 10-19
4.518 10-15
3.994 10-14
1.963 10-16
5.244 10-14
4.809 10-16
2.068 10-16
4.238 10-15
2.480 10-16
2.323 10-16
2.045 10-16
2.873 10-13

파이로 폐기물의 가스 발생량의 비교를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시 가스 발
생량과 중저준위 폐기물에서의 가스 발생량을 평가하였다. 중· 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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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 폐기물과 달리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미생물에 의한
부해와 유기물 방사분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3.10.109 ～ 3.10.110에서와 같이 파이로 세라믹 및 금속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와 중저· 준위폐기물 모두 초기에는 방사분해가 주요 메카니즘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이 주요 메카니즘으로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라믹폐기물의 경우 Overpack
이 주철이며 금속폐기물의 용기는 스테인레스로 발생율의 차이로 인하여 초기에 다
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Overpack 내의 주철의 양 때문에 세라믹
폐기물의 누적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였다.
Cumulative Gas Generation for Hydrogen: PyroHLW
(closure and resaturation values are circled)

Cumulative Gas Generation [m3]

1.0E+03

1.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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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09. 파이로 세라믹 폐기물 Overpack 수소기체 발생량
Cumulative Gas Generation for Hydrogen: PyroMetal
(closure and resaturation values are circled)
1.0E+03

Cumulative Gas Generation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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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10. 파이로 금속 폐기물 Can 수소기체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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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그림 3.10.111과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는 용기의 구성이 비슷한 세라믹폐기물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용기의 크기와 무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량은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3.10.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 저준위 잡고체 폐기물은 부식
가스인 수소의 발생 형태는 앞의 경우와 비슷하나 폐기물 내에 셀루로우즈 등의 유
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의 방사 분해로 인한 탄산가스와 메탄가스가 발생된다.
Cumulative Gas Generation for Hydrogen: PWRSpentFuel
(closure and resaturation values are circled)
1.0E+04

Cumulative Gas Generation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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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11.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수소기체
발생량

Cumulative Gas Generation for All non-active gases: DAWSteelDrum
(closure and resaturation values are circled)
1.00E+00

Cumulative Gas Generation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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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12. 중· 저준위 잡고체 폐기물 드럼 기체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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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13 ～ 3.10.115는 각 폐기물의 라돈 가스 발생량을 나타내고 있다. 라돈
의 발생량 형태는 세라믹폐기물, 금속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에서 모두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고 있으나 폐기물의 방사선량에 의해 발생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Cumulative Gas Generation for Rn-222: PyroHLW
(closure and resaturation values are circled)

Cumulative Gas Generation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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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13. 파이로 세라믹 폐기물 Overpack 라돈 발생량
Cumulative Gas Generation for Rn-222: PyroMetal
(closure and resaturation values are circ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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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14. 파이로 금속 폐기물 Can 라돈 발생량

- 496 -

10000

Cumulative Gas Generation for Rn-222: PWRSpentFuel
(closure and resaturation values are circled)

Cumulative Gas Generation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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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15.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라돈 발생량
나. 가스 이동 평가
지하에 처분된 폐기물의 용기 등에 포함된 철 등의 금속들은 지하 환경에서 부식되
어 수소를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수소는 인공방벽 내에 존재하는 공극수에
용해되어 인공방벽을 통하여 확산된다. 용해된 수소의 주위 암반으로의 확산이 수
소의 발생율 보다 적다면 용기주변에 존재하는 수소의 농도는 용해도보다 커지게
되고 수소는 기체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의 압력
은 증가되어 인공방벽이나 주변의 암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된다. 또
한 이러한 압력의 증가는 인공방벽 내의 방사성 핵종을 포함한 공극수를 밀어내게
되며 핵종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처분장에서 발생되는 기체의 양과
그 이동 메카니즘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용해된 수소의 확산과 수소 기체의 이동은 복합된 현상이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검증된 모델이나 평가에 사용될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서는
용해된 수소의 확산 현상의 모델링과 평가 결과를 설명하였다.

(1) 인공방벽을 통한 기체 확산 모델
처분장에서 폐기물의 용기 등의 부식으로 발생된 수소는 초기에는 완충재 내의 공
극수에 용해되어 완충재 층을 확산하며 이동하게 된다. 그림 3.10.116 [3.10.12]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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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되는 수소의 양이 폐기물 표면에서 용해되어 주위 암반 쪽으로 확산되어 나
가는 수소의 양보다 많을 경우 수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폐기물과 완충재 사이에 기
체 형태의 수소가 축적되기 시작한다. 경계에 축적되는 수소 기체의 압력은 증가하
고 이에 따라 공극수의 압력도 증가하게 된다. 공극수의 압력이 증가하면 공극수에
용해되는 수소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그림 3.10.116. 수소 발생과 확산에 따른 인공방벽내
수소 농도 분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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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를 탄성 변형체로 가정하면 폐기물과 완충재 사이에 축적되는 기체의 양과
축적된 기체의 압력 사이에는 아래 식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3.10.13].


       
      


(3.10.13)

여기서 P : 축적된 기체의 압력 [MPa]

K : 완충재의 bulk modulus [MPa]
V : 탄성 변형된 부피 [m3]
Pg : 지하수 압력 [MPa]
Vs : 기체 부피 [m3]
Pa : 대기압 [MPa]
(2) 평가 프로그램 개발
식 3.10.13을 평가하기 위하여 Goldsim [3.10.14] 을 사용하여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이 평가에 대한 flow chart가 그림 3.10.117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3.10.118에는 개발된 모델의 초기 화면과 입력과 출력을 제어하는 Dashboard
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3.10.119에는 확산을 평가하는 모듈을 나타내고 있다.

(3) 평가 결과 및 토의
500 m 지하에 위치한 처분장에 수직 처분된 고준위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수소 기체
의 이동 현상을 평가하여 보았으며 주요 입력인자인 확산계수와 부식율 등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하여 보았다. 이 평가에서 완충재의 유효확산계수는 2.0 × 10- 11 m2/s
로 철의 부식율은 5 μm/y로 가정하였다 [3.10.12].
그림 3.10.120은 부식율이 5 μm/y일 때 용기 주변에 누적되는 수소 기체의 압력을
보여주며 그림 3.10.121은 수소 기체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변하는 수소의 용해도
를 보여 주고 있다.

- 499 -

그림 3.10.117. 기체 확산 평가 flow chart

그림 3.10.118. Goldsim을 이용한 기체확산 모델,

H2_GAS- 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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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19. H2_GAS- NF의 확산 평가 모듈

그림 3.10.120. 수소 기체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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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21. 시간에 따른 용해도 변화
그림 3.10.122는 부식으로 인한 수소 기체 발생량, 주위 암반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수소의 양 및 누적되는 양을 나타내고 있다. 유효확산계수가 2.0 × 10- 11 m2/s일 경
우 발생량의 10% 정도가 확산되어 유출되며 약 90%는 용기 주변에 누적되어 13

MPa 정도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0.122. 수소 기체 발생량, 유출량 및 누적량
또한 민감도를 보기 위하여 유효확산계수는 2.0 × 10- 10 m2/s, 2.0 × 10- 11 m2/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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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2 m2/s로 변화시키고 부식율은 1 μm/y, 2 μm/y, 5 μm/y, 10 μm/y로 변화시
켜 보았다. 그림 3.10.123 ～ 3.10.125는 부식율 5 μm/y일 경우 유효확산계수에 대한
민감도 평가 결과이다. 유효확산계수가 2.0 × 10- 12 m2/s일 경우 확산되어 나가는 수
소는 거의 없다. 그러나 유효확산계수가 증가할수록 확산되어 나가는 수소의 유출
율은 늘어남을 볼 수 있다. 또한 폐기물과 완충재 사이에 축적되는 수소 기체의 양
은 유효확산계수가 충분히 클 경우, 즉 2.0 × 10- 10 m2/s일 경우는 축적되는 수소의
증가율은 시간이 감에 따라 감소되고 수소의 양은 수렴되어 가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유효확산계수가 작아지면 축적되는 수소의 양은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용기 주변의 수소 기체의 압력은 유효확산계수가 감소함에 따라 8 MPa에서

14 MPa까지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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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23. 수소 기체 유출율(부식율 5 μ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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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24. 수소 기체 누적량(부식율 5 μ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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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25. 수소 기체 압력(부식율 5μm/y)
그림 3.10.126 ～ 3.10.129는 유효확산계수가 2.0 × 10- 11 m2/s 일 경우 부식율에 대
한 민감도 평가 결과이다. 부식율이 증가할수록 확산되어 나가는 수소의 유출율과
폐기물과 완충재 사이에 축적되는 수소 기체의 양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수소 기
체의 압력은 철의 부식율에 따라 6 MPa에서 18 MPa 범위의 값을 가지며 부식율
이 작을수록 압력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철 등의 금속 성분의 부식으로 발생된 수소가 완충재에 존재하는
공극수에 용해된 후 주위의 암반으로 확산되는 이동 현상의 모델링하고 평가하여
보았다. 실제로는 수소 기체가 어떤 압력 이상에서는 완충재를 투과해 나가게 된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 얻어진 압력에 도달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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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26. 수소 기체 유출율(유효확산계수 2.0 × 10- 11 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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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27. 수소 기체 누적량(유효확산계수 2.0 × 10- 11 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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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28. 수소 기체 압력(유효확산계수 2.0 × 10- 11 m2/s)
다. 단열 다공 암반에서의 유사 콜로이드 이동의 해석적 모델링
심지층에 처분된 고준위 폐기물로부터 유출된 핵종들은 공학적 방벽과 자연 방벽을
통해 생태계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핵종들의 이동은 주로 용질의 형태로 이
동하게 된다. 실제로 지하수에서의 용질 형태의 이동뿐만 아니라 콜로이드형태의
이동도 일어나게 된다. 지하수계에 흔하게 존재하는 자연 콜로이드는 유 • 무기 분
자 성분 혹은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콜로이드는 공학적 방벽 및 완충재의
열화(degradation)와 캐니스터의 부식 그리고 폐기물의 유출로부터 생성되기도 한다

[3.10.15]. 일반적으로 콜로이드의 크기는 1 nm 에서 1 μm이며, 이들의 크기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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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열 내에서의 콜로이드의 이동 속도는 핵종들의 이동 속도보다 빠르다 [3.10.16
～ 3.10.19]. 또한 콜로이드는 주변 암반의 다공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주변 암반
으로 확산될 수 없다. 그리고 콜로이드는 흡착성이 강하여 주변의 물질들과 흡착하
게 되는데, 이때 단열 다공 암반에서 핵종들이 콜로이드에 흡착되어 유사 콜로이드
를 형성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핵종의 이동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유사 콜로이드
이동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좀 더 상세한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액티나이드(actinide) 등의 다중 붕괴 사슬을 고려하고, 단열과 공학적 방벽과의
경계면에서의 좀 더 현실적인 경계조건을 적용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였다.

(1) 수학적 모델링

그림 3.10.129. 단열 다공 암반에서의 핵종과 콜로이드의 이동
공학적 방벽으로부터 유출된 핵종들은 용질(solute)의 형태로 주면 암반으로 유출된
다. 그림 3.10.129처럼 유출된 핵종들은 단열에 존재하는 자연 콜로이드에 흡착되어
유사 콜로이드를 형성한다. 이때 콜로이드는 크기 때문에 주변 암반으로 확산될 수
없고 단열에서 이류- 확산 이동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콜로이드의 여과작용(filtration

effect)을 고려하면 단열 내 지하수에서의 유사 콜로이드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 식
3.10.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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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10.14)
여기서,
 은 단열에서의 전체 체적분의 액체 상태의 비율 [- ],

 은 단열내 지하수에서의 i 번째 핵종의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 [kg/m3],
 은 단열내 콜로이드의 속도 [m/yr],

 은 콜로이드의 이산 계수 [m2/yr],
는 i 번째 핵종의 붕괴 계수 [1/m],
는 i 번째 핵종이 흡착된 유사 콜로이드의 여과 계수 [1/m]
 은 단열에서의 자연 콜로이드의 일정한 체적분율 [- ],
 는 단열 벽면에 흡착된 유사 콜로이드의 비율이며,  는 유사 콜로이

드로부터 탈착된 용질, 즉 핵종의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농도는 단열 내 지하수에 완전히 혼합(well- mixed)되며 또한 자연 콜로이드
의 량은 유사 콜로이드와 비교하여 매우 크다고 가정하여  은 일정하다고 설정하
였다.
단열 내 지하수에서의 동일 핵종에 대한 농도는 다음 식 3.10.1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10.15)
여기서
 는 단열내 지하수에서의 i 번째 핵종의 농도 [kg/m3],
 는 단열내 핵종의 속도 [m/yr], 이는 평균 지하수 속도와 같다고 가정,

는 i 번째 핵종의 이산 계수 [m2/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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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단열 벽면에 흡착된 핵종의 비율,
는 단열의 너비 [m],

그리고  는 암반으로의 핵종의 확산 유속 [kg/m2 • yr]을 나타내며, 이는 다음
식 3.10.16과 같다.
  
   
,





  ,   ,   

(3.10.16)

윗 식에서,
는 단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m],
 는 암반의 공극률 [- ],

 는 암반 공극으로의 확산되는 핵종의 확산계수 [m2/yr],
 는 암반에서의 공극에서의 핵종의 농도 [kg/m3] 이며, 식 3.10.17과 같다.

  
   
          ,
    


  ,   ,   

(3.10.17)

여기서  는 암반에서의 i 번째 핵종의 지연 계수를 나타낸다.
단열 벽면에 흡착된 동일 핵종의 농도는 식 3.10.18과 같다.
 

          ,
   

  ,   

(3.10.18)

여기서  는 단열 벽면에 흡착된 i 번째 핵종의 농도 [kg/m3] 이다.
다음 식 3.10.19는 단열내의 벽면에 흡착된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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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19)

여기서  는 단열 벽면에 흡착된 콜로이드의 일정 체적 분율을 나타낸다.
단열 내에 핵종과 콜로이드에 흡착된 핵종들이 선형 흡착 평형 관계가 있다고 가정
하면 흡착 계수를 다음과 같다.


  


(3.10.20)

 
  
 

(3.10.21)

 
  
 

(3.10.22)

윗 식 3.10.20에서  은 암반에 흡착된 콜로이드 비율을 나타내며, 식 3.10.21에서
는 암반으로 흡착된 핵종의 비율, 식 3.10.22에서 는 콜로이드에 흡착된 핵

종의 비율을 나타낸다.
식 3.10.14 ～ 식 3.10.19를 더하고, 식 3.10.20 ～ 3.10.22를 이용하면 식 3.10.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10.23)

여기서 각 항에 대한 지연계수, 속도 및 이산계수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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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4)




     







     


(3.10.25)



(3.10.26)

본 해석에서 사용된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  

  ,   

(3.10.27)

 
   


  ,   

(3.10.28)

   

  ,   

(3.10.29)



(3.10.30)

∞  



(3.10.31)

  



(3.10.32)

 
   









식 3.10.30에서 는 임의의 함수를,  는 단열의 단면적 [m2]을 나타낸다.
만약 식 3.10.30에서 이산항이 0이라면,   항만 남게 된다. 이때의 경계조건을
첫 번째 혹은 Dirichlet 경계조건이라고 하며,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콜로이드는뒷
채움재(backfill)나 방벽(barrier)으로부터 생성되기도 하므로, 식 3.10.30과 같은 세
번째 혹은 Robin 경계조건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좀
더 유용하다. 또한 이 경계조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안전성 평가를 위
한 다른 도구들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정식을 풀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여 반해석해
를 구하였다. 식 3.10.33은 암반에서의 핵종의 농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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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33)

단열 내 지하수에서의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는 식 3.10.34와 같은 반해석해를 통해
얻어진다.


 



   exp        ,













(3.10.34)

여기서, 각 항에 대한 정의는 다음 식들과 같다.


  


 

(3.10.35)


 

  


 





  















   
 


(3.10.36)

(3.10.37)

함수 는 식(3.10.38)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만약 j = i 이면 식 3.10.3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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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8)

(3.10.39)

 

여기서
 
 






     
 





  











  







   









≠






   




 







(3.10.40)
이다.
는 식 3.10.41과 같다.




 
 
       




(3.10.41)

는 의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이다.

여기서 는 j>n인 경우, 다음 식 3.10.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0.42)

만약 n = j 이면 다음 식 3.10.43과 같다.

(3.10.43)

 

만약 첫 번째 형태의 경계 조건이라면, 식 3.10.41과 3.10.42는 다음과 같이 각각 변
환된다.








(3.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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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5)



(2) 평가 결과 및 토의
다양한 함수를 가진 단열 다공 암반에서의 유사 콜로이드와 핵종의 농도를 연구하
였다. 수치해석 계산을 위해, 단열 다공 암반에서의 수리 지질학적 입력 데이터는
표 3.10.18과 같다.
표 3.10.18. 수리지질학적 입력 데이터
입력 계수
단열 너비, 2b, [m]
단열 공극률,  , [- ]

입력값
0.01
1

암반 공극률,  [- ]
콜로이드 속도,  , [m/yr]
지하수 속도,  , [m/yr]
콜로이드 이산 계수,  , [m2/yr]
자연 콜로이드 체적 분율, 
흡착된 콜로이드 체적 분율, 

0.02
1.3
1.0
1.0
3.7e- 5
0.0

본 해석에서는 Am- 241 붕괴 사슬(Am- 241 → Np- 237 → U- 233)을 고려하였다.
표 3.10.19에서 핵종 붕괴 사슬과 관련된 계수들을 상술하였다.

표 3.10.19. Am241 붕괴 사슬과 관련된 계수
핵종

Am241

Np237

U233

반감기 [years]

4.58 × 102

2.14 × 106

1.59 × 105

이산계수, , [m2/yr]

3.15E- 3

3.15E- 3

1.35E- 3

확산계수,  , [m2/yr]

1.26E- 6

1.26E- 6

1.13E- 7

지연계수,  , [- ]
단열 벽면에 흡착된

500

100

100

5

1

1

500

100

100

핵종 비율, 
자연 콜로이드에 흡착된
핵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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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학적 방벽으로부터 일정하게 유출되는 경계 조건의 경우

그림 3.10.130. 일정한 농도를 가진 경계조건의 경우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
그림 3.10.130은 일정한 농도를 가진 첫 번째 혹은 Dirichlet 경계조건을 사용한 유
사콜로이드의 농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사 콜로이드는 최대
값을 가진 후 일정하게 유지된다. 10 m에서 Am- 241의 농도는 짧은 반감기로 인해
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진다. 반면에, Np- 237은 엄마 핵종인 Am- 241의 붕괴로
인해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100 m에서, Am- 241의 농도는 매우 작다.

Np- 237의 반감기는 U- 233보다 더 길기 때문에, Np- 237의 농도는 100 m에서
U- 233의 값보다 좀 더 큰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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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31. 일정한 유속을 가진 경계조건의 경우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
그림 3.10.131은 입구 경계조건에서 일정한 유속을 가진, 2개의 다른 위치에서의 각
핵종들의 유사 콜로이드 이동을 나타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유사 콜로이드
농도는 최대값을 가진 후 일정한 값을 가진다. 각 유사 콜로이드는 방벽으로부터

10 m와 100 m 떨어진 거리에 도달하기 위해 각각 약 8년과 1,000년 정도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Am241의 농도는 짧은 반감기로 인해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00m에서의 Np- 237의 농도는 엄마 핵종인 Am- 241의
붕괴로 인해서 증가한다. 반면에 U- 233은 엄마 핵종인 Np- 237의 반감기가 매우 길
고 Np- 237의 붕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일정한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림 3.10.130과 비교하여, 세 번째 경계조건에 의해 계산된 유사 콜로이드 이동이 첫
번째 경계조건보다 좀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공학적 방벽으로부터 붕괴 상수에 의해 감소 유출되는 경계조건을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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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32. 입구 경계조건이 지수 함수 형태를 가진 경우의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

그림 3.10.132는 첫 번째 경계조건에 의한 경계조건이 지수함수의 형태, 즉, 

 

일

때, 시간에 따른 유사 콜로이드 이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10 m에서 Am- 241의 농도
는 증가하다가 최대값을 가진 후 감소한다. Am- 241이 최대 농도를 가졌을 때는

Am- 241의 반감기이다. 10 m에서 Np- 237과 U- 233은 Am- 241과 유사한 경향을 가
지며, 이들 또한 반감기에서 각각 최대 농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06
년 이후 U- 233의 농도는 감소한 후, Np- 237의 붕괴로 인해서 약간 증가하고 있다.

100 m에서도 역시, U- 233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최대 농도는 U- 233의 붕괴로
인해 10 m의 경우보다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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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33. 붕괴 지수함수 형태를 가진 경계조건의 경우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

그림 3.10.133은 세 번째 경계조건의 방사성 붕괴를 고려한 경계조건, 즉 

 

을가

진 경우의 10 m와 1000 m에서의 유사 콜로이드 이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약 500년
후, 10m에서의 Am- 241의 농도는 Am- 241의 반감기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다. 그러
나 Np- 237과 U- 233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긴 반감기로 인해서 일정한 값을 유지하
고 있다. 1000 m에서의 Am- 241의 농도는 입구 경계조건의 붕괴함수(decay term)
로 인해서 그림 3.10.130에 비해 낮은 농도값을 나타내고 있다. 106년에서의 U- 233
은 Np- 237의 붕괴로 인해 생성된 딸핵종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다. 일정한 값을
지닌 경계조건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계조건을 가진 유사 콜로이드는 첫 번째
경계조건보다 좀 더 빨리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band- release 함수의 형태로 유출되는 경계조건을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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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34. 첫 번째 경계조건에서의 Band Release 경계 조건을 가진
경우의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
그림 3.10.134는 첫 번째 경계조건에서 band release 경계조건, 즉,    인
경우, 1 m와 100 m에서의 유사 콜로이드 이동을 나타내었다. T 는 유출 시간으로

1,000년으로 설정하였다. 유출 시간 후, 모든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는 급격하게 감
소하고 있다. 1 m에서 붕괴 사슬에 의한 효과는 볼 수 없다. 100 m에서 Am- 241의
영향은 매우 작고, Np- 237의 반감기가 U- 233보다 길기 때문에 Np- 237의 붕괴에
의한 영향 또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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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35. 세 번째 경계조건에서의 Band Release 경계 조건을 가진
경우의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
그림 3.10.135는 세 번쨰 경계조건에서의 band release 입구 경계조건을 가진 경우,
두 개의 다른 거리에서의 유사 콜로이드 이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유출 시간 T 는

1,000년으로 설정하였다. 1,000년 이후, 핵종들이 1,000년 이후 더 이상 유출되지 않
기 때문에, 모든 핵종들의 농도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Np- 237의 농도는

Am- 241의 붕괴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U- 233은 Np- 237의 반감기가 약 106년
이므로, 엄마 핵종의 붕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Np- 237과 U- 233의 농도는
이산 영향(dispersion effect)으로 인해 103년과 104 년 사이에서 Am- 241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라) Decay Band Release 함수를 지닌 경계조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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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36. 첫 번째 경계조건에서 붕괴함수를 가진 band release
경계조건의 경우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
그림 3.10.136은 첫 번째 경계조건에서 방사성 붕괴를 포함한 band release,


 

    경계조건을 가진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유

출 시간, T 는 1,000 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10.135와는 달리, 1 m에서 유출 시간
전의 Am- 241의 농도는 방사성 붕괴함수(decay term), 

 

에 의해 유연한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Np- 237과 U- 233의 경우, 그림 3.10.135와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반감기가 유출시간보다 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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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37. 붕괴 입구 경계 조건을 가진 band released된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
그림 3.10.137은 세 번째 경계조건에서 방사성 붕괴를 고려한 band release된 경계
조건, 

 

   을 가진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이때의 유출

시간 T 는 1,000년으로 설정하였다. Am- 241의 농도는 Am- 241의 짧은 반감기로 인
해서 그림 3.10.135와는 다른 경향을 가진다. 10 m에서 Am- 241은 약 500년 이후에
감소한다. 그림 3.10.135와 비교하여, Np- 237과 U- 233은 유출시간보다 긴 반감기로
인해서 유사한 경향을 가진다. 1,000년 이후 Np- 237과 U- 233의 농도는 이산항

(dispersion effect)에 의해 Am- 241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000 m에서
Am- 241의 농도는 붕괴상수로 인해서 그림 3.10.13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 다양한 인자들이 유사 콜로이드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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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p- 237

(a) Am- 241

(c) U- 233
그림 3.10.138. 일정한 값을 지닌 경계조건에서의 여과 계수에 의한 유사 콜로이드
이동의 영향
그림 3.10.138은 1,000년에서의 콜로이드의 여과작용이 유사 콜로이드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한 그림이다. 경계 조건은 일정한 값을 가지는 Dirichlet 조건을 사
용하였다. 1,000년에서 여과 효과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 여과 계수를

10- 2에서 10+2까지 변화시키면서 각 핵종들의 유사 콜로이드 농도를 비교하였다. 그
림 (a)의 Am- 241의 경우, 여과 계수가 커짐에 따라,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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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유사 콜로이드의 이동 거리 또한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과 계수가 크
다는 것은 단열내 지하수에 존재하는 자연 콜로이드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여과계수가 10- 2보다 큰 경우, 여과계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p- 237의 경우, 여과 계수가 0일 때, 농도는 Am- 241의 붕괴에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과 계수가 클수록,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 분포는 좀 더 극명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U- 233도 Am- 241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0.139. 방사성 붕괴함수(decay term)를 고려한 band release
경계조건을 가진 경우, 지연 계수, Rpi가 유사 콜로이드 이동에 미치는 영향
그림 3.10.139는 지연 계수, Rpi가 Np- 237 유사 콜로이드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나타낸 그림이다. 이 해석에서 사용된 경계 조건은 Dirichlet 경계조건
에서 방사성 붕괴를 고려한 band release 함수, 

 

   가 사용되었다.

