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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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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시스템 개발

세부 과제 명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 기술 개발

연 구 책 임 자 백민훈

해 당 단 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19.6명
해 당 단 계
연 구 비

정부 2,840,000 천원

내부 12.9명 기업 0 천원

외부 6.7명 계 2,84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 구 원 수

총 58.9명

총 연구비

정부 7,990,000 천원

내부 41.2명 기업 0 천원

외부 17.7명 계 7,99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참 여 기 업 명

국 제 공 동 연 구 상대국명 : 상대국 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책임자 : 윤종일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 고 서  면 수 453p.

본 세부과제의 최종목표는 KURT 기반의 Safety Case 개발을 통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평가의 신뢰

도 향상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1단계 연구에서는 다중 방사선원 평가 및 복합피폭 해석모델 개발을 통해 

기존 안전성평가 코드를 개선하여 위험도 기반 안전성평가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용기, 완충재, 암반 

등 공학적방벽 경계에서 핵종의 복합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해 처분안전성평가에 필요한 핵종 복합 

거동 자료를 획득하고 해석기술을 개발하였다. 아울러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핵종인 우라늄을 

이용하여 천연방벽에서 핵종의 장기 거동을 해석하고 평가하여 처분안전성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2단계 연구에서는 가상 처분부지인 KURT와 파이로공정폐기물 처분시스템인 A-KRS를 기반으로 한 Safety 

Case 개발을 통하여 처분장 안전성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보조안전지표 

적용기술과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KURT 기반 Safety Case 평가시스템 구축하였다. 또한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특성 규명하고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영향 평가를 통해 안전성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본 과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KURT 기반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시스템 개념개발 단계 Safety Case(AKRS-16) 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안전성평가, 복합 시나리오, 보조안전지표, Safety Case 개발, 핵종 복합 거동, 
다중방벽 핵종 이동, 우라늄 장기 거동

영어

Safety assessment, Complex  scenario,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 Development of Safety Case, Complex radionuclide 
behavior, Multi-barrier radionuclide migration, Long-term behavior of 
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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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 기술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의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관리 문제가 가장 큰 이

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노력과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독성 저감과 고준위폐기물 발생 양 감소를 통

한 처분장 부피 감소를 위해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

싱(pyro-processing) 처리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파이로프로

세싱에서 발생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심층처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 400-500 m  

심부 지하 암반층에 심층 처분하는 방안이 가장 큰 공감을 받고 있으며, 많은 선진 국가들에

서 이를 위한 연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시 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안전성이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과 파이로공정폐기물 처분시스템인 KRS와 A-KRS에 대한 개념설계를 개발하여 왔다. 그

리고 이들 시스템에 대한 설계적합성 검증을 위한 안전성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실험실 실험이

나 KURT에서의 현장실험을 통하여 주요 입력자료를 확보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설계적

합성을 검증하였다.

최근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시스템에 대한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안전성평가

뿐만 아니라 안전성관련 주장 및 논거에 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처분안전성평

가에 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한 Safety Case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 처분부지인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와 파이로공정

폐기물 처분시스템인 A-KRS를 기반으로 한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기본연구를 수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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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처분장 안전성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본 과제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연차별로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

다. 1차년도 (2012년) KURT 기반 처분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복합 시나리오 개발, 2

차년도 (2013년) 연구목표는 KURT 기반 복합피폭 해석 모델 개발, 3차년도 (2014년) 연구목

표는 KURT 기반 Safety Case 평가 시스템 구축, 4차년도 (2015년) 연구목표는 KURT 기반 

천연방벽에서 안전성향상 기술 개발, 5차년도 (2016년) 연구목표는 KURT 기반 국내 고유 

Safety Case 개발로 설정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 관련 기술은 국내 고유의 환경 및 실정을 고려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Safety Case 개발을 통한 처분안전성 신

뢰도 향상은 처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수용성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각 시나리오별 안전성평가뿐만 아니라 복합피

폭 시나리오 및 모델 및 도구를 확보하여 위험도(risk) 기반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장의 각 단계별 Safety Case 사례를 분석하고 Safety Case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처분장 안전성에 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실험실적 실험이나 현장실험을 통하여 주요 입력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증거자

료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공학적방벽에서 다양한 지화학적 인자에 대한 핵종 복합 거동 특

성 자료를 확보하여 처분장 안전성평가에 대한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핵종 장기 유사거동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폐쇄 후 안전성평가를 지원하

는 처분장의 장기 거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안전성평가 모델에 필요한 정량적 자료를 

제공하고, 처분 안전성 입증을 위한 보조안전지표로 활용된다.

 처분안전성에 신뢰도를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자료는 대국민 홍보와 신뢰 확보를 

통한 국민수용성 증대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처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으로써 처분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단계별 Safety Case 개발은 인허가 필수사항

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모델 및 

방법론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인허가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공학적방벽에서 핵종의 복합 거동에 대한 자료들

은 처분안전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

다. 따라서 고준위폐기물 심부 처분안전성 평가기술 및 평가 자료가 적기에 확보되지 못할 경

우, 처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고 이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만 한

다. 만약 국내 자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해외기술을 수입한다면 수입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처분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국가 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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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기물 관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연구 분야로써 국

내 환경 및 실정을 고려한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환경에

서 핵종 복합 거동 특성연구는 장기간의 처분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인자에 대한 핵종 거

동 자료와 모델 예측자료를 제공하여 일반인들의 처분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핵종 장기 유사거동 연구는 비전문가인 일반 대중들에게 처분장 안전성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들을 제공함으로써 처분장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고준위폐기물의 심층처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심층처분을 

위한 일반기준은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성능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일반기준에 

Safety Case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은 제시되었으나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개발하여 작성한 개념설정 단계에서의 

Safety Case 보고서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 Safety Case 개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KURT 기반의 Safety Case 개발을 통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평

가의 신뢰도 향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로 1단계(2012.3 ~ 2015.2) 1차년도의 

목표는 KURT 기반 위험도 기반 처분안전성 평가 및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복합 시

나리오 개발, 2차년도는 KURT 기반 복합피폭 해석 모델 개발, 3차년도는 KURT 기반 

Safety Case 평가 시스템 구축이다.

1차년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내용으로는 복합피폭 시나리오 요소 분석 및 통합 

해석 방법론 개발, 완충재에서 온도 및 금속이온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석이다. 복합피폭 시나리오 요소 분석 및 통합 해석 방법론 개발의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복합피폭 시나리오 요소 분석 및 복합피폭 해석 통합 방법론 개발, 안전

성평가 코드 GSTSPA(GoldSim-based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확인 및 

검증,  처분단계별 Safety Case 사례 분석이다. 완충재에서 온도 및 금속이온의 핵종 이동 영

향 평가의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용출 금속이온(Cu, Fe)의 벤토나이트 확산 및 완충재 변질특

성 규명, 온도에 따른 용출이온 확산영향 평가이다.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석의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KURT 지하수 내 우라늄 Redox 반응 확인 및 규명, Fe, Mn 

등 Redox 반응 영향 원소들의 영향 평가, 우라늄 화학종의 장기안정성 평가, KURT 지하수 

내 우라늄 산화수에 따른 화학종 확인, Redox 반응에 의한 우라늄 화학종 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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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내용으로는 다중 방사선원 평가 및 복합피폭 해석 

모델 개발, 공학적방벽에서 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종 이동 모델 개발, 용기/완충재 경계 부

식생성물 및 가스 핵종 이동 영향 평가이다. 다중 방사선원 평가 및 복합피폭 해석 모델 개발

의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다중 방사선원 유출 모델링 및 평가 방법론 개발, GoldSim을 이용한 

복합피폭 시나리오 모델 개발, 다중 안전성 증거 및 해석 방법론 개발을 통한 Safety Case 

개발 지원이다. 공학적방벽에서 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종 이동 모델 개발의 세부 연구내용

으로는 용기/완충재 경계에서 핵종 복합이동 수치모델 개발,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화학종 계산, 우라늄의 반응화학종 측정 및 

검증, 지하수 주요 원소(Ca, Mg) 영향 평가이다. 용기/완충재 경계 부식생성물 및 가스 핵종 

이동 영향 평가의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처분용기 부식에 따른 이차생성물 특성 분석, 부식생

성물과 핵종의 상호 반응특성 규명, 생지화학적 발생가스 특성 및 핵종 거동 영향 평가이다.

3차년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내용으로는 KURT 부지 환경 적용 Safety Case 

개발, 완충재/암반 경계에서 생지화학 반응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이다. KURT 부지 환경 적용 Safety Case 개발의 세부 연구내용으로

는 GoldSim을 이용한 GSTSPA 개선을 통한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코드 개발, 처분단계별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처분단계별 Safety Case 개발이다. 완충재/암

반 경계에서 생지화학 반응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의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완충재 및 암반 단

열대 생존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 조사, 미생물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방사선의 

생지화학적 영향 평가,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이다.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의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장기 지화학 반응 

모델 개발, 우라늄의 상변화 예측 및 평가, KURT 지하수 조건 우라늄 콜로이드 형성 특성 

평가, 우라늄 고체용액 형성 및 영향 평가이다.

일부 연구목표와 내용이 재 기획된 2단계(2015.3 ~ 2017.2)에서는 1차년도 목표가 KURT 

기반 천연방벽에서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2차년도 목표는 KURT 기반의 국내 고유 Safety 

Case 개발이었다. 2단계 4차년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내용으로는 기술기준(안)을 

고려한 처분 보조안전 지표 적용 기술 개발,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평가 및 생태계 장

기변화 영향 분석,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의 광물화 과정 해석이다. 기술기준(안)을 고려

한 처분 보조안전 지표 적용 기술 개발의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 보조

안전 지표 개발과 주요 보조안전지표 적용 모델 및 코드 개발이다.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평가 및 생태계 장기변화 영향 분석의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복합 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종수착 실험, 완충재/암반 경계조건에서 핵종 복합 거동 메커니즘 규명, 생태계 장기 변화 

영향 분석,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이다. KURT 단열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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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라늄의 광물화 과정 해석의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KURT 및 국내 우라늄 함유 광물들 

대상의 우라늄 결합구조 및 메커니즘 규명, 장기 광물화 과정 및 메커니즘 규명이다.

5차년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내용으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 보조안전지표 평가 

모델 개발, KURT 기반 Safety Case 보고서 작성,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

석 및 평가방법 개발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보조안전지표 평가모델 개발의 세부 연구내용으

로는 보조안전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한 Safety Case 개발 지원, GSTSPA 개선을 통한 복합

피폭 및 보조안전지표 평가 가능 코드 개발이다. KURT 기반 Safety Case 보고서 작성의 세

부 연구내용으로는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핵종 복합 

거동 종합 평가보고서 작성, 보조안전지표 활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KURT 기반 Safety 

Case 종합보고서 작성이다.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 및 평가방법 개발의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우라늄의 장기 안정성 및 거동 예측 방법론 개발, 우라늄 이동 영향 평

가, Safety Case 활용방안 개발 자료정리 및 보고서 작성이다.

IV. 연구개발결과 

복합 피폭시나리오 요소 분석 및 통합 해석 방법론 개발 분야에서는 위험도 기반 안전성평

가를 위한 복합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FEP(Fetures, Events, and Processes)을 보완하고 지

하수 및 용질 이동을 TDRW(Time-Domain Random Walk) 방법론을 이용하여 모사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기존 안전성평가 코드에 접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가 가능한 통합 방법론을 사건 특성 규정, 각 사건별 영향도 규정, 시나리오 조합 기준 설정, 

시나리오 조합, 안전성평가 모델링, 모델 수렴 검토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A-KRS 처분안전

성평가를 위한 GSTSPA 전산 코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작업을 SwRI 연구소에서 개발한 

NRC SOAR 프로그램과 비교 검증 연구를 통하여 GSTSPA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처분사업

을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폐쇄 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처분단계별 미국, 일본, 스웨덴, 핀

란드의 Safety Case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다중 방사선원 평가 및 복합피폭 해석 모델 개발 분야에서는 A-KRS 시스템에 대해 다중 

선원항 모델을 적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세라믹폐기물의 피폭선량 최대치는 약 

25% 정도 저감, 최대치 발현 시점은 약 3만년 정도 늦춰짐을 확인하였고, 단일 재고량으로 

해석한 경우에 비해 최대 피폭선량률은 약 35% 정도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GoldSim을 이용

한 복합피폭 시나리오 모델을 개발하여 한반도 내 지진 발생확률과 처분장 영향 범위 내 우물 

침입 확률을 포함하는 복합피폭 시나리오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 위험도의 증가는 50 

m 이내의 우물 침입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제기구(IAEA, OECD/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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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제공동연구(SPIN, PAMINA), 선행국 등에서 도출된 주요 성능지표, 보조안전지표 및 자

연유사에 관한 정보자료 구축하고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다중 안전성 증거 및 활용 방안

을 수립하였다.

KURT 부지 환경 적용 Safety Case 개발 분야에서는 GSTSPA를 공학적방벽에서 핵종 이

동, 복합피폭 시나리오 생성, 시나리오 통계 분석 및 발생 확률 계산,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을 개선하여 새로운 복합피폭 시나리오 안전성평가 코드를 개발하였다. 부지선정, 건설 및 운

영, 폐쇄 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처분단계별 평가 코드를 구성하여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하였다. 처분단계별 Safety Case 개발의 일환으로 KAERI Safety Case 

Portfolio를 제시하고 KURT에서 얻어진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A-KRS를 대상으로 안전성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기술기준(안)을 고려한 처분 보조안전지표 및 평가 모델 개발 분야에서는 국내·외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안전성평가 및 Safety Case 개발에서의 보조안전지표 개발 및 활용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보조안전지표 관련 국제공동연구인 SPIN, PAMINA 프로젝트와 참조값 DB(Data 

Base) 개발을 위한 IAEA의 국제공동연구(CRP)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들을 수집·분석하여 연

구개발을 위한 중요 항목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보조안전지표의 활용을 위하여 기존의 

GSTSPA를 개선하여 복합피폭 시나리오 및 보조안전지표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Matlab-GoldSim 기반의 안전성평가 모델인 K-PAM(KAERI’s Performance Assessment 

Model)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보조안전지표와 주요안전지표의 상관성 분석과 함께 주

요 영향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완충재에서 온도 및 금속이온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 분야에서는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경

주벤토나이트의 층간이온 중 Ca보다 Na가 선택적으로 Cu와 잘 교환되며 벤토나이트가 Cu로 

치환되면서 벤토나이트의 층간 두께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고온 및 저온에서 실험을 통해 

금속용기 성분의 용출 및 벤토나이트 확산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구리확산 평균속도(1.0 

(±0.5) cm/y)를 측정하였다. 구리치환 벤토나이트에 대한 핵종의 수착/확산 실험을 수행하여 

치환에 따른 핵종의 거동특성을 평가하고 구리와 미생물을 이용한 요오드 제거 실험을 수행하

여 핵종복합 거동에서 생물학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스위스 GTS(Grimsel Test Site)에서 수

행중인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Phase II(2008 ~ 2013)와 Phase 

III(2014 ~ 2018)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공동연구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실적 연

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용기/완충재 경계 부식생성물 및 가스 핵종 이동 영향 평가 분야에서는 구리처분용기 부식

물은 주로 이차금속황화물 형태의 고형체와 수소 및 황화수소 등의 기체 형태로 확인되었으

며, 이차황화물에 의한 핵종들의 수착량은 적지만 지하수의 pH 및 이온강도 등의 영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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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하였다. 수소 및 황화수소 발생가스가 수용액에 용존 되어 우라늄의 지화학적 거

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미생물에 의해 우라늄의 산화수가 빠르게 바뀜에 따라 우라늄의 벤

토나이트 및 화강암에 대한 수착 거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사선 조사로 인

해 금속재료와 완충재로부터 수소와 황화수소(H2S) 가스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이들이 미생물 

촉매작용에 의해 우라늄 +6가를 우라늄 +4가로 환원시키는 기작을 발견하고 규명하였으며 용

존 핵종들(예: 우라늄)의 산화수 및 수착 특성 등을 바꿀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완충재/암반 경계에서 생지화학 반응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 분야에서는 경주벤토나이트와 

KURT 암반단열대의 토착미생물로 Desulfo-sporosinus auripigmenti와 Veillonella을 각각 

확인하였으며, 미생물에 의해 광물변이가 유발됨을 확인하였다. 토착미생물의 활동 및 증식에 

의한 우라늄의 수착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경주벤토나이트 토착미생물의 활동 의해 우라늄 

수착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KURT 토착미생물의 증식에 비례해 우라늄 제거율이 증가

함을 확인하였다. 2 Gy/hr의 선량률로 총 230 Gy를 조사하였을 때, 미생물의 사멸과 재증식

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은 없었으며,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S. putrefaciens가 생존하여 침

철석과 우라늄의 강한 결합을 형성하였다.

공학적방벽에서 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종 이동 모델 개발 분야에서는 LBM과 PHREEQC

를 이용하여 처분용기와 벤토나이트 완충재 경계에서 핵종 복합이동 수치모델을 개발하였다. 

CFM 국제공동연구에서는 추적자 실험을 통하여 수행된 핵종 이동 실험 결과와 비교, 검증을 

수행하고 KAERI에서는 콜로이드 크기와 지하수 유량이 콜로이드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벤토나이트 이차생성 광물의 열역학 DB를 확보하고 벤토나이트 지

화학 특성 변화에 따른 화학종 계산 모델을 제시하였다. TRLFS 방법으로 KURT 지하수 중 

우라늄이 주로 Ca-UO2-CO3 삼증화합물로 존재하고,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우라늄이 암반-

지하수의 장기 상호작용의 해석에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하수 주요 구성 원소(Ca, 

Mg) 등이 우라늄 지화학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해석하였다.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평가 및 생태계 장기변화 영향분석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산화환원환경에 민감한 핵종(U, Se)들은 미생물의 활동과 지하수에 존재하는 주

요 이온들에 의하여 핵종의 화학종 형성에 영향을 주어 핵종의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리치환 압축벤토나이트에서 요오드는 CuI를 형성하여 고정화되었으며, 황산염 

첨가 시 압축벤토나이트에 함유된 철과 반응하여 맥키나와이트(Mackinawite)를 형성하여 우

라늄의 이동성이 감소하였다. 생태계 장기변화영향 분석에서는 생태계 모델 및 기후변화와 지

형발달 모델 개발 및 활용 현황에 관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에서의 생태계 장기변

화 모델 개발 연구에 관한 주요 항목을 제안하였다. CFM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수행한 벤

토나이트 침식 및 콜로이드 이동에 대한 장기 현장실험(LIT: Long-term In-situ Test)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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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단열대의 낮은 유속의 흐름장에서 압축벤토나이트의 침식으로 발생되는 콜로이드와 핵종의 

장기복합이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석 분야에서는 시간분해 레이저형광분광

(TRLFS)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고, 지하수 중 존재하는 우라늄 농도를 정량화 하는 방법을 개

발하고,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 화학종을 확인하였다. 또한 PHREEQC 지화학코드

를 이용한 Redox 반응모델링을 통해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Redox 반응을 예측하였

다. 지하수에 용해된 Fe, Mn 등이 우라늄 redox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실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PHREEQC 지화학코드로 KURT 지하수에서의 우라늄 redox 반응 영향을 평가하

였다. 대표적인 우라늄광물 및 우라늄 지화학 반응에 대한  열역학 DB를 구축하고, 

PHREEQC를 이용하여 KURT 조건에서 안정적인 우라늄화학종을 계산하였다. TRLFS를 이용

하여 KURT 지하수에서 지배적인 우라늄 화학종이 Ca-UO2-CO3 삼중복합체임을 확인하였으

며, 이들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실험을 통해 결정하였다. KURT 지하수의 산화환원전위 결정법

을 개발하여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산화수 및 화학종 결정에 활용하였다.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 분야에서는 지화학코드(GWB: 

Geochemist’s Workbench)를 이용한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모델을 

개발하고 우라늄 열역학 반응 상수를 개선 추가하여, KURT 지하수에서의 주요 우라늄 화학

종을 계산하고, TRLFS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KURT 암반의 우라늄 동위원소(238U, 
235U, 234U) 비교분석을 통해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암석과의 장기상호작용을 해석하였

고, 처분환경에서 우라늄 상변화에 의해 형성 가능한 이차광물을 GWB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형성과정 및 메커니즘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 콜로이드의 

종류 및 산화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분해법을 이용하여 산화철 및 산화지르코늄 콜로이

드를 합성하고, 다양한 방법(XRD, Raman spectroscopy, HRTEM 등)과 분석도구들을 활용

하여 합성된 콜로이드들의 결정구조 특성을 규명하였다. 처분연구에서 우라늄 고체용액 연구

의 동향 및 역할을 조사·분석하여, KURT 지수화학 조건에서 Uranothorite와 같은 우라늄 

고체용액(solid solution)의 형성 가능성을 기존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확인하였다.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의 광물화 과정 해석 분야에서는 KURT 지하수 내, 즉 액체상

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과 KURT 단열암반 내, 즉 고체상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XRF(X-Ray Fluorometer), EPMA(Electron-Probe Micro-Analyzer), 

EDS(Energy-Dispersive Spectrometer), BSE(Back-Scattered Electron)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화강암 기반에서 존재하는 우라늄의 분포, 산출특성, 결합 메커니즘 등을 분석