모든 핵종들의 Kd2i는 1.0, Kd3i는 100.0를 동일한 값을 주고, Rpi의 값을 1.0에서

1000.0까지 변화시켰다. 지연 계수가 클수록, 유사 콜로이드의 이동 거리는 점점 길
어지고 최대농도도 낮아졌다. 이것은 지연 계수에 의해 유사 콜로이드가 생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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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지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연 계수는       로


정의된다. 여기서 는 암반의 밀도를 나타낸다. 밀도와 흡착계수가 높을수록, 그리
고 공극률이 낮을수록, 지연 계수는 커진다. 이를 통해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에서
의 유사 콜로이드 이동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큰 밀도를 가지거나 낮은 공극률을
가진 암반에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140. 붕괴함수(decay term)를 고려한 band release 경계조건을 가진
경우, 흡착 계수, Kd3i가 유사 콜로이드 이동에 미치는 영향
그림 3.10.140은 Np237의 경우, Dirichlet 경계조건이 방사성 붕괴를 고려한 band

released 함수, 

 

   를 가졌을 때, 흡착 계수 Kd3i가 유사 콜로이드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그림이다. 유출 시간, T 는 1,000년으로 설정하
였다. 그림에서 Np- 237의 핵종과 유사 콜로이드의 농도를 합한 전체 농도를 나타내
었다. 각 핵종의 지연 계수와 흡착 계수는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즉, 지연 계수, Rpi
는 100.0, 단열 벽면에 대한 흡착 계수 Kd2i는 1.0으로 설정하였고, 자연 콜로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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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흡착 계수, Kd3i를 0에서 100까지 변화시키면서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Kd3i가

0이라는 것은 단열 내 유사 콜로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Kd3i가
커짐에 따라, 핵종과 유사 콜로이드는 동일한 시간에 좀 더 멀리 이동한다. 단열 내
지하수에 콜로이드의 양이 증감함에 따라, 핵종의 이동은 가속화되고 전체 농도 또
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한 시간에 더 멀리 핵종이 이동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결론
단열 다공암반에서의 유사 콜로이드 이동에 관한 해석적 모델을 개발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의 세부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다중 붕괴 사슬과 다
양한 유속 경계 조건(Type I와 Type III의 경계조건)을 평가할 수 있는 반해석해를
구하였다.
콜로이드에 대한 흡착 계수가 높은 값을 가진 핵종의 이동의 경우 유사 콜로이드
형성에 의해 가속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 데이터 설정에 의해서, 콜로이드가
흡착된 핵종의 이동 속도는 콜로이드가 없는 핵종의 이동보다 빨리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단열 벽면에 대한 흡착 계수가 큰 경우, 단열을 통한 핵종의
이동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열 내 콜로이드가 많이 존재할수록, 핵종의
농도는 높아지고 또한 이동 또한 가속화 된다. 비가역과정이라 할 수 있는 단열 내
여과 현상은 단열 다공암반에서 핵종 이동의 감속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콜
로이드는 지질학적 구조에서 핵종의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액티나이드 등의 다중붕괴 사슬과 여과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유사 콜로이드 이동에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이 모델은
주요 인자 선정이나 실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새로운
해는 처분장의 처분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다른 코드들과 결합되어 처분장 안정성
평가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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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절 A- KRS 확률론적 폐쇄후 안전성 평가
1. 안전성 평가 입력변수의 통계처리 및 확률분포 추정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입력변수들의 값을 통계 처리하여 확률밀도분포
함수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입력 자료들의 특성에 맞는 확률밀도
분포 함수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 근거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우선, 확률밀도
함수 종류와 특성을 간략히 서술하고, 함수선정 및 확률분포 대상 매개변수 선정
근거를 설명하고, 각 매개변수별로 사용함수 및 값의 분포와 타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안전성평가에 사용되는 확률분포 함수 및 특성 평가 [3.11.1,2]

(1) 단일분포 함수(uniform distribution)
값의 상하한치는 알려져 있지만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은 잘 모
르는 대략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상하한치 내 어떤 값도 동일한 확률
로 선택할 수 있으며 생태계에서 일정 지역 내 농장의 수 등에 적용 가능하다.
로그단일분포(log- uniform distribution)는 단일분포 함수의 확장형으로서 입력인자
가 지수배의 값의 분포를 갖지만 분포형태는 알지 못할 때 적용한다.

.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 평균

 
 


. 분산

  
  



   


(2) 삼각분포함수(triangular distribution)
삼각분포함수는 상하한치와 더불어 존재할 확률이 가장 큰 값을 알고 있으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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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는 잘 모를 때 적용한다. 그러므로 단일분포를 개선한 모델로 볼 수 있다.
최대, 최소치 값의 분포가 지수배 규모일 때는 로그삼각분포(log- triangular

distribution)를 사용하며 초기 용기 파손 확률 등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평균

.분산

  
 


          
  


(3) 정규분포 함수(normal Gaussian distribution)
정규분포함수는 경향성이 없는 무작위 과정에 주로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자연에
서 일어나는 대칭적인 현상에 유용하다. 지하 매질의 공극률 같은 저장형 매개변수
나 사람 키 같은 물리적 특성, 물리량을 측정시 발생 오차 등 불확실한 양을 나타
내는데 유용하다. 로그정규분포(log- normal distribution)는 비대칭적인 독립적인 불
확실도가 곱해지는 특성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투수계수나 확산계수같이 거시적
이동계수에 불확실도를 나타내는데 적합하고, 흡수율, 피폭 기간 등 여러 가지가 축
적된 효과를 표시하는데 효과적이다.

. 확률밀도함수(pdf)
. 평균
. 분산

     

    
   


 








 

 
    


(4) 지수함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데이터가 주로 하한치에 몰려있고 상한치 쪽으로는 극히 미약하게 분포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지하매질에 대한 핵종의 내부확산 분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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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밀도함수(pdf)

. 평균


 


.분산

s2 = m2

 

      
 


(5) 극단확률 분포(extreme probability distribution)
앞의 지수함수와 반대되는 경우로, 데이터가 주로 상한치에 모여 있고, 하한치에는
미약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이다. 임의지점에서 핵종의 유출농도 등을 표현하는데
쓰인다.

. 확률밀도함수(pdf)
.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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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률분포함수 및 입력값 선정 방안
안전성 평가에 사용하는 여러 매개변수들은 자료 확보 측면에서 다양한 양태를 가
지고 있다. 용기 수명처럼 실제적인 측정이 어렵고 단지 설계치나 예측만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핵종 수착계수처럼 다양한 조건에서 많은 실험 자료가 축적된 경우도
있다. 이들 자료들의 특성에 맞는 확률분포 함수를 선정하고 통계처리하기 위해서
는 앞에서 서술한 각 함수들의 특성을 잘 분석해 이와 부합하는 조합을 선정해야
한다. 함수 선정에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사항들을 정리해 아래 표에 실었다.
수집된 자료수가 적고, 값의 상한치와 하한치 정도의 정보만 알고 있을 때는 단일
분포함수(uniform distribution)를 쓰는 것이 좋다. 이 때, 계산을 위한 시료값 채취
는 상/ 하한치 내에서 동일한 확률로 존재한다. 값의 분포 범위가 지수배 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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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에는 로그단일분포(log- uniform distribution)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는 앞의 단일분포함수같이 적으나 최적값(peak, optimum value), 또는
최빈값(most frequent value)을 알고 있을 때는 삼각분포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값
의 분포 범위가 지수배 이상 차이 날 때에는 로그삼각분포(log- triangular

distribution)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자료가 충분히 많이 확보되었을 때는 이 자료
를 통계처리하여 평균과 분산을 구해 아래에 예시한 라틴하이퍼큐브(Latin

Hypercube) 방법 등으로 시료값을 구한다. 골드심 코드에서는 라틴하이퍼큐브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고 값의 상/ 하한치도 알 수 있을 때는
베타분포(beta distribution)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특수한 경우로서 자료가 주로 하
한치부근에 분포할 때에는 지수분포(exponential) 함수를, 반대로 상한치 근처에 분
포할 때에는 극단분포(extreme distribution) 함수를 쓰면 된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삼각분포 함수와 정규분포 함수가 주로 쓰였다.
표 3.11.1. 확률밀도 함수의 특징 및 사용 근거
값 구성
상한치minimum,
하한치maximum
상한치, 하한치.
최적값(peak)
평균 mean
분산 variance
평균, 분산
범위range

확률밀도함수 PDF
단일분포 uniform
log- uniform
삼각분포 triangular
log- triangular
정규분포 normal
log- normal
베타분포 beta
log- beta

활용상황
자료정보가 빈약한 경우
자료정보가 빈약하나 최적값을 알
때
통계처리에 충분한 자료 확보시
통계처리에 충분한 자료 확보시

(7) 매개변수별 입력값 선정
실제 안전성 평가 계산에서는 각 매개변수별로 정의해 놓은 함수를 사용해 입력값
을 각 단계마다 하나씩 시료 채취해 사용해야 한다. 정규분포를 예를 들어보면, 다
음 식과 같이, 함수에서 평균값과 분산도를 이미 알고 있고, 0에서 1 사이에서 임의
값을 무작위 추출해 식 3.11.1에 주입해 시료값을 산출해 낸다. 이 때, 무작위 추출
하는 임의 값은 라틴하이퍼큐브 방법을 사용해 아래 그림과 같이 자료 분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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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균등 분할 선정하도록 한다.
라틴하이퍼큐브 시료 추출(Latin Hypercube sampling, LHS) 방법은 표본공간 전체
에서 표본이 골고루 추출되도록 각 확률변수의 범위를 n 개의 범위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서 하나씩 추출하되 중복되지 않게 n 개를 뽑는 방법이다. 다른 함수를 사용
할 때에는 식 3.11.2를 쓴다.

[Value sampling] = m + s2 [1.0 - 2[Random No]10]

(3.11.1)

[Value sampling] = f(N×[Random No] 10])

(3.11.2)

그림 3.11.1. Latin Hypercube 법으로 자료 균등분할 도식
나. 안전성평가에 사용되는 입력인자 목록 및 확률분포 대상 변수 선정

(1) 입력변수 분류
골드심 코드에서 사용하는 입력변수들은 종류가 방대하다. 이 모든 입력변수들에
대해 확률분포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 대상변수들을
선정해야한다.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모든 입력변수를 핵종이동구획별로 분
류하여 표 3.11.2와 같이 일목요연한 구성 체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동 구획은 다음
과 같이 분류하였다.

(가) 핵종재고량(source term), 폐기물구성체(waste matrix)
(나) 처분용기(canister) : 용기물성, 수명, 초기파손률등 변수
(다) 처분장 구조물(repository structure) : 터널, 처분장 규모
(라) 근계영역(near field)및 공학방벽(eng.system) : 콘크리트, 완충재(bent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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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채움재(backfill)

(마) 원계영역(Far field) : 암석, 토양, 침전물(sediments)
(바) 생태계(Biosphere) : 강, 바다, 식물, 동물
(2) 확률분포평가 대상 입력변수 선정 근거
표 3.11.2에 나열되어 있는 많은 입력변수들 중 일단계로 확률밀도함수를 도입할 후
보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준거를 가지고 선정하였다.

(가) 불확실도가 높은 매개변수 : 천연 방벽은 지하매질 구성도 복잡하고 지화학 조
건도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 특
성을 파악할 수 없어 높은 불확실도를 가진다. 연관된 핵종이동 관련 변수들도
따라서 다양한 변화폭을 가진다.

(나) 조건 변화가 심한 경우 : 인공 방벽에서는 처분용기, 완충재, 뒷채움재 등 구성
물 사이에 온도분포나 지화학조건, 구성 물질 등 조건변화가 심하다.

(다) 안전성 평가에 미치는 중요도가 큰 매개변수 : 핵종 용해도(solubility), 핵종
수착분배계수, 생태계까지 거리 등은 값의 변화에 따라 최종 피폭선량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 특히, 핵종에 관해 살펴보면, 지하매질과 상호작용이 없는 음
이온, 약수착성 장반감기핵종이 지배적인 주요 피폭원이다. 이전에 수행한 결
정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에 근거해 볼 때, Sn- 126, Pa- 231, Tc- 99, Cs- 135 등
네 핵종을 주요 핵종으로 선정해, 이들 핵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전성 평가
를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라) 설계 인자는 고정값 사용 : 처분용기나 처분장 구조에 관련된 사항은 설계 항
목에 해당되므로, 실제 제작 시에는 최대한 설계치를 만족하게 제작/ 건설하므
로 변수 변화폭이 작다. 그러므로 이번 단계 확률론적 평가에서는 설계인자는
고정값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최적 설계치 계산 등 다른 용도를 위해
서 처분용기 두께, 충전재 두께 등 입력변수들에 대해 확률밀도 함수를 사용해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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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핵종이동 구획별로 정리한 입력변수 목록
입력변수
( ○ 통계처리대상)
nuclides
(atomic mass)
g/MTU- PWR
g for total 24 PWR
핵 종 재 고 Waste Total mol/canister- PWR
Waste total g/Package
량
Waste in HLW 2M Real g/Package
Nuclide
HLW 2M Real Mol/Canister
source
Fraction in Waste Stream HLW1
Weight of Radionuclide in a Package
Total MTU from 24 PWR
density of metal
Area of Conatiner at Up, Down [m2]
Area of Container at start of lateral path
처분용기
Container Area of Container of longitudinal path
○ Failure time of a container [yr]
○ Early time failure rate
unbound fraction(instant release fraction)
Disposal Depth : 500 m=1, 200 m=2"
Tunnel length [m], Spacing [m], height,
distance
No of Containers per tunnel
No of tunnels
처분장
Area at Up End, Down End [m2]
구조물
2
Repository Area at end of lateral path [m ]
structure Area at end of longitudinal (dead- end) path
Flow barrier effectiveness [%]
Number of Vitrified Glass
HLW 2 Metal [m] : height, radius
Volume occupied by radionuclide [%]
○Solubility Limit [g/m3] reducing Oxidizing
Dissolution rate [1/yr]
Dissolution velocity [g/yr/cm2]
Diffusion Length Up, Down, Lateral,
Longitudinal [m]
근계영역
충전재 및 Vol of buffer in each container [m3]
○Buffer properties : Porosity, Density
뒷채움재
Thickness of backfill at crown [m]
Buffer &
Flow barrier effectiveness [%]
backfill
Fb: Flow fraction in crown backfill and crushed
rock
○Kd : Distribution coeff. for backfill & buffer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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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설계값으로
고정값 사용

설계값으로
고정값 사용
“
선정, 영향력 큼
선정, 영향력 큼

설계값으로
고정값 사용

선정, 영향력큼
설계값으로
고정값 사용
“
선정, 영향력큼
“
“
“
선정, 영향력큼

Hydraulic Gradient for the Rock Mass
○Hydraulic Conductivity : 200m, 500m rock
mass, shallow rock mass at well depth, m/s
Gradient inclination from horizontal, degree
Well
drawdown
(Potentiometric
surface
drawdown at 0.25m diameter well), m
Distance from silo center to the well, m

선정,값분포폭큼
국내지질조사결
과및
설계값 사용
가상거리설정

암반층
Host rock Internal Fracture for Shallow (Repository to
200m MWCF distance), Well (Repository to
well distance), 500m I nternal Fracture
○Length of internal fracture, m
불확실도 큼
Dispersivity in the aquifer, m
○Fracture spacing
선정, 영향력 큼
○Fracture width, m
선정, 영향력 큼
○Rock matric skin thickness, m
선정, 영향력 큼

원계영역
Far field

생
태
계

Aquifer
Plume width at the biosphere, m
Aquifer fraction (How much flows into the
aquifer, include dispersion: Real dilution), %
Aquifer thickness, m
Aquifer porosity
○GW flow rate in aquifer, m/y
MWCF for 200m & 500 m
○Length of faulted rock mass, m
Number of flowing fractures in c.x. of aquifer
Dispersivity in the aquifer, m
○Width of faulted rock mass(migration plume), m
○Fracture width of faulted rock mass, mm
○K d : for rock , Surface_Soil, Vadose
River_Sediment, Marine_Sediment
Solubility : reducing, oxidizing conditions
Diffusion coefficient : granite, soil, sediments
Diffusion depth ; granite, soil, sediments
media properties : porosity, density

Elements
Sea- spray enhancement factors
Translocation Fraction : Root Veges, Green Ve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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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질조사결
과및
설계값 사용
값 분포 폭 큼
값 분포 폭 큼
값 분포 폭 큼
값 분포 폭 큼
영향력 큼
영향력 큼
영향력 큼

중· 저준위 자료

Pasture, Grain and Rice, Fruits
Weathering Rates/yr : Root Veges and Pasture, Green
Veg and Fruit, Grain and Rice
Transfer coeffs to animal prod. d/kg: Beef, Pork,
Chicken, Cow Liver, Cow Milk, Chicken Egg
Soil to Plant Conc Factor for Crops : Root Veges,
Green Veges, Grain, Pasture, Rice, Fruits,

Concentration Ratio for Freshwater Organisms :

JAEA, SKB
SWRi
자료 활용

Freshwater Crustaceans, Freshwater Fish

Concentration Ratio for Marine Water Organisms :

Marine fish, Marine Crustaceans, Marine Molluscs, Marine Plant

Adult inhalation rates, occupancy data and dust and
aerosol levels : Exposure group - Farming, Freshwater
fishing, Marine fishing

Animal consumption rates and animal breathing,
occupancy and stocking densities : Animal, Cow,
Sheep, Pig, Chicken

Soil contamination, edible plant yield, depth of
irrigation water and fraction of irrigation water
intercepted for various crops
ncy data and dust

and aerosol levels

다. 국내외 자료수집 및 통계처리
상기 표 3.11.2에서 선정한 각 입력변수별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는 엑셀
파일로 정리해 다음 단계 확률분포 함수 처리를 대비하였다. 정리는 각 실험조건
및 대상, 근거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표 3.11.3에 수집한
분배계수(Kd) 자료의 일부를 예시하였다. 이들을 핵종별, 지하매질별로 재분류해 통
계처리를 하면 표 3.11.4와 같은 결과표를 얻게 된다. 국내 실험측정 자료는 KURT
내 지화학 환경에서 측정한 실험 자료를 중심으로 주로 용해도, 수착분배계수, 확산
계수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인자들은 외국 유사조건에서 실험 자료를 취합하였
다. 용해도와 확산계수는 최소값, 최대값, 최적값을 통계 처리하여 확률함수로 정리
하였다. 수착분배계수는 Pu, Pa, Pd, C등 일부 핵종과 침전물(sediment)에 대한 실
험 자료가 없으나, 다른 대부분 핵종들 및 여러 지하매질에 대해 상당량의 실험 자
료를 비축하여 확률함수로 평가가 가능하여, 삼각분포 함수 및 로그정규분포 함수
로 정리하였다. 암반층 지하매질 물성에 관한 자료는 KURT 현장 실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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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모델 모사평가 및 유사조건 외국자료를 도입하였다.
표 3.11.3. 핵종별 지하매질별 조건별 핵종분배계수 자료 (일부)
매질
solid
TUFF1
TUFF2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GRANITE

핵종
nuclide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U

Kd
(ml/g)
200
1000
69.9
81.8
53.5
34.3
24.7
24.8
21.5
17.5
16
14.3
0.5
1.1
1.7
2.1

농도
concent
0
0
1.23E- 07
1.23E- 07
1.23E- 07
1.23E- 07
1.23E- 07
1.23E- 07
1.23E- 07
1.23E- 07
1.23E- 07
1.23E- 07
1.25E- 07
1.25E- 07
1.25E- 07
1.25E- 07

Solid
wt
1
1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5
553
553
553
553

pH1

pHend Redox

0
0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7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IR
AIR
AIR
AIR
AIR
AIR
AIR
AIR
AIR
AIR
AIR
AIR
AIR
AIR
AIR
AIR

표 3.11.4. 핵종별 지하매질별 조건별 핵종분배계수 통계처리 값 (일부)
지하매질 Geomedia

핵
종

Nuc
lide

콘크리트

완충재

화강암

응회암

토양

Concrete

Bentonite

Granite

Tuff

Soil

환원조건

환원조건

환원조건

산화조건

환원조건

산화조건

산화조건

Reducing

Reducing

Reducing

Oxidizing

Reducing

Oxidizing

Oxidizing

m

2

σ

m

2

σ

m

2

σ

m

2

σ

m

2

σ

m σ2

m σ2

U

3.5

0.2 1000 0.2 0.2

0.1 5.7 0.8

0.5 0.1

11 0.2

77 0.2

Np

2.2

0.1 3.1

0.3

4.0

1.0 2.0 1.0

7.5 0.3

40 0.5

17 0.6

Cs

550

12 39

1.1 3.0

0.2 3.0 0.2

7.8 0.3

500 20

99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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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의 안전성 평가용 입력 자료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암반 균열 분포 등 일부 단위 모델에서는 확률함수를 도입했으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를 하지 않았다. 대신 값의 변위를 주어 결정론적인 평가를 하여 상호 비
교하였다[3.11.4]. 미국 SWRI는 PSA 함수를 도입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각 매개변
수별 값 선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기인해 최소, 최대값의 범위를 정하고 그 구간
내에서 동일한 확률로 존재한다고 대부분 가정해 로그단일분포 함수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대부분 스웨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처분용기 물성 부분만 전문성을 발휘
해 각 재질별, 처분시점 시간별, 세부 모델을 사용해 평가하였다[3.11.6]. 미국은 고
준위폐기물처분 후보지였던 유카산 사업(Yacca Mt. project)을 통해 많은 자료를 생
산, 축적했으나, 우리나라와는 처분 개념 및 지질 조건이 많이 달라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3.11.7]. 카나다는 AECL을 중심으로 선구적으로 1980년 대 부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SYVAC이라는 안전성 평가 코드를 개발하고, 주요 매개
변수들을 실험 및 모델 계산으로 확률밀도 함수를 설정한 후, 무작위추출법(Monte

Carlo simulation)으로 자료를 추출해 안전성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3.11.8].
NWMO에서는 지하 암반층에 처분한 중· 저준위폐기물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입력변수 값의 불확실도가 클 때에는 확률분포 함수를 주어 값 변화에 영향을 평가
하고, 영향이 적은 매개변수들은 보수적인 자료를 선택하여 쉽게 계산하였다

[3.11.9]. 스웨덴 SKB는 최근 고준위처분용 SR- site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최
근 자료를 집대성하였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도 스웨덴 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
다. 스웨덴 모델에서는 용해도 값을 직접 구하지 않고, 화학적 종분화(chemical

speciation) 계산을 통해 정밀한 용해도 값을 구하는 방안을 택하였는데, 이는 핵종
용해도가 안전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3.11.5].
라. 입력인자별 확률분포함수 및 값 선정

(1) 처분용기물성
처분용기의 수명은 용기 파손 시간으로 결정하는데, 용기 파손 시간(failure time of

a container)은 장기간에 걸친 주변과 상호작용과정이므로 실험으로 측정할 수 없
고, 용기 재질 물성과 부식률에 근거해 대개의 경우 설계치로 설정한다. 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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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평가에서는 용기 수명 목표치를 1000년으로 설정해 계산하였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스웨덴 SKB에서는 로그삼각분포 함수를 사용하여, 최소
값, 최대값, 최빈값은 0, 105, 105 년을 사용하였다[3.11.5, SKB TR 10- 52 table4- 6].
일본 JAEA는 1000년을 기본 값으로 계산하고, 104, 105, 106 년을 추가 비교 대
상으로 계산하였다[3.11.4]. 미국 SWRI의 경우에는 처분용기의 재질과 이들이 접하
는 지화학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상세모델을 설정하였다. 처음 방사성폐기물을 심
부 지하 처분장에 처분하는 시점에서는 대기와 접촉하는 관계로 산화 환경이 되었
다가 터널 폐쇄후 천천히 환원 환경이 되어간다. 용기의 부식률은 이 지화학 조건
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므로 용기 재질별로 로그단일분포 함수, 삼각분포 함수, 단일
값 등을 사용해 분포값을 설정하였다[3.11.6, SWRI table A- 2].
용기수명 자료는 실제 측정치가 없으므로 앞에서 거론한 외국의 경우를 참고해 로
그삼각 분포함수를 사용해 최빈, 최소, 최대값을 각각 1000, 100, 105 년을 설정하였
다.
초기용기 파손률(early time failure rate(%))도 용기 수명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친 실재적인 실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모델 모사에 의존하게 된다. 미국

SWRI의 경우에는 처분 후 산화조건과 이후 변하는 환원조건에서 부식률 변화가
크므로 지화학 조건 변화를 이들 기간구분의 척도로 사용하여 각 기간별로 다른 분
포함수를 사용하였다. 초기 산화조건에서는 삼각분포함수를 사용하여 최소, 최빈,
최대값을 0.25, 0.45, 0.50 %로 설정하였고, 이후 환원조건에서는 기간도 장시간이고
부식률도 적어 단일분포 함수를 사용해 0.01 - 0.1 사이 값을 가진다고 계산하였다

[3.11.6, SWRI table A- 2]. 스웨덴,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은 용기 부식률 등을 이
용한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세밀한 모델계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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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5. 처분용기관련 입력변수 값 분포
입력변수

결정론적 평가 확률밀도함수

용기수명

로그삼각분포

Failure time of

1000

a container [yr]
초기용기파손률
Early time

0.1

failure rate (%)

log- triangular
삼각분포

triangular

최소값

최빈값

최대값

100

1000

105

0.01

0.1

0.5

(2) 완충재(buffer) 물성관련 변수
완충재로서 대부분 나라들은 벤토나이트나 모래와 혼합물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대체로 스웨덴 처분 개념을 따르고 있으므로 완충재 물성도 큰 차이가 없으나
스웨덴은 물로 포화되었을 때 팽창성이 큰 Na- bentonite를 사용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팽창성이 적은 국산 Ca- bentonite를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나라별로 벤
토나이트와 모래 함량 비율에 따라 여러 물성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주산 벤
토나이트를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제작시 압축압력에 따라 밀도, 공
극률, 확산계수 등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변한다[3.11.13].
완충재 공극률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스웨덴 SKB 와 같이 삼각분포함수
를 사용하여, 최빈, 최소, 최대값으로 각각 0.435, 0.41, 0.46 을 사용하였다[3.11.5,

SKB TR10- 52 table 5- 5]. 카나다 NWMO에서는 마찬가지로 삼각분포함수를 사용
하였지만 벤토나이트를 강하게 압축하여 최빈, 최소, 최대값으로 각각 0.3, 0.25,

0.35를 사용하였다[3.11.9, NWMO DGRTR2009- 08 table 4.16].
완충재 밀도를 살펴보면, 공극률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웨덴 SKB
와 같이 삼각분포 함수를 사용하여, 최빈, 최소, 최대값으로 각각 1562, 1484, 1640

kg/m3 을 사용하였다[3.11.5, SKBTR10- 52 table 5- 5]. 일본은 1100, 1600 kg/m3 두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하였다. 카나다 NWMO에서는 벤토나이트를 고압축하여 1900

kg/m3 수준으로 사용하였다 [3.11.9, NWMO DGRTR2009- 08 table 4.20].
확산계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내부 확산 실험 장치를 만들어 다양한 조건에서 많은
실험을 수행하였다[3.11.11]. 실험결과가 대부분 스웨덴에서 취합한 결과치와 근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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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웨덴이 더 다양한 조건과 핵종으로 방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므로, 확률분포
는 스웨덴의 자료를 도입하였다. 스웨덴 SKB에서는 핵종을 음이온, 양이온, 비극성
양이온 세 종류로 나누어 유효확산계수분포를 삼각분포 함수로 아래 표 3.11.6과 같
이 산정하였다[3.11.5, SKBTR10- 52 table 5- 15]. 일본 JAEA에서는 안전성 영향
이 큰 핵종은 지하수 지화학 조건에 따라 정확한 확산계수 값을 구하고 나머지는
통틀어 보수적으로 단일값을 부여하였다. 고려한 주요핵종은 Cs, Se, Tc, Np, U 등
이고, 지하수는 민물(fresh), 산화수(oxidizing), 염수(saline,바닷물)의 세 종류로 나
누어 확산계수값을 구하였다 [3.11.4, H12 V3 table6.2.4].
미국 SWRI에서는 일본과 유사하게 안전성영향이 큰 핵종에 대해서는 지화학 조건
에 따라 변하는 값을 고려해 단일분포함수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3.11.6, SWRI

table A- 3]. 이상의 국내실험결과와 외국의 자료를 종합하여 표 3.11.7에 완충재에
관한 각 입력변수별 확률밀도함수와 값의 분포를 실었다.
표 3.11.6. 스웨덴의 벤토나이트에서 핵종 확산계수 값 분포
핵종종류

단위 unit

최저 low

최고 upper

최빈 peak

음이온 anion

m2/s

6.0 × 10- 13

6.0 × 10- 11

1.1 × 10- 11

m2/s

9.3 × 10- 11

2.1 × 10- 10

1.4 × 10- 10

m2/yr

2.9 × 10- 3

6.6 × 10- 3

4.4 × 10- 3

양이온 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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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7. 완충재 물성관련 입력변수 값 분포
입력변수
공극률
Porosity [- ]

결정론적
평가

0.41

분포함수

삼각분포
triangular

확 산 계 수
삼각분포
[m2/yr]
3.78 × 10- 4
triangular
Diffusivity
밀
도
삼각분포
1600
3
Density[kg/m ]
triangular
확산깊이
Matrix
로그삼각분포
5.00 × 10- 1
diffusion
log- triangular
distance[m]

최빈값
mean/peak

최소값
min

최대값
max.

0.435

0.41

0.46

4.4 × 10- 3

2.9 × 10- 3 6.6 × 10- 3

1562

1484

1640

0.1

0.03

1.0

(3) 천연방벽 관련 변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쓰인 암반층 및 원계영역 지질 관련 자료는 우선 KURT 에
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였고,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운 자료는 지질 및 지하수 모
델링 결과를 이용하였다. 지하수유동과 관련한 계산은 FeFLOW 코드를 사용하였
고, 암반층 내 단열에 관한 계산은 FracMan을 사용하였다. 모델계산으로도 결정하
기 어려운 사항은 관련된 외국자료 값을 이용하였다.

(가) 암반층 관련 매개변수
KURT 내부 관정 및 외부 관정에서 암반층에 대한 수리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
과를 이용하여 암반층에서 수리전도도에 관한 확률 분포를 추정하였다[3.11.12, 김경
수 외, 2011]. 그렇지만, 추정에 이용된 자료의 수가 적어 참고 문헌의 값을 부분적
으로 고려하였다[3.11.16, Freeze and Cherry, 1989]. 수리전도도는 로그정규분포 함
수를 갖는 것으로 고려하였고, 평균은 상용 로그 값으로 - 9.12 (= 10- 9.12) m/s, 표준
편차는 0.48로 추정하였다. 측정된 수리전도도 값이 심도에 따라 크게 차이나지 않
기 때문에 두 심도에 이용된 수리전도도는 같은 분포를 이용하였다. 계산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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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8에 요약하였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카나다 NWMO에서는 지하 매질에 따라 수리전도도를 따
로 구별해 계산하였는데, 화강암의 경우, 로그삼각분포 함수를 사용하여 최빈값

(peak), 최소값, 최대값으로 각각 1.0 × 10- 4, 9.7 × 10- 14, 1.0 × 10- 4 m/s를 사용하였
다. [3.11.9, NWMO DGR TR 2009- 08 table 5.4]. 미국 SWRI의 경우에는 로그단일
분포 함수를 설정하여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median)으로 5, 500, 50 m/yr를 부여
하였다[3.11.6, SWRi table A- 4 (p.A- 28)]. 일본 JAEA는 투수도(transmissivity)를
계산하였는데 로그정규분포 함수를 설정하여 10- 13 ～ 10- 7 m2/s 범위 값을 설정하
였다[3.11.4].
암반균열 폭(fracture aperture)은 시료 채취한 암반 코아에 있는 균열폭 실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측정된 암반의 수리전도도와 지하수 유동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
여 안전성 평가에서 이용하는 단열 암반의 균열폭을 계산하고 그 분포를 추정하였
다. 추정된 분포는 암반의 수리전도도 분포와 자료의 수를 고려하여 로그삼각분포
로 추정하였고, 두 심도에서 최빈값(peak), 최소값, 최대값을 표 3.11.8에 정리하였
다.

표 3.11.8.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서 이용한 단열 암반 관련 변수의 확률분포
입력변수

값 종류

암반의

평균 (m/s)

수리전도도

표준편차 (m/s)

Fracture
aperfure
Rock matric
skin
thickness, m

심도 200m

심도 500m

분포

- 9.12 (=10- 9.12)

로그정규분포

0.48

log- normal

최빈값 (m)

4.0 × 10- 5

1.0 × 10- 4

최소값 (m)

1.0 × 10- 5

1.0 × 10- 5

최대값 (m)

4.0 × 10- 4

1.0 × 10- 3

최빈값(m)
최소값(m)
최대값(m)

0.1
0.03
1.0

0.1
0.03
1.0

로그삼각분포

log- triangular
로그삼각분포
log- triangular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스웨덴 SKB에서는 로그정규분포 함수를 사용하여, 평균

(mean, m)값과 분산도(variance, s2)는

m log 10ev =- 3.8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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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log10ev = 0.51

(m), 최적값은 (best ev) = 0.3 mm를 사용하였다[3.11.5, SKB/TR10- 52 p.454). 일본
JAEA도 로그정규분포 함수를 설정하여 평균(mean)값과 분산도(variance)는
m log10ev =- 4.69(m), s log10ev = 0.54 (m), 최적값 ev = 0.043, 0.081 mm 범위값을

설정하였다[3.11.4, H- 12 V.3 V- 58). 미국 SWRI의 경우에는 로그단일분포 함수를
설정하여 최소값, 최대값으로 1 × 10- 6, 1 × 10- 2 m를 부여하였다[3.11.6, SWRi

table A- 4 (p.A- 28)]. 스웨덴은 결정질 화강암, 일본은 퇴적암, 미국은 응회암(tuff)
으로서 한국은 스웨덴과 같이 결정질 화강암으로서 비슷한 물성이라 스웨덴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암반매질 내 확산깊이(diffusion depth)는 암반균열 표면에서 암반 내부로 핵종이
확산해 들어가는 깊이로서 균열표면 두께(Rock matric skin thickness)로도 표현한
다. 확산깊이는 암반균열 내를 이동해가는 핵종이 암반매질 내로 포획되는 양태를
나타내므로 확산깊이는 핵종 이동에 지하매질 내 수착과 더불어 가장 큰 지연효과
를 나타나며, 특히 음이온이나 트리튬 같은 비수착성 핵종의 경우에는 지하매질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매질 내 확산이 결정적인 지연효과를 나타내며, 확산 깊
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측정하기위해, KURT 화강암을 20 cm 길이로 채취
하여 핵종들이 암석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도록 하였다. 9개월간 침투해 들어간 깊이
를 그림 3.11.2에 나타내었다. Eu와 Cs는 약 5 cm 침투해 들어갔고, Co, Sr, Th는
약 10 cm 수준, U와 Np는 약 8 cm 수준 이였다. 트리튬(HTO)은 전체 20 cm를 침
투해 들어갔다. 카나다 AECL에서 Vilks 등이 지하 현장실험 시설인 URL에서 2년
간 실험한 결과 음이온인 요오드(I- )가 화강암 내부를 약 12 cm 침투해 들어갔다

[3.11.17]. 스위스 지하시험시설(Grimsel)에서 수행한 장기 확산실험(Long- Term
Diffusion project)에서 트리튬은 2년간 약 18 cm를 침투해 들어갔다. 그림 3.11.2에
서 살펴보면, 암반에 접촉하고 있는 표면에 핵종들이 대부분 체류하고 있지만 내부
로 침투첨두(diffusion front)는 끝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들 여러
장기 확산실험 결과를 통해 핵종의 암반 내 확산 깊이를 제한된 영역으로 설정하기
가 어려운 일임이 밝혀졌다. 또한, 100년 이상의 장기실험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연유사연구(Natural analogue study)를 통해서 핵종이 수많은 세월동안 암반균열
에서 암석내부로 확산해 들어간 양태를 찾았는데, 주로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던 우
라늄이 암반내로 확산해 들어가고 오래기간이 경과하면서 방사능붕괴가 되어 동위
원소간 비율이 달라지는 점을 이용하여 여러 나라에서 확산깊이를 측정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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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하면 표 3.11.9와 같다. 이런 장기 확산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로그삼각분포
함수로 정리하여 최소 3 cm, 최대 100 cm, 최빈값 10 cm를 설정하였고 표 3.11.8
에 암반 관련 입력변수들에 대한 확률분포 함수와 함수값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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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 암반 내 장기확산실험 결과
위: 국내실험결과, 아래 : 카나다 URL에서 현장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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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9. 우라늄의 암반내 확산깊이 자연유사연구 결과
우라늄의 확산깊이 (mm)

지역

Boesttstein, Swiss

30 - 40

Stripa Mine , Sweden

25

Kamulunge, Sweden

30 - 70

Palmottu, Finland

80

El Berrocal, Spain

35 - 80

URL, canada

50

Kamaishi, Japan

10 - 100

(나) 원계영역, MWCF 관련 자료
처분장에서 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핵종이 단열 암반을 거쳐 생태계로 이동
하는 주요 통로가 될 주요 지하수 이동균열(MWCF; Major Water Conducting

Fracture, MWCF)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MWCF를 통과하는 핵종을 모델링하기 위
해 필요한 변수들을 제안하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그 중 일부 변수에 대
한 확률분포를 추정하였다. 처분장에서 MWCF에 도달하는 핵종의 이동거리,

MWCF 내부에서 지하수 유동량(groundwater flowrate), 방사성 핵종의 오염운
(plume)이 MWCF를 거쳐 생물권으로 노출될 때의 오염운의 넓이 등을 확률분포
함수로 설정하였다. 선택된 변수들은 측정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KURT 지질 자료를 이용한 수리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분포 추정에 활용하였다.
핵종의 MWCF 도달 거리는 심도별로 계산하였고, MWCF 내에서 지하수 유량과
오염운의 너비는 두 심도에서 동일한 값을 갖도록 가정하였다. 일본 JAEA에서 설
정한 지하수 유동량은 5 × 10- 2 ～ 5 × 101 m/y 범위로서 표 3.11.10에 있는 국내
값의 분포보다 더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3.11.4, H- 12 V.3 table 5.3.2.4,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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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1].

표 3.11.10.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서 이용한 MWCF 관련 변수의 확률분포
입력변수

MWCF로의
이동거리

MWCF

심도 200 m

심도 500 m

최빈값 (m)

533

419

최소값 (m)

430

320

최대값 (m)

610

500

값종류

최빈값 (m/yr)

13.8

내에서 지하수 최소값 (m/yr)

2.0

유동량

최대값 (m/yr)

25.1

생물권

최빈값 (m)

2,400

경계에서

최소값 (m)

1,600

오염운의 너비 최대값 (m)

4,000

분포
삼각분포함수

triangular
삼각분포함수

triangular
삼각분포함수

triangular

(4) 핵종용해도
KURT 내 지화학 조건에서 핵종들의 용해도를 실험을 통해 측정하여 이를 중심으
로 정리하였다. 핵종 중에 Pu, C, Pa, Pd 등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실험하지
못했으며, 이들 자료는 지화학 코드인 PhreeQc를 사용해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화학 조건에 따라 용해도가 민감하게 변하는 핵종들이 있으므로 핵종
별로 환원조건, 산화조건으로 나누어 로그삼각분포 함수로 정리하였다.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SWRI에서는 주요 핵종들에 대해 산화 및 환원조건
별로 용해도 함수를 설정하여, 음이온은 단일분포함수, 양이온은 로그단일분포함수
를 설정하였다[3.11.6, SWRi table A- 3]. 카나다 AECL에서는 로그정규분포 함수를
사용하고 핵종별 산화환원 조건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3.11.8]. 카나다 NWMO에서
는 좀 더 간단하게 작업하여, 안전성 평가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C, U는 용해도 제
한치를 설정하고, 다른 핵종들은 잘 용해된다고 보아 보수적 평가를 하였다. [3.11.9,

DGRTR2009- 08 table 3.23]. 일본은 핵종별로 지하수 지화학 조건에 따라 값을 부
여하였다. 지하수는 민물(fresh), 산화수(oxidizing), 염류(saline)로 나누고,

처분조

건에서 지배적인 화학종과 용해제한 화합물을 고려해 실험치 및 계산치를 적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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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11.4, H- 12 V.3 table 5.3.1.6, table 6.2.3]. 스웨덴 SKB는 핵종 용해도를 값으
로 제공하지 않고 지화학 모델을 사용해 각 화학종별 평형상수를 가지고 핵종의 용
해도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스웨덴에서는 고준위폐기물을 바다 아래 해저층에 처분
하기 때문에 지하수에 소금의 농도가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좀 더 정밀한 값을 사용하기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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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1. 지화학 조건별 핵종 용해도
핵종

환원 Reducing (mol/m3)

산화 Oxidizing (mol/m3)

최소min

최빈peak

최대max

최소min

최빈peak

최대max

Ac

2.00E- 06

1.00E- 04

5.00E- 04

1.00E- 02

Am

2.00E- 06

1.00E- 04

5.00E- 04

1.00E- 02

C

1.50E- 01

1.00E+00

4.00E+03

1.50E- 01

1.00E+00

4.00E+03

Cl

6.00E+03

7.00E+03

3.00E+04

6.00E+03

6.70E+03

3.00E+04

Cm

2.00E- 06

1.00E- 04

5.00E- 04

Cs

2.00E+03

4.00E+03

7.00E+03

2.00E+03

4.00E+03

7.00E+03

I

2.00E+03

4.00E+03

1.00E+04

7.00E+02

7.00E+02

7.00E+03

Nb

5.00E- 05

1.00E- 04

1.00E- 01

0.1

1

40

Ni

5.00E- 04

5.00E- 04

1.00E+00

2.00E+01

high

Np

5.00E- 08

2.00E- 05

7.00E- 05

5.00E- 01

3.00E+00

Pa

1.00E- 05

5.00E- 05

4.00E- 04

5.00E- 06

5.00E- 05

Pd

1.00E- 08

1.00E- 05

2.00E- 03

Pu

3.00E- 08

5.00E- 06

5.00E- 04

Ra

1.00E- 07

1.00E- 03

1.00E- 03

Rn

Gas

Gas

Gas

Se

1.00E- 06

1.00E- 04

5.00E- 03

4.00E+03

Sm

5.00E- 06

1.00E- 04

2.00E- 04

2.00E- 01

Sn

2.00E- 05

5.00E- 04

5.00E- 03

3.00E+03

5.00E+03

1.00E+04

Sr

5.00E- 02

1.00E+01

5.00E+02

5.00E- 02

1.00E+01

5.00E+02

Tc

2.00E- 06

1.00E- 05

1.00E- 04

1.00E- 02

1.00E- 02

1.00E- 02

Th

1.00E- 07

5.00E- 05

5.00E- 03

1.00E- 07

5.00E- 05

5.00E- 03

U

1.00E- 07

1.00E- 05

3.00E- 03

5.00E- 02

5.00E- 01

5.00E+00

Zr

2.00E- 08

1.00E- 05

1.00E- 04

1.00E- 02

1.00E- 02

4.00E- 03
5.00E- 05

5.00E- 04

3.00E- 03

1.00E- 01
Gas

Gas

Gas

(5) 핵종의 수착분배계수 (Kd)
핵종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지하매질을 통해 이동해 가는 동안 핵종과 지하매질 간
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핵종이 지하매질 표면에 포획되어 고정상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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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형태인 수착(sorption)은 핵종이동 지연 효과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현상이
다. 이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수착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 Kd)를 사
용하는데,

핵종과 지하매질, 지화학 조건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정밀한

값을 구하기가 어렵다. 국내에서는 십여년간 다양한 핵종과 지하매질에 대해 분배
계수를 측정해 왔으며, 국내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 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
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지하 조건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실험하기 어려우므로 많은 나라들이 수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많은 실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원하는 조건하에 실험결
과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더불어 계산을 통해 예측과 통계처리까지 할 수 있다.

OECD/NEA에서는 NEA- SDB, 일본은 JAEA- SDB, 독일은 RES3T- Rossendorf
expert system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인터넷 web상에서 이
용 가능한 KAERI- SDB(http://sdb.kaeri.re.kr)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측정한 수착분배계수는 Pu, C, Pa, Pd 등 일부 핵종과 침전물(sediment)에 대해서
는 실험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이들은 외국자료를 활용하였다[3.11.15]. 수착성 핵종
은 KAERI 값을 중심으로 삼각함수(triangular function)로 통일하였고, 화학종이 복
잡하지 않은 음이온은 단일값을 사용하였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스웨덴 SKB는 완충재(buffer), 뒷채움재(backfill)에 대해서
는 삼각분포 함수를 사용하고, 암석에 대해서는 로그정규분포를 사용하였다. 카나다

AECL에서는 암석의 물성이 다양하고 지하수 조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분포가 넓어
로그정규분포를 사용하였다[3.11.14]. 카나다 NWMO에서는 콘크리트에서 잠재적 위
험성이 높은 C, Cl, Ni, Zr, Nb, U, Np 핵종에 대해서는 측정값을 부여하고 나머지
핵종들은 보수적으로 0을 부여하여 계산 작업을 좀 더 간단하게 하였다. [3.11.9,

NWMO DGRTR2009- 08 table 3.23]. 미국 SWRI에서는 주요 핵종들에 대해 지하
매질별 산화 및 환원조건별로 로그단일분포 함수를 설정하고 음이온은 단일값

(discrete)을 사용하였다 [3.11.6, SWRI table A- 3].
일본 JAEA는 핵종별로 지하수와 지화학 조건에 따라 실험으로 값을 측정하고 값
을 부여하였는데, 지하수는 민물(fresh), 산화수(oxidizing), 염류(saline)로 나누고,
처분조건에서 지배적인 화학종과 용해제한 화합물을 고려해 실험치 및 계산치를 적
용하였다 [3.11.4, H- 12 V.3 table 5.3.1.6, table F- 5].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고 국내 실험치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하매질별로 핵종수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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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계수 분포와 확률밀도 함수를 표 3.11.12 이하에 실었다.
표 3.11.12. 뒷채움재에 대한 핵종 분배계수 분포 (m3/kg)
핵종Nuclide

Ac
Am
C
Cl
Cm
Cs
I
Nb
Ni
Np
Pa
Pd
Pu
Ra
Rn
Se
Sm
Sn
Sr
Tc
Th
U
Zr

기존자료

Modeling data
3.00E- 01
3.00E- 01
0.00E+00
0.00E+00
3.00E- 01
2.00E- 01
0.00E+00
2.00E- 02
5.00E- 02
1.00E- 01
5.00E- 02
1.00E- 03
3.00E- 01
1.00E- 01
0.00E+00
0.00E+00
2.00E- 01
1.00E- 03
5.00E- 02
1.00E- 02
3.00E- 01
5.00E- 02
2.00E- 01

최소min

최빈peak

최대max

1.39E+00
1.39E+00
0.00E+00
0.00E+00
1.39E+00
1.70E- 02
0.00E+00
1.64E- 01
1.24E- 02
1.03E- 01
1.70E- 02
1.25E- 02
7.03E- 02
1.57E- 02
0.00E+00
9.13E- 04
2.29E- 01
7.00E- 03
1.75E- 03
7.00E- 03
1.20E+00
1.39E+00
1.39E+00

5.00E+00
5.00E+00
0.00E+00
0.00E+00
5.00E+00
4.78E- 01
5.18E- 03
1.00E+00
5.26E- 01
2.15E+00
7.30E- 01
7.90E- 02
2.10E+00
3.70E- 02
0.00E+00
2.35E- 03
1.00E+00
2.11E+00
1.14E- 02
7.00E- 02
3.60E+00
5.00E+00
5.00E+00

1.16E+01
1.16E+01
0.00E+00
0.00E+00
1.16E+01
2.10E+00
3.50E- 03
4.40E+00
8.62E- 01
3.58E+00
6.50E+00
1.03E+00
3.53E+00
2.90E- 01
0.00E+00
1.44E- 02
6.29E+00
3.60E+00
2.12E+00
1.75E- 01
6.42E+00
1.16E+01
1.16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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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3. 완충재에 대한 핵종 분배계수 분포 (m3/kg)
핵종Nuclide

기존자료

최소min

최빈peak

최대max

Ac

Modeling data
3.00E- 01

2.50E- 01

5.00E+00

1.00E+01

Am

3.00E- 01

2.50E- 01

5.00E+00

1.00E+01

C

0.00E+00

0.00E+00

0.00E+00

0.00E+00

Cl

0.00E+00

0.00E+00

0.00E+00

0.00E+00

Cm

3.00E- 01

2.50E- 01

5.00E+00

1.00E+01

Cs

2.00E- 01

2.00E- 03

6.60E- 01

2.97E+00

I

0.00E+00

0.00E+00

7.40E- 03

5.00E- 03

Nb

2.00E- 02

2.00E- 02

1.00E+00

5.00E+00

Ni

5.00E- 02

1.00E- 02

7.00E- 01

1.00E+00

Np

1.00E- 01

1.00E- 01

3.00E+00

5.00E+00

Pa

5.00E- 02

2.00E- 02

1.00E+00

5.00E+00

Pd

1.00E- 03

5.00E- 03

1.00E- 01

2.00E- 01

Pu

3.00E- 01

1.00E- 01

3.00E+00

5.00E+00

Ra

1.00E- 01

1.00E- 03

1.00E- 02

2.00E- 01

Rn

0.00E+00

0.00E+00

0.00E+00

0.00E+00

Se

0.00E+00

1.00E- 03

3.00E- 03

2.00E- 02

Sm

2.00E- 01

7.00E- 03

1.00E+00

2.50E+00

Sn

1.00E- 03

1.00E- 03

3.00E+00

5.00E+00

Sr

5.00E- 02

1.00E- 03

1.20E- 02

3.00E+00

Tc

1.00E- 02

1.00E- 02

1.00E- 01

2.50E- 01

Th

3.00E- 01

2.00E- 03

3.00E+00

6.00E+00

U

5.00E- 02

2.50E- 01

5.00E+00

1.00E+01

Zr

2.00E- 01

2.50E- 01

5.00E+00

1.00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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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4. 암석에 대한 핵종 분배계수 분포 (m3/kg)
핵종Nuclide

기존자료

최소min

최빈peak

최대max

Ac

Modeling data
4.00E- 02

4.06E+00

5.00E+00

1.52E+01

Am

4.00E- 02

4.06E+00

5.00E+00

1.52E+01

C

1.00E- 04

0.00E+00

0.00E+00

0.00E+00

Cl

0.00E+00

0.00E+00

0.00E+00

0.00E+00

Cm

4.00E- 02

4.06E+00

5.00E+00

1.52E+01

Cs

5.00E- 02

5.20E- 02

5.20E- 02

7.30E- 02

I

0.00E+00

0.00E+00

0.00E+00

0.00E+00

Nb

2.00E- 02

5.00E- 01

1.00E+00

3.00E+00

Ni

1.00E- 01

1.80E- 02

1.20E- 01

5.40E- 01

Np

2.00E- 01

1.09E- 01

1.70E- 01

2.56E- 01

Pa

5.00E- 02

1.00E- 02

1.00E- 01

1.00E+01

Pd

1.00E- 03

3.00E- 02

3.00E- 02

2.97E+00

Pu

5.00E- 01

1.00E- 03

4.00E- 03

1.00E- 01

Ra

2.00E- 01

5.00E- 02

1.00E- 01

5.00E- 01

Rn

0.00E+00

0.00E+00

0.00E+00

0.00E+00

Se

0.00E+00

7.10E- 04

8.30E- 04

1.26E- 03

Sm

2.00E- 02

7.48E- 01

1.00E+00

1.51E+01

Sn

1.00E- 03

2.10E- 02

2.00E- 02

3.37E- 01

Sr

5.00E- 03

3.50E- 03

1.00E- 02

6.90E- 02

Tc

5.00E- 02

0.00E+00

0.00E+00

0.00E+00

Th

2.00E- 01

4.00E+00

5.00E+00

7.40E+00

U

1.00E- 01

4.06E+00

5.00E+00

1.52E+01

Zr

2.00E- 01

4.06E+00

5.00E+00

1.52E+01

(6) 생태계관련 변수
생태계에 관해서는 이번 단계에서 확률분포 계산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앞 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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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통계분포 대상 입력변수들보다 안전성에 미치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
에 기인하지만 핵종이동 경로 상 앞 단계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
기 때문이다. 생태계 변수들의 확률분포에 대해서는 다음단계에서 부가적으로 고려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하는데, 생태계 자료의
주요 특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골드심 모델에서는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피폭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립하였다. 먼저
근생태계(Near Biosphere)에서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피폭과, 원생태계(Far

Biosphere)로 지질계와 생태계간 접점(GBI, Geosphere- Biosphere Interface)에서 핵
종 누출로 생기는 피폭이다. 근생태계에서는 피폭집단으로 농부만을 설정하였고, 원
생태계에서는 농부, 민물 및 바다어부 집단을 설정하였다. 피폭경로로는 방사성 핵
종으로 오염된 물, 토양, 공기 등에 의한 피폭, 오염된 동식물 섭취, 자연 환경에서
호흡으로 인한 흡입 등을 고려하였다. 이런 경로에 대해 입력 자료는 국내 농수산/
환경/ 보건 자료와 국외의 스웨덴 SKB 와 일본의 H12 보고서 자료를 주로 활용하
였다.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피폭선량 계산에서는 오염영향 지역을 지하수 토출량을 관개
용수율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지하수 양수로 인한 오염 영향권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공기, 표면 토양층, 불포화층(vadose)의 두께를 상정하였다. 토양층과 불포화층
의 침식률, 토양의 비중, 함수량, 침투율 등은 국내 지하수문 통계자료를 활용하였
다.
오염된 동식물의 방사선 세기는 호흡, 섭취, 외부피폭 등을 계산하는데 중요하다.
통계 대상 식용식물로 과일, 곡물류, 구근류, 채소, 쌀, 목초를 선정하였다. 이들 식
물류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은 토양 오염율, 식용식물 산출량, 관개수의 깊이, 관개
잔류수 비 등을 사용해 계산하였다. 통계대상 동물로는 닭, 젖소, 돼지, 양과 달걀,
우유, 간 등 부산물도 포함하였다. 이들 동물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해
마초량, 토양, 물소비량, 흡입율, 방목 면적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각 원소들은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으로 Bq/yr나 Sv/yr을 사용하였다. 지하수 사용
농부집단의 경우, 외부 토양피폭, 흡입, 섭취 등에 대한 피폭선량 인자 (dose

coefficient)를 사용해 연간 방사선량에서 피폭선량을 계산하였다.
지질생태계접점(GBI)에서는 더 많은 피폭집단을 고려하였다. 바다와 강의 경계지역
은, MWCF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지점으로, 오염운의 넓이로 계산하였다. 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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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대수층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양과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양을 계산한
다. 홍수율은 국내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강과 바다에 침전율과 침전물
비중도 고려하였다.
농부의 피폭선량 계산에서는 농장과 민물 생산품과 관계된 인자들이, 민물 어부와
바다 어부는 민물과 바다 수산물에 크게 영향 받을 것이다. 농장 생산품은 지하수
사용시에 사용한 동식물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민물에서는 민물고기와 갑각류
를, 바다에서는 바닷고기와 갑각류, 연체동물류를 주요한 산물로 간주하였다. 이들
세 집단의 피폭률은 흡입, 호흡, 외부피폭 등으로 인한 방사선량을 피폭선량 인자를
사용해 계산하였다.
표 3.11.15. 근생태계 모델에 필요한 환경매개변수 값
매개변수

값

매개변수

값

매개변수

값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용수량
Pumped water

44,550
m3/yr

관개율
Irrigation rate

0.75 m/yr

공기층 두께
Thickness of
air

1.0 m

0.3 m

불포화층두께
Thickness of
vadose zone

2.0 m

토양 침식률
Erosion rate
of soil

0.0001

0.0001

토양밀도Bulk
density of
soil

1,325
kg/m3

함수량 Water
content

0.30

침투율
Infiltration rate

0.70 m/yr

표면토양 점
유시간
Occupancy of
surface soil

1,300 hr/yr

토출수사용시
간 Occupancy
of pumped
water

120 hr/yr

표면토양 흡입률
Inhalation rate
of surface soil

1.8 m3/hr

표면토양층 두께
Thickness of
surface soil
불포화층 침식률
Erosion rate of
vados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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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6. 농부 피폭집단에서 농산물에 관련된 매개변수