하고, 우라늄 광물이 USiO4, (U,Th)SiO4, Ca(UO2)2(SiO3OH)2·5H2O 등의 우라늄규산염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KURT 암반에 존재하는 우라늄 동위원소를 alpha-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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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고 지하수 분석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지하수-암반 간 장기 상호작용을 해석하였으며, 

코핀석(USiO4)과 유사한 결정구조를 갖는 저어콘(ZrSiO4)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친 방사선 영

향에 의한 광물화/비광물화 과정을 확인하였다.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의 장기 거동 해석 및 평가방법 개발 분야에서는 단열암반에 존

재하는 우라늄의 분포, 존재 형태 및 광물 특성 등을 전자탐침미세분석(EPMA) 기술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형성엔탈피 등의 우라늄 열역학자료를 이용한 계산코드(KAERI-TCDBC)

를 개발하여 오랜 시간에 걸친 우라늄 광물의 상대적 안정성과 장기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단열암반을 통해 우라늄의 장기 이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KURT 암석 시

료를 이용하여 우라늄 장기 용출 시험을 실시하여 다양한 지하수 조건변화에 따른 우라늄의 

용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라늄 장기 이동성을 평가하였다. Safety Case 보고서 내용 중 

KURT 기반의 우라늄 장기 거동 특성 자료를 정리하고, 핵종 이동 및 누출, 자연 및 인공 유

사물 등을 기술함으로써 Safety Case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KURT기반 Safety Case 보고서 작성 분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하는 지하처

분연구시설인 KURT를 기반으로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의 심층처분을 위한 A-KRS 처분시

스템의 개념개발 단계에서 수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KURT 기반 파이로공정 고준위폐

기물 처분시스템 개념개발 단계 Safety Case(AKRS-16)’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에

는 KURT 기반의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시스템에 관한 Safety Case의 전체적인 개

요를 정리하였다. 또한 처분안전성을 구성하는 요소와 처분시스템을 제시하였고 안전성평가 

방법과 평가결과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의 문서

화 및 그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고, 처분 단계별로 요구되는 Safety Case의 보완과 갱신을 위

해 필요한 다양한 연구개발 항목을 제시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 중의 하나인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가 가능한 폐쇄 

후 안전성평가 코드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또는 파이로 처리 후 발생하는 고준위방사

성폐기물 처분 사업 수행시 안전성평가뿐만 아니라 Safety Case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 주체로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관련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처분사업 단계별 안전성 평가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한 연

구결과는 Safety Case 개발의 핵심 내용인 안전성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국

내 사업주체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기술을 전수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보고서 종류와 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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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목차 및 구성내용들은 향후 Safety Case 보고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AKRS-16 Safety Case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또는 

파이로 처리 후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시행 계획이 완성되면 관련 기관들이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Safety Case는 처분 시스템의 안전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처분 사업 

시행자, 규제 당국, 주변 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필요한 처분시스템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처분안전성평가에 관한 신뢰도 확보는 처분사업에 관한 국민 수

용성 증진에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신뢰도가 확보된 Safety Case가 작성되어 이해당사자들

에게 공개되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KURT를 기반으로 작성한 AKRS-16 Safety Case 보고서

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사용후

핵연료의 파이로공정을 포함하는 재순환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들의 심층처분 타

당성 검증에 필요한 기술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향후 국내에서 수행될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의 안전성평가와 신뢰성 구축에 필요한 기술자료(KURT 부지를 기반으

로 이루어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결과 포함)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국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규제기술 및 규제지침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

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와 의사소통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현상 규명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수행한 온도 

및 금속이온과 용기와 완충재 경계에서 생성되는 부식생성물 및 가스가 지하매질 내 핵종 이

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국내 자원을 이

용한 실험적 연구로써 처분안전성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이들 결과는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기본 자료로써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연구를 통해 습득된 자료와 실험

적 연구관련 기술들은 향후 처분사업 수행 시 사업주체에 기술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

다.

자연유사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석, KURT 지

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의 광물화 과정 해석,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 및 평가 방법 개발 연구들은 안전성평가 결과와 

함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Safety Case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단

계에서 수행한 연구내용은 기초적인 자연유사 연구로써 향후 본격적인 자연유사 연구의 기반

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장치와 측정방법들은 향후 본격적인 

자연유사 연구가 수행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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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Confidence Improvement Technologies for Disposal Safet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t present, the management of spent fuels generated from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becomes one of big issues in our country, and many 

national efforts and R&Ds are being carried out to resolve this problem.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as been performing a study on the 

pyro-processing of spent fuels generated from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NPPs in order to reduce the toxicity and the volume of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finally to reduce the area of repository) from the pyro-processing of 

spent fuels. In this project, researches for the deep geological disposal of the 

HLW generated from the pyro-processing of PWR spent fuels are performed.

The deep geologic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in rock media about 

400-500 m depth is world-widely accepted as a final management option of HLW 

to protect human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been 

performing many RD&D’s for the deep geological disposal of HLW as a national 

program. Safety is a top priority to be considered in HLW disposal. Meanwhile, 

KAERI has developed a KRS system for the direct disposal of spent fuel and an 

A-KRS system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generated from the 

pyro-processing of PWR spent fuels. In addition, we checked the design 

feasibility of KRS and A-KRS by developing a safety assessment model and 

performing the long-term safety assessment and by using input data from in-situ 

tests and experiments performed at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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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R&D efforts for the development of Safety Case for the deep 

geological disposal of HLW to enhance public acceptance are being carried out 

actively. The development of the Safety Case includes the collection of various 

arguments and evidence in support of the long-term safety of a repository for 

the confidence enhancement of disposal safety. Therefore,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enhance the confidence of disposal safety by developing a Safety 

Case based on the A-KRS and the KURT environment. We performed this project 

by setting up the annual goal from 2012 to 2016 as follows: the goal of the first 

year (2012) is to develop complex scenarios for the disposal safety and 

confidence enhancement based on KURT; the goal of the second year (2013) is 

to develop a complex scenario analysis model based on KURT; (the goal of the 

third year (2014) is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of a Safety Case based on 

KURT; the goal of the fourth year (2015) is to develop technologies for the safety 

enhancement at the natural barriers based on KURT; the goal of the fifth year 

(2016) is to develop a Safety Case based on the A-KRS and the KURT 

environment.

We must develop safety assessment technologies for a HLW disposal facility 

preferentially because inherent domestic information (e.g., environments, 

situations, etc) has to be considered. Especially, the confidence enhancement for 

disposal safe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is important not only 

for the disposal safety but also for the public acceptanc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a risk-based safety assessment for complex 

scenario as well as for each scenario must be perform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model and methodologies for complex scenarios. In addition, 

we have to increase the confidence on disposal safety by analyzing case studies 

on a Safety Case for each stage of a repository development program and 

developing an evaluation system of a Safety Cas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input data from laboratory experiments and in-situ tests as well as 

various evidences need to be acquired and provided. Therefore, the data related 

to complex behaviors of radionuclides in engineered barrier systems need to be 

provided for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In addition, the analogue studies 

for the long-term behavior of radionuclides can be used for promoting 

understanding of long-term evolution of a disposal system to suppor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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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closure safety assessment, for providing quantitative data for a safety 

assessment model, and for demonstrating the disposal safety as a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

Technologies and related data for the confidence enhancement of a disposal 

safety will improve the efficiency of a repository implementation program by 

increasing the public acceptance. The models and methodologies developed in 

this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can support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a repository development program because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for each stage of a repository development program is becoming 

an essential point for licensing the repository. The data related to complex 

behaviors of radionuclides in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s can be used for 

enhancing disposal safety, thus the technical cost to secure the validation of a 

disposal safety can be reduced. If technologies and data for the safety assessment 

are not acquired timely, huge management cost for the implementation of a 

disposal program will be expected. Also, huge cost may be needed for importing 

technologies if we do not have our own technologie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repository.

Plans for enhancing confidence of disposal safety by considering domestic 

environment and situations have to be made because technologies for the safety 

assessment and confidence enhancement of disposal safety are essential for 

obtaining public acceptance on the repository implementation program. Models 

and data for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complex behaviors of radionuclides 

under disposal conditions by considering long-term evolution of a repository will 

promote th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implementation of a repository program 

by providing relatively accurate data for technical safety of a repository to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the study on natural analogues of long-term behavior 

of radionuclides will provide ways to help communication between the experts 

and non-experts (e.g., general public, experts other than disposal area) on 

repository safety, resulting in enhancing the confidence on disposal safety.

Recently, in Korea, a national basic plan for the management of high-level 

wastes have been established by Korean government. Furthermore, a general 

regulatory guideline for a deep geological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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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d. However, specific performance criteria for the sub-systems of a 

repository are not provided yet. According to the general regulatory guideline, 

the necessity and direction for developing a Safety Case for the deep geological 

disposal system are suggested. However, practical researches and develop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have been hardly performed. The Safety 

Case report for the concept development stage developed through this project 

will provide a good example of guideline and direction for a Safety Case 

development based on current domestic situations.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final goal of this project is to enhance the confidence of a disposal safety 

by developing the Safety Cases based on the A-KRS and KURT environment. The 

annual goals of this project in Phase I (March 2012 ~ February 2015) are as 

follows: to develop complex scenarios for the risk-based safety assessment and 

the confidence enhancement of a disposal safety based on KURT in the first 

year; to develop a complex scenario analysis model based on KURT in the 

second year; and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of the Safety Case based on 

KURT environment in the third year.

R&D contents of the first year are to analyze components of complex scenario, 

to develop an integrated analysis methodology, to evaluate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metal ions on radionuclide migrations in the buffer, and to 

analyze the uranium redox reactions in the KURT groundwater. The analysis of 

complex scenario components and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analysis 

methodology include an analysis of complex scenario components, the 

development of and integrated methodology for complex scenario assessment, th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GSTSPA (GoldSim-based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code, and case analyses of a Safety Case for each disposal stage. 

The evaluation of effects of temperature and metal ions on radionuclide 

migration in the buffer includes a characterization of dissolved ion (e.g., Cu, Fe) 

migration behaviors through bentonite and buffer alterations, and an assessment 

of diffusion effect of the dissolved ions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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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es of the uranium redox reactions in the KURT groundwater include an 

understanding of uranium redox reactions under KURT groundwater conditions, 

the understanding of the Fe, Mn effect on the uranium redox reactions, the 

evaluation of the long-term stability of uranium species, the uranium speciation 

with respect to the oxidation state under KURT conditions, and the uranium 

speciation with respect to the redox reactions.

R&D contents of the second year are to develop a multiple source term 

evaluation model and complex scenario assessment model, to develop 

radionuclide migration model considering geochemical reactions at engineered 

barrier systems, and to evaluate the behavior of corrosion products at 

canister/buffer interface and gaseous radionuclide migration effect. The 

development of a multiple source term model and complex scenario assessment 

model includes the development of multiple source term release model and 

assessment methodology, the development of complex scenario assessment  model 

using GoldSim program, and the support of Safety Case development using 

multiple lines of evidence and assessment methodology. The development of a 

radionuclide migration model considering geochemical reactions at engineered 

barrier systems includes the development of numerical radionuclide complex 

migration model at the interface of canister/buffer, the international joint study 

on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 project) at the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Grimsel Test Site: GTS, Swiss), the speciation study using 

geochemical code, the measurement and identification of uranium reaction 

species, and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major component (Ca, Mg) in 

groundwater. The evaluation of the behavior of corrosion products at 

canister/buffer interface and gaseous radionuclide migration effect include the 

characterization of secondary products from canister corrosion, the understanding 

of reactions between corrosion products and radionuclides, and the study on 

bio-geochemical gas generation and radionuclide behavior effect.

R&D contents of the third year are to develop a Safety Case based on KURT 

environment, to evaluate the radionuclide migration effect considering 

bio-geochemical reaction at buffer/host rock interface, and to understand 

long-term geochemical behavior of uranium in the KURT groundwater.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based on the KURT environment includ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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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omplex scenario assessment code through the improvement of 

GSTSPA code, the establishment of an assessment system for supporting the 

Safety Case development for each disposal stage, and the Safety Case 

development for each disposal stage. The evaluation of the radionuclide 

migration effect considering bio-geochemical reaction at buffer/host rock 

interface includes the investigation of the existing microbes at buffer/host rock 

fractures, the evaluation of the microbial effect on radionuclide migration, the 

evaluation of radiation effect on geochemical reactions, and the international 

joint study on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at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long-term behavior of uranium in the 

KURT groundwater includes the development of a long-term geochemical reaction 

model, the prediction and evaluation of uranium phase transition, the 

characterization of uranium colloid formation under KURT groundwater 

conditions, and the study on the uranium solid-solution formation and its effect.

In the Phase II (March 2015 ~ February 2017) where research goal and some 

contents are reorganized, annual goals of this project are to develop technologies 

for the improvement of safety in the natural barrier based on KURT in the first 

year and to develop a domestic Safety Case based on the KURT environment. 

R&D contents to achieve the goal of the fourth year in Phase II are to develop 

application technologies of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considering the draft 

safety guideline, to assess the radionuclide behavior at the boundary of natural 

barrier system, to analyze a long-term evolution impact of biosphere, and to 

analyze uranium mineralization processes in the fractured rock of the KURT.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technologies of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considering draft safety guidelines includes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HLW disposal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a model and computer code for the application of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to the Safety Case. The assessment of the 

radionuclide behavior at buffer/host rock interface and the analysis of long-term 

evolution impact of biosphere include an experimental study of radionuclide 

sorption considering complex geochemical reactions, an investigation of complex 

behavior of radionuclides at buffer/host rock interface, an analysis of long term 

evolution impact of biosphere, and an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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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t the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GTS, Swiss) as an 

international joint study. The analyses of uranium mineralization processes in 

fractured rocks in the KURT include the investigation of bonding mechanisms 

and the structure of uranium in the KURT and domestic environment, and the 

investigation of long term mineralization processes and mechanisms.

R&D contents of the fifth year are to develop a model for assessing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HLW repository, 

to make a Safety Case report based on the KURT environment, and to analyze 

the long term behavior of uranium at fractured rocks in the KURT and to 

develop an assessment methodology.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HLW repository includes the support of 

a Safety Case development through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and the development of a computer code that 

can estimate complex scenarios and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GSTSPA code.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report  

includes an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 study, a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report related to the complex behavior of radionuclides, a 

development of a report for the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and a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Safety Case report. The development of 

an assessment methodology and analysis of the long term behavior of uranium at 

fractured rocks in the KURT includes the development of a prediction 

methodology for the long term stability and behavior of uranium, the assessment 

of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uranium, and a development of a report for the 

application plan of data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report.

IV. Result of Project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complex scenario components and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assessment methodology are summarized as follows: FEPs 

(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were supplemented for the constitution of 

complex scenario; the groundwater flow and solute transport were simulated by 

TDRW (Time-Domain Random Walk) methodology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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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to the existing safety assessment code was confirmed; the integrated 

assessment methodology for the complex scenario assessment was developed by 

the combination of a characterization of external events, a characterization of 

impacts of each event, a determination of scenario generation criteria, a scenario 

generation, a safety assessment modeling, and a model convergence check; th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GSTSPA code for A-KRS was conducted by 

comparing with SOAR program developed by SwRI (Southwest Research Institute, 

USA); the repository development program was classified into site selecti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post-closure stage, respectively, and then Safety 

Case examples of US, Japan, Sweden, and Finland over the life-cycle of disposal 

facilit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from the development of a multiple source term evaluation and 

complex scenario assessment model are as follows: the safety assessment of the 

A-KRS was performed considering both conventional single source term model 

and multiple source term model; the peak dose from the multiple source term 

model was shown to be 25% lower than that from the single source term model; 

the peak dose time was delayed up to 30,000 years when the multiple source 

term model was used; rather than single inventory was additionally considered, 

the peak dose for the case of multiple inventories was reduced about 35% than 

that for the case of a single inventory; through the complex scenario model 

considering the occurrence of an earthquake and a well intrusion, it was 

confirmed that risk increase was close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well 

intrusion within 50 m from a disposal facility; a database on performance 

indicator,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 and natural analogue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publish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AEA, OECD/NEA, and international projects such as SPIN and PAMINA; a plan 

for the application of multiple lines of evidence was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Results from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based on the KURT environment 

are as follows: a new safety assessment code by upgrading the GSTSPA code was 

developed by adding sub-modules such as a radionuclide migration in EBS, a 

creation of complex scenario, a statistical analysis of scenarios and estimation of 

occurrence probabilities, and an improvement of user friendliness; w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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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ssessment framework for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by the 

constitution of assessment codes for each stage of a repository development 

program such as a site selection, a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a 

post-closure; a safety analysis report of the A-KRS system was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KAERI’s Safety Case portfolio proposed in this project.

Results from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and the 

assessment model considering the draft regulatory guideline are as follows: the 

status of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fety Case development with respect to the 

radioactive waste disposal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projects about the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such as SPIN 

and PAMINA, and IAEA’s collaboration project about the reference value 

database, were analyzed and thus proposed some important R&D items; in order 

to improve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Matlab-GoldSim-based safety assessment model, K-PAM (KAERI’s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which can compute the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under 

the complex scenario, was newly developed based on the existing safety 

assessment model, GSTSPA; using K-PAM, in addition, the correlations between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s and primary safety indicators were investigated, 

and the sensitivity analysis for the main influential parameters were also 

conducted.

Results from th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metal ions on 

radionuclide migrations at buffer materials are as follows: among the interlayer 

ions (Na and Ca) in Gyeongju bentonite, Na was selectively substituted with Cu; 

the interlayer distance of bentonite was reduced upon the substitution; the 

dissolution of metal canister component and diffusion were studied and the 

experiments at lower and higher temperatures revealed that the average velocity 

of copper diffusion is 1.0 (±0.5) cm/yr; the radionuclide migration behavior were 

investigated by radionuclide migration experiments using Cu-substituted bentonite 

and the biological effects were evaluated from the iodide removal experiment 

using copper and microbe; we performed various experimental studies associated 

with the CFM Phase II and III international joint study at G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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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from the evaluation of corrosion products behavior at canister/buffer 

interface and gaseous radionuclide migration effect are as  follows: corrosion 

products of copper in anoxic condition were mainly the secondary mineral of 

metal sulfate and gases such as H2 and H2S; the sorption of radionuclide on the 

secondary mineral was highly affected by the pH and ionic strength of 

groundwater; the geochemical behavior of uranium was changed due to the 

reaction of uranium with the dissolved corrosion gases (H2 and H2S); the U(VI) 

was rapidly reduced to U(IV) due to the microbial effect; the gamma-irradiation 

enhanced the gas (e.g., H2 and H2S) generation from the metal and bentonite; the 

mechanism of uranium reduction catalyzed by the microbe in the presence of 

corrosion gases w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bio-geochemical processes in 

the sorption properties of radionuclides were also studied.

Results from the evaluation of the radionuclide migration effect at buffer/host 

rock interface are as follows: we identified Desulfo-sporosinus auripigmenti and 

Veillonella as aboriginal microbes, existing in Kyungju bentonite and KURT rock 

fractures; the effect of these microbes on the uranium sorption behaviors were 

studied; we found that the sorption capacity were increased over twice and the 

removal rate of uranium with respect to the increase of microprobe was 

observed; the total 230 Gy radiation with 2 Gy/hr did not show any noticeable 

radiation effect on microbes; the microbial activity resulted in the increase of 

uranium sorption due to the changes in redox environments and forming a 

strong binding between uranium and newly formed secondary mineral from 

goethite.

Results from the development of radionuclide migration model considering 

geochemical reactions at engineered barrier conditions are as follows: we 

developed a numerical model for the radionuclide complex migration at the 

canister/buffer interface using LBM and PHREEQC; under the CFM joint 

international study, KAERI has performed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effect 

of the colloidal size and the groundwater flux to the colloid migration as a 

complementary work for tracer test under GTS; the thermodynamic database of 

bentonite secondary minerals were developed; a speciation calculation model with 

respect to the alteration of bentonite geochemical characteristics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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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TRLFS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study, uranium 

in KURT groundwater was found to be existing mainly as a Ca-UO2-CO3; the 

radioisotope analysis of uranium could be used to understand the long-term 

interactions of uranium and host rock/groundwater;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on the effect of major ions exist in groundwater (e.g., Ca, Mg) on 

the uranium geochemical reactions were performed and analyzed.

Results from the evaluation of the radionuclide behavior at the interfaces of 

natural barriers and the analysis of long-term evolution of biosphere are as 

follows: redox sensitive radionuclides such as U and Se decreased their mobility 

as a result of microbial activity and major ions in groundwater by forming 

immobile species; iodide was immobilized in a copper exchanged bentonite by 

forming CuI due to the microbial metabolism; when the sulfate was added, 

microbial activity reduced the mobility of uranium in the compacted bentonite by 

the formation of mackinawite with a high sorption affinity to uranium when the 

sulfate was added; the climate change and landscape development models were 

reviewed and summarized in the report; based on these survey and analysis, 

some plans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ong term evolution models of 

biosphere were proposed; the erosion of compacted bentonite in a low flow field 

of MI shear zone and the reactive migration of radionuclides and colloids were 

investigated by Long-term In-situ Test (LIT) of the CFM project Phase III at GTS, 

Swiss.

Results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uranium redox reactions under KURT 

groundwater conditions are as follows: a TRLFS system was developed and 

installed; a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for the quantification of uranium 

concentration in KURT groundwater was developed; uranium species in the KURT 

groundwater were identified; the uranium redox reactions under KURT 

groundwater conditions was predicted by developing the redox reaction model 

using the PHREEQC geochemical code; the laboratory experimental investigation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Fe, Mn ions on uranium redox reactions; 

the effect of uranium redox reactions using the PHREEQC code was evaluated; a 

representative thermodynamic database on uranium minerals and uranium 

geochemical reactions were constructed; the stable uranium species under KURT 

conditions were calculated; the dominant uranium species under KURT conditions 



- 26 -

were found to be Ca-UO2-CO3 ternary complexes by the TRLFS investigation; the 

formation constants for these uranium ternary complexes were experimentally 

determined; a measurement method of the redox potential of KURT groundwater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determination of the oxidation state and 

speciation of uranium under KURT conditions.

Results from the study on understanding the long-term behavior of uranium in 

the KURT groundwater are as follows: we developed a long-term uranium 

geochemical reaction model using GWB (Geochemist’ Work Bench), adding 

uranium thermodynamic reaction constants, computing dominant uranium species 

under KURT groundwater, and identifying major uranium species by using a 

TRLFS; the long-term interactions between uranium and rocks were investigated 

by analyzing uranium isotopes (238U, 235U, and 234U); the secondary uranium 

minerals under KURT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by geochemical calculation 

using GWB, and the formation processes and mechanism were investigated; the 

colloids of iron oxides and zirconium oxides were synthesized and characterized 

with various methods (XRD, Raman spectroscopy, HRTEM, etc.); the structures of 

as-prepared colloids were characterized using various analytical methods; the 

status and roles of solid-solutions of uranium relevant to the disposal research 

and development were investigated; th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uranothorite 

formation under KURT conditions were studied and corresponding researches 

were reviewed.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uranium mineralization in fractured rock 

samples from KURT are as follows: we analyzed long-term behavior of uranium 

in fractured rocks samples from KURT (in solid phase) as well as in the KURT 

groundwater (in liquid phase);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d binding 

mechanisms of uranium were analyzed using XRF, EMPA, EDS, BSE techniques; 

the uranium minerals under the KURT conditions were found to be existing as 

uranium silicates such as USiO4, (U,Th)SiO4, Ca(UO2)2(SiO3OH)2·5H2O; uranium 

isotopes in fractured rock samples from KURT were investigated using the 

alpha-spectrometry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groundwater analysis, and 

finally the long-term interaction of uranium between groundwater and rock was 

investigated; the metamictization process due to long-term effects of radiation 

from zircon (ZrSiO4), which is iso-structural to the coffinite (USiO4), was 



- 27 -

investigated.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long-term behavior of uranium and the 

development of estimation methodologies are as follows: the distribution, 

existence form, and mineral characteristics of uranium were investigated using 

the EPMA method; a calculation code (KAERI-TCDBC) was developed using 

thermodynamic data of uranium such as formation enthalpy and then a 

methodology was proposed to determine relative stabilities of uranium minerals 

and to predict the long-term behaviors of uranium; a long-term dissolution 

experiment of uranium using the fractured rock samples from KURT was carried 

out to predict the long-term mobility of uranium through fractured rock by 

analyzing uranium dissolution properties in the various groundwater conditions; 

long-term behaviors of uranium included in the Safety Case report was 

summarized and information and data for the radionuclide migration and release 

as well as natural and artificial analogues were provided for the Safety Case 

development under this project.

A Safety Case report entitled as “A Safety Case of the Conceptual Disposal 

System for Pyro-processing High-Level Waste Based on the KURT Site 

(A-KRS-16)” was published. This report summarized the Safety Case portfolio for 

the disposal system (A-KRS) of pyro-processed high-level waste based on the 

KURT environment. In addition, components for disposal safety and a disposal 

system were suggested. Besides, a methodology and results of post-closure safety 

assessment were analyzed. Finally, plans for documentation and quality 

management of data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Safety Case 

report, and RD&D items for updating the Safety Case required at each stage of a 

disposal program were also proposed.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post-closure safety assessment code developed in this project with the 

availability of complex scenario assessment will be applied to the safety 

assessment and the Safety Case development for the disposal of pyro-processed 

HLW. Besides, this safety assessment code developed in this project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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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ly used in the direct disposal of spent fuel by a transferring process to 

an implementer of national HLW disposal program. The R&D results for the case 

studies of safety assessment for each disposal stage and the establishment of 

assessment frameworks can be directly applicable to the safety assessment of a 

repository, which is a major component of a Safety Case, when the results are 

requested to transfer to the implementer. Especially, the types and contents of 

Safety Case portfolio reports based on the portfolio developed can be directly 

used for publishing the Safety Case report. The Safety Case Report we published, 

AKRS-16, can be used and updat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if the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disposal of spent fuels and/or pyro-processed 

wastes are set up.

In general, a Safety Case report contains all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safety of a disposal system because it deals with all issues for the safety of a 

disposal system. Therefore, it can give all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safety of 

a repository to stakeholder such as an implementer, a regulatory body, and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confidence of the safety of a disposal system is an 

essential part for the public acceptance. Therefore, if a Safety Case report with 

sufficient confidence are released to stakeholder, it can reduce social conflicts 

related to a repository development program and contribute greatly to the 

progress of a repository development program. The AKRS-16 Safety Case report 

based on the A-KRS and the KURT environment can be used in various areas as 

follows: 1) providing technical data for the demonstration of technical feasibility 

of a deep geological disposal of all kinds of wastes generated from recycling of 

spent fuels including pyro-processing which is under development; 2) providing 

technical data (including R&D results based on the KURT environment) related to 

the safety assessment and confidence building for the disposal of HLW which will 

be implemented in our country from now on, and plans for further R&D 

program; 3) development of regulation technologies and guidelines for the deep 

geological disposal of HLW; 4) confidence improvement for the disposal of HLW 

and contribution to mutual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

Experimental studies on the complex behaviors of radionuclides such as the 

effect of temperature, corrosion products, and gases produced at the interfaces 

of container and buffer ion the radionuclide migration were carried out to ob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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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data and understand basic processes for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safety case  Besides,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es on complex behavior of 

radionuclides at the interfaces of natural barriers can contribute to the 

confidence building for the disposal safety. These results can be directly used as 

basic data for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the Safety Case. In addition, the 

data and techniques related to the experimental studies could be transferred to 

the implementer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repository development 

program.

The results from R&D on long-term behavior of uranium carried out as a 

natural analogue study such as investigation of uranium redox reactions, an 

analysis of long-term geochemical behavior of uranium in the KURT 

groundwater, and an analysis of uranium mineralization process in the fractured 

rock of KURT will provide various information and data to the Safety Case 

development by the results from safety assessment. However, the studies carried 

out at this stage is considered as a preliminary study of natural analogue study. 

Thus, the research in this project will be a starting point to establish a research 

basis for future active natural analogue study. The instrumentation and methods 

developed through this project will be greatly utilized when a real natural 

analogue studies star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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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또는 재활용 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들은 인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 심층에 처분하

는 방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감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러 국가에서 고준위방사

성폐기물 심층 처분 관련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최근에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시스템 개

발 및 안전성평가를 완료하고 건설을 위한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고준위방사성폐

기물 심층 처분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안전성이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는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과 파이로공정폐기물 처분시스템인 KRS와 A-KRS에 대한 개념설

계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들 시스템에 대한 설계적합성 검증을 위한 안전성평가 도구를 개

발하고 실험실 실험이나 KURT에서의 현장실험을 통하여 주요 입력자료를 확보하고 안전성평

가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에 대한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안전성평가뿐만 

아니라 안전성 관련 주장이나 논거에 대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처분안전성평가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Safety Case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URT를 가상의 처분부지로 가정하여 파이로공정폐기물 처분시스템인 A-KRS를 

기반으로 한 Safety Case 개발을 통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차년도(2012년)에는 KURT 기반 처분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복합 시나리오 개발, 2차년도(2013년)에는 KURT 기반 복합피폭 해석 모델 개발, 3차년도

(2014년)에는 KURT 기반 Safety Case 평가 시스템 구축, 4차년도(2015년)에는 KURT 기반 

천연방벽에서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마지막으로 5차년도(2016년)에는 KURT 기반의 국내 

고유  Safety Case 개발을 연도별 연구개발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개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합 피폭시나리오 요소 분석 및 통합 해석 방법론 개발(제3장 

제1절), 다중 방사선원 평가 및 복합피폭 해석 모델 개발(제3장 제2절), KURT 부지 환경 적

용 Safety Case 개발(제3장 제3절), 기술기준(안)을 고려한 처분 보조안전지표 및 평가 모델 

개발(제3장 제4절), 완충재에서 온도 및 금속이온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제3장 제5절), 용기/

완충재 경계 부식생성물 및 가스 핵종 이동 영향 평가(제3장 제6절), 완충재/암반 경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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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화학 반응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제3장 제7절), 공학적방벽에서 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

종 이동모델 개발(제3장 제8절),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평가 및 생태계 장기변화 영향 

분석(제3장 제9절),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석(제3장 제10절), KURT 지

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제3장 제11절),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의 광물

화 과정 해석(제3장 제12절),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 및 평가방법 개발

(제3장 제13절), KURT 기반 Safety Case 보고서 작성(제3장 제14절) 등을 연구를 수행하였

다.

제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 관련 기술은 국내 고유의 환경 및 실정을 고려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Safety Case 개발을 통한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은 처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수용성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각 시나리오별 안전성평가뿐만 아니라 복합피폭 

시나리오 및 모델 및 도구를 확보하여 위험도 기반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

장의 각 단계별 Safety Case 사례를 개발하고 Safety Case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처분장 안

전성에 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실험실적 

실험이나 현장실험을 통하여 주요 입력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시

해야 한다. 따라서 공학적방벽에서 다양한 지화학적 인자에 대한 핵종 복합 거동 특성 자료를 

확보하여 처분장 안전성평가에 대한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

고 핵종 장기 유사거동 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폐쇄 후 처분안전성평가를 지원하는 처분

장의 장기 거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안전성평가 모델에 필요한 정량적 자료를 제공하

고, 심층 처분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보조안전지표로 활용된다.

2. 경제·산업적 측면

처분장 안전성에 관한 신뢰도를 향상 기술개발 및 관련 자료는 대국민 홍보 및 신뢰 확보를 

통한 국민수용성 증대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처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으로써 처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단계별 Safety Case 개발은 처분시설 

인허가의 필수사항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Safety Case 개발 지

원을 위한 모델 및 방법론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인허가 규제기술 개발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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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처분장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공학

적방벽에서 핵종의 복합 거동에 대한 자료들은 처분안전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고준위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안전성평가

기술 및 평가 자료가 적기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처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고, 만약 국

내 자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해외 기술을 수입한다면 수입에 따른 막대한 비용 또한 지불해

야 할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처분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은 관련 사업

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연구 분야로써 국내 환경 및 실정을 

고려한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Safety Case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처분환경에서 핵종의 복합 거동 특성연구는 장기간의 처분환경 변화를 고려

한 다양한 인자에 대한 핵종 거동 자료와 모델 예측자료를 동시에 제공하여 방사성폐기물 처

분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기술적 안전성 자료를 제공하여 일반인들의 처분안전성에 대한 이해

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핵종 장기 유사거동 연구는 비전문가적인 일반 대중들

에게 처분안전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적인 방법들을 제공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제3절 연구개발의 범위

본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 내용 및 연구범위를 아래의 <표 1.3.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연구내용들에 해항되는 보고서의 목차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58 -

구분
(연도)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비고

(보고서
참조)

1차년도

(2012)

복합피폭 시나리오 요소 

분석 및 통합 해석 방법론 

개발

Ÿ 복합피폭 시나리오 요소 분석

Ÿ 복합피폭 해석 통합 방법론 개발

Ÿ 안전성평가 코드 GSTSPA 확인 및 검증

Ÿ 처분단계별 Safety Case 사례 분석

제3장 

제1절

완충재에서 온도 및 금속

이온의 핵종 이동 영향 평

가

Ÿ 용출 금속이온(Cu, Fe)의 벤토나이트 확산 및 완충재 변질특

성 규명

Ÿ 온도에 따른 용출이온 확산영향 평가

Ÿ Cu/Fe-치환 벤토나이트의 핵종 수착 및 확산 영향 평가

Ÿ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제3장 

제5절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석

Ÿ KURT 지하수 내 우라늄 Redox 반응 확인 및 규명

Ÿ Fe, Mn 등 Redox 반응 영향 원소들의 영향 평가

Ÿ 우라늄 화학종의 장기안정성 평가

Ÿ KURT 지하수 내 우라늄 산화수에 따른 화학종 확인

Ÿ Redox 반응에 의한 우라늄 화학종 확인

제3장 

제10절

지하수중 우라늄 화학종 

규명 및 반응특성 평가
Ÿ 위탁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윤종일 교수)

제3장

제10절

2차년도

(2013)

다중 방사선원 평가 및 복

합피폭 해석 모델 개발 

Ÿ 다중 방사선원 유출 모델링 및 평가 방법론 개발

Ÿ GoldSim을 이용한 복합피폭 시나리오 모델 개발

Ÿ 다중 안전성 증거 및 해석 방법론 개발을 통한 Safety Case 

개발 지원

제3장 

제2절

공학적방벽에서 지화학 반

응을 고려한 핵종 이동 모

델 개발

Ÿ 용기/완충재 경계에서 핵종 복합이동 수치모델 개발

Ÿ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Ÿ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화학종 계산

Ÿ 우라늄의 반응화학종 측정 및 검증

Ÿ 지하수 주요 원소(Ca, Mg) 영향 평가

제3장 

제8절

용기/완충재 경계 부식생

성물 및 가스 핵종 이동 

영향 평가

Ÿ 처분용기 부식에 따른 이차생성물 특성 분석

Ÿ 부식생성물과 핵종의 상호 반응특성 규명

Ÿ 생지화학적 발생가스 특성 및 핵종 거동 영향 평가

제3장 

제6절

지하수중 우라늄 화학종 

규명 및 반응특성 평가
Ÿ 위탁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윤종일 교수)

제3장

제8절

.

.

.

표 1.3.1. 과제 주요 연구개발 내용 및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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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연구개발 내용 연구범위
비고

(보고서
참조)

3차년도

(2014)

KURT 부지 환경 적용 

Safety Case 개발

Ÿ GoldSim을 이용한 GSTSPA 개선을 통한 복합피폭 시나리

오 평가 코드 개발

Ÿ 처분단계별 Safety Case 개발

Ÿ 처분단계별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제3장 

제3절

완충재/암반 경계에서 생

지화학 반응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

Ÿ 완충재 및 암반단열대 생존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 조사

Ÿ 미생물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Ÿ 방사선의 생지화학적 영향 평가

Ÿ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제3장 

제7절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

Ÿ 장기 지화학 반응 모델 개발 

Ÿ 우라늄의 상변화 예측 및 평가

Ÿ KURT 지하수 조건

Ÿ 우라늄 콜로이드 형성 특성 평가

Ÿ 우라늄 고체용액 형성 및 영향 평가

제3장 

제11절

지하수중 우라늄 화학종 

규명 및 반응특성 평가
Ÿ 위탁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윤종일 교수)

제3장

제11절

4차년도

(2015)

기술기준을 고려한 처분 

보조안전 지표 적용 기술 

개발

Ÿ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 보조안전지표 개발

Ÿ 주요 보조안전지표 적용 모델 및 코드 개발

제3장 

제4절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평가 및 생태계 장기

변화 영향 분석

Ÿ 복합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종 이동 실험

Ÿ 완충재/암반 경계조건에서 핵종 복합이동 통합모델 개발

Ÿ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제3장 

제9절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

늄의 광물화 과정 해석

Ÿ KURT 및 국내 우라늄 함유 광물들 대상

Ÿ 우라늄 결합형태 규명 

Ÿ 결합구조 및 메커니즘 규명

Ÿ 장기 광물화 과정 및 메커니즘 규명

Ÿ 지화학변수 및 환경 영향 평가 

제3장 

제12절

5차년도

(2016)

고준위폐기물 처분 보조안

전지표 평가 모델

Ÿ 보조안전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한 Safety Case 개발 지원

Ÿ GSTSPA 개선을 통한 복합피폭 및 보조안전지표 평가 가능 

코드 개발

제3장 

제4절

KURT 기반 Safety Case 

보고서 작성

Ÿ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Ÿ 핵종 복합 거동 종합 평가보고서 작성

Ÿ 보조안전지표 활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Ÿ KURT 기반 Safety Case 적용

Ÿ Safety Case 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제 검토

제3장 

제14절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

늄 장기 거동 해석 및 평

가방법 개발

Ÿ 우라늄의 장기 안정성 평가

Ÿ 장기 거동 예측 방법론 개발

Ÿ 우라늄 이동 영향 평가

Ÿ Safety Case 활용방안 개발 자료정리 및 보고서

제3장 

제13절

표 1.3.1. 과제 주요 연구개발 내용 및 연구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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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처분장 안전성평가 및 Safety Case 개발 분야

국내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공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 처

분을 위한 A-KRS 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가를 통해 설계 적합성 검증을 위한 안전성평가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일 시나리오별 처분장 안전성평가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보하였다. 그

러나 이 프로그램은 단일 시나리오별 안전성평가는 가능하지만 Safety Case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인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는 불가능하며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및 보조안전지표에 관한 연구는 수행한 바가 없다. 규제기관에서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

기물 위해방지기준(안)에 의하면 Safety Case 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원자력연

구개발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Safety Case 개발 방

안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참조 처분장과 부지를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Safety Case 개발에 

관한 연구는 수행한 바가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3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파이로공정폐기물 처분시스템인 

A-KRS의 폐쇄 후 안전성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GoldSim을 이용하여 안전성평가 

도구인 GSTSPA를 개발하였다. A-KRS의 폐쇄 후 안전성평가를 위해 정상 시나리오와 4개 

대안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개발된 안전성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시나리오별 안전성평가

를 수행하였다. 이중 가장 큰 피폭선량을 야기하는 시나리오는 우물침입 시나리오이며 이 경

우 최대 피폭선량은 1.2 mSv/yr로써 규제기관에서 제시한 안전목표인 10.0 mSv/yr 이하임

을 확인함으로써 A-KRS의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A-KRS의 종합 안전성평가를 위해 운영 중 안전성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운영 중 안전성

평가 지원을 위한 처분장 신뢰도 DB를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중 안전성평가를 위

한 주요 사고로써 전복/낙하, 화재, 지진을 선정하여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운

영 중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처분장 성능목표치와 비교함으로써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위해 주요 입력변수의 실험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적합한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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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정하였으며 이는 안전성평가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확률론적 폐쇄 후 안전성평가가 가능

한 평가체계를 수립하였다. 불확실성을 반영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민감도 분석 및 중요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입력변수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연구개발을 우선순위를 정

하였다.

Safety Case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하여 주요 국가의 Safety Case 개발 현황 파악 및 분석

을 통하여 Safety Case의 개념, 구조, 요소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Safety 

Case 개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Safety Case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

립함으로써 A-KRS와 KURT를 기반으로 한 Safety Case 개발 방안을 수립하였다.

2. 공학적방벽에서 핵종 복합 거동 특성 규명 분야

국내에서 공학적방벽에서 핵종 거동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된 바가 있으나 완충재의 물

성, 수착분배계수 및 확산계수 측정 등의 단편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처분

환경은 다양한 지화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요소가 포함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

다. 국내에서는 공학적방벽에서 복합적인 핵종의 거동에 대한 연구를 아직 수행한 바가 없다. 

따라서 핵종의 복합 거동에 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상

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완충재 및 완충재/암반 경계에서 지화학 특성을 고려한 핵종 복합 이동 모델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상태며, 다만 3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단일 균열 암반

에서 핵종과 미생물의 이동에 대한 1차원 모델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국내외에서 공학적

방벽에서의 핵종 거동 연구는 그동안 공학적방벽을 구성하는 처분용기, 완충재, 뒤채움재 등의 

단일 재료에서의 핵종 거동을 위주로 수행되어져 왔다. 그리고 심부 처분 환경에서의 이러한 

단일 재료들 및 핵종들의 지화학 반응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사용되는 공학적방벽은 주로 처분용기와 완충재가 해당하며, 

처분용기로는 구리 또는 구리를 포함하는 금속재료, 완충재 물질로는 주로 점토광물인 벤토나

이트를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공학적방벽을 통한 핵종 이동은 심부 지하 환경에서 이러한 재

료들 및 핵종의 거동도 중요하지만 공학적방벽 재료들 및 용기 부식생성물과 핵종의 상호작용 

또한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시스템이다. 따라서 공학적방벽에서 핵종 이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 및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와 장기적인 

거동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병행하여, 처분안전성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자

료와 도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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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라늄 장기 유사거동 연구 분야

유사연구(analogue study)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및 그 주변 환경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고고학적 또는 산업적 시스템을 조사하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처

분장과 일치하는 자연적인 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유사연구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처분장의 구성 요소들 또는 처분장 변화를 제어하는 과정들과 유사성을 가진 많은 자

연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적절한 유사 시스템들을 잘 연구하면 단기적 및 장기적 처분

장 거동에 대한 이해와 안전성평가 모델링 능력을 향상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자연유사 연구는 매우 성숙된 연구 분야이고 지난 20년 동안 많은 유사연구들이 우라

늄 광, 자연 핵분열 반응, 해양 및 호수의 퇴적층, 고래로 보존되어 온 산림, 매장된 고고학적 

유물들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사연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장기간 진행되는 현장에서 핵종 이동 및 지연현상을 규명하는(종종 우

라늄 광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다분야 학문적인 연구가 있다, 다른 하나는 단일 물질의 

특정 과정들에 대해 연구하는 소규모의 단기적인 연구가 있다.