농산물

토양오염비
Soil
contamination
ratio

식용식물생
산량 Yield
of edible
plant
(kg/m2)

관개수깊이
Depth of
irrigation
water
(m/yr)

관개수비
Fraction of
irrigation
water

과일Fruits

0.00015

1.4

0.7

0.50

곡물Grains

0.00009

0.4

0.7

0.05

구근류

0.00015

2.4

0.7

0.30

야채 Green
Vegetables

0.00010

3.1

0.7

0.30

쌀 Rice

0.00009

0.5

1.9

0.05

마초 Pasture

0.00340

3.9

0.0

0.00

표 3.11.17. 농부 피폭집단에서 가축동물에 관련된 매개변수
마초
가축

Fodder
(kg/day)

토양소모량

물소비량

흡입률

Soil

Water

Inhalation

consumption consumption

rate
3

(kg/day)

(kg/day)

(m /hr)

점유시간

점유률

Occupancy Stocking
(hr/day)

(1/m2)

닭
Chicken

0.3

0.02

0.0005

0.01

24

3.00

소
Cow

50.0

0.60

0.0700

5.40

24

5.40

돼지
Pig

10.0

0.20

0.0005

0.50

24

0.50

양
Sheep

7.0

0.08

0.0040

0.36

2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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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8. 어부 피폭집단에서 연간 가축 소비량
민물 Freshwater
갑각류
0.200 kg/yr
Crustaceans
물고기 Fish
0.400 kg/yr
강물River water

0.610 m3/yr

흙소비량 Soil
consumption

0.037 kg/yr

해수 Sea water
갑각류
2.900 kg/yr
Crustaceans
물고기 Fish
14.90 kg/yr
연체류 Mollusk

1.800 kg/yr

해조류 Marine
plant
퇴적물 Marine
sediment

1.900 kg/yr
0.037 kg/yr

표 3.11.19. 골드심 모델에서 사용한 흡입 자료
피폭집단
Exposure
group

분류
Classificatio
n

강물River
농부
water
표토
Surface
Farmer
soil
강물River
민물어부
water
Freshwate
퇴적토River
r fisher
sediment
해수Marine
바다어부
water
퇴적토
Marine
Marine
fisher
sediment

흡입률
Inhalation
rate
(m3/hr)

점유시간
Occupancy
(hr/yr)

1.2

120

–

–

1.8

1300

–

–

1.2

2200

–

–

1.8

2200

–

–

1.2

2200

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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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질농도
Aerosol
level

1.0 × 10- 12
–

먼지농도
Dust level
(kg/m3)

–

1.0 × 10- 7

표 3.11.20. 농부 피폭집단에서 농산물에 대한 토양에서 식물로 농축인자
핵종
Element

구근 Root
vegetable

채소
Green
vegetable

곡물
Grain

마초
Pasture

쌀
Rice

과일
Fruit

Ac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5

Am

0.001

0.001

0.00001

0.005

0.001

0.001

C

0

0

0

0

0

0

Cl

0

0

0

0

0

0

Cm

0.001

0.001

0.00001

0.005

0.00001

0.001

Cs

0.03

0.03

0.02

0.03

0.02

0.05

I

0

0

0

0

0

0

Nb

0.01

0.01

0.01

0.01

0.01

0.005

Ni

0

0

0

0

0

0

Np

0.001

0.01

0.0003

0.005

0.0003

0.0003

Pa

0.04

0.04

0.04

0.04

0.04

0.04

Pd

0.06

0.2

0.2

0.2

0.2

0.2

Pu

0.001

0.0001

0.00003

0.001

0.001

0.0001

Ra

0.04

0.04

0.04

0.04

0.04

0.04

Rn

0

0

0

0

0

0

Se

1

1

1

1

1

0.5

Sm

0.002

0.002

0.002

0.002

0.002

0.002

Sn

0.1

0.1

0.2

0.2

0.2

0.1

Sr

0

0

0

0

0

0

Tc

10

10

10

10

10

20

Th

0.0005

0.0005

0.0005

0.0005

0.0005

0.0005

U

0.001

0.001

0.0001

0.001

0.0001

0.0001

Zr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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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1. 농부 피폭집단에서 가축에 대한 전이인자 (day/kg)
양고기
Mutton

돼지고
기Pork

닭고기
Chicken

소간
Cow
liver

닭간
Chicken
liver

우유
Milk

달걀
Egg

Ac

0.00016 0.00047

0.00017

0.0066

0.14

2.7

0.000000
4

0.016

Am
C
Cl

0.0004

0.002

0.001

0.1

0.068

1.4

0.000005

0.003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009
8

0.0003

0.00009
9

0.004

0.032

0.63

0.000009

0.04

Cs
I

0.05

0.3

0.24

12

0.031

12

0.008

0.4

0

0

0

0

0

0

0

0

Nb

0.0002

0.002

0.001

0.04

0.0001
7

0.022

0.02

0.022

Ni

0

0

0

0

0

0

0

0

핵종
Element

Cm

소고기
Beef

Np

0.00012 0.00014

0.00004
5

0.0017

0.015

0.13

0.000005

0.017

Pa

0.00005 0.00034

0.00011

0.0041

0.0011

1.1

0.000005

0.0041

Pd

0.00007
1

0.0001

0.0014

0.0098

0.98

0.00025

0.0014

Pu

0.0002

0.001

0.00003
6
0.00008
3

0.1

0.068

1.4

0.000005 0.000033

Ra
Rn
Se
Sm
Sn
Sr
Tc
Th

0.0013

0.099

0.035

0.48

0.019

0.48

0.0013

0.25

0

0

0

0

0

0

0

0

0.54

1.4

0.72

8.3

10

76

0.004

8.3

0.00051 0.00032

0.0001

0.0039

0.58

2.6

0.00002

0.0039

0.0019

0.013

0.0044

0.18

0.022

1

0.001

0.18

0

0

0

0

0

0

0

0

0.006

0.086

0.0001

1.2

0.021

1.2

0.0075

1.2

0.0027

0.013

0.0046

0.18

0.063

2.1

0.000005

0.18

U

0.00069

0.0074

0.0026

0.1

0.0006
9

0.1

0.0004

0.1

Zr

0.0031

0.01

0.0035

0.14

0.0031

0.014

0.0000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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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2. 어부 피폭집단에서 민물/ 해양산물에 대한 농축비 (L/kg)
핵종
Element

민물갑각류
Freshwater
crustacean

민물고기
Freshwater
fish

바다고기
Marine
fish

바다갑각류
Marine
crustacean

바다연체
류Marine
mollusk

해초
Marine
plant

Ac

3000

800

50

1000

1000

1000

Am

3000

800

50

500

20000

8000

C

0

0

0

0

0

0

Cl

0

0

0

0

0

0

Cm

1000

30

50

500

30000

8000

Cs

1000

2000

100

30

20

100

I

0

0

0

0

0

0

Nb

100

300

10

200

1000

3000

Ni

0

0

0

0

0

0

Np

400

10

10

100

400

50

Pa

100

10

50

10

500

100

Pd

500

20

300

300

300

1000

Pu

100

4

40

200

3000

2000

Ra

300

50

500

100

1000

100

Rn

0

0

0

0

0

0

Se

2000

200

6000

5000

6000

1000

Sm

1000

30

500

1000

5000

3000

Sn

1000

1000

50000

50000

50000

20000

Sr

0

0

0

0

0

0

Tc

5

20

30

1000

1000

1000

Th

500

30

600

1000

1000

200

U

100

10

1

10

30

100

Zr

100

300

20

200

5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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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3. 피폭선량률을 계산하기 위한 방사성핵종의 피폭선량 인자값 (Sv/Bq)
핵종
Nuclide
Ac- 227
Am- 241
Am- 243
C- 14
Cl- 36
Cm- 245
Cm- 246
Cs- 135
Cs- 137
I- 129
Nb- 94
Ni- 59
Ni- 63
Np- 237
Pa- 231
Pd- 107
Pu- 238
Pu- 239
Pu- 240
Pu- 241
Pu- 242
Ra- 226
Ra- 228
Rn- 222
Se- 79
Sm- 151
Sn- 126
Sr- 90
Tc- 99
Th- 229
Th- 230
Th- 232
U- 233
U- 234
U- 235
U- 236
U- 238
Zr- 93

외부피폭
External exposure
3.90 × 10- 14
8.40 × 10- 16
0
0
0
6.60 × 10- 15
2.20 × 10- 18
7.40 × 10- 19
5.60 × 10- 14
3.40 × 10- 16
1.90 × 10- 13
0
0
1.50 × 10- 15
3.70 × 10- 15
0
1.30 × 10- 17
5.70 × 10- 18
2.80 × 10- 18
3.60 × 10- 19
2.50 × 10- 18
2.20 × 10- 13
1.20 × 10- 13
0
3.60 × 10- 10
1.90 × 10- 20
2.30 × 10- 13
0
0
3.10 × 10- 14
2.30 × 10- 17
1.00 × 10- 17
2.70 × 10- 17
7.70 × 10- 18
1.50 × 10- 14
4.10 × 10- 18
2.90 × 10-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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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Ingestion
4.00 × 10- 6
1.00 × 10- 6
0
5.80 × 10- 10
0
1.00 × 10- 6
1.00 × 10- 6
1.90 × 10- 19
1.30 × 10- 8
1.10 × 10- 7
1.40 × 10- 9
6.30 × 10- 11
1.50 × 10- 10
1.10 × 10- 6
2.90 × 10- 6
3.80 × 10- 11
2.30 × 10- 7
9.80 × 10- 7
9.80 × 10- 7
1.90 × 10- 8
9.30 × 10- 7
3.10 × 10- 7
3.30 × 10- 7
0
2.40 × 10- 9
9.30 × 10- 11
5.40 × 10- 9
2.80 × 10- 8
6.40 × 10- 10
1.10 × 10- 6
1.50 × 10- 7
7.50 × 10- 7
7.20 × 10- 8
7.10 × 10- 8
6.90 × 10- 8
6.80 × 10- 8
6.70 × 10- 8
4.50 × 10- 10

흡입
Inhalation
1.90 × 10- 3
1.20 × 10- 4
0
2.00 × 10- 9
0
1.30 × 10- 4
1.30 × 10- 4
4.00 × 10- 18
9.70 × 10- 9
1.50 × 10- 8
9.10 × 10- 8
1.30 × 10- 10
4.80 × 10- 9
1.30 × 10- 4
3.60 × 10- 4
3.60 × 10- 9
4.60 × 10- 5
1.20 × 10- 4
0.00012
2.40 × 10- 6
1.10 × 10- 4
2.20 × 10- 6
1.20 × 10- 6
1.77 × 10- 10
2.50 × 10- 9
7.70 × 10- 9
2.40 × 10- 8
3.60 × 10- 8
4.00 × 10- 9
5.80 × 10- 4
8.60 × 10- 5
4.50 × 10- 4
3.80 × 10- 5
3.80 × 10- 5
3.30 × 10- 5
3.60 × 10- 5
4.60 × 10- 5
8.60 × 10- 8

2. 확률론적 처분 안전성 평가 체계 확립
처분 시스템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분 시
스템 내 핵종의 유출 및 이동에 관한 평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확률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에 정량적인 확률론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입력 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속 및 세라믹 폐
기물 처분에 따른 선원항과 근원계 영역 내 핵종 이동 모델, 생태계 모델 등에 대
한 확률론적 상세 모델링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200 m 깊이의 천지층 내
금속 폐기물과 500 m 깊이의 심지층 내 세라믹 폐기물 처분을 위한 A- KRS 처분
시스템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를 다룬다. 이러한 확률론적 평가를 위하여 안전성 평
가에 관여하는 다수의 입력자료 중 주요한 입력 파라미터를 9개로 압축 선정하고
또 재고량과 반감기, 그리고 결정론적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
하기 위한 주요 핵종을 선별하였다.
모든 핵종에 대하여, 모든 변수에 대하여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나 현 단계에서는
방법론의 제시와 부족한 입력 자료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제한된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는 정상 시나리오
만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확률론적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평가를 위한 도구의
효용성을 보이기 위한 목적상 정상 시나리오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
다.
정상 시나리오에 대하여 선별된 주요 입력 변수는, 암반 매트릭스 내 핵종의 확산
깊이, 환원환경 처분장 내에서 4개 주요 핵종에 대한 용해도, 완충재, 뒷채움재, 그
리고 천연암반 및 EDZ에서의 4개 주요 핵종에 대한 분산계수, 암반 균열에서의 수
리전도도, 암반 균열 내 인공방벽에서 MWCF까지의 핵종 이동거리, MWCF 출구에
서의 지하수 유동 넓이, MWCF에서의 지하수 유동 속도 등 이렇게 9개의 변수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들 각 입력 자료에 대한
최종 방사선 피폭선량의 민감도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를 갖는 처분 시스템의 각 요소별, 매질별 입력 자료를 전산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적 모델링도 함께 수행하여 다양한 시
나리오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안전성 도구로서 확률론적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A- KRS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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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속 폐기물 선원항 및 근계 영역 세부 모델링
금속 폐기물을 처분하는 200 m 깊이의 처분 터널 내 매질은 Wall- polymer

concrete, Ca- bentonite block buffer, crushed rock와 bentonite backfill 혼합물 등
다양한 매질의 혼합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매질 내에 PWR 사용후 핵연료

20,000 tU 기준으로 파이로 처리한 금속 폐기물을 터널 1개당 1,235개씩의 MWDPs
(Metal Waste Disposal Packages)를 터널 2개에 모두 처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핵종의 터널 내 이동은, 터널 위쪽 (Crown Path)과 터널 옆과 터널 바닥쪽 (Base

and Side Paths) 그리고 터널 축 방향 (Longitudinal Pathway) 으로의, 확산에 의한
다중 셀 간 핵종 이동으로서 모사하였다. 이러한 셀 간의 모사는 수치 해석에서 유
한 차분 방법과 흡사한 모델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림 3.11.3에 금속 폐기물 선원항
및 근계 영역 세부 모델을 골드심 [3.11.17] 으로 이행한 모듈을 보였다.

그림 3.11.3. 금속 폐기물 선원항 및 근계 영역
세부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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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라믹 폐기물 선원항 및 근계 영역 세부 모델링

500 m 깊이에 건설되는 처분 터널과 터널 바닥내 처분공 (deposition hole) 매질은
Ceramic Blocks, Ca- bentonite block buffer, crushed rock과 bentonite의 혼합물
backfill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터널 매질 내 핵종 이동 모델링을 위하여, 처
분 공을 2차원 다중 셀로 나누어 각 셀 간 확산으로 핵종 이동을 모사하였고, 처분
공 윗 쪽의 터널 부분은 단일 셀로만 모사하였고, 인접 암반 내 굴착에 따른 간섭
지대 (EDZ)에 대해서도 1차원 셀로서 모사하였다. 암반 내로의 핵종 전달 이동은
처분 공 부분과 터널 바닥 부분. 이렇게 두 군데를 통해서 지하수의 유동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처분장 내 지하수의 유동은, 처분장 상부로부터 지하수가 처분 터널로 유입되는 경
우, 하부에서 윗 방향으로 유입되는 경우, 그리고 지하수 유입이 전혀 일어나지 않
는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핵종 유출 모델링을 수행
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속 폐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WR 사용후핵연료 20,000 tU을 기준으로 하여
터널 당 32개의 처분공을 갖고 각 처분공 당 2개의 오버팩(overpack)을 처분하는
것으로 했을 때 필요한 총 16개의 터널에 대하여 확률론적 평가를 위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림 3.11.4에 이와 같은 세라믹 폐기물 처분에 대한 선원항과 근계 영역에 대한 골
드심으로 이행된 세부 모듈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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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세라믹 폐기물 선원항 및 근계 영역 세부 모델링
다. 생태계 세부 모델링
생태계의 경우도 이전의 결정론적 모델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상 시나리오와 인
간 침입에 따른 우물 굴착 시나리오 각각에 대하여 확률론적 생태계 상세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림 3.11.5와 3.11.6에 정상 시나리오와 우물 침입 시나리오 각각에 대
해서 생태계의 확률론적 상세 모델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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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정상 시나리오에서의 생태계의 확률론적 상세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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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우물 굴착 시나리오에서의 생태계의 확률론적 상세 모델링
라. 확률론적 평가를 위한 골드심 프로그래밍으로 이행
지진과 같은 사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근계 및 원계 영역에 대한 확률론적 세부
모델링도 수행하였다. 그림 3.11.7에 이에 대한 상세한 골드심 확률론적 모델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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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지진 등 사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근계 원계 영역 세부 모델링
이 모델을 통하여 지진 시나리오에 따른 원계 영역내 모암의 천연방벽 기능의 상실
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였는데, MWCF로의 핵종의 직접적인 유출, 그리고 MWCF
내 지하수 유동량 증가 모사를 위한 확률론적 상세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3. 불확실성을 고려한 A- KRS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모델링
가. 암반 균열 내 매트릭스 확산 깊이 입력 자료 분포
그림 3.11.8에서 보는 대로 암반 내 내부 균열 (Internal Fracture)에서의 매트릭스
확산 시 확산 깊이, 즉 암반 매트릭스로의 침투 거리가 삼각분포를 갖는 것으로 모
사하였다. 침투 깊이는, 2차원 단면에서 전체 단면적의 90%가 되는 지점까지의 거
리를 기준으로 확산 깊이를 산정하였는데, 일본 및 스위스의 자연유사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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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조하여 삼각분포로 가정하였다.

그림 3.11.8. 암반 내 내부 균열 (Internal Fracture)에서의 매트릭스 확산
깊이 분포
나. 환원 상태의 용해도 입력 자료 분포

Cs, Sn, Tc, Pa 등 주요 4개 원소를 선별하고 이에 대한 환원상태일 때의 용해도
분포는 삼각 분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확률론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때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지하 실증 연구 시설 (KURT) 내의 지화학 조건을 기
준으로 한 실험 자료와 함께 PHREEQC 프로그램을 병행 이용하여 이러한 분포를
결정하였다. 그림 3.11.9에 환원 환경에서 처분장 내 핵종 용해도에 대한 확률론적
분포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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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환원 환경에서 처분장 내 핵종 용해도의 확률론적 분포
다. 환원환경에서 완충재 내 Kd 입력 자료 분포
이 역시 주요 4개 원소, Cs, Sn, Tc, Pa 각각에 대하여 분포를 부여하고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환원 환경에서의 처분장 완충재 내 핵종의 분산 계수의
확률론적 분포도 삼각분포로 가정하였고, KURT 조건하에서의 실험 데이터 및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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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덴, 일본 및 캐나다 문헌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림 3.11.10에 환원조건
의 완충재 내에서의 분산계수에 대한 입력 자료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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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0. 환원조건의 완충재 내 분산계수 입력 자료 분포
라. Kd(rock, reducing) 입력 자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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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매질 내에서의 분산 계수를 0으로 보아 Tc을 배제하고 나머지 주요 3개 원소,

Cs, Sn, Pa 각각에 대하여 분포를 부여하고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환원환경
에서 완충재 내와 마찬가지로 환원 환경에서의 처분장 완충재 내 핵종의 분산 계수
의 확률론적 분포도 삼각분포로 가정하였고, KURT 조건하에서의 실험 데이터 및
스웨덴, 일본 및 캐나다 문헌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림 3.11.11에 환원조
건의 완충재 내에서의 분산계수에 대한 입력 자료 분포를 보였다.

그림 3.11.11. 천연 암반 내 분산계수 입력 자료 분포
마. 암반 내 수리 전도도 입력 자료 분포
천연 암반 내 내부 균열에서의 수리전도도 분포에 따른 확률론적 계산을 수행하였
는데, 수리 전도도는 200 m 및 500 m 암반 내에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포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KURT 측정 자료를 통한 모델링과 병행하여 FEFL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을 수행하여 얻은 값을 통해 Log- normal 분포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 때 평균

- 570 -

은 109.12 m/s를, 그리고 표준편차는 100.48로 하였다. 그림 3.11.12에 암반 내 수리
전도도 입력 자료 분포를 보였다.

그림 3.11.12. 암반 내 수리 전도도 입력 자료 분포
바. 암반 내 핵종 이동 거리 입력 자료 분포
암반 내 내부 균열에서의 핵종 이동 거리 분포에 따른 확률론적 계산을 위하여 200

m 및 500 m 암반에서 각각 핵종 이동 거리에 대한 분포를 삼각 분포로 가정하여
모델링 하였다. 이 때 KURT 측정 자료를 통한 모델링과 함께 FEFLOW로 계산을
수행하여 얻은 값을 통해 핵종 이동 거리를, 200 m에 대해서는 (430, 533, 610 m),
그리고 500 m에 대해서는 (320, 419, 500 m)의 삼각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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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3에 암반 내 핵종 이동 거리 분포를 보였다.

그림 3.11.13. 암반 내 핵종 이동 거리 입력 자료 분포
사. 암반 균열의 균열 폭 입력 자료 분포
암반 내 내부 균열에서의 균열 폭 분포에 따른 확률론적 계산을 위하여 200 m와

500 m 암반에서 각각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KURT 내 측정 자료를 통
한 모델링과 FEFLOW 계산을 병행하여 얻은 값을 통해 두 지층에 대하여 모두 로
그 삼각분포 (Log- triangular)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200 m 깊이에서는 (1 ×

10- 5, 4 × 10- 5, 4 × 10- 4 m)를, 그리고 500 m 깊이에서는 (1 × 10- 5, 1 × 1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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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m)의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3.11.14에 암반 균열에 대한 균열 폭의 입력 자료
분포를 보였다.

그림 3.11.14. 암반 균열에서 균열 폭 입력 자료 분포
아. MWCF 내 specific discharge 입력 자료 분포
암반 내 MWCF에서의 지하수의 Darcy 속도를 의미하는 specific discharge에 따른
확률론적 계산을 위한 분포는 200 m와 500 m 암반 모두에서 동일한 분포를 갖는
다고 가정하였다.

KURT 내 측정 자료를 통한 모델링을 통하여 얻은 값을 통해 삼각분포 (2.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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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m/s)로 가정하였다. 그림 3.11.15에 MWCF 내 Specific Discharge 입력 자료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15. MWCF 내 Specific Discharge 입력 자료 분포
자. MWCF 에서의 유동 폭 (plume width) 입력 자료 분포
암반 내 MWCF 출구에서의 지하수 유동 폭은 200 m 및 500 m 암반에서 동일한
분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KURT 내 측정 자료를 통한 모델링을 통하여 얻은
값을 통해 삼각분포 (1,600, 2,400, 4,000 m)로 추산하였다. 그림 3.11.16에 MW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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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유동 폭에 대한 입력 자료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16. MWCF에서의 Plume width 입력 자료 분포

4. 불확실성을 고려한 A- KRS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전 절에서 고려한 9개의 모든 입력 파라미터의 분포를 동시에 고려하여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때 고려한 시나리오는 전술한 대로 정상 시나리오이다. 그림

3.11.17에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최대 및 최소 피폭 선량을 도시하고, 평균값과 함
께 95% 및 5% Percentile 농도 분포도 함께 보였다. 그림에서 보면 최대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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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는 폐쇄 후 시점은 그리 변화가 크지 않으나 최대 피폭 선량값의 변화는
현저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림 3.11.18에는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하여 모든 피폭 선량에 대한 파과 곡선도
보였다. 9개 입력 자료 분포에 따른 확률론적 계산 수행 결과에 따른 이들 각

realization 결과는 총 200개의 샘플링 수에 따라 몬테칼로 방식으로 라틴 하이퍼큐
브 샘플링을 수행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3.11.17.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최대 및 최소 피폭 선량

- 576 -

。 ose

to Farmer Tot

1.0 • .0 1

’

0.00
OeOO

1 .o
.8.애
e애

’

1 .0 eÐ2

1.0OeÐ]
eÐl

1.G .04
e04

1.0eÐ5
1.0
eÐ 5

’

OeOG

1.0.01
1.0eOl

1.0eÐ8
1.0
eÐ 8

Time
Tlme (y.)
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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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9에는 농축 피폭 집단 피폭 선량에 대한 CCDF도 도시하였는데, 이

CCDF를 통해서 볼 때 9개 입력 자료가 분포 내에서 어떠한 값의 조합을 취하더라
도 농축 피폭 집단의 경우 연간 최대 피폭선량으로서 대략 0.6 mSv/yr 이하를 갖
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 입력자료 분포 내 어느 값을 취하든 최소한 0.02

mSv/yr의 피폭 선량률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마찬가지로 민물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해서도 최대 및 최소 피폭 선량, 피폭 선량
파과 곡선, 그리고 피폭 선량 CCDF를 그림 3.11.20 ～ 3.11.22에 각각 나타내었고,
해양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해서도 그림 3.11.23 ～ 3.11.25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그림 3.11.20. 민물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최대 및 최소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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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4. 해양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확률론적 피폭
선량 파과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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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5. 해양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피폭 선량

CCDF
5. 민감도 분석
표 3.11.24에 보인 대로 확률론적 평가를 위해 고려된 매트릭스 확산 깊이, 용해도,
완충재 내 핵종 분산계수, 암반 내 핵종 분산계수, 암반 내 수력학적 전도도, 암반
내 균열에서의 핵종 이동 거리, 암반 내 균열에서의 균열 폭, MWCF내 지하수 유
동 속도, 그리고 MWCF 내 지하수 유동 넓이 등 9개 각각의 입력 자료에 대해 농
축 피폭 집단의 확률론적 연간 최대 피폭 선량을 통한 민감도를 산출하였다.

- 581 -

표 3.11.24. 각의 입력 자료의 농축 피폭 집단의 확률론적 연간 최대 피폭 선량
민감도

표에서 보면 고려된 입력변수 중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포 값을 갖는 범위 내에서
는 500 m 깊이의 처분장에 관련된 암반 매질에서의 수력학적 전도도가 I.M. 값을

0.347으로 가져 피폭 선량 계산 결과에 대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암반 균열에서의 매트릭스의 확산 깊이는 결과에 영향을 거
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력학적 전도도 외에는 완충재 내 Kd, 암반 내 Kd의 순서로 입력 자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매트릭스 내 확산 깊이나 용해도의 영향은 현저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각 파라미터의 확률론적 분포에 따른 각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도 따로
계산하였다. 그림 3.11.26 ～ 3.11.28에는 Matrix Diffusion Depth 분포에 따른 각 피
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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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6. Matrix Diffusion Depth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그림 3.11.27. Matrix Diffusion Depth분포에 따른 민물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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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28. Matrix Diffusion Depth분포에 따른 해양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그림 3.11.29 ～ 3.11.31에는 용해도 분포에 따른 각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29. 용해도 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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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0. 용해도 분포에 따른 민물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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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1. 용해도 분포에 따른 해양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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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2 ～ 3.11.34에는 완충재 내 Kd 분포에 따른 각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32. 완충재 내 Kd 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그림 3.11.33. 완충재 내 Kd 분포에 따른 민물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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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4. 완충재 내 Kd 분포에 따른 해양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그림 3.11.35 ～ 3.11.37에는 균열 내 핵종 이동 거리 분포에 따른 각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35. 균열 내 핵종 이동 거리 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 587 -

Fi shFresh

T야

1. 0e 꾀]

ι

’1.0e

.,.,..

/

i

1. .，
0eα5
.Q
α5

’1.0e

/

ι

//

1.
0eα 4
1.0eα‘

ra/‘

.Q 6

/

/

Zt

/

r2

t
1. 0eα1

‘

i

,‘
‘

。。

3

1.0e .Q
-0 9

1.0e

’]

1.0e02

1.0e03

1. 0e씨
애씨

1.0e05
1.0eO~

“

1.0e

’1.0eOl
OeOl
Oe01

1.0e08

Tim e !vr)
!Yr)
(yr)

그림 3.11.36. 균열 내 핵종 이동 거리 분포에 따른 민물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그림 3.11.37. 균열 내 핵종 이동 거리 분포에 따른 해양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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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8 ～ 3.11.40에는 균열 폭 분포에 따른 각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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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8. 균열 폭 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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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9. 균열 폭 분포에 따른 민물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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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0. 균열 폭 분포에 따른 해양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그림 3.11.41 ～ 3.11.43에는 MWCF 내 Specific discharge 분포에 따른 각 피폭 집
단에 대한 선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41. MWCF 내 Specific discharge 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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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2. MWCF 내 Specific discharge 분포에 따른
민물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그림 3.11.43. MWCF 내 Specific discharge 분포에
따른 해양 어업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그림 3.11.44 ～ 3.11.46에는 MWCF 내 Plume width 분포에 따른 각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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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4. MWCF 내 Plume width 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그림 3.11.45. MWCF 내 Plume width 분포에 따른 민물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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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6. MWCF 내 Plume width 분포에 따른
해양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그림 3.11.47 ～ 3.11.49에는 암반 내 Kd 분포에 따른 각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
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47. 암반 내 Kd 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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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8. 암반 내 Kd 분포에 따른 민물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그림 3.11.49. 암반 내 Kd 분포에 따른 해양 어업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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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0 ～ 3.11.52에는 암반 매질 내 수력학적 전도도 분포에 따른 각 피폭 집
단에 대한 선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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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0. 암반 매질 내 수력학적 전도도 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에 대한 선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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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처분 안전성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루어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연구 개발은 장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5개년)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과,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신뢰성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계획되었다. 이 계획에 의해

“ 고준위폐기물장기관리기술 개발”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A- KRS는 선진핵주기(Advanced Fuel Cycle, AFC)에 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
물을 수용하기 위한 사전 개념 설계 단계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반감기가 길고
고준위인 폐기물에 대한 유연하고 안정된 공학적 방벽의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

KRS와 A- KRS의 폐쇄 후 안전성을 평가하는 종합 성능 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가 이루어지고, 서로 비교평가 되었다[3.12.1]. 상
기에 언급된 방식과 부지를 근거로 하여 고준위와 중준위 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제
시된 일반적 Safety Case 개발 계획은 2011년에 작성되었다[3.12.2].
이 연구의 목적은 Safety Case의 특정한 주요 요소들에 대한 개발 이행 계획을 제
공하고 2016년까지의 Safety Case 개발 일정을 제안하며, 주요 과업을 정리하여 제
시하였다.

1. Safety Case 구조 및 요소 개발
가. 안전 개념과 Safety Case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에는 안전한 처분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고차원적
으로 통합된 연구 방법과 종합적인 안전 전략이 함께 필요하다. 안전 전략은 부지
선정, 처분장의 설계와 운영 및 모든 프로젝트 단계에서 의사 결정자의 요구와 예
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Safety Case의 개발에 대한 전략으로 이루어진다[3.12.3,

3.12.4, 3.12.5]. 여기에서 언급하는 안전 전략의 구성 요소들은 심지층 처분과
Safety Case의 개발에 연관된 안전성 개념과 관련이 있다. 심지층 처분 시설이 주
로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안전
성 개념과 안전 전략이 모든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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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전략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반적 Safety Case 개발 계획“ 보고서에서 논의
된 대부분의 폐기물 유형에 적합하다.

KRS와 A- KRS 방식에서 제시된 기반암 내부의 심도 500 m에 건설될 처분장은
IAEA의 정의 등에 의해 심지층 처분 시설에 속한다[3.12.6]. A- KRS에서 제시된 심
도 200 m의 처분장은 별개의 심지층 처분 시설로 볼 필요는 없고, 고준위폐기물의
안전 개념과 전략의 요소 대부분을 심도 200 m의 처분 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잠재적인 차이는 아래에 확인되고 가볍게 논의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안에 관한 일반적인 정당성을 제시해주고, 그로 인해 심지
층 처분 시설에도 적용되는 열 가지 기본적인 안전 원칙이 IAEA에 의해 정해졌다

[3.12.7]. 안전 원칙의 공통된 목적은 기본적인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3.12.7]. 그 안전 원칙은 “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위해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다.
심지층 처분 시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 안전” 이란 용어는 방사선의 위험으
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는 시설이나 행위에
대한 안전에 국한된다는 것으로, 방사선과 관련이 없는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심지층 처분 시설에 열 개의 안전 원칙 모두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연
구에서는 다른 것들에 비해 오직 하나의 원칙이 집중되어 부각될 것이다[3.12.7]:
원칙 7: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보호 -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과 환경 모두가 방사선
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방사선적 위
험성을 갖고 있다.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방사선에 의한 위험을 통제하는 조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현재의 행위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 보아
야 한다. 이는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미래의 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에 미래의 세대들이 별다른 보호 장치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처분 시설 주변의 국지적인 집단뿐만 아니라 처분장에서 멀리
떨어진 집단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안전 목표와 원칙 7을 특히 더
고려해볼 때,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의 기초를 구성하는, 가장 폭 넓게 수용되
는 관리 전략은 방사성폐기물을 집중시키고 수용하여 접촉 가능성이 있는 생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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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phere)과 격리시키는 것이다[3.12.6, 3.12.8, 3.12.9]. 폐기물의 이동을 방지하는
것은 폐기물의 형태나 폐기물의 포장 형태 등의 수많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 기반암의 지질학적 환경이 적절한 특성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심도에 처분장
위치가 선택된다면, 생물계와 폐기물을 격리시킬 수 있다. 고체 형태로 매우 높게
농축되어 있고 반감기가 긴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은 폐기물의 이동을 매우 잘 봉쇄
할 수 있고, 생물계와 폐기물을 필요한 만큼 격리시켜 줄 수 있어 고체 방사성폐기
물의 처분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1) 안전 개념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을 위한 KRS와 준저준위 및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A- KRS는 심지층 처분을 위한 KBS- 3 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다. 기본적으로 위의
방식들은 내구성 높은 처분용기에 폐기물을 저장하고, 공학적 완충재로 처분용기
주변을 둘러싸며, 심부 기반암 안에 뒷채움된 터널에 폐기물을 처분한다.

KBS- 3 방식과 A- KRS 방식은 다중 방어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처분 개념이다.
즉, 처분 시스템의 설계 요소에는 다중 방벽과 복수의 안전 기능이 들어 있어 안전
이 단일 방벽이나 단일 안전 기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방식들
은 사용후핵연료를 위한 구리와 주철로 된 처분용기나 파이로 공정의 폐기물을 위
한 세라믹과 금속 폐기물의 집합체 같은 폐기물 패키지에 위험한 물질을 장기간 봉
쇄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폐기물 저장용기는 적절한 기반암의
심부에 있는 공학적 방벽 시스템에 의해 생물권과 격리된다. 폐기물 패키지에서 방
사성핵종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공학적 시스템과 기반암이 핵종이 생물계에 도달하
기 전까지 이동을 지연시켜서 핵종에 의한 방사성의 잠재적 위험도를 감소시킨다.

KRS와 A- KRS에서 고준위폐기물을 위한 공학적 방벽 시스템은 이전 보고서의 6장
에 설명되어 있다[3.12.2]. 주요 방벽으로는 폐기물 패키지와 패키지를 둘러싸는 완
충재 블록, 처분 터널을 채울 뒷채움재가 있다. KRS와 A- KRS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수동적인 안전을 위한 필요 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이다[3.12.4, 3.12.5, 3.12.7].
즉, 처분 시스템의 안전은 수동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달성되며, 처분 시설이 폐쇄된
이후에는 능동적인 수단이나 인간의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안전 개념은 그림 3.12.1에 나와 있는데, 처분 시스템의 상이한 기술적 요소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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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과 주요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그 위험성이 장기간동안 유
지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랜 기간 동안 폐기물을 수용하고 생물계와
격리시키는 것이 된다. 안전한 처분은 장기간동안의 폐기물 봉쇄와 격리에 의해 달
성되며, 이는 그림 3.12.1에서 녹색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다. 파란 부분은 처분용기
에서 방사성 핵종이 누출되는 경우에 안전성을 보증해 주는 부차적인 특징이 된다.

그림 3.12.1. KRS와 A- KRS 방식의 심지층 처분에 대한 안전 개념의 개요도

(안전 개념은 견고한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로 한다. 녹색 부분은 처분 시스템
의 일차적인 안전 특성과 속성을 나타내며, 파란 부분은 처분용기에서 방사성
핵종이 누출되는 경우에 안전성을 보증해 주는 부차적인 특징이 된다.)

KRS와 A- KRS 방식은 견고한 처분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견고한 시스템이
란 요소 또는 방벽의 상호 작용이외에도 각각에 대한 견고성도 고려한다는 것이고,
견고한 시스템 구성 요소는 충분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란 현상에 상관없이
기대되는 안전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구성 요소를 말한다[3.12.5]. 그림 3.12.1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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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진 않았지만, 견고성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입증가능
성과 적용가능성 등 적절한 공학적 실행 사항들이 이용되었는지, 수동적인 수단을
통해 안전성이 달성되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운영자는 부지를 평가하고 처분 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폐쇄를 안전이 수동적
수단에 의해 보증되고 시설 폐쇄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필요성을 최소로 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Requirement 5 of SSR- 5 in [3.12.9]).
안전은 사용후핵연료의 구리- 주철 처분용기나 파이로 폐기물의 overpack과 같은 내
구성 있는 폐기물 패키지에 고준위폐기물을 넣어두어 폐기물에서 나올 수 있는 방
사성핵종을 장기간 동안 봉쇄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폐기물 패키지
안에 장기간동안 봉쇄시키는 것은 다음 사항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 공학적 방벽의 품질이 입증되어 초기 파손의 가능성이 용인될 수 있을 정도로 낮
게 유지됨

- 폐기물 패키지에 대해 적당한 근계 영역 조건이 주어지면 폐기물 패키지의 수명
증가에 유리한 환경이 보장될 수 있음

공학적 방벽의 기술적인 품질은 특성이 잘 분석된 물질로 만든 구성 요소를 이용하
거나, 적절하게 수용될 수 있는 사양과 설계 기준을 개발하거나, 공학적 방벽의 기
술적 품질을 증명함으로써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적합하고 예측 가능한 기반암과
지하수 유동 조건은 적합한 근계 영역 조건을 위한 필요 요건이 된다.
폐기물 패키지를 보호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처분 시스템의 부지 선정
과 설계는 초기 손상이나 사후에 파손되는 폐기물 패키지에서 누출되는 모든 방사
성 핵종이 다중 방벽 처분 시스템으로서 실현되는 다중 방호 개념에 따라 다른 방
벽들에 의해 이동이 억제되고 지연된다. 방사성 핵종의 이동 억제나 지연 효과를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는,

- 처분 시설 주변에서 우세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에서 폐기물 기질
(matrix)이 안정하고 안전과 관련 있는 원소들의 용해도가 낮으면 처분 용기에서
누출이 느리게 일어나고, 주변 지하수에서의 방사성 핵종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을 넘지 않도록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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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충재의 공극에서 지하수가 거의 유동하지 않고, 콜로이드의 여과 작용, 방사성
핵종의 이동 억제 효과가 나타나면 완충재에서의 핵종 이동이 비교적 느린 확산
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됨

- 지하수 유동 속도가 느리고 광물 표면에 방사성 핵종이 흡착되면서 지권
(geosphere)에서의 이동이 지연됨
이런 특성들은 적합하고 예측 가능한 기반암과 지하수 환경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는 결정된다.
이론적으로는, 구리와 철로 만들어진 폐기물 패키지 내에 있는 고준위폐기물의 안
전 개념은 A- KRS 방식의 polymer concrete overpack 안에 수용되는 스테인리스강
저장용기 안의 중준위 금속폐기물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A- KRS 방식
의 모든 유형의 폐기물에 대해 안전 개념을 완전히 적용하기 전에, 안전 개념의 모
든 요소들(그림 3.12.1)은 정밀하게 조사되어야 하고, 중준위 금속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이용될 방식에 대한 적합성도 검증되어야 한다.
공학적 방벽과 천연 방벽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기반암은 폐기물을 생물권과 격리시키고, 공학적 방벽이 유지될 수 있는 적합한
조건과 그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주며, 지표 부근에서 발생하는 사
건이나 과정(process)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한다. 지권은 유해 물질이 처분장으로
유입되거나 처분장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이동을 지연시킨다.

- 처분용기가 손상되지 않는 한, 폐기물과 주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열의 발생과 폐기물 패키지의 벽을 통과해 발산되는 저준위
이온화 방사선 뿐이다.

- 완충재는 암반과 폐기물 용기를 유연하게 격리시키며, 암반에서 일어나는 작은
규모의 변이(displacement)로부터 폐기물 용기를 보호한다. 완충재가 처분용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 폐기물 패키지와 처분 터널의 뒷채움재 사이, 그리고
폐기물 패키지와 암반 사이에서 이송(advection)과 콜로이드로 인해 핵종의 이동
이 촉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하수내의 용질의 이동이 주로 확산
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완충재는 초기 파손이나 폐쇄 후 손상에 의해 처
분 용기에서 누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양과 처분용기나 폐기물 패키지의 부식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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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혹은 기능 저하 속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하게끔 제작된다.
그래서 완충재는 주변의 암반이나 처분 터널 또는 처분 갱도에서 일어나는 지하
수 유동과 핵종 이동 과정과 폐기물 패키지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 뒷채움재나 봉합용 구조물들은 처분을 위해 굴착되었거나 굴착에 의해 손상을 받
은 구역(Excavation Disturbed Zone, EDZ)이 지하수와 지하수내 용질의 중요한
이동 경로가 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처분 용기와 고체폐기물은 그 형태 자체로 방사성 핵종의 누출과 이동에 대한 지연
방벽의 역할을 한다. 몇 가지 원소들의 침전과 흡착 반응, 낮은 용해도는 파손된 폐
기물 패키지에서 나오는 핵종의 누출량을 제한한다.
접근될 가능성이 있는 생물권이 처분 시스템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방벽으로
간주되지는 않아 안전 유지 기능도 없다. 기반암과 처분 시스템의 다른 요소에 기
후나 생물권과 관련된 외부 조건과 과정이 끼치는 영향도 Safety Case에서 고려될
것이다.

(2) 폐기물의 복구 가능성
처분의 최종 목적은 처분 이후에 다시 접촉하거나 복구하는 일 없이 방사성 물질을
궁극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생명이 살고 있는 환경과 격리시키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생긴다면, KRS나 A- KRS 방식에서 처분 심도에 있는 폐
기물 패키지를 복구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을 이용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폐기물 용
기의 복구는 처분 계획에서는 설계의 전제 사항으로 고려되지는 않고 있다. 비슷한

KBS- 3 방식에서는 처분용기의 복구가능성이 처분 과정에서의 상이한 조건과 단계
에 대해서 연구되었고[3.12.10], 처분용기의 복구가능성이 스웨덴에 있는 Äspö rock

laboratory에서 성공적으로 시험되었다[3.12.11].
(3) Safety Case
Safety Case는 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의와 증거를 모아놓은 것으로 규
정된다[3.12.5]. 더욱 상세하게 말하면, Safety Case는 부지 선택과 설계, 시설의 시
공과 운영, 방사선 위험도 평가와 처분 시설과 관련된 모든 안전 관련 작업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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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포함하는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뒷받침해 주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논의와
증거를 모은 것으로 구성된다[3.12.5]. Safety Case는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
고 방사선이 인간의 보건과 환경에 끼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정량화하는 안전성 평
가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된다. 최종 처분을 대한 안전을 입증하는데 있어 Safety

Case의 중요성은 이미 인식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장기 안전성 통제
(Regulating the Long- term safet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라는 주제로 열
린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 워크샾에서 논의되었다[3.12.12].

IAEA는 ’Safety Case와 그를 뒷받침하는 안전성 평가는 필요할 경우 심지층 처분
시설의 개발, 운영, 폐쇄의 각 단계마다 운영자에 의해 준비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고 요구하였다[3.12.7].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Safety Case는 처분 신청자가 관련된 당국이나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처분 시설의 부지 선택과 시공,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신청 내역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제시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Safety Case는 처분 시설의 존속 기
간, 즉 운영 전과 운영 중, 폐쇄 후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지
는 의사 결정의 중요한 입력 자료가 되며, 처분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더욱 포괄
적이고 엄격해진다. 처분 시설에 대한 허용 가능한 안전의 수준을 입증하는 것은
부지와 공학적 방벽과 같은 시설물의 공학적 특성,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과 관련
된 작업의 모든 측면에서 품질을 보증해 주는 관리 계획에 대한 Safety Case에서의
논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Safety

Case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규제 요건
(가) 한국의 원자력 규제
Safety Case 개발 이행 계획을 세우는 현 시점에서, 한국에는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을 위한 규제 요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중준위폐기물에 대해서는 저준위폐기
물의 규제 요건이 적용될 것이다. 규제기관은 현재 폐쇄 후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
제 요건을 개발 중에 있다. 폐쇄 후 안전성 평가에 대한 규제 요건의 초안은 한국
의 규제 주체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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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0년 4월에 발행하였다.
원자력기구(NEA)에 의하면, 원자력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한국의 법률은 네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다[3.12.13](그림 3.12.2). 원자력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적
용될 폐기물의 안전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처분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허가 조항
-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단계적인 안전성 점검 조항
- 해양 투기의 금지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관행에 대한 제한 조항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이동과 포장에 관한 조항
-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기본 정책과 관리 프
로그램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조항

원자력법시행령은 폐기물의 안전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
한 요건을 원자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 허가를 위한 신청과 그것의 수정에 관한
상세한 조항

- 고려되고 있는 물질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조항과 원자력 안전장치 시스템에서
특정 핵물질에 관한 상세한 보안 사항

-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운영 전 점검, 주기적인 점검, 처분과
관계된 검사, 품질 보증 검사 등에 관한 규제기관의 사찰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
한 상세한 조항

-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제거 신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조항
-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이동과 용기 주입에 필요한 상세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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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원자력법의 법률적 단계
한국에서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12.3).
-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부에 의해 규제 권한이 주어짐
- 국가 규모의 의사결정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Nuclear Safety Commission,
NSC)가 맡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기술적 전문 기관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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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 조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에 관한 연구와 개발, 원자력 안전과 보호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 공공사업을 통해 준비되어 허가 절차에 이용되는
문서를 통해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위
에서 언급한대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현재 폐쇄 후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
요건을 개발 중에 있고 그 초안은 2010년 4월 발간되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규제 요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시설에서
방사선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포함되고, 다음에 제시되는 여덟 가지
조항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정의
4. 공공 보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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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보호
6. 안전 목표
7. 안전성 평가
8. 신뢰성의 확립
규제조항의 초안에는, 주요 안전 목표는 인간 보건의 보호와 관련이 있다. 위험도

(risk) 제한조건으로 표현되는 방사선에 대한 보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 집단에 대한 연간 총 방사선적 위험도는 1 × 10-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규제조항의 초안에는, 부차적인 안전 목표로 인간 보건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 방
사선 피폭선량 제한조건 형태로 표현되는 방사선에 대한 보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 평가에서 단일 시나리오의 일반 집단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은 10 mSv를 넘
지 않아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주요 안전 목표가 처분 시설과 관련된 행위의 결과로 인해 미
래에 노출될 수 있는 집단의 개개인에 대한 평균적인 위험도3)를 추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부차적인 안전 목표가 처분 시설과 관련된 행위의 결과로 인해
미래에 노출될 수 있는 집단의 개개인에 대한 평균적인 연간 유효 선량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Safety case의 초기 개발 기간 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제공하는 규제 요건과 지침에 관해 현재 존재하는 정보를 참고하면서, IAEA에 의
해 만들어진 일반적이고 국제적인 필요 요건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의 권고사항에 일치하게 되는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12.5, 3.12.6, 3.12.9, 3.12.15].

3) 이 글에서 처분 시설에 의한 위험도는 치명적인 암이나 심각한 유전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
식된다.

- 608 -

(나) 다른 나라의 개발 이행 요건 및 처분 프로그램
핀란드의 규제 사항은 특정한 방사성 핵종이 환경으로 누출된 후 수백만 년을 넘는
기간 동안 인간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량에 대한 제한 조건으로 주어진다. 핀란드의
규제 사항은 방사선에 의한 위험도 평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핀란드의 법률과 규
제 사항은 기반암에 처분하는 사용후핵연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의 시점
에서 핀란드에서는 파이로 공정에 의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할 계획도
없다. 다른 유형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규제 사항을
마련하는 국가가 프랑스를 포함하여 일부 존재하는데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는
관심이 있는 사실일 것이다.
나. Safety Case의 주요 요소와 작성

Safety Case의 개발은 처분 시설의 개발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Safety Case의 기
술적 세부 사항에 관한 형식과 수준은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 다루고 있는 결정 사
항, 관련자들과 각 국가 고유의 특정한 필요조건 등에 의해 결정된다. 시설 건설 단
계와 시설과 관련된 상대적 수준의 위험도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방식을
이용해 Safety Case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평가와 계산할 사항을 다루기 위
해 주요 관련 집단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그림 3.12.4).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Safety Case는 개념의 개발, 부지 조사와 선정,
설계와 시공의 세 단계에 맞춰 만들어진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afety Case는 현
재 개념 개발 단계에 있으며, 본 보고서가 그 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Safety Case의 주요 요소에 대한 개요는 IGSC(International

Group for the Safety case)의 접근 방식을 기초로 작성되고 IAEA에서 제시된 사
항과의 일관성이 점검되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전체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afety Case의 역할은
작성된 Safety Case가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사항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원자력
연구원 Safety Case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선택된 처분 개념에 대한 장기 안전성
을 입증하고 처분 시설이 인간의 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fety Case는 처분 시스템에서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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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황과 그 성능에 관한 이해 방안을 개발하고 입증하며, 중대한 불확실성
을 식별, 평가한다.

그림 3.12.4. 처분장 건설 단계에서 Safety Case의 개발에 대한 반복적인
단계들 (각각의 결정 지점을 넘어가는 절차에는 추가적인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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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Case의 목적과 내용은 Safety Case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과
현재 단계를 개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Safety Case의 적합성은 처분 시설을 계
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이르는 각각의 단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Safety Case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설명에는 요구되는 지질학적 특성이 어떻게 입
증될 수 있는지, 공학적 방벽 시스템 건설적합성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처분
장이 어떻게 건설되고, 운영되며 폐쇄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ICRP는 안전한 처분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된 고급 수준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안전
전략으로 정의하였다[3.12.3]. ICRP에 의하면, 안전 전략은 처분 시설의 계획과 실
행, 폐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이런 행위에는 부지 선정과 설계, Safety Case 개발, 안전성 평가, 부지와 폐기
물 형태의 특성화와 연구 개발이 포함된다. 안전 전략과 그것이 충족될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 Safety Case 개념 개발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Safety Case 개
발 방안에 대한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반복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림 3.12.4). 그래서 이 단계에서 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평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Safety Case 반복적인 수정을 통해서 이
끌어낼 수 있다.

(1) 평가의 근거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분석 수단이 설명될 것인데, 이들을 총괄
하여 평가의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학적 방벽과 지질 환경, 지질 상태의 안정성, 공학적 방벽과 자연 방벽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갈 것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안전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예상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 처분장 설계 방안에 관한 설명을 뜻하는
시스템 개념

- 처분 시스템의 예상되는 변화와 안전성, 과학적인 해석으로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것을 위한 상세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처분 시스템에 대한 과학적이고 기술적
인 정보와 이해

- 처분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이용되는 분석 방법과 컴퓨터 코드,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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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 근거의 적절성과 신뢰성은 Safety

Case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 증거, 분석, 논의
안전성 평가는 처분 시스템의 안전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증거와 분석, 논의를 포함
한다. 이는 처분 시스템의 성능 평가와 인간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의 잠재
적 영향을 정량화를 수행하게 한다. 안전성 평가는 규제 기관과 안전 요건을 충족
해야 하는 이해 집단에게 안전에 대한 보증을 주기 위해 처분 시스템에 의해 제공
되는 보호의 수준을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에는 계산되거나 분석되어
위험도나 선량으로 표시되는 방사선의 영향과 함께, 처분 시스템의 장기 안전 성능
에 대한 유사물이나 실내 실험으로부터 얻은 증거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국가의 규제 사항에서는 연간 방사선량이나 위험도의 수치로 안전 기준을
제시한다. 시나리오 전개 범위 안에서 수학적 분석이나 더욱 정량적인 변수를 이용
하는 안전 지표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규제 측면에서의 검토를 위해 만들어진

Safety Case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Safety Case의 신뢰성과 견고함을
향상시키는 보조적인 증거와 논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3.12.4].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선택 사항으로서, 심지층 처분의 강점에 대한 일반적인 증
거

- 부지 선정과 설계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에 관한 증거. 모든 처분장의 안전성은
기반암과 지질 환경, 공학적 방벽의 구성 요소들이 갖추고 있는 적합한 특성이나
고유의 특징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데, 이런 특성에는 장기간의 견고함이나 예측
가능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Safety Case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 보조 안전 지표들은 생물계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방사성 핵종이 인간의 보건
이나 환경에 끼치는 방사선의 영향이 낮을 것이라는 논의를 뒷받침해주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권에서 지표 환경으로 이동하는 핵종의 잠재적인
방사능 누출량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의 양과 비교될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의 방사선에 의한 독성은 방사성폐기물의 위해성을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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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광체와 비교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지표를 제공해 주고, 방사성 핵종의 시간에
따른 잠재적인 이동 경로는 대부분의 핵종들이 처분장 안이나 처분장 근처를 벗
어나지 못하고 붕괴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 불확실성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관리하는 전략의 적합성에 관한 논의. 한국원
자력연구원 프로그램의 현재 단계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나 불확실성들이 많
이 있을 수 있고, Safety Case는 향후 벌어질 부지 특성화나 시스템 설계의 최
적화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훌륭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명확한 전망을 보
여주어야 하고, 이런 사항들이 완수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반암이 유
리한 특성이 교란되지 않고는 완벽하게 분석될 수 없는 것처럼 불확실성은 반드
시 남아있게 되지만, Safety Case는 이런 불확실성이 시설의 안전성을 약화시키
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방사선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현재의 개념 개발 단계에서는 예비 평가에 불과하
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afety Case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
질 반복 작업을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의 규모를 폭넓게 추정한 결과를 제공
하고,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과 환경의 특징을 확인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일반적
방법으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다.