우라늄 장기 유사거동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일부 대학의 지질 관련 학과와 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지질자원 연구원)에서 지하매질에서 우라늄 분포 및 지하수에서 존재하

는 우라늄 총량과 관련된 연구들이 부분적인 제시되었으나, 지하수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고려

한 우라늄 화학종을 규명하거나 반응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나 광물에서의 우라늄의 결합

형태 및 장기 거동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다. 또한 자연유사연구로는 원자력연

구소원에서 1997년부터 1999까지 OECD/NEA 주관 호주 Alligator River지역 Konnggarra 

우라늄광상 국제공동연구(ASARR)에 참여한 바가 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는 우라늄 광산 등

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여 처분안전성 Safety Case 구축을 위한 자료와 도

구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연구 수준은 선진국의 연구 수

준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정(약 60% 수준)이므로 집중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조속히 선진국을 

따라 잡고, 국내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 평가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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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처분장 안전성평가 및 Safety Case 개발 분야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 처분을 위해 부지 조사를 통한 특성화 자료 확

보와 부지 선정 및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 결정의 근거로 Safety 

Case가 활용된다. 현재 처분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처분 부지가 확보된 국가에서는 부지의 고

유한 특성을 반영한 Safety Case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개발 중이고,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일반적인 지질 매체의 특성을 이용해 가상의 처분 부지를 설

정하고 그에 대한 일반적 개념의 Safety Case를 개발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을 위한 Safety Case 보고서를 완성하여 규제기

관에 이미 제출하여 건설 허가를 위한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보고서에는 중간 저장 시

설과 폐기물 압축 시설, 최종 처분 시설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신청서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가 함께 제공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이

다. 보완 자료는 크게 두 개의 보고서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처분장 운영 기간 동안의 안

전성을 평가한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장 폐쇄 후의 장기 안전성을 다룬 보고서이다. 핀

란드는 POSIVA에서 개별 보고서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를 따라 작성된 Safety Case를 완

성하여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였다. 개별보고서는 처분 시스템 개요, 처분에 영향을 주는 과정

들에 대한 개요, 안전 분석에 논의되는 시나리오의 정의, 모의 모형과 초기 자료에 대한 설명, 

처분이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나리오 작성과 분석, Safety Case를 지원해주는 보

조적 고려사항, Safety Case의 종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은 처분장 건설에 관한 인허가 신청을 위해서 Safety Case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Yucca Mountain 부지에 대해 처분장 폐쇄 전, 후의 안전성, 안전과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항 등이 안전 분석 보고서(Safety Analysis Report)에 언급

되었고, 처분장 폐쇄 후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종합 시스템 성능 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가 이루어졌다. 이들 보고서가 인허가 기관에 제출되어 평

가가 이루어졌으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 사업자체가 보류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 인허가 서

류에 대해 안전성평가 분석 보고서 검토 작업이 재개되었으며 향후 사업개시 가능성이 대두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그동안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유리로 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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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처분하는 연구를 수행해왔으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

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013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2014년 말 1차 Safety 

Case 보고서를 완성하여 자체 검토 및 국제전문가들의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에 보완

된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에 관한 2차 Safety Case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2. 공학적방벽에서 핵종 복합 거동 특성 규명 분야

OECD/NEA 및 IAEA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에서 Safety Case의 중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Safety Case 개발을 위해서는 공학적방벽에서의 복잡하고 복

합적인 핵종 이동 현상들에 대한 자료구축 및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에서는 자체 연구 또는 공동연구를 통해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Safety Case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자력 선진국들의 처분안전성 연구는 Safety Case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처분안전성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한 연구들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들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인 GTS에서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인 

FEBEXe에서는 완충재를 포함하는 근계영역에서의 지화학적 특성 변화와 처분용기 침식에 따

른 가스 발생과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또 다른 공동연구인 PEBS에서

는 FEBEXe의 연구결과를 EBS의 장기 성능평가와 관련짓고 전반적인 불확실성 관련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공학적방벽에서 핵종 거동에 미치는 콜로이드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GTS에서 수행되는 또 다른 국제공동연구인 CFM에

서는 결정질 암반과 완충재의 경계 시스템에서 핵종 거동에 영향을 주는 벤토나이트와 같은 

콜로이드의 생성 및 거동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스웨덴 Äspö HRL에서의 현장실험 

연구에 토대를 둔 Äspö Modeling Task Force 국제공동연구는 1998년부터 수행된 Task 5

에서부터 지화학 개념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그동안 각자 연구되어 오던 수리지질

(hydrogeology) 분야와 수리화학(hydrochemistry) 분야가 서로 접목하게 되었고, 2010년부

터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Task 8에서는 연구 분야가 벤토나이트를 중심으로 한 공학적방

벽과 천연암반의 경계로 집중되었다.

미국 NRC는 수만 또는 수십만 년 동안 방사성폐기물을 생태계로부터 격리시켜야하는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의 특성상 관련 연구가 여러 실험 결과들을 기초로 한 수치 모델링에 근거해

야함을 확인하였다. 미국 UFDC의 EBS 그룹에 속해 있는 LBNL은 현재 CrunchFlow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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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GHREACT 모델을 사용하여 완충재에서의 THMC 현상들을 고려한 벤토나이트의 침식

(erosion)과 핵종 확산 거동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2년에 스웨덴의 SKI에 의해서 착수된 이래 한국을 포함해서 약 세계 10개국이 참가하

고 있는 DECOVALEX 국제공동연구에서는 최근까지 각 4∼5년 단위인 5개의 연구단계를 거

치면서 주 연구내용이 대상 암반에서의 THM(Thermo-Hydro-Mechanical) 특성 연구로부터 

점차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핵종의 복합 거동 특성 규명 연구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DECOVALEX의 일환으로 일본의 JNC는 기존의 THM 코드인 THAMES에 Dtransu-3D-EL

이라는 용질 이동 모델과 PHREEQC라는 지화학적 반응 모델을 접목시킨 COUPLYS 모델을 

개발하였고, 독일의 BGR도 THM 코드인 GeoSys/Rockflow에 PHREEQC 지화학 모델을 접

목시켰다.

EC는 FP6를 통해 지원한 THERESA 프로젝트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심층 처분과 관련된 설

계, 건설, 운전, PA(Performance Assessment), SA(Safety Assessment), 폐쇄 후 모니터링 

등에 사용될 수학 모델과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였다. THERES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학/과

학분야 컨설팅 업체인 Quintessa 사(社)는 2008년 기존의 범용 모델인 QPAC에 벤토나이트

의 THM 현상들을 고려한 QPAC-EBS를 개발하였고, 2010년에는 기존의 QPAC에 지화학 모

듈을 추가 보완하였다.

저장용기의 부식생성물과 벤토나이트와의 반응 기작을 고려한 복합이동 모델링과 관련된 연

구는 반응-이동모델 코드인 CRUNCH, 지화학 코드인 PHREEQC와 CHESS, 그리고 열역학

적 수화학 코드인 KIRMAT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저장용기의 재질을 탄

소강으로 설정하여 부식생성물로써 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3. 우라늄 장기 유사거동 연구 분야

자연 유사연구의 정보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폐쇄 후 성능평가를 지원하는 처분장의 장기 

거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성능평가 모델에 필요한 정량적 자료를 제공하고, 비전문가적

인 일반 대중들에게 처분장 안전성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적인 방법들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는 이러한 자연유사연구가 성능평가 또는 Safety Case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엔 OECD/NEA와 IAEA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Safety Case가 강화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

고 있으며, 인허가 규제기관에서도 안전성의 보조안전지료로 이러한 자연유사 연구 결과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처분장 대상 암반으로 중

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화강암반 및 화강암반 지하수에서의 핵종 장기 거동에 대한 연구는 수

행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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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복합 피폭시나리오 요소 분석 및 통합 해석 방
법론 개발

제2절 다중 방사선원 평가 및 복합피폭 해석 모델 개발
제3절 KURT 부지 환경 적용 Safety Case 개발
제4절 기술기준(안)을 고려한 처분 보조안전지표 및 

평가 모델 개발
제5절 완충재에서 온도 및 금속이온의 핵종 이동 영

향 평가
제6절 용기/완충재 경계 부식생성물 및 가스 핵종 이

동 영향 평가
제7절 완충재/암반 경계에서 생지화학 반응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
제8절 공학적방벽에서 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종 이

동모델 개발
제9절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평가 및 생태계 

장기변화 영향 분석
제10절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석
제11절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
제12절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의 광물화 과정 

해석
제13절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 

및 평가방법 개발
제14절 KURT 기반 Safety Case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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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복합 피폭시나리오 요소 분석 및 통합 해석 방법론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복합 피폭시나리오 요소 분석 및 통합 해석 방법론 개발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복합피폭 시나리오 요소 분석

Ÿ 복합피폭 해석 통합 방법론 개발

Ÿ 안전성평가 코드 GSTSPA 확인 및 검증

Ÿ 처분단계별 Safety Case 사례 분석

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대상인 KAERI-FEP을 검토하여 복합피폭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FEP 목록을 개발하여 보완하였으며 핵종 이동을 시간 영역에서 계산하는 TDRW 기법을 

통해 일정한 유동로를 지나는 핵종의 이동 경과 시간 계산 방법을 구하였다.

Ÿ 위험도 기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기존 연구사례를 참조하여 처분장 폐쇄 후 안전성평가에 

이용되는 각 개별 시나리오별 발생확률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복합피폭 시나리

오 구성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Ÿ 자체 개발한 A-KRS 파이로 처분 시스템 종합 안전성 및 성능평가 프로그램인 GSTSPA와 

미국 NRC가 SwRI연구소에 위탁 개발한 NRC SOAR 프로그램과의 비교 검증 연구를 수

행하여 GSTSPA의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고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 72 -

Ÿ 처분사업을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폐쇄 후의 3단계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영국, 프랑스에 대한 각 단계별 

Safety Case 구축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복합피폭 시나리오 요소 분석

(1) 복합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FEP 목록 개발

파이로공정폐기물 심층 처분시  고려해야할 FEP 목록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을 대상으로 KAERI-FEP을 검토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과 파이로공정폐기물 처분 

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폐기물 자체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이므로 이와 관련한 목

록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폐기물 자체특성, 폐기물 용기, 공학적방

벽 측면에서 11건이 파이로공정폐기물 처분 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또한, 처분장 폐쇄 후 안전성평가 시 파괴사건으로 고려될 

수 있는 지진 및 관정설치에 대해 복합시나리오 구성 시 활용 가능하도록 사건발생 확률을 국

내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KAERI-FEP의 381개 목록에 대하여 발생가능성

(occurrence rate), 영향도(importance), 중복성 등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재평가한 결과, 

A-KAERI-FEP에서는 253개의 FEP으로 축소되었다.

<그림 3.1.1>은 현재 구성된 A-KAERI-FEP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에서 괄호 안

의 값은 FEP의 해당 개수를 의미한다. 노란색은 각 방벽간의 상호연계반응과 관련한 FEP을 

표기하고 있다. A-KAERI-FEP의 구조 및 각 방벽별 구성개수 분포를 OECD/NEA에서 7개

국, 10개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한 FEP 구조와 비교한 결과, 개수 

및 구성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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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FEP List 구성 흐름도

(2) 복합시나리오 구성방법론 개발

복합사건 피폭시나리오란 안전성평가 시, 처분장 폐쇄 후에 여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는 시나리오이다. 즉 확률 및 영향도가 있는 여러 사건이  혼합되어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폭선량 또는 위해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위해도는 식(3.1.1)과 같이 각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에 각 시나리오로부터 얻어진 방사선

피폭선량을 곱하여 도출된 값을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합산하고, 여기서 얻어진 값에 암발생 

인자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얻어진다. 식(3.1.1)에서 j는 시나리오 번호를 나타내며, 는 시나

리오 j에 의한 방사선피폭선량, 는 시나리오 j가 발생하여 피폭선량을 일으킬 확률, 는 

단위 피폭선량당 암발생 확률(예를 들어 0.05 /Sv), 은 대중에 대한 위험도를 나타낸다.

       ≃


 (3.1.1)

기존 연구사례[3.1.1]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그림 3.1.2>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폐기물

은 다양한 방식으로 용해되어 누출될 수 있으며(<그림 3.1.2>의 예에서는 5가지), 누출된 핵종

들은 다양한 경로(<그림 3.1.2>의 예에서는 5가지)를 따라 이동하여 생태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림 3.1.2>의 예에서는 폐기물의 용해 방식과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총 25가지(누출방식 5가

지 × 이동경로 5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방사성폐기물 처

분 후 경과시간에 따른 각 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과, 평가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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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시되는 시나리오 내 각각의 사건 발생확률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통해 <그림 3.1.3>과 

같이 구성된다. 각 시나리오(<그림 3.1.2>에서는 누출 시나리오)에 대한 발생확률이 정해지면, 

각 시나리오가 처분장 폐쇄 후 어느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각 경로(<그림 3.1.

2>에서 5가지)별로 생태계에 도달하는 핵종의 농도를 구해야 하지만 모든 시점을 대상으로 누

출 시나리오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제시한 기존 연구에서는 누출 시나리오가 발생하는 임의의 시점을 정하고 이를 시뮬레

이션 하여 생태계에서의 핵종 농도를 결정하였다. 즉, 시나리오 i에 의해 생태계에 도달하는 

핵종의 농도를 처분 후 100만년까지 계산하는 경우, 시나리오는 어느 시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시점마다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100년 간격으로 나누어 시나리오를 평가하면 한 

개의 누출 시나리오에 대해 만 번을 수작업으로 따로 계산해야 각 시점 별로 발생한 누출에 

의해 나타나는 생태계에서의 영향도(방사선 피폭선량 또는 위험도)를 원하는 기간 동안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2>의 예와 같이 5개의 시나리오 및 5개의 누출경로를 100만 년 동안 

100년 간격으로 고려한다면 사용자가 직접 25만 번 입력조건을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해야 한다.

그림 3.1.2. 복합시나리오 구성 개요[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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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복합시나리오 구성시 각 사건별 발생확률[3.1.1]

이와 같이 각 누출 시나리오 및 각 경로에 대해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식(3.1.

2)와 같이 각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 각 경로에서 얻어진 핵종의 농도, 암발생 확률을 가중

하여 위험도를 산출한다. 식(3.1.2)에서 는 누출시나리오 i가 발생할 확률, 는 시나리오 i

에 대해 이동경로 j(모든 경로의 발생 확률 합은 1.0임)가 발생할 확률, 는 누출시나리오 i

가 발생하여 이동경로 j를 통과한 핵종이 생태계에 도달했을 때의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의미

한다.

           
 




 



 (3.1.2)

위에서 설명한 방법은 각 시나리오 별로, 각 이동경로 별로, 시간 간격 별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생태계에서의 핵종 농도를 구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할 작업량

이 상당히 많고, 각 시나리오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므로 중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폐쇄 후 10만년에 지진이 발생하고, 

20만년에 우물을 설치하여 식수 및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에서는 우선 10만년에 지진이 발생하여 나타나게 되는 생태계에서의 핵

종 농도(피폭선량은 핵종의 농도에 선량환산인자를 곱하여 얻어지는 것이므로 결국 핵종의 농

도는 피폭선량과 선형적임)를 구한다. 그 후에 20만년에 우물을 설치하여 식수 및 농업용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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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해 처분 후 20만년까지는 정상적인 핵종 누출이 일어나 대수

층에 정상적으로 핵종이 도달함을 모사하고, 20만년부터는 대수층에 정상적으로 도달된 핵종

의 농도(지진 발생 결과물로 존재하는 핵종의 농도가 아님)를 생태계에 전달하여 우물설치 이

후 생태계에서의 농도를 구한다. 최종적으로는 두 시나리오에 의한 생태계에서의 핵종 농도를 

합산함으로써 10만년에 지진이 발생하고, 20만년에 우물을 설치한 시나리오에 의한 위험도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현상을 보면, 10만년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 이미 대수층으로 들어

오는 핵종의 농도는 정상적인 누출과정에서 벗어나 달라진 상태이고, 이 농도의 물이 20만년 

시점에 설치된 우물을 통해 생태계로 전달되는 것이므로, 사건간의 연계효과가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두 시나리오를 독립적으로 보고 각각에 의한 생태계에서의 핵종 농도를 단순 합산하여 

위험도를 구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제시된 방법은 사용자가 많은 시뮬레이션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연계되

는 두 개 이상의 사건(event)으로 구성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 사건들에 의한 복합적인 

영향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호 연관된 효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함을 

파악하였고, 이를 보완하는 시나리오구성 및 해석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복합사건 피폭시나리오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발생할 사건을 정의

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 언제 발생할 것인지, 발생하는 사

건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특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방법론을 이용하여 

사건발생시점 및 그 사건의 특징을 특성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그림 3.1.4>와 같이, 

우선 정의된 사건별로 발생할 시점을 추출한다. 지진 발생 사건을 예로 들어 보면, 지진의 발

생확률 분포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림 3.1.4> 및 식(3.1.3)과 같이 난

수를 발생시킴으로써 다음 사건 발생시점까지의 간격을 구할 수 있다. 식(3.1.3)에서 λ는 지진 

발생확률을 의미한다.

                    

 ln    

 ln  (3.1.3) 

지진 발생시점이 정해지면 발생된 지진에 대해 규모, 진앙까지의 거리 등의 변수를 추출하

게 되며, 각 변수가 갖는 확률분포를 기반으로 <그림 3.1.4>와 같이 난수를 추출함으로써 값

을 얻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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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각 사건별 발생확률 및 입력변수 분포(좌), 난수를 이용한 변수 산출 예(우)

평가대상 기간 동안 각 사건에 대해 발생시점 및 사건 관련 특성변수를 모두 추출하게 되면 

각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다. 추출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면 <그림 

3.1.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시나리오가 구성되며, 이를 수치 모델에 시간에 따라 적용하면 

폐쇄 후 위해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1.5. 폐쇄 후 시간에 따라 산출된 다중사건 발생의 예

(3) 원계 영역의 핵종 이동 모의를 위한 외부 모델 개발

지하수내 용질 입자의 이동을 공간영역에서 계산하는 Random Walk 기법과는 달리 시간영

역에서 계산하는 TDRW(Time-Domain Random Walk) 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평가

하고 해당 기법을 이용한 핵종의 이동 모의를 수행하였다. TDRW 기법은 일정한 시각에서 지

하수내 용질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일정한 공간이나 지점을 빠져나가는 용

질의 이동 경과 시간의 분포를 시간영역에서 계산하기 위해 유체에서 입자가 보여주는 임의적

인 운동(Brownian motion)을 확률밀도함수를 통해 나타내는 Fokker-Planck 식을 이용하여 

1차원의 이류-분산(advection-dispersion) 방정식을 풀어내어 용질의 이동 경과 시간에 대한 

누적 확률 분포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다[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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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TDRW 기법을 위한 이동 경과 시간의 누적 확률 분포 계산식 도출

방사성핵종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붕괴로 인한 핵종의 전환 및 감쇄를 TDRW 모의에 고려하

기 위해, <그림 3.1.7>과 같이 방사성붕괴 발생 여부에 따라 이동 경과 시간을 붕괴가 일어나

지 않는 경우, 붕괴가 일어난 상태로 유동로에 들어오는 경우, 유동로 내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하고 계산에 이용되는 핵종 입자의 상태에 따라 계산된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총 이동 시간에 추가하였다[3.1.4].

그림 3.1.7. 지하수 유동로에서 핵종의 붕괴로 인한 각 경우별 이동 시간 계산 방법

KURT 부지 환경에서 계산된 가상의 처분 시설에서 지하수면에 이르는 지하수 유동로 중에

서 상대적으로 유동 거리가 짧고 유동 시간이 적은 지점(<그림 3.1.8>에서 “R”로 표시된 부

분)이 안전성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 유동로를 핵종의 이동 경로로 가정하

고[3.1.5], A-KRS에 따라 처분되는 고준위폐기물에 포함된 핵종 중 241Am → 237Np → 233U 

→ 229Th의 붕괴사슬을 따르는 핵종들이 설정된 유동로를 통과하는 이동 시간을 TDRW 기법

을 통해 계산하여 시간에 따른 누적 유출량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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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KURT 부지 자료와 가상의 처분시설 위치를 이용한 지하수 유동로와 241Am → 237Np → 
233U → 229Th 붕괴 사슬에 속하는 핵종의 누적 유출량

개발된 프로그램을 DLL(Dynamic Linking Library)로 작성하고 그것을 안전성평가 프로그

램인 GoldSim의 외부 프로그램 이용 기능을 통해 <그림 3.1.9>와 같이 GoldSim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시험 작업을 수행하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3.1.9. GoldSim 프로그램에서 외부 프로그램 이용 기능을 통해 DLL을 연결하는 방식과 활용 가

능성 판단을 위해 작성된 DLL 파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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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합피폭 해석 통합 방법론 개발

(1) 복합피폭 해석 통합 방법론

효율성이 향상된 위험도 기반의 새로운 복합피폭 안전성평가 방법론은 1) 외부 사건들의 특

성화, 2) 각 사건들이 처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평가, 3)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기준 설정을 

포함하는 전처리 단계와 4) Monte Carlo 추출법을 이용한 시나리오 조합, 5) 안전성평가 모

델을 이용한 각 시나리오별 평가, 6) 위험도 계산을 결과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수행하는 주

처리 단계로 구성 된다(<그림 3.1.10>).