(3) 종합 정리
마지막으로, 주요 연구 결과물을 통합해서 Safety Case를 만든다. 연구 결과물에는
남아있는 모든 불확실성에 관한 평가와 처분 시설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정량화하여
입증하는 주요 증거와 분석, 논의가 포함된다. 처분장 관련 프로그램의 현재 단계에
서 이용 가능한 평가 근거의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 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확신이 담긴 표현을 통해 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4) Safety Case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Safety Case를 기록하는 개념은 Posiva사에 의해 소개되었고

[3.12.15], 핀란드 Olkiluoto의 심지층 처분 시설을 위한 Safety Case 개발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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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3.12.16, 3.12.17, 3.12.18].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십 년 이상이 소요
될 수도 있는 Safety Case의 개발 과정에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융
통성 있게 기록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 의해 채택되었다.
실제로, Safety Case의 주요 요소는 수많은 기술적, 과학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우
독자적인 Safety Case 주 보고서에 기록될 것이다. 처분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중
요 단계에서, Safety Case 주 보고서는 추가되는 분석과 종합 보고서를 이용하여

Safety Case와 연결되고, 보완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afety Case 포트폴리오는 그림 3.12.5에 나와 있다. 포트폴리
오는 11개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일반적인 과업 계획의
형태로 개발 이행 계획이 이후에 설명될 것이다.

그림 3.12.5. 한국원자력연구원 Safety Case 포트폴리오의 주요 보고서들

(색깔은 그림 3.12.1의 Safety Case 요소 중 같은 색을 가진 것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녹색은 평가 근거, 파란색은 안전성 평가의 증거, 분석, 논의 요소와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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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URT 기반 Safety Case 개발 방안 수립
가. 한국원자력연구원 Safety Case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발 이행 계획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Safety Case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발 이행 계획에는 과업
의 정의와 함께 그림 3.12.5에 정리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각각의 보고
서는 포함될 내용과 활용될 방법론 및 과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면서 이어지는 글
에 설명된다.

Safety Case는 A- KRS와 KURT 부지에 대한 현재의 이해 정도를 기초로 작성해야
하고, 아래에 있는 제안된 목차(Table of Contents)에 실려 있는 주제의 일부는 아
직도 분명하지 않거나 개발 중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향후에 필요한 사
항을 확인하는 것은 A- KRS에 대한 Safety Case 개발의 첫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결과 중 하나이다.

Safety Case 개발은 과정은 연구와 개발, 설계에서의 진척 상황을 반영하는 일반적
인 근거에 따라 처분 시스템과 처분장, 지표 시스템 개발에 대한 각각의 단계가 진
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다.

(1) 설계 기준
설계 기준 보고서(Design Basis Report)는 장기 안전성의 관점에서 처분 시스템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설정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설명한다. 또한 필요 요건의 기
준과 타당성도 논의한다. 본질적으로 설계 기준 보고서는 시나리오 구성과 안전성
분석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처분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대한 성능 요건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설계 기준은 공학적 방벽과 천연 방벽이 처분장에
서 버텨낼 수 있어야 하는 부하, Safety Case와 관련 있는 물질의 규제와 수용 기
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의된다. 설계 기준 요건은 본질적으로는 각 국가
의 규제 사항에 의해 결정되지만,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 조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공학적 방벽에 대한 요구조건은 대체로 장기 안전성을 안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 정의된다. 단열이 있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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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기반암은 기본적으로 불균질해서 폐기물 패키지 규모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규모에 대한 기반암의 적합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반암에 대한 요구
조건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된다. 핀란드에서는 처분장의 기반암에 대한 적
합성 기준을 정의하는 사항이 논의되어 왔다[3.12.19, 3.12.20].
처분장 시스템의 초기 상태에서 설계 기준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구성요소
고유의 기술 보고서에서 논의될 수 있고, 처분장과 부지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안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시나리오 작성과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설계 기준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규제 사항과 다른 이해당사자의 요구조건을 검토
- 처분장 시스템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부하의 확인
- 부지의 특성, 처분 개념, 예비 처분장 설계 방안, 시간의 흐름에 의한 처분 시스
템의 변화를 고려하여 처분장 구성요소 각각에 대한 설계 기준을 작성
설계 기준은 폐기물 패키지, 완충재, 뒷채움재, 폐쇄, 기반암, 지하의 비어있는 구역
과 같은 처분장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한 요구조건과 설계 사양에 대해 설명해야 한
다. 또한 법률과 규제 기관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에서 생겨난 요
구조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보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최상위의 안
전 기능과 요구조건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를 위한 정확한 설계 사양까지의 경로는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그림 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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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6. 요구조건 시스템의 단계
아래에 나온 목차(Table of Content, TOC)에는 설계 기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제안되었다.

보고서 이름: 설계 기준
목차

1.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Safety Case 체계 안에서의 내용

2. 법률과 규제 요건
- 한국의 법률과 규제 주체로부터 나오는 요구조건의 내역
- 관련된 국제적 권고 사항의 고려(NEA, IAEA)
- 타국(핀란드나 스웨덴, 프랑스 등) 규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사항들이 A- KRS
의 Safety Case를 지원하는데 적합한가를 평가(예: YYL Guide D.5에 나와있는
핀란드의 규제사항)

3. 처분 시스템과 그 안전 기능
- 처분장과 지표 시스템을 포함하는 처분 시스템이 여기에 서술되지만, 지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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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대한 안전 기능은 없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상이한 심도에 다양한 유형의 폐기물이 들어가는 통합된
처분장을 위한 Safety Case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우선, 상이한 요구조건을 폐기물 유형과 처분 방식에 따라 나누어 수집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기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처분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보편적
인 요구조건과 특정 폐기물 유형에만 영향을 주는 제한적인 요구조건으로 나눔

4.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한 설계 기준
공학적 방벽과 천연 방벽이 처분장에서 버텨야 하는 부하, Safety Case와 관련
있는 물질의 규제와 수용 기준을 설명되어야 하고, 설계 기준은 처분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변화해 가는 동안에 예상되는 부하를 다루어야 하며, 또한 하부 시
스템의 요구조건, 설계 요구조건, 설계 사양과 같은 관련된 수준의 요구조건으로
서 처분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제시되어야 함

5. 향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
현재의 보고서가 설계와 연구 개발활동, 향후 이루어질 Safety Case에 대한 반
복 작업에 끼칠 영향을 설명

6. 요약
(2) 처분 부지 개요
처분 부지 개요 보고서(Description of the Disposal Site Report)는 처분 부지의 지
권(geosphere)과 지표 환경의 초기 자연 상태에 관한 과학적인 해석 결과를 제공한
다. 처분 부지의 설명에는 개발 중인 부지를 설명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도시한 그
림 3.12.7에 표시한 대로, 부지의 특성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하위 모델이 포함된다.
처분 부지 개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부지 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최신의 관련 자료의 수집
- 관련된 하위 모델의 갱신
- 부지의 지권과 생물권의 초기 상태 서술
- 지하수의 유동과 상이한 유형의 지하수 혼합과 같이 미래에 부지의 상태에 영향
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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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시설의 건설이 부지 특성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
- 미래의 처분 부지에 대한 KURT 부지 특성의 적절성과 향후에 이루어질 부지 조
사와 모델링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논의
처분 부지 개요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 연구의 유형과 부지 자료는 아래의
목차에 제안되었다.

그림 3.12.7. SKB와 Posiva에 의해 제시된 통합된 부지 개요의 개발
사례[12- 21].

보고서 이름: 처분 부지 개요
목차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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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Case에서 부지 서술의 역할
- 목적과 범위
- 방법론 기술
2. 적용된 조사 자료
2.1. 지표 환경 자료
2.2. 지질 자료
2.3. 지구물리 자료
2.4. 암반 역학 자료
2.5. 열적 특성 자료
2.6. 수리지질 자료
2.7. 수리지구화학 및 미생물 자료
2.8. 해종 이동 특성 자료
2.9. 지하 공간에서의 건설 작업에 의한 영향에 관한 자료
3. 지표 환경
3.1. 부지와 주변 지역의 기후와 기상
- 광역 규모의 기후
- 기온과 강수량, 서리와 같은 기상학적 통계치의 서술
3.2. 생태계와 토지 이용
- 부근 지역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전체적인 토지 이용 유형 서술
- 부지의 현재 생태계를 서술
3.3. 상부퇴적층
- 부지의 육상 상부퇴적층 서술
3.4. 불확실성의 평가
3.5. 다른 하위 모델과의 상호 작용
4. 기반암의 지질
4.1. 광역적인 지질 환경과 기반암의 변화에 대한 서술
4.2. 부지 고유의 지질학적 변화
- 부지의 지질학적 특성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지질학적 과정, 관입, 퇴적, 변
형, 변질 등의 지질학적 과정과 관련된 부지의 변화,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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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열 내의 광물을 포함한 암반의 유형에 관한 정보를 서술

4.3. 지질 모델
- 모델링 방법
- KURT 부지의 기하학적 구조와 특성을 포함한 상세한 지질 특성을 서술
- 암석학, 단열망, 변질 형태 등에 대한 서술
4.4. 불확실성 평가
4.5. 다른 하위 모델과의 상호작용
5. 암석 역학과 열적 특성
5.1. 암석 역학과 열적 모델링의 개괄
5.2. 현장 암석의 응력을 서술
5.3. 손상 받지 않은 암석의 특성
5.4. 단열 시스템과 변형대의 기하학적, 기계적 특성
5.5. 암석의 열적 특성
5.6. 기반암의 안정성
5.7. KURT 내부의 지하 공간의 안정성
5.8. 불확실성의 평가
5.9. 다른 하위 모델과의 상호 작용
6. 수리지질학
6.1. 부지의 수리지질에 대한 개괄
- 모델링을 위한 배경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부지의 주요 수리지질학적 특성과
시간에 따른 수리지질학적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특성에 관한 서술

6.2. 부지에서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
- 등가 연속 공극 매질(Equivalent Continuous Porous Medium, ECPM) 모형
또는 분리 단열망 모형과 같은 모델링 개념들

- 수학적 모델
6.3. 수리지질학적 구조 모델
- 주요한 수리지질학적 특성과 영역의 기하학적 자료와 특성을 서술
6.4. 지하수 유동 및 지하수와 관련된 과정들
- 지하수 유동 형태, 심도에 따른, 또한 관련된 수리적 영역 사이에서의 수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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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와 지하수 유량

- 염도나 다른 지구화학적 추적자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묘사하는 모든 가
능성 있는 모델링 결과

- 상이한 모델이 적용된 경우에 각 모델간의 일관성
6.5. 불확실성의 평가
6.6. 다른 하위 모델과의 상호 작용
7. 수리지구화학
7.1. 부지의 수리지구화학 개괄
- 부지의 주요한 수리지구화학 특성과 자료 수집과 선택된 모델링 방법의 배경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수리지구화학적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특성
과 과정을 서술

7.2. 공사가 시작되기 전 상태인 부지의 기준 조건
- 고수리지질학, 지하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과정들
- 단열 기원 또는 암반 기질의 공극 기원 등 물의 유형에 따른 지구화학적 서술
- 물과 암석의 상호 작용
- 동위 원소 분석이나 미생물 관찰과 같은 다른 분야의 분석
7.3. 불확실성의 평가
7.4. 다른 하위 모델과의 상호 작용
8. 핵종 이동 특성
8.1. 지권에서의 핵종 이동
- 핵종 이동 개념과 필요한 변수의 제시
- 개념에 따른 핵종 이동 특성
8.2. 부지의 생물권에서의 핵종 이동과 누적 특성
8.3. 불확실성의 평가
8.4. 다른 하위 모델과의 상호 작용
9. 부지 특성의 예측가능성과 건설 작업에 의한 영향
이 장의 목적은 굴착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와 영향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제시
하고, 모델링 결과와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의 예측 능력과 부지 특성
에 건설 활동이 기치는 영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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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지표 환경
9.2. 지질
- 현재 수집된 자료와 관측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부지에 대한 지질학적 지식을
정리하고 공간적 예측가능성을 추정

9.3. 암석 역학
- 부지의 암석 역학적 특성의 예측가능성
- 부지의 암석 역학에 근거한 건설 활동의 영향
9.4. 수리지질학
-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조건에 대한 공간적 예측가능성
- 수리지질학적 조건에 대한 안정성
- 건설 활동에 의한 수리지질학적 영향
9.5. 수리지구화학
- 부지의 수리지구화학적 조건에 대한 공간적 예측가능성
- 수리지구화학적 조건의 안정성
- 건설 활동에 의한 수리지구화학적 영향
9.6. 굴착교란대(Excavation Disturbed Zone)
9.7. 불확실성의 평가
10. 향후 연구 및 개발 필요성 파악
설계와 연구 개발활동, 향후 이루어질 Safety Case에 대한 반복 작업에 끼칠 영
향을 설명

11. 품질보증
- 부지 기술에서 적용된 품질 보증 방법을 요약
12. 부지 모델의 통합
- 부지 묘사 모델의 요약
- 부지에 관한 지식의 신뢰성을 서술
- 장기 안전성에 유리한 부지 특성
- 향후 연구 및 개발 필요성을 요약
(3) 폐기물 유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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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형 개요 보고서(Description of the Waste Types report)는 A- KRS 처분
장에 들어갈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Safety Case의 출발점이 되는 폐기물의 각 유형별 초기 상태를 알려준
다.
보고서 내용에는 제안된 A- KRS 처분장에서의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공정 폐기물
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배경 정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처분
장에서의 폐기물 형태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동안에 방사성 핵종이나 화학물질,
가스의 누출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상이한 폐기물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사성
핵종의 총 재고량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계 기준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한
취급, 안전 보호 수단, 충분히 장기간동안 폐기물이 격리되고 봉인되는 것을 의미하
는 장기 안전성을 위한 폐기물 유형에 따른 현재의 요구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폐기물 유형 개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중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폐기물 형태 특성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폐기물 재고량의 결정, 화학적
형태, 근계와 원계 영역에서의 누출과 이동에 의한 핵종 변화를 특성화하는 방법
의 개발

- 폐기물 기질(matrix)의 내구성, 누출량과 누출 기작, 폐기물과 공학적 방벽 시스
템, 기반암 사이의 상호 작용과 같은 장기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평가와
폐기물이 유형에 따라 조절되고 처분되기 위해 어떻게 처리되고 검사되고 선택
되는가를 설명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중요한 폐기물의 특성과 변수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수집

- 포장된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장기 안전성 평가를 위해 중요한
변수의 예상 수치와 같이 폐기물의 유형에 따른 초기 상태를 설명

여러 가지 유형의 폐기물의 초기 상태는 장기 안전성 평가의 출발점이고 방사성 핵
종의 재고량, 연료 조립체 안에서의 핵종의 위치, 붕괴에 의한 영향, 포장 내의 가
스나 액체의 존재 여부, 폐기물 표면의 방사선 수준, 설치시의 임계 상태와 같은 입
력 자료로 이용될 관련 변수들을 설명해야 한다. 보고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더 많
은 사항은 아래의 목차에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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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름: 폐기물 유형 개요
목차

1. 서론
- 보고서의 목적과 Safety Case 및 규제 체계에서의 내용
2. 한국의 원자력 발전 산업과 현재와 과거의 운영 상태
원자로 유형, 사용후핵연료의 유형에 따른 주요 특성들,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때까지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재고량, 파이로 공정 폐
기물의 연료 주기, 세라믹과 금속 폐기물의 예상되는 재고량을 설명

3.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공정 폐기물에 대한 요구 조건
취급, 포장, 운영시 안전과 방사선에 대한 보호, 핵물질의 통제와 같은 운영 안전
요구 조건과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봉쇄 및 격리와 같은 장기
안전 요구 조건

4. 발생한 폐기물의 유형과 그 특성
4.1. 사용후핵연료
- 사용후핵연료의 유형과 발생원, 농축율, 연소율, 방사선 조사와 발전 이력, 사
용후핵연료 조립체의 수명, 핵연료 펠릿, 뚜껑, 연료 조립체에서의 금속 부분, 연
료봉에 있는 불순물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그 크기와 소재에 관한 정보, 붕괴에
의한 힘, 포장 내의 액체와 가스 존재 가능성, 연료 부근에서의 방사선 조사량

- 위해도 크기도 나타내고, 시간에 따른 변화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유용함
4.2. 파이로 공정 폐기물(세라믹 폐기물과 금속 폐기물)
-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유형과 발생원, 예상되는 재고량, 처분 시점에서의 특성
- 위해도 크기도 나타내고, 시간에 따른 변화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유용함
5. 폐기물의 취급, 운반, 조절, 처분
- 상이한 유형의 폐기물에 대한 취급, 운반, 조절, 처분과 관련된 주요 활동
- 열적 또는 연소율에 따른 혼합법과 같은 처분용기에 포장될 사용후핵연료 선
택 전략 설명

- 폐기물의 유형 변화의 영향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 적용되는 품질 보증 및 품
질 관리 방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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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장기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나 사건
6. 초기 상태
장기 안전성 평가에서 초기 상태의 역할과 그 상태를 서술

6.1. 사용후핵연료의 초기 상태
- 방사성 핵종의 재고량, 모든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대표하는 참조 핵연료 설
정

- 핵분열에 의한 가스 누출과 갭 재고량
- 붕괴에 의한 힘
- 포장 내의 가스와 액체
- 처분용기 표면의 조사량
- 임계 상태
6.2. 파이로 폐기물의 초기 상태
- 방사성 핵종 재고량과 참조 금속 및 세라믹 폐기물의 설정
- 붕에 의한 힘
- 포장 내의 가스와 액체
- 세라믹, 금속 폐기물 표면의 방사선 수준
7. 불확실성 평가와 초기 상태와의 차이
- 방사성 핵종의 재고량과 같은 자료의 불확실성이 운영 안전과 장기 안전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논의

- 장기 안전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핵연료나 폐기물의 특성화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 등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

8. 향후 연구 및 개발 필요성 파악
설계와 연구 개발활동, 향후 이루어질 Safety Case에 대한 반복 작업에 끼칠 영
향을 설명

9. 요약
(4) 공학적 방벽 시스템 개요
공학적 방벽 시스템 보고서(Engineered Barrier System report)는 공학적 방벽 시스
템과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지식 기반을 정리한다. 모든 공학적 방벽을 지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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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설계의 진척에 관한 면에서 기술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보고서가 필요할
것이다. 처분장 설계에 포함된 구성 요소 개개에 대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상세
설명은 지원 보고서에 실리게 된다. 공학적 방벽의 기술 내용에는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공정의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패키지인 처분 용기와 저장 용기 및

overpack, 완충재와 뒷채움재 같은 방벽 구성 요소, 이동 터널 등의 굴착 공간에 대
한 뒷채움 개념, 최종 폐쇄에 대한 방법 등이 포함된다. 공학적 방벽의 기술 내용에
는 장기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만이 포함된 모든 Safety Case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게 할 만큼 충분히 상세한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설계 자료가 포함되
어야 할 필요는 없다.
폐기물 유형의 기술에 관해서는, 계획된 A- KRS 처분장 내에서 공학적 방벽의 거
동을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처분
장 내의 공학적 방벽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동안에 핵종이나 화학 물질, 가스
의 누출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공학적 방벽의 화학적 특성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 보고서의 주 목적은 폐기물 패키지를 설치하는 시점에서의 공학적 방벽의 초기
상태를 제공하고 모든 구성 요소의 초기 상태에 대한 가능한 범위, 관련된 불확실
성, 그 편차를 정의하는 것이다. 방벽의 초기 상태는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대한 통
제를 상실한 상태로 정의될 수도 있다. 폐기물 패키지의 초기 상태는 완충재와 뒷
채움재가 설치된 시점에서의 상태가 된다. 목표는 처분장 내의 위치와 처분 시점과
는 상관없이 방벽에 지정된 요구 조건에 의해 제한 조건이 유지되면서 특정 방벽에
대한 초기 조건이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벽에 대한 초기 상태는 처분
장 내의 암석 상태가 공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모든 처분용기에 대해 동일할 수
는 없다. 공학적 방벽 시스템에 대한 초기 조건의 묘사는 각각의 방벽에 대한 더욱
상세한 기술 보고서를 근거로 할 것이다.
부지와 폐기물 유형, 처분장 설계 보고서와 함께, 이 보고서는 처분 시스템의 변화
양상 묘사와 장기 안전성 평가에 대한 출발점을 제시한다.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개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중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공학적 방벽 시스템에 대해 Safety Case에서 이용된 관련 정보의 파악(즉, EBS
의 내구성과 핵종 이동 억제 특성, 폐기물과 EBS 사이의, 또는 기반암과 EBS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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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또는 EBS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작용의 가능성)

- 근계와 원계에서 핵종의 누출과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특
성화 상황을 평가

- A- KRS 처분장에서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설계와 생산(제조와 저장 등), 처리(처
분장 안에서의 폐기물의 조절과 설치 등)에 관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수집

- 다른 Safety Case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분히 상세한 수준으로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정보를 요약

- Safety Case에서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초기 상태를 기술
- 향후 연구 개발 필요성을 파악

보고서 이름: 공학적 방벽 시스템 개요
목차

1.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Safety Case 및 규제 체계에서의 내용,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현재 설계의 일반적인 서술, 연구와 설계 프로그램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하
고, 배경 정보 보고서를 참조

2.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학적 방벽 시스템
- 상세 설계,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구성 물질, 상세한 지하 공간 설계에 대한
요약

2.1. 사용후핵연료를 위한 처분용기
구리로 된 외부 용기와 철로 된 내부 용기 등의 처분용기 구성요소를 기술한다.
각각의 구성 요소는 처분용기의 주요 안전 기능을 제공하는 기계적, 내식성 특
징으로 묘사됨. NOx나 암모니아, 아세테이트, 일반적인 부식제 등 처분장 내부
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민감도가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 용기 용
접 과정과 그 품질보증이 초기 누출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한다. 처분용기 내, 외부 모두에 기계적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의한 부식 및
갈라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설명되어야 한다.

2.2 완충재
완충재의 안전 기능과 관련된 기하학적 정보와 물질의 특성 등의 완충재에 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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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기술된다. 예를 들면, 화학적, 열적, 수리적, 기계적 특성이 포함된다. 처
분장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파악되어야 한다. 열적 안
정성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용기에 의한 온도 변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상이한 완충재 물질과 설계가 고려되고 있다면, 중요한 변경점이 논의되어야 하
고, 핵심적인 차이가 제시되어야 한다.

2.3 뒷채움재
뒤채움재의 안전 기능과 관련된 기하학적 정보와 물질 특성이 서술된다. 예를
들면, 화학적, 열적, 수리적, 기계적 특성이 포함된다. 처분장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파악되어야 한다. 상이한 뒷채움재 물질과 설계가
고려되고 있다면, 중요한 변경점이 논의되어야 하고, 핵심적인 차이가 제시되어
야 한다.

3.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공학적 방벽 시스템
파이로 공정 폐기물을 위한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설계와 구성 물질이 제시된
다. 세라믹 페기물과 금속 폐기물은 금속으로 된 저장 용기에 처분될 것이지만
조립 방식과 처리 조건은 다르다.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폐기물 overpack은 완
충재와 뒷채움재로 둘러싸인다. 저장용기, overpack, 완충재와 뒷채움재의 화학
적, 기계적, 유동학적 특성이 논의된다. 파이로 공정 페기물의 공학적 방벽 시스
템에 대해 제시되는 정보는 FEPs 보고서나 시나리오 구성 보고서와 같이

Safety Case의 향후 보고서에 실리는 내구성과 약화되는 기작에 관한 정보를 충
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서술의 상세 수준은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위
해성 수준과 비슷해야 한다.

4. 폐쇄에 필요한 구성 요소
뚜껑과 봉합제 등 모든 지하 공간을 뒷채움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시설의 폐쇄
는 처분장의 운영을 완료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5. 향후 연구 및 개발 필요성을 파악
설계와 연구 개발활동, 향후 이루어질 Safety Case에 대한 반복 작업에 끼칠 영
향을 설명

6. 요약
(5) 처분장 설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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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설계 개요 보고서(Description of the Repository Design Report)는 계획된
처분 시설과 포장 시설 등에 대한 운영, 처분장 배치의 적용과 지하 공간의 건설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다.
처분장 설계 과정은 Safety Case의 요구와 실제 운영에 대해 계획된 일정과 관련된
개발 요구를 반영하면서 단계적으로 되풀이되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세부 정보의
수준은 운영 단계 쪽에서 향상될 것이다.

A- KRS에 제시된 고준위와 중준위폐기물을 위한 두 개의 처분장은 설계, 배치, 굴
착, 건설에 관한 상세 정보가 묘사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 기간 동안에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A- KRS와 관련된 지하 처분 공간과 지상
시설은 필요한 살세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표에 설치될 주요 시설 중 하나
는 다양한 폐기물 유형에 대한 포장 시설이다. 처분 시설의 배치에 관한 계획도 제
시되어야 한다.
처분장 설계 개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중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장기 안전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수집
- 적용 가능한 설계 요건과 관련하여 지상과 지하 시설을 모두에 대한 계획된 처분
시설의 상세한 묘사

- 배치의 적용과 변화와 건설 전과 건설 기간 동안에 이용될 설계 방법론에 대한
전략을 정의

- KURT 부지의 현재 모델을 기초로 하여 처분장 배치를 제안
- 건설, 암반의 지지, 그라우팅 방법에 대한 설명
- 향후 필요한 자료와 개발 사항 파악

보고서 이름: 처분장 설계 개요
목차

1.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Safety Case 및 규제 체계에서의 내용

2. 처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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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시설과 중저준위 처분장 사이의 연결성을 설명
2.1. A- KRS의 기술
2.1.1.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 배치: 배치의 적용에 영향을 끼치는 기반암의 특성
- 지하 공간: 기반암의 특성과 굴착 단계
2.1.2.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 배치: 배치의 적용에 영향을 끼치는 기반암의 특성
- 지하 공간: 기반암의 특성과 굴착 단계
2.2. 지표 시설의 설명
- 지상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설계와 건설, 운영 계획
3. 처분공과처분 터널의 규모
- 상이한 유형의 폐기물에 대해 설계된 공학적 방벽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지
하 공간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제공

4. 심도 200 m에 위치하는 중간 저장소의 역할
- 동일한 처분장에 두 종류의 다른 지하 시설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

5. 운영과 일정
- 허가 신청 절차를 고려한 설계와 건설, 운영, 유지, 해체, 폐쇄에 대한 예비 일
정을 제공

6. 향후 연구 및 개발 필요성을 파악
설계와 연구 개발활동, 향후 이루어질 Safety Case에 대한 반복 작업에 끼칠 영
향을 설명

7. 요약
(6) 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FEPs 보고서(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report)는 처분 시스템의 시간에 따
른 변화, 방사성 핵종의 이동과 이동 억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에 대
한 잠재적 중요성이 고려되는 FEPs를 파악하고 설명한다. 공학적 방벽 시스템과
관련된 특성은 이미 EBS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도 정리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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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핵심적인 목적은 선택된 시나리오가 포괄적이고 모든 중요 FEPs가 고려
되어 있는 시나리오 구성 보고서에서 설명된 사항을 분석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시나리오의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FEPs 보고서는 FEPs 데이터베이스를 통
해 작성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처분 시설을 위한 Safety Case 개발 초기 단계에
이미 작성되어야 한다.