그림 3.1.10. 위험도 기반의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

안전성평가에서는 다양한 외부사건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외부

사건들은 지진이나 인간침입 등을 포함하는데, 외부사건들의 특성화 단계에서는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관련한 이러한 외부사건들의 특성을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PDFs) 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다. 그리고 확률밀도함수들은 복합피폭 시나리오 조합을 위하여 

누적확률밀도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s; CDFs)로 변환된다. 각 사건들이 처분시스

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단계는 각 사건들의 어떠한 특성이 처분시스템의 어느 요소(예, 처분용

기를 포함하는 공학적방벽, 천연방벽, 또는 생태계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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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계이다. 또한 외부사건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외부사건에 의해 훼손

된 시스템이 회복 가능한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미흡하여 대부분 정성적인 평가만이 가능하므로 현재 수준으로는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

한 수치화가 대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성적 판단에 의해 복합피폭 시나리오 조

합을 위한 기준들이 수치적으로 정의된다.

시나리오 조합 단계에서는 매 반복마다 Monte Carlo 추출법을 통하여 난수를 발생시키고 

이전 단계에서 정의된 기준에 의하여 각 사건의 발생 시점과 영향 정도를 결정하여 전체 안전

성평가 기간 동안의 복합피폭 시나리오를 생성한다. 즉 이러한 시나리오 조합은 기존의 단일 

시나리오 평가에서의 비정상 시나리오를 무작위로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사전에 평가자에 의

해서 선택된 안전성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의 복합피폭 시나리오에서의 최종선량을 계산한

다. 여기서 각각의 시나리오는 기 설정된 기준에 의해서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

산된 각각의 최종선량은 이미 발생확률을 포함하게 된다. 즉 반복되는 시나리오 조합에서 발

생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고 발생확률이 낮은 시나리오는 매우 드물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시나리오 발생 건수에 대한 각각의 시나리오 발생 건수의 비가 

각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을 의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발생 확률과 함께 선량-위험도 

전환 상수를 이용하여 최종 선량은 위험도로 변환된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이 수

렴하는가를 검토하여 평가를 마칠 수 있다.

제안된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의 검토를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가상의 처분 시스

템에 적용해 보았다. 여기서 사용된 안전성평가 모델은 고준위 폐기물 처분 개념인 A-KRS 처

분 시스템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GoldSim 기반의 GSTSPA를 

사용하였다. 본 적용 예에서는 지진을 유일한 외부 사건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지진의 발생 

빈도, 규모, 진원지까지의 거리에 대한 확률밀도함수와 누적확률밀도함수를 정의하였고, 이러

한 지진 특성과 연관되어 처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2 종류가 고려되었다: ① 

지진에 의해 공학적방벽(완충재)의 기능 상실, ② 지진에 의해 MWCF의 유량 증가. 본 적용 

예에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치는 방법론 검토를 위하여 임의로 설정된 것이기 때

문에 결과에 대한 정량적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적용 예의 결과로써 전체 안전성평가 기간인 106년 동안 최종선량 분포와 최종적으로 계

산된 위험도 그리고 외부사건으로써 지진 발생 시 지진의 규모는 <그림 3.1.11>과 같이 나타

났다. 외부 사건에 의해 처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들이 최종선량에 반영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영향①의 공학적방벽 기능상실이 영향②의 MWCF 유량 증가보다 크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 105년 이후에는 영향 1이 발생하더라도 피폭선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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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 적용 예

지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된 시나리오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되었고 각 시나리오별 발생

확률은 <표 3.1.1>과 같이 계산되었다. 이는 100회 반복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점차 의사 

이론값에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새롭게 제시된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의 활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가상의 시스템에 대한 적용 예는 Kim 등[3.1.6]의 논문에 기술되어 있다.

종류 영향 발생 순서
발생 확률

적용 예 의사 이론값

1 영향(1) → 영향(2) → 영향(2) 0.07 0.041

2 영향(1)(2) → 영향(2) 0.25 0.184

3 영향(2) → 영향(1) → 영향(2) 0.02 0.033

4 영향(2) → 영향(1)(2) 0.15 0.141

5 영향(2) → 영향(2) → 영향(1) 0.51 0.601

표 3.1.1. 지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한 시나리오의 종류 및 각 시나리오별 발생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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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영향 해석 방법론 개선

복합피폭 시나리오에서 지진의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원계영역 내 다중 균열대 내 핵종 

이동에 관한 모델링을 수행하고,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균열대에서의 핵종 이동 민감

도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모델링에서 도입한 단순 가정에 의한 지진발생 시나리오를 

수정 개선하여 처분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실적 지진 시나리오로 전환하고 이를 안전성평가 코

드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복합시나리오 해석을 위한 지진모사에 대한 단위모델 

개선의 한 방안으로서 개발된 것이다.

지진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과거 지진 이력을 통한 시계열 지진 자료로부터 PDF를 구축하

고 이를 토대로 지진발생률과 진도를 모사하고 진앙까지의 거리는 확률론적 분포를 가정하는 

지진 시나리오 모듈을 나타내는 <그림 3.1.12>에서 보이는 대로 기존의 단순하고 개략적으로 

가정하는 형태의 Poisson 분포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정설치 등 복합시나리오를 평

가할 수 있게 하여 파괴사건 (Disruptive event)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과거의 실

제 지진 발생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현실적인 시계열자료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는 접근 

방법이다[3.1.7][3.1.8].

그림 3.1.12. 새로운 지진 시나리오 평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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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피폭 시나리오에서 상정 가능한 여러 지진시나리오에 대한 파괴사건들을 정량적으로 모

사하기 위해서는 단위모델 개선에 대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여 처분

시스템 내 원계 영역으로 분류되는 처분장 주변 모암 내 균열 암반 네트워크에 대하여 충분한 

크기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지진에 따른 네트워크 내 균열대 내 수리 전도도

의 상승 결과를 모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일 균열로 모사하던 것을 <그림 3.1.13>에서 보는 

대로 4개의 균열이 서로 다른 수리전도도를 갖도록 다중균열로 확장 모델링하였다. 이 때 각 

균열의 수리전도도는 <그림 3.1.14>에 표시된 대로 Log-Normal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그림 3.1.13. 4개의 서로 다른 균열로 모사된 균열 매질 (금속폐기물의 경우)

 

그림 3.1.14. 수리전도도의 Log-Normal 분포 (m=-8, s=0.48)

우선 수리전도도에 무관하게 단일한 균열을 갖는 경우와 4개의 균열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림 3.1.15>에서와 같이 99Tc와 135Cs 에 대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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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균열이 10-10 m/s의 수리전도도 값을 갖는 기존의 경우와 전 균열이 10-10 m/s의 수리

전도도를 모두 동일하게 가지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어느 정

도는 나타내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15. 단일균열과 다중균열의 영향 분석 결과 비교 (K=10-10 m/s)

그러나 4개의 균열이 <그림 3.1.13>과 같은 분포에 따라 각각 상이한 수리전도도를 갖는 

경우는 <그림 3.1.16>과 <그림 3.1.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수리전도도가 핵종의 유출률

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지진에 따른 수리전도도의 변화가 중요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1.16. 균열의 수리전도도에 따른 핵종유출률의 민감도 (세라믹폐기물 중의 99Tc와 135Cs에 대하여 

4개의 균열 각각이 Log-Normal 분포, LN(10-i m/s, 0.41; i = 8.5, 9.5, 10.5, 11.5)를 따르는 수리

전도도를 갖는다고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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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다중균열을 갖고 각 균열이 다른 수리전도도 분포를 갖는 경우 99Tc 및 135Cs의 핵종 유

출률에 대한 200개의 파과곡선의 확률론적 계산 결과 분포

또한 몇 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MWCF 내 유동량  및 이동 거리 감소, 지진에 의한 

MWCF 생성에 따른 근계영역의 MWCF로 직결 시나리오 외에 균열 방벽 내 수리전도도의 증

가 및 처분된 세라믹폐기물의 균열 비접촉 비율의 증가 등의 지진 시나리오에 따른 파괴사건 

등 4개를 도출하고 이를 모델링하여 각각에 대한 평가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현실적인 지진 모델링, 즉 실제 과거 한국에서 발생한 지진 기록을 

토대로 얻어낸 지진의 크기와 발생률에 대하여 시계열 Discrete PDF로 구현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향후 가능한 지진의 발생빈도와 크기를 모사하고 진앙까지의 거리도 확률론적 분포를 

가정하여 얻도록 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지진 시나리오에서의 4개의 파괴사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3.1.18>과 같이 서로 비교하였을 때 지진에 따른 MWCF가 새

롭게 생성되거나 기존의 MWCF에 직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18. 지진 시나리오에서 각 파괴사건에 대한 MWCF로 부터의 99Tc 및 135Cs 유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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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성평가 코드 GSTSPA 확인 및 검증

금속 및 세라믹폐기물 처분 시스템에 대하여 폐쇄 후 장기 처분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

산 코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미국 SwRI 연구소에 개발

한 NRC SOAR 프로그램과의 비교 검증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가 개발 보유하고 있는 

A-KRS 파이로 처분 시스템 종합 안전성 및 성능평가 프로그램 GSTSPA의 신뢰도를 확보하

였다.

비교 검증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입력자료는 KAERI 것을 공유하기로 하였으나, SOAR 모

델과 GSTSPA 모델이 모사하는 대상의 상이성, 모델링 도메인이나 모델의 심도와 차원 등 상

호 차이를 극복을 위한 사전 수정 작업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공동연구가 선행 수행되었다. 

비교 검증을 위하여 두 기관 간 세밀한 사전 예비 평가를 위한 평가 도메인을 설정이 이루어

지고 사용될 입력자료와 각 단위 모델의 수정방안에 대한 협의도 사전에 이행된 후, 이에 따

라 각 기관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항목별 평가가 공동연구의 형태로 수행되었다.

먼저 세라믹폐기물 처분장에 대해서 이에 대한 KAERI 측 입력자료를 공유하여 SOAR와 

GSTSPA를 이용하여 계산된 세라믹폐기물 처분장으로 부터의 핵종 유출률 결과를 계산하고 

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KAERI 평가 코드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모델링 도메인으로서의 처

분장 모델은 스웨덴 Forsmark 처분장에 건설될 것으로 제안된 KBS-3 처분 시스템을 대상으

로 하였고 이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통한 상호 비교 검증을 정량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으

로 하였다.

한편 주요 시나리오로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캐니스터에 전단 응력이 걸리고 이에 따라 

캐니스터 파손이 일어나는 것으로 상정한 후 이 결과로부터 핵종이 캐니스터와 처분장 근계 

영역 그리고 처분장 원계영역으로 차례로 유출되는 것을 가정하여 핵종 유출률을 비교하는 방

법으로 비교 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능한 한 상호 동등한 비교를 위하여 A-KRS를 위한 GSTSPA 안전성평가 모델도 수정하

여 SwRI 측의 SOAR-SKB 모델에 잘 상응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는데, 캐니스터의 파손 시간

을 10-5년으로 하고, 폐기물 연간 유출률을 10-7/yr을 기본값으로 하였다.

금속폐기물 처분장에서는 A-KRS 안전성평가 모델의 경우 <그림 3.1.19>에서 보는 대로 하

향(0.1 m), 측향(0.7 m) 상향(1.1 m) 이렇게 3방향 유출 경로를 가지며, 각 방향 당 10-cell 

의 네트워크를 갖고 이들 경로를 따른 확산 현상에 의한 이동만을 모사하고 있으나 

NRC-SOAR의 경우는 단일한 일차원 네트워크의 유출 경로만을 가지게 되어 상호 비교를 위

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단 한 방향의 10-cell 네트워크만을 갖는 SOAR 모델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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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로 하고, 시행착오적 방법을 통하여 유효 완충재 길이를 0.4 m로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이후 SOAR에 대해서는 이 값을 이용하였다.

그림 3.1.19. 금속폐기물 처분장 내 상향, 하향, 측향의 3방향 유출 모드

<그림 3.1.20>에 보인 세라믹 처분장 터널의 뒤채움재로 부터 EDZ(Excavated Damage 

Zone)로의 핵종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델을 상호 비교 용도에 맞게 세밀한 협

의를 통하여 각 기관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이 두 개의 상이한 프로그램을 비교 검증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3.1.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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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GSTSPA 모델에서의 세라믹폐기물 처분장 모델링 개념

<그림 3.1.21∼23>은 각각 캐니스터, 근계 영역, 그리고 원계 영역으로 부터의 핵종 유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21>는 A-KRS 세라믹 처분장 내 캐니스터로부터 유출된 핵

종의 유출률에 대한 모사 비교 결과이다. 이는 <그림 3.1.22>와 <그림 3.1.23>의 경우도 마찬

가지지만, 상호 비교를 위하여 스웨덴의 SKB 결과에 맞추어 입력자료와 모델링 도메인이 상

호 조정된 결과이다. <그림 3.1.22>에는 A-KRS 세라믹 처분장 근계 영역으로 부터의 핵종유

출률 모사 결과를 그리고 <그림 3.1.23>에는 원계영역으로 부터의 핵종유출률 모사 결과를 서

로 비교해 나타내었다. 이들 그림에서 보는 대로 두 모델에 대한 결과가 대체로 상호 잘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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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A-KRS 세라믹 처분장 캐니스터로부터의 핵종유출률에 대

한 모사 결과 비교 (a) GSTSPA 모델 (b) SOAR 모델 (스웨덴 SKB 결

과에 맞게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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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A-KRS 세라믹 처분장 근계 영역으로 부터의 핵종유

출률에 대한 모사 결과 비교 (a) GSTSPA 모델 (b) SOAR 모델 (스

웨덴 SKB 결과에 맞게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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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A-KRS 세라믹 처분장 원계 영역으로 부터의 핵종유출률에 대한 

모사 결과 비교 (a) GSTSPA 모델 (b) SOAR 모델 (스웨덴 SKB 결과에 맞게 

조정됨)

세라믹폐기물 처분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속폐기물 처분장에 대해서도 처분장으로 부터

의 핵종 유출 모사를 통하여 A-KRS 안전성평가 모델을 검증하였다. 비교 검증을 수행하여 전 

핵종에 대하여 <그림 3.1.24∼25>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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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R 모델과 GSTSPA 모델이 전 핵종에 대하여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135Cs, 
129I, 226Ra, 222Rn의 경우는 파과곡선 도달 시간과 피크 값에서 모두 충분히 잘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3.1.24. 두 모델에 의한 A-KRS 금속폐기물 처분장으로 부터의 핵종의 

근계 영역 내 유출률 비교: (a) GSTSPA model (b) SOAR model (0.4 m 

buffer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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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SPA 모델과의 동등성을 위하여 SOAR 모델에 대하여 적합한 완충재 내의 핵종 이동 

거리를 찾아내는 작업이 시행착오적으로 따로 수행되었는데, 0.1 m와 0.7 m 이렇게 두 가지

로 각각 변화시켜 얻어낸 SOAR에 의한 모사 결과를 통해 <그림 3.1.25>에 보이는 대로 확산 

이동 거리의 변화에 따른 유출률을 얻어내었다. 이 결과를 비교해서 볼 때, GSTSPA와 SOAR

모델은 이러한 차원적, 경로적 원인을 해소하면 서로 보다 더 잘 일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1.25. 완충재 길이에 따른 SOAR 모델에 의한 A-KRS 금속폐기물 

처분장으로 부터의 핵종의 근계 영역 내 유출률 비교: (a) 0.1m (b) 0.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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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단계별 Safety Case 사례 분석

(1) 부지선정 단계의 세분화 및 각 과정에서의 평가 사항

IAEA의 지침에 의한 부지선정단계의 과정별 분류와 각 과정의 평가 내용을 확인하여 부지

선정 단계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과정의 개요 및 내용, 분석 순서도를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3.1.26>, <표 3.1.2>)[3.1.11][3.1.12]. 부지선정단계는 부지에 대한 개념화 단계, 광역

적 지질 조사를 통한 광역 조사 단계, 보다 상세한 국지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지 조사 

단계, 처분 시설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상세 부지 조사 단계로 나

누어질 수 있다.

그림 3.1.26. 부지선정 단계의 세분화[3.1.11]

표 3.1.2. 세분화된 각 과정의 개요 및 내용과 분석 순서도[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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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이루어진 부지선정관련 활동을 분석하고 세부과정에 따라 부지선정 단계를 파악하

였다. 부지선정이 완료된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경우에는 부지선정 단계의 각 과정에서 이루어

진 평가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그림 3.1.27>). 이런 국가들의 부지선정 절차는 대체로 

IAEA 등의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프랑스 등과 같이 부지선

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지선정단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정한 사항들을 비교 평

가하였다(<그림 3.1.28>).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에서는 후보부지 설정을 위한 조사 절차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도 제시되었다.

그림 3.1.27. 스웨덴의 부지선정단계 및 그 과정

그림 3.1.28. 프랑스의 부지선정단계 과정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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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단계의 Safety Case 사례

처분장의 운영 단계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성평가는 크게 아래의 

5개 단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의 <그림 3.1.29>와 같

다[3.1.13].

Ÿ 초기사건 선정: 운영시 발생 가능한 hazard 분석 및 자연 및 인간실수로 인한 hazard 분

석

Ÿ 사고경위 분석: 사건수목 분석을 통한 사고전개에 따른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구성과 구장

수목분석을 통한 확률평가 및 평균확률을 이용한 분류 및 선별기준 적용

Ÿ 선별기준 적용을 통한 사고시나리오 선정

Ÿ 안전성평가: 작업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피폭선량 및 위험도 평가

Ÿ 사고로 인한 전체 위험도 평가 및 규제기준 만족 여부 검토

그림 3.1.29. 처분장 운영 단계 처분안전성평가 절차

운영 단계 안전성평가를 위해 기존 외국 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A-KRS 시스

템 분석을 통해 작성된 운영 중 사고 목록은 운영 중 사고와 외부사건, 운반 중 사고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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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 3.1.3>에 요약된 바와 같다. 운영단계 안전성평가 사례 분석을 위해 핵연료 다발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용기에서 처분용기로 이송 중 낙하사고를 대표적인 사고 시나리오로 

선정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위해 사용 중인 AIMS-PSA를 이용하여 수행한 사건수목 그림은 아래의 <그림 3.1.30>에 도시

된 바와 같으며 HVAC 시스템에 대한 고장수목 분석은 아래의 <그림 3.1.31>에 도시된 바와 

같다. 사고경위는 낙하가 발생한 이후에 핵연료 다발이 손상을 입어 방사성물질이 방출되고 

사고영향의 완화를 위한 HVAC 계통과 HEPA 필터의 작동여부에 따른 사고경위를 개발하였

다.

사고 분류 초기사건의 종류

운영 중 사고

폐기물처리건물내의 화재

폐기물처리건물내의 크레인 고장

폐기물처리건물내의 지게차에 의한 운반용기 낙하

폐기물처리건물내의 지게차에 의한  운반용기 Puncture

운반용기 호이스트 고장

처분터널에서의 화재

처분터널에서의 처분용기 낙하

처분용기 운반용 트레일러 충돌

외부사건

지진

항공기 충돌

지하시설의 지붕 붕괴

육상 운반 중 사고
충돌

화재

선박 운송 중 사고

충돌

화재

침몰 및 침수

표 3.1.3.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운영 중 대표사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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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사건수목 분석 논리도

그림 3.1.31. 일차 HVAC 시스템 고장에 대한 고장수목 분석

RSAC-5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한 낙하사고에 의한 1,000 m 이내의 피폭선량 평가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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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에 도시한 바와 같다. 내부피폭은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을 의미한다. 외부

피폭은 지표면 침적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방사성 플륨(plume)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및 방

사성 플륨 감마선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의 합이다.

1.0E-09

1.0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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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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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피폭

그림 3.1.32. RSAC-5를 이용한 낙하 사고시 거리별 피폭선량 평가 결과

(3) 폐쇄 후 단계의 Safety Case 사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 국가 즉,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의 안전성평가 및 Safety Case 개발 관련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우

리와 동일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폐쇄 후 안전성평가를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지질환경과 처분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폐쇄 후 단계의 주요 Safety Case 구축과 관련한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의 시나리오

별 안전성평가 결과는 <그림 3.1.33>에 도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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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의 폐쇄 후 안전성평가 결과

제2절 다중 방사선원 평가 및 복합피폭 해석 모델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중 방사선원 평가 및 복합피폭 해석 모델 개발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다중 방사선원 유출 모델링 및 평가 방법론 개발

Ÿ GoldSim을 이용한 복합피폭 시나리오 모델 개발

Ÿ 다중 안전성 증거 및 해석 방법론 개발을 통한 Safety Case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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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다중선원항 모델에는 다중 핵종재고량 및 다중배치 개념을 적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

였으며 다중선원항 모델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링 지수를 개발하여 개발된 모델 

및 방법론을 검증하였다.

Ÿ 복합피폭 시나리오 모델 개발을 위해 복합피폭 시나리오의 구성요소인 비정상 사건들의 특

성을 국내 자료를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복합피폭 시나리오 안전성평

가 방법론 개선 및 모델 개발을 수행하였다.