FEP의 심사를 통해 중요 FEPs를 파악하게 된다. 이용된 심사 방법과 그 기준은
FEPs 보고서에 설명된다. Safety Case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제외된 FEPs 목
록도 제시되어야 하며, 제외된 타당한 이유도 함께 실려야 한다.
중요 FEPs가 처분 시스템의 관련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해 묘사된다. 또한 기후 변
화나 부주의에 의한 인간 침입과 같이 처분 시스템의 변화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
는 모든 외부 FEPs도 설명된다. 설명을 쉽게 하고 반복을 피하기 위해, FEPs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하나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FEPs이고, 다른 하나는
핵종 이동과 관련된 FEPs이다. FEP 각각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와 운영이 설명되
고, 이해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각각의 FEP와 연관된 주요 불확실성도 기록된다.
부지 고유의 문제가 관련성이 있을 때마다 고려될 것이다. 주요 FEPs의 많은 부분
이 서로 연관되었거나 연결되어 있어, FEPs에 대한 설명에는 FEPs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성을 파악한 내용도 들어간다. 아래의 목차에서, Safety Case에서 이 보
고서를 위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입력 자료는 간략한 설명을 통해 각각의 부분을
위해 주어진다.

FEPs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중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NEA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FEP 목록을 이용해 작성하는 일반적
인 FEPs 목록의 편집

- 장기 안전성에 대한 잠재적 중요성을 갖춘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FEPs의 심사
- 처분 시스템의 성능 평가와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필요한 매우 높은 수준의 상세
내용으로 잠재적으로 중요한 FEPs를 설명

- FEP 데이터베이스를 편집

보고서 이름: 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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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Safety Case 및 규제 체계에서의 내용

2. Safety Case에서 FEPs의 처리
- 장기 안전성과 관련된 초기 안전성 평가에서의 경험이나 KBS- 3 방식 고유의,
또는 해외의 FEPs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포괄적인 FEP 목록 또는 데이터베
이스의 개발을 포함한 FEPs의 파악

- FEP의 선정 방법론과 적용된 선정 기준에 대한 근거. 선정 기준은 본질적으
로는 제외된 FEPs는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에 사소한 영향만을 끼치고, 발생 확
률이 매우 낮거나 선택된 처분 방식이나 부지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거의 확
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FEPs와 핵종이나 다른
물질의 이동과 관련된 FEPs로 나누는 FEP 분류 시스템

3. FEP의 설명
- 선정 과정에서 파악된 중요 FEPs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면서, 주어진 형
식을 기반으로 하여 일관성 있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된다.
◦ 범주 - 관련된 하부 시스템 구성 요소와 FEP 분류를 보여줌
◦ 일반적인 설명 - FEP에 대한 간결한 설명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에

대한 현재의 이해도
◦ 폐기물 고유의 문제 - 폐기물 유형 고유의 과정과 그것들의 결합
◦ 부지 고유의 문제 - 고려될 필요가 있는 모든 부지 고유의 문제와의 관련성
◦ 불확실성 - 주요 개념적 불확실성의 개요와 근본적인 기초 자료에서의 불확

실성과 변이성
◦ 관심이 되는 시간 범위 - 운영 후, 재평형, 온화한 기후나 빙하기가 오는 시

기의 타당성
◦ 시나리오의 타당성 - 안전성 평가에서 분석되는 시나리오와 관련된 FEP의

타당성
◦ 중요성 - 처분용기 안에 장기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관한, 또는 가상의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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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 후에 핵종의 이동과 이동 억제에 관한
◦ 성능 평가의 처리 - 핵종 이동과 성능 평가 모델에서 FEP을 다루는 방법
◦ NEA 와의 연결성 - NEA의 국제적인 FEP 데이터베이스의 내용과의 유사성

[3.12.22, 3.12.23]
3.1. 사용후핵연료
-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FEPs
- 핵종 이동과 관련된 FEPs(시간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이 있거나 핵종 이동에
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

3.2. 파이로 공정 폐기물
-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FEPs
- 핵종 이동과 관련된 FEPs(시간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이 있거나 핵종 이동에
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

3.3. 처분용기
-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FEPs
- 핵종 이동과 관련된 FEPs(시간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이 있거나 핵종 이동에
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

3.4.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저장용기와 overpack료
-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FEPs
- 핵종 이동과 관련된 FEPs(시간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이 있거나 핵종 이동에
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

3.5. 완충재
-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FEPs
- 핵종 이동과 관련된 FEPs(시간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이 있거나 핵종 이동에
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

3.6. 뒷채움재
-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FEPs
- 핵종 이동과 관련된 FEPs(시간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이 있거나 핵종 이동에
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

3.7. 폐쇄에 이용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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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FEPs
- 핵종 이동과 관련된 FEPs(시간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이 있거나 핵종 이동에
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

3.8. 지권
-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FEPs
- 핵종 이동과 관련된 FEPs(시간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이 있거나 핵종 이동에
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

3.9. 생물권
- 시간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FEPs
- 핵종 이동과 관련된 FEPs(시간에 따른 변화와도 관련이 있거나 핵종 이동에
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

3.10. 외부 조건
4. 결론
- 처분 시설의 개발 단계에 관하여, 부지와 시설과 관련된 FEPs의 안전성에 끼
치는 영향의 이해에 대한 현재 수준을 논의

- Safety case의 반복 작성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FEPs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파악

(7)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 구성 보고서(Formulation of Scenarios Report)는 처분 시스템의 변화 양
상과 기후 변화와 같은 관련된 외부 요인을 설명하고 안전성 평가에서 분석될 시나
리오를 확인해준다. 핀란드의 규제 요건에 의하면(STUK Guide YVL D.5), 시나리
오는 예상되는 변화 시나리오와 장기 안전성을 손상시키는 예기치 않은 사건도 다
루어야 한다. 시나리오는 장기 안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FEPs를 다루기 위해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서 도출된다.

- 방사선학적, 기계적, 열적, 수리지질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현상 또는 방사선이
유도되는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처분 시스템 내부에서의 상호 작용

- 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 지질학적 과정 또는 인간의 행위(STUK YVL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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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과업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장기 거동이
나 성능 평가와 같은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설계 기준 보고서에 제
시된 필요 요건이 제안된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성
능 평가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 분석 보고서에서 분석될 모든 시나리오가
작성된다.
시나리오 구성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중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성능 평가 수행
-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
- 시나리오의 체계를 정의
- 시나리오와 계산 사례를 구성
- 향후 필요한 자료와 개발 사항 파악

보고서 이름: 시나리오 구성
목차

1.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Safety Case 및 규제 체계에서의 내용

2. Safety Case에서 FEPs의 처리
- 시나리오 구성 방법론 검토
- 선택된 방법론과 그에 대한 논증
- 제한 조건
- 시나리오의 정의
- 시나리오와 불확실성
- 시나리오의 체계와 시나리오의 타당성
- 처분 시스템 변화 내용에서의 시나리오
-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
3. 시나리오
- 예상되는 변화 양상
- 예상 밖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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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되는 변화 양상을 근거로 하는 시나리오
- 위험도 평가에서의 확률 추정을 포함한 시나리오의 상세한 설명
5. 예상 밖의 변화 양상을 근거로 하는 시나리오
- 낮은 확률의 FEPs로 이루어지지만 처분 시스템 전체나 각각의 구성요소 성능
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시나리오에 대해, 위험도 평가에서의 확률 추정을 포함
한 시나리오의 상세한 설명

6. 안전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와 계산 사례
7. 향후 연구 및 개발 필요성을 파악
설계와 연구 개발활동, 향후 이루어질 Safety Case에 대한 반복 작업에 끼칠 영
향을 설명

8. 요약과 포괄적인 토의
(8) 모델과 자료
모델과 자료 보고서(Model and Data report)는 시스템 구성 요소의 성능 평가와 시
나리오 구성 및 분석에 필요한 주요 모델과 자료를 모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모
델과 자료 선택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안전성 평가의 결과와 Safety Case의 결론에
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모델과 자료의 품질과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한다. 자료의 신
뢰성과 Safety Case를 위한 자료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IAEA가 정한

Safety Case를 위한 모델과 자료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적 요건과 일치하도록 품질
보증 및 관리 수단과 자료의 생산과 해석, 수집의 각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논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3.12.5, 3.12.6, 3.12.9].

Safety Case에 이용되는 자료의 선택과 그 타당성은 각 주제에 관한 전문가와 안전
분석가 사이의 공동 작업으로 작성된다(그림 3.12.8). 기후 변호와 관련된 자료와 같
이 특히 논란이 많은 자료의 경우, 자료는 전문가가 이끌어낸 과정을 통해 그 사용
에 대한 타당성을 갖게 되거나 제거된다. 전문가와 안전 분석가가 관여한 과정은
개개의 사람들에 의해 조정된다. 전문가가 만든 과정에 의한 자료의 제거는 모델과
자료 보고서에서 설명된다.
자료 이용자들이 갱신된 사실을 알게 되고, 상이한 목적에 이용된 자료와 근계나
원계 및 생물권에서의 핵종 이동 모델링, 방사선 영향 분석에 이용되는 코드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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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일관성을 갖고 있으며 최신의 상태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양식을 따
르는 자료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상세한 모델과 계산 결과를 이용하기 전에,

Safety Case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차이가 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자료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 자료들이 명확하게 되어야한다. 보고서
는 Safety Case와 공학적 방벽 시스템 개발 및 Safety Case와 부지 조사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모델과 자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중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시스템 구성 요소의 성능 평가, 시나리오의 구성, 시나리오 분석에 적용되는 모델
의 파악

- 선택된 모형의 사용에 대한 타당성과 수치 모델링 코드와 같은 모델링 도구의 검
증

- 이러한 모델에 대한 입력값으로 필요한 자료의 파악
- 입력 자료의 작성
- Safety Case에 이용될 자료의 승인을 위한 방법의 파악
- 입력 자료의 명확화
- 명확한 입력 자료에 대한 자료 관리 시스템을 설정하고 운영

그림 3.12.8. Safety Case에 이용된 자료의 선택과 타당성 제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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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름: 모델과 자료
목차

1.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Safety Case 및 규제 체계에서의 내용

2. 모델과 자료 선택에 대한 방법론
보고서에서 논의된 모델과 자료의 선택에 관한 방법론이 제시되나 Safety Case
에 이용된 모든 모델과 자료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서는
모델과 자료에 적용된 품질 평가 절차를 다룬다.

3. 시스템 개요
실제 처분 부지와 참조할 처분장 설계에 대한 대용으로 주어진 KURT 부지의
개요가 설명된다. 개요의 목적은 보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
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 설명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4. 주요 모델과 자료의 개요
시나리오 구성이나 방사성 핵종 이동 계산을 돕는 변화 양상과 성능 평가에 대
한 설명과 같이 Safety Case의 상이한 부분에서 이용되는 모델링 사슬(modeling

chain)과 주요 모델 및 자료의 개요를 제시한다. 파악된 주요 모델과 자료는 다
음과 같다.

- 시간에 따른 기후의 변화와 외부의 사건
- 지표 환경의 개발
- 공학적 방벽 시스템과 기반암에 대한 성능 평가
- 근계와 지권, 생물권에서의 핵종 누출과 이동
- 인간고 다른 생물에 대한 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 영향 분석
여기에서는 모델에 대한 주요 입력 자료와 모델의 인터페이스(interface)도 제시
한다.

5. 기후 변화와 외부 사건에 대한 모델과 자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들을 일어나게 하는 기후 변화와 외부 사건에 대한
모델과 자료를 설명한다. 기후 변화 모델과 지진 예측 모델 등이 여기에서 확인
된다.

6. 지표 시스템(생물권) 변화를 묘사하는 모델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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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분포와 생태계 모델링, 지상과 지표 부근의 수문 모델링과 같은 지표 시스
템의 변화를 묘사하는데 이용되는 여러 모델을 제시한다.
각각의 모델에 대해 모델 자체와 주요 입력 자료, 모델과 자료의 신뢰도, 다른
모델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7. 시나리오 작성을 지원하는 모델과 자료
성능 평가를 위해 이용된 모델과 주요 입력 자료를 제시한다. 폐기물 패키지, 완
충재, 뒷채움재, 기반암의 각 방벽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성능 요건의 충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된 모델들이 논의된다. FEP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으로 파악
된 FEPs에 따라 적용될 필요에 의해 목차의 예가 주어진다.
각각의 모델에 대해 모델 자체와 주요 입력 자료, 모델과 자료의 신뢰도, 다른
모델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제의 설명도 필요하다.

- 지권에서의 수리지지학적 변화
- 지권에서의 지구화학적 변화
- 근계에서의 열적 변화
- 근계에서의 암석 역학적 변화
- 완충재와 뒷채움재의 기계적, 수리적 변화
- 완충재와 뒷채움재의 화학적 변화
- 완충재와 뒷채움재의 부식
- 폐기물 패키지의 부식
- 부식 이외에 폐기물 패키지의 화학적 변화
- 패기물 패키지가 받는 기계적 영향
8. 핵종의 누출과 이동에 의한 안전 분석을 위한 모델과 자료
안전 분석 보고서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이용되는 모델과 주요 입력 자료를
제시한다. 각각의 모델에 대해 모델 자체와 주요 입력 자료, 모델과 자료의 신뢰
도, 다른 모델과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제의 설명도 필요하다.

- 관련된 핵종에 대한 심사 모델
- 근계에서의 핵종 이동
- 지권에서의 핵종 이동
- 생물권에서의 핵종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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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사선의 영향 분석을 위한 모델과 자료
안전 분석 보고서에서 각 시나리오에서의 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모델과 주요 입력 자료가 제시된다.

10. 개발 필요성 파악
설계와 연구 개발활동, 향후 이루어질 Safety Case에 대한 반복 작업에 끼칠 영
향을 설명

11. 요약
모델과 자료에 관련된 현재 상태를 주요 불확실성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특
정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추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가능성 있는 방안
을 제시한다.

(9) 안전성 평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Safety Analysis report)는 방사성 핵종의 누출과 이동, 그 영향
을 제시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확인된 계산 사례의 분석 결과를 기록한다. 처분장
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방사성 핵종 이동량, 지표 환경으로의 방사능 누출량, 방사선
량으로 표시되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 등 모든 정량적 평가의 최종
결과가 제시되고 논의된다. 설계 기준 보고서에 나온 성능 요건과 핵종이동 봉쇄에
관한 전체적인 안전 기능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표가 된다.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중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계산 사례의 선택
- 사용된 모델링 방법과 컴퓨터 코드의 선택
- 모델과 자료 보고서에서 주어진 범위에 의한 입력 자료의 선택
- 처분장 시스템에서의 핵종 누출과 이동의 분석이 포함된 기본, 변동, 교란 시나리
오의 분석

- 지표 환경에서의 방사성 핵종 이동과 축적 및 방사선량 평가의 분석 결과를 요약
- 규제 요건을 이용하여 계산된 방사선의 영향을 비교
- 향후 필요한 자료와 개발 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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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규제 사항(STUK YVL D.5)을 기초로 하여 장기 안전 제한 조건의 준수 여
부에 대한 평가가 추정된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수행된다. 발생 가
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되는 기본 시나리오와 예상 밖의 파괴 사건이 발생하는 교
란 시나리오와는 평가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보고서 이름: 안전성 평가
목차

1.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Safety Case 및 규제 체계에서의 내용

2. 계산 사례의 선택
시나리오 구성에서 계산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론과 상이한 유형의 시나리오와
계산 사례 정의

3. 일반적인 모델링 방법과 컴퓨터 코드
방사선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모델을 포함한 주요 모델과 모델링 사슬

(modeling chain), 컴퓨터 코드, 입출력 자료의 흐름을 설명
4. 방사성 핵종 누출과 이동
근계와 원계, 생물권에서의 방사성 핵종 누출과 이동 모델링과 기본 및 대안 모
델의 가정 사항과 변수

5. 시나리오 구성에 따라 상이한 폐기물 패키지에서 유발될 수 있는 잠재적인
방사성 핵종 누출을 다루는 사례

- 부식과 성능 저하, 암반 전단력 등에 의한 처분용기와 다른 폐기물 패키지의
파손, 보조 평가 사례 등

6. 결과 개요와 기준 준수 여부 평가
안전 분석의 주요 결과와 핵심적 불확실성의 평가, 안전 지표를 이용한 기준 준
수 여부 평가, 안전 분석 결과의 신뢰도

7. 개발 필요성 파악
설계와 연구 개발활동, 향후 이루어질 Safety Case에 대한 반복 작업에 끼칠 영
향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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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10) 보조 지표 고려
보조 지표 고려 보고서(Complementary Consideration report)는 자연 또는 인공 유
사물의 예를 들어 Safety Case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형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
거, 논의, 분석을 제시한다.
보조 지표 고려에는 다음의 예시들이 포함된다.

- 고수리지질학과 같은 특정한 핵심 과정과 전체 시스템 성능의 이해를 돕는 자연
또는 인공 유사물의 관찰과 분석

- 현재의 평가 방법에 대한 포괄성, 일관성,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의 요소들을 관련성이 있는 다른 국제적인 안전성 평가와 비교

- 유효 방사선량과 방사능 누출량보다는 미래의 인간 생활 형태나 지질학적 과정에
서의 불확실성과 같은 요소의 영향을 적게 받는 보조 안전 또는 성능 지표의 평
가

- 폭 넓은 전망에서의 계산 결과와 다른 위험과 비교된 계산 결과의 영향의 중요성
을 고려
이런 사항들은 정량적인 안전성 평가의 범주에는 들지 못하지만, Safety Case에 매
우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자연 유사물의 정보는 안전성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자연 유사물은 그림 3.12.9에 나와 있는 개념 모형 작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
용되는 자연적 과정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정보를 제공한다.
핀란드에서는, STUK가 자연에 누출되는 여러 가지 방사성 핵종에 대해 특정한 제
한 조건을 지정했기 때문에 방사능 유동량과 같은 특정한 안전 지표를 고려하는 것
이 규제 요건이다. Guide YVL D.5에서는 정량적인 안전 분석의 수단으로는 합리적
으로 평가될 수 없는 시나리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보조 지표를 고려함으로써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연 유사물과의 비교, 처분 부지의 지질학적 역
사의 관찰과 같은 간략화된 방법에 의한 분석이 보조 지표에 해당한다. 그러한 고
려 사항의 중요성은 평가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고, 백만 년 넘게 연장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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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평가에서는 보조 지표를 고려하는 것만이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보조 지표의
고려 사항은 분석 결과나 그것의 특정 부분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실제
안전성 평가와 병행하여 적용된다.
보조 지표 고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중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공정 폐기물에 의한 방사선 위해성에 관한 논의
- 폐기물 관리에 대한 선택 사항으로서의 심지층 처분의 강점을 논의
- A- KRS의 처분장 설계, KURT 부지, 적용된 안전 개념에 대한 개요
- 처분장의 설계 및 처분장 구성 물질의 적합성과 처분 시스템에서 방사성 핵종의
이동량이 제한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연, 인공
유사물의 제시

- 다른 방사능 오염원과 같은 보조 안전 또는 성능 지표에 대한 논의
- 향후 필요한 자료와 개발 사항 파악

그림 3.12.9. 성능 평가에서 자연 유사물과 부지 특성화의 기능[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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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이름: 보조 지표 고려
목차

1.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Safety Case 및 규제 체계에서의 내용

2.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공정 폐기물에 의한 방사선의 위해성
2.1. 위해성의 종류
- 폐기물 유형에 따른 위해성과 심지층 처분이 필요성
2.2. 폐기물의 특성
- 폐기물 형태의 유형, 재고량, 방사능과 붕괴열 등의 매우 일반적인 개요
2.3. 시간에 따른 방사선의 위해성 변화
- 시간에 따른 위해성의 변화를 같은 양의 채굴된 우라늄의 위해성과 비교
3. 폐기물 관리 방안으로서 심지층 처분의 강점
A- KRS 방식의 선택에 대한 배경과 타당성
4. A- KRS 설계와 안전 개념
4.1. 한국에서의 방법 선택 과정을 기술
- 위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4.2. A- KRS 설계와 처분 방식으로서의 강점
- 국제적으로 소개된 다른 처분 방식과의 비교와 처분 방식 선택에 대한 타당성
5. KURT 부지에 대한 이해
KURT 부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 부지의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 다루는 방
안과 그 중요성을 제시

6. 처분장 설계와 처분장 구성 물질의 적합성에 대한 보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자
연 및 인공 유사물
사용후핵연료 기질에서의 용해 속도가 느리다는 것과 같이 핵종이 누출될 때 그
이동을 제한하는 유사물

8. 안전에 대한 보조 지표
다른 방사능 오염원의 상태와 같운 보조 지표, 자연적인 방사성 핵종의 농도와
이동량, 산업 활동과 관련된 방사성 핵종

9. 연구 및 개발 필요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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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연구 개발활동, 향후 이루어질 Safety Case에 대한 반복 작업에 끼칠 영
향을 설명

10. 요약
(11) Safety Case 종합
Safety Case 종합 보고서(Safety Case Synthesis report)는 Safety Case를 통합하고
정리하며 방사선량과 위험도 제한 조건으로 규제 측면의 안전 기준 준수 여부와 다
른 요건들을 평가한다. 이 보고서는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
고, 처분 시설의 계획과 개발이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정
량화하고 뒷받침해 주는 주요 증거와 분석, 논의를 강조하여 나타내고, 불확실성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 계획된 조치를 논의하고,

Safety Case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와 논의의 형태로 신뢰도를 표
현한다.
이 보고서의 주요 요소는 계획과 개발의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긍정
적인 결정이 타당함을 보이기 위해, 개인과 사회, 환경이 이온화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처분장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신뢰도가 있는지를
다루는 신뢰도에 대한 서술이다. 신뢰도의 서술에 대해 제안된 내용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침과 일치한다[3.12.4]. 기반암에서 유리한 특성을 교란시키지 않고서는 완
벽한 특성화를 할 수 없듯이,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게 남게 되지만, Safety Case 종
합 보고서는 이 불확실성들이 안전에 대한 주된 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는 이
유를 제시해야 한다.

Safety Case 종합 보고서는 Safety Case 포트폴리오의 다른 보고서들이 완성된 단
계이고 수행된 분석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가 존재할 때 작성되는 마지막 문서가
된다. 이 보고서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다른 모든 주요 문서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도
어 있고 안전과 관련된 연구, 설계 연구와 수많은 연결된 지원 문서와도 연결되어
있다.

Safety Case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중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모든 Safety Case 포트폴리오 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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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과 평가 방법론과 같은 지원 보고서가 들어갈 부분을 편집
- 안전성 평가의 정량적, 정성적 결과를 통합
- 규제 측면의 안전 기준과 다른 요건의 준수 여부를 평가
-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와 향후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파악
아래의 글상자의 목차를 보면, Safety Case에서 이 보고서를 위해 필요로 하는 주
요 입력 자료는 각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주어져 있다. 이 보고서가 마지막
기록이 되며 Safety Case의 주된 결과물과 Safety Case 종합 보고서에 포함된 내
용에 대한 더욱 진행된 논의 사항들은 앞에서 설명한 보고서들에 명시된다.

보고서 이름: Safety Case 종합
목차

1. 서론
- 보고서의 목적과 Safety Case 및 규제 체계에서의 내용
- 처분에 대한 안전 목표와 보호를 위한 기준
- 규제 요건의 기술
2. 평가 방법론
- A- KRS Safety Case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방사선량과 위험도 같은 주요
개념과 원칙

- 정량적, 정성적 방법
- 주요 과업과 결과물
- 불확실성 관리
- 품질 보증
3. 설계 기준
- A- KRS 구성 요소의 안전 개념과 안전 기능
- A- KRS에 이용되는 물질과 구성 요소의 기본적인 선택과 선택에 대한 타당성
- A- KRS 구성 요소의 성능 목표와 목표 특성
4. 처분 부지의 개요
- 지질학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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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암
- 지표 환경
5. 폐기물 유형의 개요
-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고유의 보고서에 따른 개요
6. 공학적 방벽의 개요
- 공하적 방벽 고유의 보고서에 따른 개요
7. 처분장 설계의 개요
- 처분장 설계에 관한 보고서를 따르는 개요
- 운영과 일정
8. 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 처분 시스템, 그의 시간에 따른 변화, 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FEPs
9.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 구성 방법
- 기후 변화
- KURT 의 시설에 대해 고려된 과정에 의해 예상되는 변화
- 기본 시나리오
- 변동 시나리오
- 교란 시나리오
10. 모델과 자료
- 모델과 자료, 그 이용에 대한 개요
- 모델의 능력 점검과 코드의 검증
- 자료 선택과 점검 과정
11. 안전 분석
- 시나리오와 계산 사례의 분석에 대한 연구
- 핵종 누출과 이동, 방사선량과 위험도 계산을 위한 변수값의 도출
- 파악된 계산 사례의 분석
12. 보조 지표 고려
- 보조 지표 고려에 대한 보고서를 따르는 개요
◦ 폐기물 흐름에 의해 제시되는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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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선택 사항으로서의 심지층 처분
◦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증거
◦ 자연 및 인공 유사물을 포함하여, 처분장 설계와 구성 물질의 적합성에 대한

증거
◦ 자연적인 방사성 핵종의 농도와 이동량 같은 안전과 성능에 대한 보조 지표

13. 연구 및 개발 필요성 파악
- 처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추천사항
-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개발과 처분장 설계에 대한 추천사항
- 필요한 경우, 다른 추천사항
14. 규제 제한 조건의 준수
- 규제 제한 조건의 제시
- 안전성 평가 결과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준수 여부를 논의
15. 안전의 평가와 신뢰도의 서술
- 요약
◦ 모든 관련 자료와 정보가 어떻게 고려되었는가
◦ 모든 모델들이 적절하게 시험되었는가
◦ 합리적인 평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현재 이용 가능한 증거와 논의, 분석의 한께를 고려
- 처분 시스템의 계획과 개발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 근거를 강조
나. 품질의 측면

(1) 품질 관리
Posiva의 경우, 부지 조사와 측정 및 관찰을 통해 얻은 일차적인 자료의 처리에 대
한 품질 관리는 대개 ISO 9000:2000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 시스템은 이어지는 모
델링과 공급자, 공급에 대한 감사, 컴퓨터 코드의 적용, 데이터의 이용, 기록과 생산
제어, 해석 활동도 다루게 된다. 그러나 달성된 품질은 자료와 정보의 극한적 이용
이나 개방된 출판 정책, 실험의 재현 가능성과 사용된 정보의 추적 가능성과 같은
과학적 원칙의 적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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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개발과 설계 과정의 품질 관리는 시스템 고유의 품질 관리에 관한 이행 사
항이 실린 설명서를 근거로 한다. 그 설명서는 처분용기나 완충재, 뒷채움재, 봉인
시스템과 같은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모든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작성될 것이다.
품질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은 Safety Case 개발과 자료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에 대
한 전체적인 조직과 관리다.

(2) Safety Case 개발 과정의 조직과 관리
Safety Case를 개발은 처분장 개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반복적인 과정이
다. Safety Case 작성을 위한 첫 시도는 A- KRS 프로그램의 개발 상황을 반영한
적당한 시점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적당한 시간 간격은 수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수정되는 기간은 너무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허가 절차를 위한 Safety

Case의 개발은 대개 매우 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강조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합의된 일정 내에서 계획의 실행을 보증하는 관리 그룹이 세
워져야 한다. 일부 절차들은 불가피하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조직 사
이의 정보 교환이 충분히 매끄럽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 그룹은,

- Safety Case의 하위 과정에서 예상되는 입력과 출력 사항을 정의하는 활동 계획
을 준비하고 유지해야 한다.

- 활동 계획에 의한 활동의 실행과 일정 수립을 조정한다.
- Safety Case 과정과 그 하위 과정의 다양한 과업에서 이용된 자료와 가정의 일관
성을 감독한다.