Ÿ 다중 안전성 증거 및 해석 방법론 개발을 통한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해 K-TDRW 

모델을 확장시켜 작성하고 실행 파일을 기존의 안전성평가 프로그램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국내외 자연유사연구 현황을 분석, 정리하고 Safety Case 개발

에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보조안전지표 개발현황을 분석, 정리하고 활용방안을 수립

하여 Safety Case 개발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다중 방사선원 유출 모델링 및 평가 방법론 개발

(1) 세라믹폐기물 다중 방사선원항 모델 개발

파이로공정폐기물 처분시스템은 <그림 3.2.1>의 (a)와 같이 복층구조로서 같은 심도에 처분

되는 폐기물의 형태는 같지만 방사선원항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처분안전성평

가 코드인 GSTSPA는 보수성을 위해 모든 처분공이 MWCF로부터 최단거리에 위치한다고 가

정하고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즉, <그림 3.2.1>의 (b)와 같이 한 개의 처분공을 모델링하고 여

기에 기준 핵종재고량(reference nuclide inventory)을 할당한 후, 처분공으로부터 누출되는 

양을 산출(S1)하고, 이 값에 처분공 개수(n pack)를 곱하여 처분장에서 누출된 양을 산정한 

후(Srep), 이 핵종들이 암반 단열 및 MWCF를 거쳐 생태계에 도달하는 거동을 모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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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처분장 및 안전성평가 개념도

앞서와 같은 문제점을 배제하고 본 연구에서는 각 처분공에 서로 다른 핵종재고량을 할당하

고, 처분공의 배치에 따른 기하학적 핵종지연 효과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그림 3.2.2>의 (a)와 같이, A-KRS의 실제 처분공 배치를 기반으로 각 처분공에서 

MWCF까지의 거리를 분석하여 <그림 3.2.2>의 (b)와 같이, n 개로 그룹핑 한 후(모든 처분공

을 묘사하는 경우 n은 실제 처분공 수가 됨), 각 그룹별로 처분공에서 MWCF까지의 유효(평

균)거리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각 유효거리를 MWCF까지의 균열 길이로 하여 MWCF

까지의 핵종 이동을 모사하였다. 그 이후의 핵종 이동 모사는 기존 GSTSPA에서 갖고 있는 

방법과 동일하며 이때, MWCF는 터널 방향과 수직으로 존재하며, 처분공에서 누출된 핵종은 

인접 처분공과 상호작용 없이 각각에 연결된 단열만을 따라 이동한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핵종 

이동을 해석하였다. 여기서 각 처분공 및 이에 연결된 균열에 대한 데이터가 각각 존재할 경

우는 서로 다른 값을 적용하게 되며, 각 균열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균열에 대해 동일한 입력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림 3.2.2. 다중선원항 고려 모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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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공이 n 그룹으로 정의되었으므로 n개의 처분공에는 서로 다른 핵종재고량이 할당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파이로공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경수

로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13,000 다발 정도 발생되어 있으며, <그림 3.2.3>의 왼쪽 그림과 같

이 핵연료타입, 농축도, 방출연소도, 냉각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사용후핵연

료에 기존연구에서 구축된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n개로 그룹핑하고, 지난 단

계에서 개발된 A-SOURCE 코드를 이용하여 각 그룹에 속해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초기농

축도, 방출연소도, 냉각기간, 파이로 물질흐름을 고려하여 그룹별 파이로공정폐기물의 방사선

원항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출된 방사선원항은 앞서 정의된 n개 처분공의 핵종재고량

으로 각각 할당되었다.

그림 3.2.3. A-SOURCE 코드를 이용한 파이로 폐기물 평균 방사선원 도출 개념

 

앞서의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 GSTSPA 코드를 기반으로 A-KRS를 기본 대상으로 한 다중

선원항 GoldSim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유용성을 테스트하였다. 실제 A-ARS는 8개의 처분터

널, 256개의 처분공이 존재하나 이를 10개로 그룹핑하여 <그림 3.2.4>와 같이 다중선원항 모

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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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GSTSPA 기반 다중선원항 모델

다중선원항 모델 개발시 그룹을 몇 개로 정의할 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핵종재고량을 

차치하면, 처분장 면적(footprint)이 클수록, 지하수 유속이 느릴수록, 또한, 처분공 숫자가 많

을수록 단일 처분공 모델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다중방사선원항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다중선원항 모델링 유효지수를 식(3.2.1)과 같이 정의하고 A-KRS를 대상으로 

모델링 유효지수를 제안하였다.

   × × (3.2.1) 

여기서   다중 격자배치 모델링 유효 지수,   처분장 지하수특성에 따른 선량 감

소 지수,   처분장 크기에 따른 선량 감소 지수,   처분공 그룹핑 수에 따른 선

량 감소 지수이다.

다중선원항 모델링 유효지수는 A-KRS 설계안을 기준으로 처분장 크기, 지하수 특성이 변할 

때 단일 방사선원 모델에서 다중방사선원 모델로 전환하여 실제에 가까운 모델링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 보다 실제에 가까운 값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수로서 A-KRS에 

대한 특성곡선은 <그림 3.2.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a) 그래프는 A-KRS의 유속 특성이 

느려짐에 따른 다중선원항 모델의 유효성을 나타내주는 특성곡선으로서 ref는 처분장내 지하

수 유량을 나타내며, t는 선량최대치(peak dose)가 나타나는 t 시점까지 처분장을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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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유량을 나타낸다. (a)의 결과를 보면 유속(mass flux)이 빠른 경우에는 다중선원항 모

델을 사용하더라도 피폭선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나, 유속이 느려 t는 선량최대치(peak 

dose)가 나타나는 t 시점까지 처분장을 통과한 지하수 유량이 많지 않은 경우, 즉 reft 값

이 큰 경우에는 다중선원항 모델을 사용하면 보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그래프는 설계안 변경에 따라, 즉 터널 간격 또는 처분공 간격이 변하거나 처분해야할 폐

기물량 증가로 인한 처분공 숫자의 증가로 A-KRS의 처분장 크기가 변할 때 다중선원항 모델

의 유효성을 나타내주는 특성 곡선이다.

(a) (b)

(c)

그림 3.2.5. 유효지수 구성인자별 특성

그림에서 avg은 MWCF에서 각 처분공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min은 MWCF에서 가장 가

까운 처분공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MWCF에서 가장 가까운 처분공까지의 최단 거

리 대비 평균거리의 비(ratio)가 커질수록(이는 처분장의 단면적(footprint)이 커짐을 의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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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원항 모델을 이용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값이 낮아져 효율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처분장이 작은 경우에는 다중선원항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단일처분공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결과 값이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c) 그래프는 모델링하는 처분공의 그룹수가 변할 

때 유효성을 나타내주는 특성곡선으로서 impl는 처분공 모델링 그룹 수, expl은 처분공의 실

제 개수를 의미한다. implexpl의 값이 1인 경우는 모든 처분공을 상세하게 고려한 것을 의

미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처분공 그룹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폭선량 값이 급격히 감소하지만 

그룹수를 어느 정도 지정하면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듦을 볼 수 있다. 이는 처분공이 100개 일 

때, 이를 단일처분공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2그룹으로 모델링 하면 보수성이 급격히 줄

어들며 4그룹으로 모델링 하면 보수성이 더 줄어들지만 그룹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비

율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다중선원항 모델링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보수성의 감소 효과

는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앞서 개발된 다중선원항 모델을 이용하여 A-KRS 처분시스템에 대하여 최단거리 처분공에

서 MWCF까지 지하수 이동시간이 약 4000년인 경우, 단일 선원항 모델과 다중선원항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 평가하였다. <그림 3.2.6>은 단일 선원항 모델과 다중 선원항 모델을 각각 이

용할 경우 피폭선량 변화를 나타내며, 그림에서 보듯이, 다중선원항 모델을 이용하면 피폭선량

의 최대치가 약 25% 정도 낮아지고, 최대치가 나타나는 시점 또한 약 3만년 정도 늦춰짐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용후핵연료 DB를 분석하여 10개의 그룹으로 국내 사용후핵연료를 

분류하고 이에 대해 A-SOURCE 코드를 이용하여 각 그룹별 핵종 재고량을 산출한 후, 이를 

앞서 모델에 적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경우 다중재고량으로 모델링 한 경우가 

단일 재고량으로 모델링 한 경우에 비해 약 35% 정도 감소함을 확인하여 A-KRS 설계안에는 

다중선원항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2.6. 다중격자 배치 고려 시 선량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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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중재고량, 다중 처분공 모델을 고려한 다중선원항 모델은 단

일 방사선원항 모델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피폭 선량률이 1/10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2) 금속폐기물 다중 방사선원항 모델 개발

A-KRS의 경우 금속폐기물은 2개의 터널에 처분되며, 처분면적 또한 작은 특성을 갖는다. 

다중선원항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그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금속폐기물에 대한 

다중선원항 모델링의 중요도는 무시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GoldSim을 이용한 복합피폭 시나리오 모델 개발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 폐기물 처분 개념인 A-KRS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GoldSim 기반의 모델(GSTSPA)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성평가 모델에서 

복합피폭 시나리오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복합피폭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외부사건의 발생 확률

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모델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발생 가능한 비정상 사건들(지진, 우물침입)의 국내 발생 특성을 통계․확률적

인 접근법으로 분석하고 정량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1) 복합피폭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비정상 사건 특성 분석

국내 발생 가능한 비정상 사건으로 지진과 우물침입을 고려하였다. 국내(한반도)의 지진 자

료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 발생 특성을 조사하고, 국내의 우물 설치 및 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우물 개발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의 지진 발생 특성 및 우물 침입특성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지진 자료들의 통계 분석을 통하여 각 지진 자료들의 지진 목록 계수들이 계산되었다

(<표 3.2.1>). 최근 들어 유효 지진규모의 최소값인 c가 감소하고 지진 목록 계수 b가 증가

하는 것은 지진 관측 기술의 발달에 의해 계산된 특성값들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진목

록의 범위가 작은 규모의 지진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진 발생 확률은 자료의 종류에 

따라 0.4 /yr에서 36.2 /yr까지 넓게 분포되었다. 예상대로, 역사지진과 같이 c가 상대적으

로 큰 자료에서 지진 발생 확률이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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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역
기록
종류

총 기
록수

c a b
P!

(/yr)
자료 출처

2년∼1904년

(1903년간)

한반도 전체

(주변해역 제외)

역사

지진
2,161 3.75 5.617 0.721 0.4 기상청[3.2.1]

1년∼1904년

(1904년간)

한반도 전체

(주변해역 제외)

역사

지진
389

4.0

(가정)
6.680 0.964 0.4 

한상환과 권건업[3.2.2]

지진목록 1

1년∼1904년

(1904년간)

한반도 전체

(주변해역 제외)

역사

지진
672

4.0

(가정)
7.769 1.135 0.9 

한상환과 권건업[3.2.2]

지진목록 2

1년∼1904년

(1904년간)

한반도 전체

(주변해역 제외)

역사

지진
1,841

4.0

(가정)
7.115 0.830 3.3 

한상환과 권건업[3.2.2]

지진목록 3

1926년∼1943년

(18년간)

한반도 전체

(주변해역 제외)

계기

지진
91

4.6

(3.8)*
9.281

1.808

(0.8)*
0.5 

Lee and Jung

[3.2.3]

1978년∼2000년

(23년간)

한반도 남부

(주변해역 포함)

계기

지진
420# 3.0 5.66 1.11 9.3 

노명현 등

[3.2.4]

1978년∼2012년

(35년간)

한반도 전체

(주변해역 포함)

계기

지진
999 2.3 5.090 0.883 32.7 기상청[3.2.5]

1978년∼2012년

(35년간)

한반도 전체

(주변해역 제외)

계기

지진
581 2.3 4.741 0.880 14.9 기상청[3.2.5]

1978년∼2012년

(35년간)

한반도 남부

(주변해역 제외)

계기

지진
485 2.2 4.651 0.902 13.3 기상청[3.2.5]

1994년∼2013년

(20년간)

한반도 남부

(주변해역 포함)

계기

지진
700 2.3 5.378 1.095 36.2 

지진연구센터

[3.2.6]

! 지진 발생 확률

* Lee and Jung[3.2.3]이 최대가능성추정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 추정치

표 3.2.1. 한반도 지진 기록의 종류 및 지진 목록 계수 비교

우물 자료는 크게 우물의 개소수와 연간 지하수 이용량으로 구분하였는데, 지역적 특성, 지

하수 용도, 우물의 정호 심도 등에 따른 우물 특성이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2.7∼

8>). 인구 분산 지역의 연도별 지하수 이용 분포는 전반적으로 국내 전체의 그것과 유사한 패

턴을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우물 개소수는 국내 전체의 약 94%, 그리고 연간 지하수 이용량은 

약 93%를 차지하였다. 이는 약 95%인 국내 전체 면적에 대한 인구 분산 지역의 면적비와 비

슷한 수치이다. 정호 심도에 따른 연도별 우물 개소수 분포에서 대부분의 우물은 정호 심도 

40 m 이하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 m 이하의 우물은 개소수의 증가율은 다르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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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국내 전체 및 인구 분산 지역에서 연도별 우물 개소수 및 지하수 이용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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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정호 심도에 따른 연도별 우물 개소수 분포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의 비정상 사건으로써 우물침입 관점에서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

는 우물 개소수보다는 매년 새롭게 개발된 우물의 개소수가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연간 새롭게 개발된 우물 개소수는 3만 공정도였으나, 2002년, 2003년, 그리고 2011년

에는 특이하게 다른 해에서 보다 많은 우물들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2011년

에 새롭게 개발된 우물 개소수는 약 8만 공/년이었다(<그림 3.2.9>). 연간 새롭게 개발된 우물

들을 통한 지하수 이용량 분포도 우물 개소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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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롭게 개발된 우물들을 통한 연간 지하수 이용량은 약 1억3천만 m3/년이었다. 개별 우물 

당 연간 지하수 이용량은 정호 심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정호 심도가 깊을수록 이용량이 크

게 나타났다. 정호 심도를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지하수 이용량(즉, 실제 심부 우물을 통한 

지하수 이용량보다 작은 값)을 안전성평가에 적용한다면, 우물침입에 의한 오염물 유출량이 과

소평가되는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정호 심도별 개별 우물 당 연간 지하수 이용량 자

료를 바탕으로, 정호 심도 160 m 초과하는 우물에서 개별 우물 당 연간 지하수 이용량의 연

도별 분포를 분석하였다(<그림 3.2.10>). 그 결과, 지하수 이용량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700 

m3/년/공씩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2012년에 계산된 정호 심도 

160 m 초과하는 우물의 개별 우물 당 지하수 이용량은 약 1만6천 m3/년/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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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피폭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비정상 사건 모델링

일반적으로 지진의 발생 시간은 Poisson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을 수학 또는 수치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확률

론적 접근 차원에서 지진 발생 시간을 Poisson 분포를 이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Poisson 분포에 근거하여, 다음 사건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

음과 같다:

 

ln
(3.2.2)

여기서 t는 다음 사건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λ는 사건의 시간당 평균 발생빈도, ξ

는 Monte Carlo 추출법으로 생성된 0에서 1사이의 난수이다. 미래 발생할 지진의 규모는 지

금까지 기록된 지진 규모와 빈도수 분포를 통해서 예측될 수 있다. Gutenberg-Richter 식을 

적용하면 미래 발생할 지진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og (3.2.3)

여기서 M은 지진의 규모, Mc는 지진 기록에서 고려된 지진의 최소규모, b는 지진 목록 계

수이다. 방사성폐기물 심층 처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의 진원지까지 거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처분장의 위치가 먼저 정의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관

련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현재로써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기초적인 방법으로 지진 발생 

특성을 예측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전체 처분 시스템의 영향권 내에서 처분장으로부터 진원

지까지의 거리 예측을 위하여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의 확률분포함수를 구분하여 적용하

였다.




 


≤≤

 

≤≤

(3.2.4)

여기서 f(r)은 처분장 중심으로부터 지진 진원지까지의 수평거리 r이 발생할 확률분포함수, 

R은 핵종 이동 경로를 고려한 전체 처분 시스템의 영향 반경, f(d)는 지진 진원지까지의 심도 

d가 발생할 확률분포함수, 그리고 D는 지진 진원지의 최대 심도이다. 처분장을 중심으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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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내의 지진 진원지까지의 수평거리에 대한 확률은 그 수평거리에 비례하는 것으로 정의하

였고, 지진 진원지까지의 수직거리(심도)에 대한 확률은 최대 심도 이내에서 균등하게 분포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진원지까지의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3.2.5)

우물 침입 시간 예측에서는 지진 발생 시간 예측에서 사용한 Poisson 분포에 제도적 관리

기간 개념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될 수 있다.

  

ln
(3.2.6)

여기서 tc는 처분장 폐쇄 후 또는 임의 사건 발생 후 대중이 지하 처분시스템의 존재를 인

지하는 제도적 관리기간이다. 처분장으로부터 우물까지 거리는 전체 처분시스템 영향권 내에

서 발생할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예측 되었다. 처분장 중심으로부터 우물까지의 수평거리에 대

한 확률은 지진 예측에서와 같이 그 수평거리에 비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우물의 심도는 

정호 심도별 우물 개소수 분포를 고려할 때 로그정규분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

단되어, 다음과 같은 각각의 확률분포함수를 얻었다.




 


≤≤








ln  (3.2.7)

여기서 f(r)은 처분장 중심으로부터 우물까지의 수평거리 r이 발생할 확률분포함수, R은 핵

종 이동 경로를 고려한 전체 처분 시스템의 영향 반경, 그리고 f(d)는 우물의 심도 d가 발생할 

확률분포함수(로그정규분포)이다. 최종적으로 우물까지의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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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계산 예는 김정우 등[3.2.7]의 기술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다. 다중 안전성 증거 및 해석 방법론 개발을 통한 Safety Case 개발 지원

(1) 국내 현장 적용을 위한 K-TDRW 확장 모델 개발

K-TDRW 코드를 안전성평가 코드에서 외부 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DLL 파

일을 작성하여 기존의 안전성평가 코드에 연결하였다. 작성된 DLL파일은 K-TDRW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입력자료 생성 및 실행 결과를 안전성평가 코드에 입력하기 위한 부분으로 나

뉘어 있다(<그림 3.2.11>).

그림 3.2.11. DLL 파일과 안전성평가 코드와의 연결 방식 모식도

연결된 최종 코드를 이용하여 하나의 붕괴 사슬에 포함되는 핵종들의 이동 양상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안전성평가 코드에서 이용하던 방식과 비교하였다. 새로 작성된 코드에서 

도출된 결과가 기존 코드와 결과와 다른 양상을 일부에서 보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평가의 핵종 이동 모의 부분에 새로 개발된 코드에 

대한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용 절차를 제시하였다(<그림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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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DLL 파일로 연결된 최종 코드와 기존 안전성평가 코드와의 계산 결과 비교

(2) 처분단계별 활용 코드 정리 및 활용 방안 수립

부지 특성화 및 부지 선정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하수 유동과 핵종의 이동 모의에 이용

되는 주요 코드들인 ConnectFlow[3.2.8], FeFlow[3.2.9], FracMan/MAFIC[3.2.10][3.2.11]

[3.2.12], PHREEQC[3.2.13], TOUGHREACT[3.2.14], K-TDRW[3.2.15] 코드에 대한 특성

을 정리하여 구분하였다[3.2.16][3.2.17][3.2.18][3.2.19]. 이들 코드 중 주로 지하수 유동 모

의에 이용되는 ConnectFlow, FeFlow, FracMan/MAFIC은 부지 선정 단계에서는 지하수의 

자연적 흐름을, 폐쇄 후에는 처분장에 의한 지하수 유동의 변화, 기후 변화 등에 의한 지하수 

유동 환경의 장기 변화 평가에 이용된다(<표 3.2.2>). PHREEQC, TOUGHREACT, 

K-TDRW 코드는 지하수 내의 화학종 또는 핵종의 이동 및 변화 모의에 활용되며, 부지 선정 

단계에서는 처분장 위치에 따른 핵종 이동 분석, 폐쇄 후 단계에서는 처분장에서 유출될 수 

있는 핵종의 이동 경로 및 이동 시간 평가에 이용된다(<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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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부지 선정 및 폐쇄 후 단계의 지하수 유동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코드

표 3.2.3. 부지 선정 및 폐쇄 후 단계의 핵종 이동 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코드 정리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각 단계별 정량화 도구를 기존의 도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사건수목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선정과 고장수목 분석을 통

한 사건수목 각 분기별 확률 평가는 각각 AIMS-PSA 내의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편집기를 선

정하였다. 작업자 피폭선량 평가는 MicroShield 7.0, 일반 대중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는 

RSAC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도구는 관련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처분

장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성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폐쇄 후 단계에서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도구로는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하여 확인 및 

검증을 마친 GSTSPA 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시스템과 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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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스템에 대한 폐쇄 후 안전성평가를 통하여 각 시스템의 설계 적합성 검증에 활

용된 사례가 있다. 향후 위험도 기반 안정성 평가를 위한 모듈을 추가한다면 처분장 Safety 

Case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KURT 부지 환경 적용 Safety Case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KURT 부지 환경 적용 Safety Case 개발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GSTSPA 개선을 통한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코드 개발

Ÿ 처분단계별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Ÿ 처분단계별 Safety Case 개발

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고준위 폐기물 처분 개념인 A-KRS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GoldSim 

기반의 평가 코드인 GSTSPA를 개선하여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

로 위험도 기반 안전성평가 가능한 PAM-AKRSV을 개발하였다.

Ÿ 처분단계를 부지 특성화 및 부지선정 단계, 운영 중 단계, 폐쇄 후 단계로 구분하여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안전성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Ÿ Safety Case 개발의 일환으로 KAERI Safety Case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제시하고, 

KURT 지질환경과 파이로공정폐기물 처분시스템인 A-KRS에 대하여 구성항목별로 중요하

게 수록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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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GSTSPA 개선을 통한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코드 개발

고준위 폐기물 처분 개념인 A-KRS 처분 시스템의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개발된 GoldSim 

기반의 평가 코드인 GSTSPA를 개선하여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가 가능한 새로운 평가 코드

인 PAM-AKRSV을 개발하였다. PAM-AKRSV에서 개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금속폐기물과 세라믹폐기물 각각의 공학적방벽에서 핵종 이동 (<그림 3.3.1∼2>)

- 전체 매질에서 흡착, 핵종 붕괴 및 생성 고려

- 완충재에서 확산 고려

- 뒤채움재 및 EDZ에서 이류 및 확산 고려

Ÿ 제3장 제2절에서 개발된 지진과 우물침입에 대한 비정상사건 모델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실행 시 복합피폭 시나리오 자동 생성

Ÿ 위험도 계산, 시나리오 통계 분석 및 발생 확률 계산 (Matlab 기반의 post-processor)

Ÿ 사용자 편의성 향상: 대시보드(Dashboard)를 이용한 모델 접근성 및 가독성 향상 (<그림 

3.3.3∼5>)

그림 3.3.1. 금속폐기물의 공학적방벽에서 핵종 이동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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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세라믹폐기물의 공학적방벽에서 핵종 이동 코드

그림 3.3.3. GoldSim 기반의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코드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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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GoldSim 기반의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코드의 자료 입력창

(선원항, 지하수, 매질 특성)

그림 3.3.5. GoldSim 기반의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코드의 자료 입력창

(공학적방벽, 천연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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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코드에서 공학적방벽으로부터 주변 균열암반으로 유출되는 핵종 이동량은 금속폐기

물에서 <그림 3.3.6>과 같이, 그리고 세라믹폐기물에서 <그림 3.3.7>과 같이 나타났다. 금속폐

기물의 공학적방벽에서 유출되는 주요 핵종은 59Ni, 238U, 126Sn, 14C 등으로 나타났고 세라믹

폐기물의 공학적방벽에서 유출되는 주요 핵종은 135Cs, 237Np, 235U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속폐기물에서 유출되는 핵종의 최고 농도가 세라믹폐기물의 그것보다 1-order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6. 금속폐기물의 공학적방벽에서 유출되는 핵종 이동량

그림 3.3.7. 세라믹폐기물의 공학적방벽에서 유출되는 핵종 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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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코드를 통하여 계산된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결과의 한 예는 <그림 3.3.8>과 같

다. 여기서 고려된 비정상 시나리오로 외부사건에 의한 영향은 지진에 의한 천연방벽 수리특

성 변화와 공학적방벽의 안전기능 상실, 그리고 우물 침입에 의한 금속폐기물의 공학적방벽으

로부터 생태계까지의 핵종 유출경로 단축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그림 3.3.8>과 같이 비정상 

사건들이 최종 유출 선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비정상 사건들이 동시에 복합적

으로 발생할 때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성적 평가를 통해, 우물이 공학적방벽으로 침입

하여 유출경로가 단축되는 시나리오에 의한 선량 유출이 지진에 의한 비정상 시나리오보다 크

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외부사건들이 처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정

량적으로 정의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전성평가의 결과 또한 정량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코드 개발과 더불어 신뢰성 있는 입력자료의 확보가 중요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3.8.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 결과 예

Post-processor를 이용한 시나리오 통계분석을 통해 복합피폭 시나리오의 발생확률 분포는 

시뮬레이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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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발생된 복합피폭 시나리오의 통계 분석 예

나. 처분단계별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1) 부지특성화 및 부지선정 단계 평가체계

부지특성화에 필요한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처분장의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작성된 

해외의 부지특성화 보고서의 구조를 비교하였다[3.3.1][3.3.2]. 부지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

항목은 크게 지표 상태, 암반역학, 기반암, 수리지질, 지구화학 측면의 조사와 핵종 이동에 영

향을 끼치는 특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처분장 부지에 지하연구시설과 같은 지하 

공간이 건설된 경우에는 처분장 건설에 의한 자연 상태의 교란을 예상하기 위해 원래의 자연 

상태와 시설 건설 후 교란된 상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크게 나

위어진 각각의 조사항목은 다수의 하위 세부 항목을 갖게 되어 최종적으로 백여 개 이상의 하

위 세부 조사항목으로 부지특성화 자료가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단계별 Safety 

Case를 작성하기 위한 부지특성화 자료는 이러한 하위 및 상위 항목에 대한 적절한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10>은 핀란드의 부지특성화 보고서[3.3.2]의 구조 

일부를 도시한 것이다.



- 124 -

그림 3.3.10. 부지특성화 항목에 대한 핀란드의 상위 및 하위 항목 구분 예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자료 작성을 위해 어떤 자료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하여 정

리하였다. 그리고 현재 KURT 환경에서 파악되지 못한 자료를 따로 표시하여 향후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을 구분하였다(<표 3.3.1>의 해당 자료 항목 중 밑줄로 표시된 부분)

[3.3.3][3.3.4][3.3.5].

작성 항목 해당 자료

Biosphere 기상, 기후, 식생, 생태계, 토지 이용

지표 지질 노두 조사, 지표 구조선, 시추공 조사, 고지질 분석

지구물리탐사 항공 탐사, 지표물리탐사, 시추공내 물리탐사, 지하심부 물리탐사

수리지질 지하수위 분포, 수리전도도, 수리간섭시험, 물수지평형, 염수 분포

수리지구화학 지하수 수질, 단열에서의 화학적 변성, 단열충진광물, 암반공극수, 콜로이드 존재

미생물학 존재 특성, 미생물작용 여부 및 그 영향

심부암반역학 수리파쇄응역측정, 일축 및 삼축 압력 시험, 열적 특성과의 관계

굴착손상대 지하시설 굴착 기법 및 그 최적화, 심부 굴착에 의한 굴착손상대 두께 측정

기존 지하 구조 지하구조 mapping, 지하 공간에서의 시추공 조사 및 단열 조사

기타 자료의 일관성 및 신뢰도 평가, 불확실성 평가, 미해결 문제에 대한 견해

표 3.3.1. 부지특성화 항목에 대한 기반 자료

처분부지 선정 및 처분환경에 대한 IAEA 및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제시한 요구조건을 몇 

가지 항목에 맞추어 비교하였다. 그리고 요구조건을 평가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현장 또는 수

치 모의 등을 통해 획득하여야 하는 필요자료들을 구분하고 국내외의 처분부지 선정 항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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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부지특성화 및 부지선정 단계 평가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표 3.3.2>)[3.3.3][3.3.

4][3.3.5].

요구조건 관련 필요자료
IAEA

제시 항목 
처분부지
선정 지침

암반 규모, 경제성 광물 분포, 암종, 연성전단대, 습곡 및 엽리, 단열

대 분류, 단층 및 절리 빈도, 암맥, 토양 및 풍화대 두께, 지형 경사

도, 제4기층

Ÿ 지질 환경

Ÿ 장기적 자연 변화
Ÿ 지질 및 지형

초기 응력 분포, 변형계수, 주응력비, 암반분류법, 박리현상 여부, 열

팽창계수, 열전도도, 지열분포
Ÿ 지질 환경 Ÿ 암석역학

투수성 단열 분포, 수리전도도, 수두 경사, 지하수 유동 경로, 고수리

지질, 지하수 유동 모의(현재와 향후 예측)
Ÿ 수리지질 Ÿ 수리지질

수소이온농도(pH), 환원환경 여부, 용존 물질, 이온 분포, 지하수 기

원 및 연령, 체류 시간, 조암광물 및 단열 충진 광물의 화학적 특성
Ÿ 지구화학 Ÿ 지구화학

기후 변화, 강수량, 극단 기후 현상 빈도, 사면안전성, 지반 변동 및 

홍수 발생 빈도, 활성단층, 화산활동, 융기, 침강
Ÿ 장기적 자연 변화

Ÿ 기상 및 자연재해

Ÿ 지질 및 지형

식생, 생태계 Ÿ 환경보호 -

주거 환경 Ÿ 토지이용 -

표 3.3.2. 요건에 필요한 자료와 처분부지 위치에 관한 기준 항목의 연결

처분부지의 수리적, 역학적, 열적 측면에 대한 특성화에 이용된 코드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

고 해당 코드의 특성을 파악하여 부지특성화 및 부지선정 단계에서 각각의 코드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와 활용 결과물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코드가 활용된 사례와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해

당 코드가 처분부지의 부지특성화 과정에 사용될 경우 필요한 입력자료와 적합한 이용 절차, 

결과물의 활용 방안 등이 주로 고려되어 평가되었다(<그림 3.3.11>)[3.3.6][3.3.7][3.3.8].

그림 3.3.11. 수리적, 지구화학적, 역학적 코드의 적용 사례와 결과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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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중 단계 평가체계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각 단계별 정량화 도구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사

건수목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선정과 고장수목 분석을 통한 사건수목 각 분기별 확률 평가는 

각각 AIMS-PSA 내의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편집기를 선정하였다. 작업자 피폭선량 평가는 

MicroShield 7.0, 일반 대중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는 RSAC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정량화 

도구 개요는 아래의 <그림 3.3.12∼15>에 도시된 바와 같다. 각각의 도구는 관련 분야에서 다

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처분장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12. AIMS-PSA 내 사건수목 편집기

그림 3.3.13.  AIMS-PSA 내 고장수목 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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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MicroShield 프로그램

그림 3.3.15. RSAC 6.2 프로그램

(3) 폐쇄 후 단계 평가체계

폐쇄 후 단계에서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도구로는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하여 확인 및 

검증을 마친 GSTSPA 프로그램과 PAM-AKRSV를 선정하였다. GSTSPA 프로그램은 사용후핵

연료 직접처분 시스템과 파이로 폐기물 처분시스템에 대한 폐쇄 후 안전성평가를 통하여 각 

시스템의 설계 적합성 검증에 활용된 사례(<그림 3.3.16∼17>)가 있으므로 검증 및 활용이 입

증되었다. PAM-AKRSV 프로그램은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가 가능한 코드로써 위험도 기반 

안전성평가가 가능하며 다양한 복합피폭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면 여러 가지 위험

도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Safety Case 구축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

하여 국민수용성 증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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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GSTSPA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시스템(KRS) 폐쇄 후 안전성평가 

그림 3.3.17. GSTSPA를 이용한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시스템(A-KRS) 폐쇄 후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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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단계별 Safety Case 개발

(1) KAERI Safety Case Portfolio 개발

Safety Case 개발의 일환으로 KAERI Safety Case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제시하고, 각 

구성항목별로 중요하게 수록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그림 3.3.18>은 포트

폴리오의 구성항목 및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18. KAERI 포트폴리오 항목 및 체계

항목별로 필수적으로 수록되어야 할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Ÿ ‘Description of the Disposal Site’ 항목에는 부지조사 자료,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지

구조 변화,  처분시설 건설로 인한 영향 등을 포함하여 처분부지 지질환경(geosphere)과 

지표환경의 초기 자연상태에 관한 내용이 심도 있게 기술되어야 한다.

Ÿ ‘Description of Waste Types’ 항목에는 핵종재고량(inventory), 화학적 형태, 폐기물 

누출률(release rate) 및 누출 매커니즘, 장기안전성 영향인자, 폐기물-EBS-NBS의 상호작

용, 폐기물의 초기상태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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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Description of the EBS’ 항목에는 공학적방벽 시스템과 각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한 정

보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공학적방벽 구성요소 설계안, 생산방안, 처분장에

서의 취급 방안 등이 기술되어야 하며, EBS의 성능확보와 관련한 Safety Case, EBS의 초

기상태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EBS는 장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방벽인 만큼 다른 Safety Case 보고서에 인용 시 이해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가 언급

되어야 한다.

Ÿ ‘Description of the Repository Design’에서는 계획된 처분시설과 포장시설 등에 대한 

운영, 처분장 배치 적용방안, 지하공간의 건설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지상·지하시설 설계안, 처분장 배치(layout), 처분장 건설 공법, 장기 안전

성과 관련한 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Ÿ ‘Features, Events, Processes’에서는 처분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변화, 방사성핵종의 이동

과 지연,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적 영향 등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FEP

을 선별하고 규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포괄적 FEP 리스트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장기안전성에 중요한 FEP 선별,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주요 FEP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Ÿ ‘Formulation of Scenarios’에서는 시나리오 도출 방법론, 도출된 시나리오 및 계산 케이

스(calculation case) 등에 대해 주로 수록하며 처분시스템의 양상변화와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을 설명하고, 안전성평가에서 분석될 시나리오를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Ÿ ‘Model and Data’에서는 시스템 구성요소의 성능 평가와 시나리오 구성·분석에 필요한 

주요모델과 자료를 기술한다. 시스템 구성요소의 성능평가 모델 및 시나리오 구성 모델에 

대한 설명, 모델링 도구에 대한 검증 및 정당성에 대한 설명, 모델의 입력데이터에 대한 

설명, 입력데이터 생산 방법, Safety Case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정당성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

Ÿ ‘Safety Analysis’에서는 방사성핵종의 누출, 이동, 그 결과를 기술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계산 및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모델링 방법 및 사용코드, 사용된 입력데이터, 처분장에 대

한 정상 및 비정상 시나리오 해석, 생태계에서의 유효선량 평가 결과, 법적 제한치와의 비

교를 통한 안전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해 기술한다.

(2) KURT & A-KRS 기반 Safety Assessment 보고서 작성

앞서 구성된 KAERI Safety Case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KURT 및 A-KRS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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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ssessment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종합보고서는 안전성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되었으며 앞서 제시된 포트폴리오 구성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수록된 내용 또한 

앞서 각 항목별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 모두 수록되도록 하였으며, 1단계 연구에서 다뤄진 

복합시나리오 평가 관련 연구결과가 모두 수록되도록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구성목차는 <그림 3.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포트폴리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며 각 

구성별 목차도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림 3.3.19. Safety Assessment 종합보고서 구성목차

보고서 내용 중에서 제1단계에서 새로이 개발된 내용을 수록한 부분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3.20>은 1단계 1차년도에 개발된 복합시나리오 평가 모델에 대한 부분을 기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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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0. 복합시나리오 구성 부분

KURT 현장에서 측정되거나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 수치 모의를 통해 정리된 

KURT 부지에 관한 기존 자료 외에, KURT 터널 시설의 굴착에 의한 주변 지하수계의 영향

을 굴착 시행 전에 모의한 결과를 Safety Case의 부지특성화 부분에 추가하였다. 추가될 부

분은 KURT 굴착에 의한 영향과 KURT 주변에 추가로 설치된 시추공에서 관측된 자료의 분

석을 통한 지질 및 수리지질 모델의 갱신, KURT 부지 주변에서 확인된 주단열대(MWCF)에

서의 지하수 유동 평가에 관한 것이 될 것이며, <그림 3.3.21>은 KURT 건설을 위한 제1차 

굴착에 의한 지하수위 변화 및 터널 내 유입량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3.3.21. KURT 터널 굴착에 의한 지하수위 변화 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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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는 다중선원항 모델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낸다. 이 부분에는 각각의 

처분공에 대해 서로 다른 핵종재고량을 적용하는 방법과, 각각의 처분공이 서로 다른 단열을 

갖고 있을 때, 이를 고려하는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으며, 안전성평가 코드인 GSTSPA에 추가

된 다중선원항 모델이 언급되어 있다.

 

그림 3.3.22. 다중선원항 모델

<그림 3.3.23>은 본 단계에서 개발된 복합시나리오 평가 방법론을 적용한 안전성평가 결과

를 수록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지진 및 우물침입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A-KRS에 대

해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을 경우, 연간 위해도 및 피폭선량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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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복합시나리오 평가 결과

제4절 기술기준(안)을 고려한 처분 보조안전지표 및 평가 모델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기술기준(안)을 고려한 처분 보조안전 지표 적용 기술 및 평가 모델 개발

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평가를 위한 보조안전지표 개발

Ÿ 주요 보조안전지표 적용 모델 및 코드 개발

Ÿ 보조안전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한 Safety Case 개발 지원

Ÿ GSTSPA 개선을 통한 복합피폭 및 보조안전지표 평가 가능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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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국내 고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의 보조안전지표 정의 및 처

분안전성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보조안전지표의 활용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다.

Ÿ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평가 및 Safety Case 개발에서의 보조안전지표 개발 및 

활용 현황과 보조안전지표 관련 국제공동연구에서의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보조

안전지표 연구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Ÿ 주요 국제공동연구인 SPIN, PAMINA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 참조값 DB 개발을 위한 

IAEA의 국제공동연구(CRP)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 주요국의 보조안전지표 활용 현황 등을 

수집·분석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중요 항목을 제안하였다.

Ÿ 기존의 GSTSPA를 개선하여 복합피폭 시나리오 및 보조안전지표 평가가 동시에 가능한 

Matlab-GoldSim 기반의 안전성평가 모델인 K-PAM(KAERI’s Performance 

Assessment Model)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보조안전지표와 주요안전지표의 상관성 

분석과 함께 주요 영향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보조안전지표 개념 및 활용

(1) 보조안전지표 개념 및 종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지표로는 성능지표(Performance 

Indicator)와 안전지표(Safety Indicator)가 있으며 이를 최초로 정리한 보고서는 1994년 

IAEA에서 발간한 IAEA-TECDOC-767[3.4.1]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처분장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피폭선량과 위험도는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에 덜 의존하는 다른 형태의 안전지표

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성평가를 위한 계층도에

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불확실성의 증가와 함께 백만 년 정도의 긴 시간에 걸친 안전

성평가에서의 보조안전지표 사용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그림 3.4.1>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 

보고서에서는 피폭선량과 위험도를 의미하는 방사선적 안전지표 개념과 함께 방사성물질의 농

도, 방벽이나 생태계를 통과하는 방사성물질 플럭스(flux), 방사성독성, 이동시간 등과 같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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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전지표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들 지표들의 장단점은 아래의 <표 3.4.1>에 요약된 바와 같

다.

그림 3.4.1. IAEA에서 제안한 안전지표 계층도[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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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표 장점 단점

인간

위험도

Ÿ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직접적 인자

Ÿ 모든 피폭경로 고려

Ÿ 피폭가능성 고려

Ÿ 다른 위험도와 직접 비교 가능

Ÿ 의사소통 문제

Ÿ 확률 평가 문제

Ÿ 먼 미래 적용상 문제

Ÿ 계산의 복잡성

피폭선량

Ÿ 잘 확립된 절차와 이해의 용이

Ÿ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직접적 인자

Ÿ 모든 피폭경로 고려

Ÿ 확률 고려하지 않음

Ÿ 먼 미래 적용상 문제

환경

환경에서의 
농도

Ÿ 개념적으로 간단함

Ÿ 인간 상태와 무관

Ÿ 지역 환경영향 척도로 가능

Ÿ 인공 동위원소에 대한 직접 비교 대상 

없음

Ÿ 일반적인 참조값 정의 어려움

생태계에서의 
플럭스

Ÿ 지역적인 생태계와 인간 변화와 무관

Ÿ 지역적 또는 세계적 척도로 가능

Ÿ 개념적으로 어려움

Ÿ 일반적인 참조값 설정이 어려움

Ÿ 인공 동위원소에 대한 직접 비교 대상 

없음

Ÿ 지역적인 안전지표가 아님

방벽을 통과
하는 플럭스

Ÿ 방벽 성능에 관한 직접적인 인자
Ÿ 안전과 직접 관련 없음

Ÿ 안전 목표와 무관할 수 있음

시간
Ÿ 이해가 용이

Ÿ 방벽 성능에 관한 직접적인 인자
Ÿ 안전과 직접 관련 없음

폐기물 방사성 독성
Ÿ 개념적으로 간단함

Ÿ 관심 시간대에 대한 인자
Ÿ 불완전하며 가정에 민감함

표 3.4.1. 안전지표의 장단점 비교[3.4.1]

이 IAEA 보고서에는 폐쇄 후, 만 년, 백만 년으로 구분한 시간에서의 안전지표의 활용에 대

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a) 처분시스템의 장기영향 평가에서 피

폭선량과 위험도만이 안전지표로 이용된다. b) Safety Case 개발을 위해서는 피폭선량과 위험

도뿐만 아니라 보조안전지표들도 함께 활용되어야만 효과적이며 이 경우에도 피폭선량과 위험

도는 기본적인 안전지표이다. c) 안전지표는 자연유사에 의해 보완될 때 특히 가치가 있다. d) 

폐쇄 후 만 년까지의 Safety Case는 피폭선량과 위험도로 평가되는 안전성평가 결과에 기초

하며 기타 안전지표들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e) 폐쇄 후 만 년에서 백만 년 사이의 Safety 

Case는 안전지표들의 조합을 통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백만 

년에 근접할수록 정성적 평가가 중요해진다. f) 폐쇄 후 백만 년 이후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신

뢰도는 확보하기 어렵다.