-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적절한 행위를 취한다.
Safety Case의 작성에서 요구되는 지원 활동은 Safety Case 그룹의 관리가 필요하
다. Safety Case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배경 정보의 양은 매우 많다.
발행된 Safety Case 문서의 핵심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부적합 사항들은 Safety

Case 작성 과정의 체계 안에서 추가적인 점검과 평가를 행하기 위해 보고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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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연구 개발 활동과 같은 향후 활동에 대한 책임이 시행자의
관리 시스템에 의해 정의된 대로, 연구와 기술 개발 그룹으로 넘어간다.
평가의 확실성과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는 과정 전체를 통괄하는 전문가의 검
토 내용을 근거로 한다. 검토자로부터 받은 지적 사항과 Safety Case 작성 과정에
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최종 허가 신청 서류의 신뢰성을 평
가하는 것은 Safety Case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합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3) 자료의 명확화
기후 조건의 예상되는 변화, 일반적 처분장의 배치에서 시작하여 공학적 방벽 시스
템의 구성 물질 특성, 기반암의 특성,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특성까
지, 자료의 다양성은 Safety Case의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 Safety Case에 이용되는
자료의 품질과 투명성,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은 자료의 명확화이다.
자료의 명확화는 처분장 시스템의 성능 평가, 시나리오 구성, 시나리오의 분석, 방
사선의 영향 분석과 같은 Safety Case의 일부분을 위해 이용되는 모델의 입력 자료
로 이용되는 자료를 승인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절차이다.
부지 조사나 실내 시험에 의해 작성된 자료는 대개는 Safety Case에서 이용되는 모
델에 직접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이용 가능한 부지
고유의 자료가 없어 다른 핵폐기물 관리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와 같은 문헌 자료가
적용을 위해 필요하게 된다. 자료 명확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 Safety Case에서 분
석된 특정한 목적과 조건을 위한 자료의 적용 가능성은 평가되고 모델링에 의해 다
루어지는 잠재적인 민감도 사례가 제안된다. 자료는 꼭 단일 변수값일 필요는 없고,
변수값의 변동 가능성을 범위로 나타낼 수도 있고, 확률밀도함수, 또는 특정 한 모
델의 변형이나 그 형태와 같이 매우 복잡한 형태로 자료를 나타낼 수도 있다.
자료의 명확화 절차는 다음의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다음
에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한다. 그 후에 제안된 자료와 사용 의도, 선택의 타당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승인한다. 각 단계에 대한 책임은 정의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상황에서는, 자료 수집에 대한 별개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 보고서를
검토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안전 분석가에 의한 더 심화된 검토나 전문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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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특정한 절차를 통한 검토가 자료의 명확화 단계에서 가능할 수 있다. 명
확화 과정을 거쳐 작성된 기록과 명확화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중앙 데이터베이스
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중앙 데이터베이스는 자료가 수정되는 경우 자료
의 추적 가능성을 강화시킨다. 명확화 절차에서 작성된 기록은 모델과 자료 보고서
의 편집에 도움을 준다.

(4) Safety Case의 작성
Safety Case를 작성할 계획을 세울 때, 다음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3.12.5].
- Safety Case는 충분히 안전을 입증하면서 각 단계에서의 의사 결정을 돕고
Safety Case의 독립적인 검토와 승인이 허용되기 위해 상세한 수준으로 기록되
어야 한다.

- Safety Case를 설정하는 기록의 범위와 구조는 심지층 처분 시설을 위한 프로젝
트가 도달한 단계와 해당 국가의 필요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정보에 대한
상이한 이익 집단의 요구를 고려한 것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에는 타당
성, 추적 가능성, 투명성이 있다.
◦ 타당성은 이루어진 선택의 근거와 주로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결정 사항

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의를 설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 추적 가능성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활동한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

다. 적절한 추적 가능성은 기술적, 규제적 검토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타당성과
추적 가능성 모두 심지층 처분 시설의 개발과 운영에서 만들어진 결정과 가정
사항, 안전성 평가를 위해 특별한 결과에 이르는데 이용된 모델과 자료에 대한
잘 정리된 기록이 필요하다.
◦ 투명성은 안전성과 관련된 논의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세부 사항이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는 것과 명확한 구조를 말한다. 관련 집단들이 안전에 대한 논의
사항과 그 근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자료가 기록되어 제시되어
야 한다. 목표는 시스템의 잠재적인 안전에 관하여 기관이나 개인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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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확실성 관리
불확실성 관리를 위한 전체적인 전략은 확인, 회피, 감소, 평가라는 네 개의 단어로
요약된다. 불확실성의 확인과 소통은 Safety Case 개발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필
수적인 부분이다. 처분 시스템의 개발은 견고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하
거나 예측되기 어려운 거동을 보이는 개념과 구성 요소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처분
장에 대한 단계적인 이행 과정은 계속되는 연구와 개발 노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감
소시키게 한다. 그러나 일부 불확실성은 남게 되고 이는 안전에 대한 최종 결론과
관련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의 평가는 여러 종류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확률론적 방법은 변이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용될 수 있고, 인식적인 불확실성은 안전성 평가에서 결정론적으
로 정의된 계산 사례의 범위에서 시스템의 성능에 주어지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평
가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다. 결정론적 분석은 극한의 조건을 나타내는 결합된 계산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 민감도 분석은 평가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져야 한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체적인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
리와 관련된 위험도와 불확실성의 관리에 관한 것이다. 일부 불확실성은 언제나 남
아있게 되며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잔류되는 불확실
성은 쉽게 정량화되지 않는다.
퍼지 이론을 이용한 일부 시도를 제외하면[3.12.25], 안전성 평가에서 불확실성의 정
량화는 확률론적 방식을 근거로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후반에 완전히 확률론적
인 안전성 평가 방법과 코드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제한적으로만 성공하였다. 사
실상, 1994년에 캐나다의 AECL에 의해 작성된 폐쇄 후 안전성 평가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확률론적 방법을 작용했다는 점이었다. 이것과 유사한 시도들의 결
점은 유럽 여러 국가의 안전에 대한 기관들에 의한 최근의 “European Pilot Study”
등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3.12.26].
최근에, 확률론적 방법이 안전성 평가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한 문제와 위험성은 대개 잘 알려져 있다. 많은 나라에서 규제 사항은 위험도 기
준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분석의 일부 단계에서 확률론적인 방법을 필요로 한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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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요소의 의미를 보여주는 결정론적 분석의 수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스웨
덴에서 이루어진 방법이다.

그림 3.12.10. 불확실성, Safety Case, 연구와 기술 개발, 설계 사이의 관련성을 제
시하는 예[12- 16].

(6) 검토 과정
내부와 외부의 동일 분야 전문가에 의한 검토는 작성자와 이해당사자에 대해

Safety Case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치 있는 도구이다. 폐기물 관리 전문가
뿐만 아니라 폭넓은 과학적, 기술적 집단은 또 다른 기관의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지원하는 외부 검토자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시스템의 안전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
를 찾는 검토자에 의해 제시된 핵심적 의문 사항은 근본적인 과학적 사실과 특정
모델, 코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과정의 선택, 시간과 공간에 걸쳐
관찰하기 어려운 각 과정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모델링의 근거는 무엇인가? 과학적
내용, 변수의 범위와 분포 및 불확실성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Safety Cas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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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해야 하고 다루어야 할 과학적 조사 사항이다[3.12.25].
국제 포럼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동료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은 Safety Case의 신
뢰성을 다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동일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의 검
토가 처분장 개발에 대한 귀중한 지침을 제공해 왔다. 검토를 받은 기관의 반응을
보면, 국가의 규제 사항과 같은 유형에 대한 동료 전문가의 검토는 큰 도움이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검토를 해주는 지정된 자문단이 있다

[3.12.25].
(가) 내부 검토
내부 검토는 외부 검토자에게 보고서 초안을 보내기 전에 집필 과정에서부터 이루
어질 수 있다. 내부 검토 그룹은 서로에게 교차 검증을 받고 그 내용을 읽도록 해
서 보고서 집필에 관여한 그룹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기관 내의 다른 전문가
가 외부 검토를 받기 전에 보고서 검토를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

(나) 외부 검토
어떤 분야의 얼마나 많은 전문가에게 외부 검토를 맡기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를 결
정해야 한다. 이것은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외부 검토의
이용은 Safety Case의 신뢰도를 세우는 중요한 부분이다. 외부 검토는 추적 가능성
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검토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포
함시켜 잘 기록되어야 한다.

(다) 전문가에 의한 도출
원칙적으로는 모델과 자료에 대한 설명은 경험적인 관찰과 측정, 실험을 통해 입력
자료와 모델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견고하게 도출되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러
나 몇몇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제시되는 경험적 또는 이론적 근거가
남전선 평가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이한 모델과 가정 사항들을 구별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자료의 출처나 다른 이론적인 가정 사항들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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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관련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입력 자료와 모델은 전문가의 판
단을 근거로 선택된다. 그 판단을 투명하고 편파적이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형식을
갖춘 전문가의 판단 도출 과정이 자료의 생산과 명확화 과정의 일부로서 도입되어
야 한다[3.12.16].
그 과정은 안전성 평가자, 자료 작성자, 독립적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사이의 상호
교류와 공동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개
발하고 평가에 이용될 입력 자료와 모델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간단한 상황에서는 설문지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도출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의 가
장 필수적인 부분은 참석자들 간의 토론이기 때문에 회의나 워크샵이 선호될 수 있
다.
설문지의 기능은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 전문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안전성 평가자
는 설문지를 준비하고 전문가에게 문제의 배경과 도출 과정의 목적을 제시한다. 전
문가는 판단이 제시되어야 할 형식에 대해 지시를 받는다. 지시 사항은 어떻게 불
확실성을 바룰 것인지와 가능한 한 명백하게 합리적인 과정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나서 요청된 입력 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달
성하여 안전성 평가에서 도출된 입력 자료와 모델의 이용을 권고하기 위해 토론과
반복 작업을 한다. 안전 분석가와 전문가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문
제의 해결은 조정 관리자의 일이 된다. Safety Case에 이용될 자료에 대한 결정과
같은 최종 자료의 명확화는 시행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금의 경우에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에 있게 된다. 전체적인 도출 과정은 완벽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다. Safety Case 개발 일정과 과업

(1) 심지층 처분 시설의 개발에 관한 전략
IAEA에 의해 제시되었듯이[3.12.6], 방사선학적 안전의 관점에서 심지층 처분 시설
의 개발과 연관시켜서 세 개의 폭넓은 기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편리하다.

- 운영 전 기간은 개념의 정의, 부지 조사와 확인, 안전성 평가, 부지 선정, 설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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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가의 조건을 설정하고 인가를 받아 처분 시설의 건설을 진행하고 초기 운
영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중과 폐쇄 후의 안전에 대한 Safety Case 개
발 등을 포함한다. 운영시 관리에 관한 결정 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관측
과 시험 프로그램은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IAEA는 부지 선정에 대한 추가적인
권고 사항을 제공한다(Section 6 in [3.12.6]).

- 운영 기간은 폐기물이 시설에 처음으로 수용될 때 시작한다. 이때부터 폐기물 관
리 활동의 결과로 방사선 노출이 일어나게 되고, 방사선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요구 조건에 따라 폐기물이 통제된다. 관측과 감시, 시험 프로그램은 운영
되는 관리 결정 사항에 영향을 주고 시설의 폐쇄와 관련된 결정 사항의 근거를
계속해서 제시해 준다. 운영 중과 폐쇄 후의 Safety Case와 안전성 평가는 경험
과 지식의 증가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롭게 수정된다. 운영 기간 중
에 시설의 다른 곳에서 폐기물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또는 일부 구역에서 폐쇄가
진행되고 있어도 처분장 시설의 건설 활동이 계속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폐쇄
전에 폐기물의 복구에 관한 활동, 폐기물 설치 완료와 폐쇄에 관한활동이 모두
고려된다.

- 폐쇄 후 기간은 모든 공학적 봉쇄 및 격리 특징물이 설치되고, 운영 건물과 지원
시설이 해체되고, 시설이 최종 설정에 들어갈 때 시작된다. 폐쇄 후에 처분 시설
의 안전은 대중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폐쇄 후 감시와 같은 기
관의 통제 요소가 있다 해도, 부지와 시설물, 폐기물 패키지의 특성에 의해 수동
적으로 제공된다. 적절한 허가 단계를 위한 준비는 필요한 모든 기술적, 법률적,
재정적 요건이 충족될 때 종료된다.
이 단계들은 IAEA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연대표가 도시된 그림 3.12.11에 제시되었
다[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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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1. 심지층 처분 시설의 개발 과정을 보여주는 연대표 (IAEA:

http://www- pub.iaea.org/MTCD/publications/PDF/ Pub1483_web.pdf).
(2) Safety Case 개발 이행을 위한 일정과 제안된 과업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일반적인 연구(수행됨), 확인과 입증(수행 중), 이행(수행 예정)
단계로 고려되어 있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심지층 처분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계
획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3.12.12). 본 보고서에 제시한 Safety Case 개발 이행 계획
은 그림 3.12.12에 제시된 목표대로, KURT 에서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성능을 입증
하고 평가하며 A- KRS의 개념적 설계를 개발하면서 2015년까지 개발될 Safety

Case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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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2.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장기 연구 및 개발 계획
표 6- 1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afety Case 개발 이행 계획과 관련된 과업을 위한

2012년에서 2015년 동안의 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지시하고 있다. 제시된 과업들
은 그림 6- 2에 주어진 전체적인 계획 중 확인과 입증 단계의 일부에 해당한다.

표 3.12.1. Safety Case 개발 이행 계획에 대한 일정과 과업들.

(과업의 결과물은, 지원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녹색 상자에, Safety Case 고유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푸른색 상자에 제시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A- KRS 개념에 대한 Safety Case 개발 이행 계획과 과업
들
과업 1
요구 조건 관리 시스템의 개발. 규제 기관과의 상호 교류 제안. IAEA의 권고
사항 같은 국제적인 규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핀란드의 규제 사항도 비교를
위해 이용 가능. 과업의 결과는 아래의 보고서임.
설계 기준
과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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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성능 평가,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의 수집. 과업
의 결과는 아래의 보고서임.
처분 부지의 개요
폐기물 유형의 개요
공학적 방벽 시스템의 개요
처분장 설계 개요
과업 3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체계적으로 표현해야 함. 중대한 FEPs를
심사하는 과정이 착수되어야 함. 심사 과정은 추적 가능하고 투명하며 기록이
잘 되어야 하며 결정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함. FEP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되
야 함. 초기 FEP 목록의 수집은 NEA 등의 다른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FEP 목
록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음. 과업의 결과는 아래의 보고서임.

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과업 4
고안된 시스템의 성능이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큰 변화에 대해서 평가되어야
함. A- KRS Safety Case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불확실성을 다룸. 잠재적
누출의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안전 분석은
작성된 시나리오에 대해 수행됨. 과업의 결과는 아래의 보고서임.
시나리오 구성
안전 분석
과업 5

Safety Case 과정에 대한 자료 처리와 품질 관리가 프로젝트가 기간 동안 설정
되어야 하고, 기록되어야 함. 자료의 명확화가 입력 자료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논란이 많은 문제의 경우, 전문가에 의한 도출 과정이 최종적인 자
료의 명확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될 것임. 과업의 결과는 아래의 보고서임.
모델과 자료
과업 6

A- KRS의 성능에 대한 증거를 재공하기 위해 자연 및 고고학적인 유사물과 같
은 보조적인 논의와 증거를 수집. 과업의 결과는 아래의 보고서임.
보조 지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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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7
수집되고 작성된 정보는 요약된 형태로 Safety Case를 제시할 수 있도록 종합
되어야 함. Safety Case의 통합은 평가 기간 동안 A- KRS의 성능에 대한 신뢰
도의 서술을 제시. 이것이 Safety Case의 최종 결과물이 됨. 과업의 결과는 아
래의 보고서임.

Safety Case 종합
고준위폐기물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에 대한 활동과 예비 일정을 파악
과업 8

Safety Case의 작성에 대한 과정에 따라 향후 연구 및 개발의 필요성, 부지 특
성화, 부지 선택, 관령된 활동이 다음 단계에서 더욱 상세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편집되어야 함. 이는 연구 및 개발 계획과 같은 계획된 문서에 기록되어야 함
라. 결론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장기 연구 및 개발 계획의 확인 및
입증 단계의 일부분으로서, Safety Case 개발 이행 계획은 과업과 각 과업의 결과
물로 나오는 보고서로 제시된다.
과업 1: 필요 사항 관리 시스템 개발(결과물은 설계 기준 보고서)
과업 2: 시스템의 성능 평가, 시나리오의 구성, 시나리오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
과업 3: Safety Case에 대한 개념화와 방법론 구성, 관련된 FEPs의 심사
과업 4: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큰 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 시나리오의 구
성과 평가 잠재적 누출의 영향을 평가하고 규제 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분석
과업 5: 자료와 모델의 명확화와 작성
과업 6: Safety Case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보조적인 논의와 증거의 수집
과업 7: 주요 결과의 통합과 신뢰도에 대한 서술
과업 8: 고준위폐기물처분 프로그램의 향후 단계에 대한 계획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장기 연구 개발 계획의 현재 단계에서는 제안된 처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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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입증과 신뢰성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향후 계획에는 2015년과 2020
년에 두 개의 중요한 사항이 있다(그림 3.12.12).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획단계
에서는 성능 평가와 Safety Case와 관련된 활동의 중심은 공학적 방벽의 강화와

Safety Case의 개발 과정을 개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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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도별 연구개발 실적 및 연구목표 달성도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주요 연구개발실적 및 연구목표의 달성도
는 다음 표에 기술한 바와 같다.

1. 2007년도

목표
미래형 원자로 및 선진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 수행내용

FEP/ 시나리오에 대한 외부 평가 및 결과를
이용한 수정 연구
금속체 및 염폐기물 처분에 따른 방사선적

처분 안전해석

안전성 예비 평가
처분장 Near Field 변화가 방사성 붕괴열의 지하수 및 핵종 이동
처분 종합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영향 평가 모델링 개발 & 방사성핵종 사슬과 다중 방벽을 고려한

달성도

(%)
100
100
100
100

평가

단열내 유사 콜로이드 이동 평가

균열부식과 점부식의

부식 평가 모델링 개발

100

안전성 영향 평가

100

상관관계 규명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처분안전해석정보시스템(Cyprus)을 이용한
천연 방벽/ 생태계 접점 영향 KURT 수리 특성 입력 체제 개발 운영
평가 인자의 다양화
평가 현안 도출 및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Flow- lab을 이용한 안전성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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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2. 2008년도

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정련 반응 세부 공정별 발생 폐기물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 금속정련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적 처분 성능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성 자료에
따른 Near- field 평가 방법론 도출
정련 공정 폐기물 처분 방사선적 안전성

100

예비 평가: 현재까지 도출된 금속정련 공정
처분장 응력변화가 수리
및 방사선적 유동에
미치는 영향 통합 평가
모델링 개발

안전해석 입력자료 생산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expert elicitation)

폐기물 선원항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응력 - 단열 간극 상호반응 모델링 개발 :
열 및 역학적 영향에 단열간극 변화
수학적 모델링
상호 반응 영향 평가: 상호 반응이

100

처분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입력 자료 전문가 의견 수렴: 흡착 계수 등
산정을 위한 국내 expert elicitation 수행
Cyprus+를 이용한 KURT 공학적 방벽
건전성 실험자료 입력 체제 개발 및 운영:

100

히터 시험 등 공학적 방벽 건전성 실증
자료 입력 시스템 개발

해안 처분장 영향 분석을
위한 단열망 내
해수/ 핵종이동 통합 평가
모델링 개발 & 평가
생태계 천부 환경

(catchment) 에서의
지하수 및 핵종 이동 현상
규명 template 개발

해수 침투 해석을 위한 MDPSA 루틴
개발: 오차 수정법과 해수- 담수 이동

100

지배방정식 해석 루틴 개발
불포화대 지하수 및 핵종 이동 모사 구획
모델링 개발: 물질 수지 보존법을 이용한
불포화대- 포화대 구분 루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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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 2009년도

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미래형 원자로 및 선진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확률론적 종합

핵연료주기 폐기물

안전 해석: 기본 시나리오와 50 여 가지

확률론적 종합 안전 해석
1단계 처분장 안전해석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
안전해석 평가 및 입력데이터 수집 종합

종합 품질 보증 시스템

운영: 처분안전해석 관련 입력 자료

운영

품질보증

처분장 방사분해가 종합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통합
평가 모델링 개발& 평가
천연방벽- 생태계

방사분해 영향 평가: 용해도 변화에 따른
핵종 이동 해석 수학적 모델링

달성도

(%)
100

100

100

GBI에서의 동적 물질 이동 현상 모사 모델

접점에서의 물질 이동 현상 개발 및 평가: 고정된 단위 유입량이 아닌
규명
국내 처분 환경에 대한

천이적 유입량에 따른 선량 환산 모델링
KURT 자료를 중심으로 한 종합

지수문/ 지화학 종합 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처분안전해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100

100

4. 2010년도

목표

A- KRS 종합 안전성
평가

A- KRS 확률론적
폐쇄후 안전성평가
처분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

연구개발 수행내용

- KURT 기반 결정론적 페쇄후 안전성 평가
- 운영중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한 신뢰도 DB
구축
- A- KRS 운영중 안전성 평가
- 공학적 방벽 재료 상호작용 메카니즘 규명
- 확률론적 처분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 안전성평가 자료의 통계처리
- A- KRS 폐쇄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 Safety Case 구조 개발
- Safety Case 요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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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도

(%)

100

100

100

5. 2011년도
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 KURT 기반 A- KRS 결정론적 폐쇄후 안전
A- KRS 종합 안전성
평가

달성도

(%)

성 평가

- 신뢰도 DB 활용 방안 구축

100

- A- KRS 운영중 안전성 평가
- 공학적 방벽 재료 상호작용 영향 평가
- 확률론적 처분 안전성 평가 체계 확립

A- KRS 확률론적
폐쇄후 안전성평가

- 안전성평가 자료의 확률분포 추정
- A- KRS 폐쇄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100

- 불확실도를 고려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처분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

- KURT 기반 Safety Case 개발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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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 2 절 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처분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 온 한국형 처분시스템 A- KRS에 선진 핵
연료주기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고려한 선진 핵연료주기 한국형 처분시스템

A- KRS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국형 처분시스템 A- KRS와 선진
핵연료주기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은 계속되고 있어 성능 향상이 예상되지만 현 단
계를 기준으로 선진 핵연료주기폐기물의 처분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안전성 분석을
위하여 GoldSim을 사용하여 개발된 평가 프로그램은 이류나 분산 등에 대한 상세
한 모델링 및 시간에 따른 입력체계 도입 등으로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
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기법은 경주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 활
용되고 있다. 또한 선진 핵연료주기폐기물 처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 핵연료주기 한국형 처분시스템 A- KRS에 대한 평가 결과를 관련 연구원들과
공유를 통하여 선진 핵연료주기 연구개발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미국 UC 버클리대와의 공동연구과제로부터 THRC (Thermo -

Hydraulic -

Radioactive - Chemical) 상호 반응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재
산권을 취득하였으며, JAEA와의 생태계 관련 연구결과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 결과는 한국형 처분시스템인 A- KRS에 대한 처분 안전성을
평가함은 물론 후행 핵연료주기기술에 환경친화성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후행핵연료주기기술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과제간 상호협력을 강
화시켜 연구효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원자력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하
여 연구효율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Safety Case 개발 방안 수립을 통해 Safety Case를 지원해주는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과업을 마련하여 각 세부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 결과물을 지정할 수 있
게 하였다. 또한 이용하는 자료와 모델의 일관성과 투명성,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처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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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처분안전해석 연구개발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수행되거나 산업체 적용 과제
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FEP/ 시나리오 개발의 일환으로 개발된 PID 방법론은 처
분 연구 뿐 아니라 파이로 연구에도 적용하여 각 공정별 반응 및 물질 흐름, 공정
간 연계성 등을 도시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종합 성능 평가 코드 개발 및 THRC 연구 결과는 한국형 처분개념의 향상에 맞추
어 코드의 수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THRC 연구는 현재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이론적 연구는 물론 상세 연구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추진
할 계획이다.

Goldsim을 이용한 처분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2010년 이후 새로운 파이
로 폐기물 처분 개념(A- KRS)가 정립된 후 관련 수정 입력 자료에 근거한 평가 결
과물을 산출하여 파이로 주기 환경 친화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데 활용될 예정이
며, 현재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해외 기관을 통한 별도의 평가 결과와 상호 검증하
는데 활용되어 파이로 주기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데 사용될 예정인데 이
러한 일련의 연구는 2010년에 수행될 예정이다.
생태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차기 단
계에서 입력 자료 보완 등 보충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Bioprota 국제 공동
연구에 우리의 생태계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에 현 단계에서 개발된 방법론이
적용될 예정이다.

Safety Case 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조직화할 수 있어 개발에 필요한 자료나 모델을
검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처분 시스템의 각 세
부 부문에서 이용되는 자료와 모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리해 둘 수 있기 때문
에 각각에 대한 중복 연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 방안이 수립된 Safety Case는 일반적 개념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이는
특히 부지 선정과 시기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부지 선정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Safety Case 개발을 계획 중인
다른 국가의 관심과 기술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Safety Case가 처분 시스템과 안전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처
분 사업 시행자, 규제 당국, 해당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모두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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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보를 담게 된다. 따라서 Safety Case가 취지에 맞게 작성되어 이해당사자들
에게 공개되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
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Safety Case를 통해 처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학적 방벽과 천연 방벽에 의해
보장되는 안전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시되면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달성할 있게 된다. 이
런 결과를 얻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Safety Case 개발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Safety Case 개발 방안 연구의 결과로 작성된 개발 과정에 대한 일정은 처분 시스
템 각각의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개발 일정을 통해 일
관성 있고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Safety Case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Safety Case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모델을 정리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
정을 통해 처분 방식과 부지, 폐기물 유형과 공학적 방벽 및 처분장 설계 등의 세
부 연구 항목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한층 높은 기술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
다. 이는 심지층 처분 시설을 관리하는데 유용한 기술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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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Safety Case 개발 방안 수립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l NEA, 2007, Safety case for deep geologic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Where de we stand? (Symposium proceedings in Paris, France), NEA.
l SKB, 2011, Long- term safety for the final repository for spent nuclear fuel at

Forsmark: Main report of the SR- Site project, SKB TR- 11- 01, SKB, Sweden.
l Posiva Oy, 2008, Safety csae plan 2008, POSIVA 2008- 05, Posiva Oy,

Finland.
l Posiva Oy, 2010, Interim Summary Report of the Safety Case 2009, POSIVA

2010- 02, Posiva Oy, Finland.
l JNCDI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2005, H17: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technical knowledge base for the geological disposal
of HLW, JNC TN1400 2005- 022, JNCDI, Japan.
공학적 방벽 상호작용 영향 평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l W. R. Rodwell, "Specification for SMOGG Version 4.0: a Simplified Model of

Gas Generation from Radioactive Wastes," SERCO/ERRA- 0452 ver 5, UK
Nirex, 2004.
l Tanai, K, and et al., "A preliminary of Cas diffusion and Migration," JNC

TN8400 99- 045 (in Japanese), 1999.
l H12 : Project to Establish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Basis for HLW

Disposal in Japan, JNC, 2000.
운영중 안전성 평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l NUREG- 1864, "A Pilot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f a Dry Cask Storage

System at a Nuclear Power Plant", USNRC, 2007.
l IAEA, " Safety Series, Safety Assessment fro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Saefty Series No. 118. IAE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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