IAEA에서는 2003년에 방사성폐기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안전지표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하

였는데 이는 IAEA-TECDOC-1372[3.4.2]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안전지표를 일반 성능지표, 

안전지표, 보조안전지표(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요약

하였는데 이는 <표 3.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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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출처 적용 기준

일반 성능지표
(General 

performance 
indicator)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시간

처분시스템과 하위 

시스템들의 정량적 

평가

공학적방벽 또는 

지하매질

방사성동위원소 

반감기

근계영역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농도
평가모델 결과 공학적방벽

민감도 분석을 통한 

하위시스템 기준

근계영역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플럭스
평가모델 결과 공학적방벽

민감도 분석을 통한 

하위시스템 기준

시공간적 희석 
조절 특성 (유출
율, 용기 파손 

시간 등)

실험, 기술시방서 또는 

단위모델 계산

공학적방벽 또는 

지하매질

종합성능평가를 통한 

기준

지하수 연대 
부지특성 자료 또는 

고수문학
지하매질 시간척도 평가

처분시스템의 물
리 화학적 특성

실험, 기술시방서 또는 

단위모델 계산

공학적방벽 또는 

지하매질

규제기관이나 

운영자에 의해 개발된 

하위시스템 기준

안전지표
(Safety 

indicator)

위험도 평가모델 결과 인간 위험도 제한치

피폭선량 평가모델 결과 인간 피폭선량 제한치

환경 영향 평가모델 결과 환경 환경보호 기준

보조안전지표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

근계영역 외부에
서의 방사성동위

원소 농도
평가모델 결과 접근 가능한 환경 자연계에서의 농도

근계영역 외부에
서의 방사성동위

원소 플럭스
평가모델 결과

접근가능한 환경, 

지하매질-생태계 

접점(GBI)

자연계에서의 플럭스

격리 시간
실험, 기술 시방서 

또는 단위모델 계산

공학적방벽 또는 

지하매질

위험 인자에 대한 

분할 시간 (crossover 

time)

표 3.4.2. 성능지표와 안전지표의 예와 주요 특성[3.4.2]

국내에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위해방지기준(안)[3.4.3]에 의하면 Safety Case 개발을 명시

하고 있으며 Safety Case 개발에 있어서 보조안전지표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안전성평

가 결과가 안전목표에 부합함에 대한 판단은 선량 및 위험도의 확률론적 분포특성에 관한 분

석, 평가 불확실성의 분석, 자연유사(natural analogue) 및 보조안전지표를 이용한 비교평가, 

심층방어 증거의 확보 등 다중의 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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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전지표는 선량이나 위험도 이외에 방사선 영향이나 방사선 방호성능의 척도로서 안전성평

가에 적용될 수 있는 양 즉, 방사성핵종의 농도 또는 유출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Safety Case 개발에서의 보조안전지표 활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의 폐쇄 후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Safety Case는 처분시설의 안전

을 묘사하고, 정량화하고, 입증하는 주장 및 근거의 종합과 신뢰도의 확보로 정의된다. Safety 

Case에서는 안전성평가에서 정량적으로 평가된 안전지표에 대해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시함으

로써 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안전성에 관한 결론을 보완하거나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안전

관련 보조 증거들을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Safety Case는 안전성을 보완하는 정보와 분석뿐

만 아니라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제도적 절차에 신뢰도를 보강하는 다양한 증거, 모델, 설계, 

방법론들의 종합이다[3.4.4]. Safety Case 구성요소들은 <그림 3.4.2>에 도시된 바와 같다

[3.4.5].

그림 3.4.2. Safety Case 구성 요소[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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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가들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기준과 관련된 규제기준은 피폭선량과 위험도로써 

표현되며 이들은 정량적 분석을 통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평가된다. 최근 Safety Case에

서는 처분장의 이러한 종합안전성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나 보조안전지표들의 활용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즉, Safety Case 개발을 통한 처분개념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단일 

주장이나 논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조안전지표들을 활용한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Safety Case 개발을 지원한다. 이러한 보조안전지표는 먼 미래 시점에서 평가되는 피폭선량

과 위험도 평가나 해석에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피폭선량과 

위험도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오랜 시간에 걸친 인간 행위와 변화 과정은 예측하기 어

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Safety Case 개발에서는 지표면과 생태계 변화에 관한 

가정 없이 처분시스템의 고유 성능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피폭선량과 위험도 이외

의 추가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의 활용은 지표면으로 유

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영향이 매우 낮거나 무시할만하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하여 Safety Case의 견고성(robustness)을 증가시켜 준다.

<그림 3.4.2>에서와 같이 보조안전지표는 증거, 분석, 근거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며 Safety Case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되며 안전성에 관한 추가적인 기술이나 처분시스템 전체 

혹은 하위시스템들의 성능을 나타내는 용도로 자주 이용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Safety Case 

개발에 있어서 보조안전지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Safety Case의 다른 요소에의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기능 지표는 Safety Case 개발에 있어서 안전기능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안전전략과 관련된 시나리오 개발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 보조안전지표는 

또한 설계 변수에 대한 평가 관점에서 시스템 설계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지선

정과 설계 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설계 최적화나 부지선정 기준 설정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

한 보조안전지표의 Safety Case 개발에의 활용에 관한 경험은 비교적 적지만 처분시스템의 

개념설계에서 실제 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개발과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조안전지표의 다른 잠재적 활용분야로는 성능확인을 위한 감시에 관한 지표들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위시스템들의 과학적, 기술적 정보와 이해를 통해 안전성평가에 관한 기준을 보완

해주기도 한다. 폐기물이 처분된 이후에 예측된 성능들은 실제 측정된 지표나 다른 지표들과 

비교하여 비교 결과들은 단위모델이나 종합모델에 이용되는 방법론이나 자료를 보완하거나 수

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보조안전지표들의 활용은 일반 대중에게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Safety Case 개발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투명성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성능지표의 활용은 처분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며 서로 다른 하위시스템들이 시스템의 

전체적인 안전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Safety Case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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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한다.

보조안전지표의 Safety Case 개발에의 활용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Safety Case 구조와 다중 안전성 증거 지원

최근 Safety Case는 정량적인 방사선적 안전평가 보다는 다중 안전성 증거(multiple lines 

of reasoning)에 기초한다. 다중 안전성 증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상호 독립적인 주장 및 

근거 조합들들 활용함으로써 단일 주장이나 근거가 가지는 상대적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조안전지표들은 Safety Case 개발에 있어서 먼 미래 인간 활동에 대한 가정 

하에 평가되는 피폭선량이나 위험도가 가지는 많은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척도

를 제공함으로써 다중 안전성 증거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또한, 보조안전지표들은 

방사선적 개념 보다는 공학적 또는 지질학적 개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 Safety Case 주장들에 대한 투명성 증대

이는 전체 처분시스템의 종합 성능을 실증하기 위한 더 훌륭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공해줄 

수 있는 안전지표와 성능지표의 활용과 연관되어 있다. 만약 처분시스템의 주요 하위시스템과 

관련된 보조안전지표가 개발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처분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주장 및 근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기본 안전지표와 보조안전지표를 결합한 

다중 안전성증거를 활용함으로써 처분시스템의 장기진화(long-term evolution) 과정이나 속

도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고 이로 인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피폭선량과 위

험도에 미치는 중요변수를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

킬 수 있다.

⚫ 자연환경 관점에서의 처분시스템의 안전성과 영향 제시

보조안전지표의 중요한 활용 분야 중의 하나는 처분시스템에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처분장 주변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양과 비교함으로써 인체에 대한 피폭경로에 

관한 가정과 무관한 대안 안전척도(alternative safety measure)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자연 

방사능 환경이 안전하고 처분시스템에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은 자연계 방사능 농도 증가에 

기여하는 양이 매우 적다면 처분시스템에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 또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록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초우라늄계열 방사성동위원소와 관련된 방사선적 위험도

와 관련하여 비교하기는 매우 복잡하지만 그러한 비교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과대 해석되지

만 않는다면 방사선적 영향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대중에게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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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시스템 구성 하위시스템 평가

전통적인 기본 안전지표인 피폭선량과 위험도 평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처분시스

템의 어느 하위시스템이 처분시스템의 격리 및 격납 기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지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피폭선량과 위험도 평가는 다중방벽 시스템에서 개별 방

벽들의 공학적 견고성과 성능평가를 위해 이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성능지표는 처분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하위시스템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며 처분시스템의 종합안전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벽을 통한 방사성물질의 플럭스

는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격리 기능이 공학적방벽의 물리적 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암반의 

수리지화학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농도 평가 결과는 시간

에 따라 이동이나 지연 과정에 의해 방사성물질이 처분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관

한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안전기능 평가

안전기능은 처분시스템의 안전에 기여하는 개별 하위시스템들의 특정 역할이나 목적으로 정

의된다. Safety Case에서는 처분시스템이 설계 당시 의도대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

기 위하여 이러한 안전기능의 평가나 시간에 따른 진화 평가가 강조되기도 한다. 이를 평가하

기 위하여 안전기능 지표가 다양한 안전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되며 단일 안전기능 지표

가 안전기능이 유지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중 안전기능 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

어 있다. 예를 들어, 시멘트질 완충재의 안전기능이 알칼리성 환경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낮은 

용해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절한 안전기능 지표는 지하수의 pH를 조절하는 암반수와

의 상호작용 관련 변수들과 관련된다. 비록 안전지표 중 일부만 엄격한 방법으로 안전기능 지

표로써 적용되지만 처분장의 진화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활용될 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

다.

⚫ 시나리오 개발

최근에 발간된 Safety Case 보고서는 처분장의 장기변화에 의한 영향평가를 포함한다. 일

반적으로 시나리오는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처분시스템 설계와 부지특성에 기초한 FEP에 기초

하여 개발되지만 안전기능 인자를 고려하여 개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안전기능 인자를 고려한 

시나리오 개발에서는 처분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안전기능 지표와 기준이 정의되며 안전기능 

지표는 기본 시나리오 평가에서 정량화되며 만약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나리오 결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다양한 평가가 수행된다. 따라서 다양한 장기변화 관련 시나

리오와 관련된 일련의 평가는 안전기능 지표를 고려하여 수행된다.



- 143 -

⚫ 서로 다른 시간대에 대한 불확실성과 안전성평가

피폭선량과 위험도는 자연계와 인간 활동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유용

하지만 시간이 증가하면서 피폭선량과 위험도 평가는 점차적으로 불확실하게 된다. 특히 기후

변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지표 환경이 심각한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

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는 다른 지표가 이용되기도 한다. 공학적방벽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초기에는 일련의 성능지표와 안전지표가 폐기물, 처분용기, 인공적 방벽 

등에 의해 제공되는 격납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시간이 증가하면서 지하매질

에 의해 제공되는 지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지표나 안전기능 지표가 이용된다. 매우 긴 

평가 시간대에서는 인간 활동과 기후조건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피폭선량과 위험도 평가 시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안전지표가 가장 적당한 종합

성능평가 지표가 된다. 결과적으로 보조안전지표는 수천 년 이상의 기간에서의 안전성평가에

서 가장 신뢰할만하고 확실한 척도가 된다.

⚫ 일반대중과의 의사소통

많은 보조안전지표는 처분시스템의 잠재적 영향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플럭스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

며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량이나 부피 단위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방사선방

호에 관한 개념들은 교육받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에 보조안전지표는 강

에 존재하는 특정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 등과 같이 처분장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피폭선량이나 위험도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로써 표현하기 어렵

다. 따라서 보조안전지표가 가지는 이러한 장점들은 비전문가 집단들로 하여금 참여하고 의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이는 처분장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는다.

⚫ 부지선정 지원

처분장 부지는 많은 기술적 또는 비기술적 속성과의 조화를 통해 선택되어지지만 방사성폐

기물의 장기 격리 기능을 보장하는 지질학적 조건에 많은 가중치가 주어져야 한다. 비록 부지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지질학적 조건이 항상 고려된다고 할지라도 여러 부지와 지질환경을 평

가하고 비교하는데 이용되는 보조안전지표는 상세한 부지선정 과정에서 이용되기도 한다. 적

절한 안전지표와 성능지표를 이용함으로써 기반암의 핵종 지연 능력과 공학적방벽을 보호하는 

안정조건을 제공하는 능력 등도 정량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보조안전지

표들을 적용하면 다양한 후보부지들의 특성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더 나은 조건의 부지선정

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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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장 설계 및 공학적방벽 설계 최적화

후보 부지를 비교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성능지표는 여러 가지 폐기물형태와 공학적

방벽의 장기건전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최적 설계가 선정되고 부지특성

화가 완료되면 성능지표들은 설계 최적화에 이용이 가능하며 부지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과 노

력이 과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설계 대안에 대한 비교 

평가는 일반적으로 처분사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며 처분사업 수행 기간 내내 반복 수행된다. 

비록 현재까지 이러한 비교가 명시적으로 수행된 사례는 별로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처분사업

이 성숙되어가면서 이러한 성능지표의 처분장 설계 및 공학적방벽 설계 최적화에의 이용은 증

가할 것이다.

⚫ 처분장 감시 및 성능 확인

폐쇄 후 처분장 감시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분야이며 특히 폐기물 회수 

개념을 도입한 처분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성능지표는 방벽의 기능을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특정 환경에서는 처분 이후의 방벽 기능에 대한 실제 감시결과는 예측치와 비교가 가

능하다. 이러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감시개념은 몇몇 처분시스템 설계에서 고려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보조안전지표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예측된 성능값 경계

를 정하고 감시결과와의 비교를 위한 한계치를 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성능지표와의 관계는 

잠재적 활용성이 있는 분야이다. 특히 안전지표의 적용은 예측값이 아닌 측정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록 현재까지는 적용성에 관한 사례가 거의 없지만 잠재적 활용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보조안전지표 개발 주요 국제공동연구

(1) 유럽공동체 SPIN 프로젝트

SPIN 프로젝트는 유럽공동체 주관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의 Safety Case 개발 지원

을 위해 적절한 안전지표와 성능지표를 선정하고 이들을 각국 시스템의 종합성능평가에 적용

하고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이들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시험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국제

공동연구로써 7개국 8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기간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이다

[3.4.6].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선정된 지표들의 적합성과 적용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실제 적

용을 통해 장단점을 보여줌으로써 시험 적용된 모든 지표들에 대해 일반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스페인, 독일, 스위스, 핀란드의 4 개 처분시스템의 종합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를 선정하여 안전지표와 성능지표를 고려하여 폐쇄 후 서로 다른 시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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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종합성능평가를 재수행하였다.

프로젝트 첫 단계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제안되거나 이용 사례가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였

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의해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들의 초기 목록이 작성되고 추

가 연구가 필요한 지표들이 선정되었다. 최종적으로 7 개의 안전지표와 14 개의 성능지표가 

비교를 위해 선정되었다. SPIN 프로젝트에서 고려한 안전지표와 성능지표 종류와 단위는 <표 

3.4.3>에 요약된 바와 같다. 성능지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처분시스템 및 각 구획

(compartment)들은 <그림 3.4.3>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구획과 성능지표와의 관계는 <표 

3.4.4>에 요약된 바와 같다.

지표 단위

안전지표

Effective dose rate Sv/yr

Radiotoxicity concentration in biosphere water Sv/m3

Radiotoxicity flux from geosphere Sv/yr

Radiotoxicity outside geosphere Sv

Time-integrated radiotoxicity flux from geosphere Sv

Relative activity flux from geosphere -

Relative activity concentration in biosphere water -

성능지표

Activity in compartments Bq

Activity outside compartments Bq

Activity flux from compartments Bq/yr

Time-integrated activity flux from compartments Bq

Activity concentration in compartment water Bq/m3

Radiotoxicity in compartments Sv

Radiotoxicity outside compartments Sv

Radiotoxicity flux from compartments Sv/yr

Time-integrated radiotoxicity flux from compartments Sv

Radiotoxicity concentration in compartment water Sv/m3

Transport time through compartments yr

Portion of not totally isolated waste -

Time-integrated flux from geosphere / initial inventory -

Concentration in biosphere water / waste package water -

표 3.4.3. SPIN 프로젝트에서 고려한 안전지표와 성능지표[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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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성능지표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처분시스템 및 구획[3.4.6]

Compartments Amount in

Amount outside
Flux from

Time-integrated
flux from

Concentration
in Water

Transport Time
through

Waste form ✓ ✓
Precipitate ✓

Waste package ✓ ✓
Buffer ✓ ✓

Near field ✓
Geosphere ✓ ✓ ✓
Biosphere ✓ ✓

표 3.4.4. 성능지표에 따른 처분시스템 구획(compartments)[3.4.6]

안전지표들의 계산은 적용 가능한 참조값들이 존재할 경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정된 지

표들의 참조값들은 IAEA에서 수행한 국제공동연구[3.4.7]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선정된 대부

분의 지표들은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각 지표들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평

가기준도 정의되었다. 또한, 각 지표들의 Safety Case 개발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다.

SPIN 프로젝트에서는 안전지표와 성능지표의 적용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요건

(basic requirements)과 평가기준(assessment criteria)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의하였으며 

이는 <표 3.4.5∼6>에 요약된 바와 같다. 기본요건은 모든 안전지표가 만족해야하며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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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과정에서 적용되며 평가 절차에서 다시 검토된다. 평가기준은 지표들의 유용성을 판단

하는 기준이며 따라서 선별과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성능지표에 관한 기본요건과 평가기준은 

안전지표에 비해 덜 엄격하며 각 지표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안전지표의 평가에 이용된 참조값은 <표 3.4.7>에 요약되어 있다.

Categories Requirements and Criteria

Basic requirements

provide a measure of the safety of the total system

safety-relevant reference values available

safety-relevant weighting scheme available

calculable by use of performance assessment models

Assessment criteria

easy to understand

added value compared to other indicators

biosphere pathways excluded

dilution in aquifer water excluded

표 3.4.5. 안전지표에 관한 기본요건과 평가기준[3.4.6]

Categories Requirements and Criteria

Basic requirements

measure for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or subsystem

comparison between options or with technical criteria

weighting scheme available

calculable by use of performance assessment models

Assessment criteria
easy to understand

added value compared to other indicators

표 3.4.6. 성능지표에 관한 기본요건과 평가기준[3.4.6]

Safety Indicator Reference Value

Effective dose rate 1.0×10-4 ∼ 3.0×10-4 Sv/yr

Radiotoxicity concentration in biosphere water 2.0×10-5 Sv/m3

Radiotoxicity flux from geosphere 60 Sv/yr 

Time-integrated radiotoxicity flux from geosphere 60 Sv/yr·time

Radiotoxicity outside geosphere 60 Sv/yr·time

Relative activity flux from geosphere 1 (unity)

표 3.4.7. 안전지표 평가에 이용된 참조값[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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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표에 관한 평가 결과는 <표 3.4.8>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에서 “+”는 요건 만족,  

“-”는 요건 불만족,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단정적인 결론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평가 결

과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Ÿ 피폭선량은 모든 시간대에 적용 가능한 지표이지만 초기 시간대(early time frames)에 가

장 적당한 지표이다.

Ÿ 생태계 지하수에서의 방사성독성 플럭스는 모든 시간대에 적용 가능한 지표이지만 초기와 

중기 시간대(medium time frames)에 가장 적당한 지표이다.

Ÿ 지하매질로부터의 방사성독성 플럭스는 모든 시간대에 적용 가능한 지표이지만 후기 시간

대(late time frames)에 가장 적당한 지표이다.

Ÿ 지하매질 외부의 방사성독성과 시간 적분된 지하매질로부터의 방사성독성은 안전관련 참조

값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은 지표이다.

Ÿ 생태계 지하수에서의 상대적 방사능 농도는 적용 가능한 참조값을 확보하지 않으면 적용이 

불가능한 지표이다.

Ÿ 지하매질로부터의 상대적 방사능 플럭스는 적용 가능한 참조값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반적

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지표이다. 핀란드에서는  참조값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일반적으

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지표이다.

표 3.4.8. 안전지표 평가 결과 요약[3.4.6]



- 149 -

안전지표의 적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독일의 결정질 암반 기반 사용후핵연료 가상 처분시

설의 성능평가(SPA-GRS), 스페인의 화강암 기반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안전 및 성능평가

(ENRESA 2000), 스위스 NAGRA의 Kristallin-I 안전성평가 보고서, 핀란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TILA-99)에 대해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평가결과인 생태계 수계에서의 

방사성독성 농도 평가결과와 지하매질로부터의 방사성독성 플럭스 평가결과는 각각 <그림 

3.4.4>와 <그림 3.4.5>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림 3.4.4. 생태계 수계에서의 방사성독성 농도 평가 결과[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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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지하매질로부터의 방사성독성 플럭스 평가 결과[3.4.6]

이 SPIN 프로젝트에서는 유효 피폭선량은 그 활용방안이 잘 정립되어 있고 처분시스템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안전지표로 선정하였

다. 이 유효 피폭선량 외에 지하수 생태계에서의 방사성독성 농도와 지하매질로부터의 방사성

독성 플럭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 안전지표를 보완하는 보조 안전지표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지표는 모든 평가 시간대에 적용 가능하지만 적용성이 가

장 효율적인 시간대가 존재한다. 즉, 유효 피폭선량은 평가 시 생태계 모델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수천 년까지의 초기 시간대에 유용한 지

표이다. 반면에 방사성독성 농도와 지하매질로부터의 방사성독성 플럭스는 생태계 모델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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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기 또는 후기 시간대에서 유용한 지표이다. 중기 시간대는 수천 년에서 

수만 년 정도의 시간대이며 현재의 대수층이나 강에서의 희석을 고려하기 때문에 방사성독성 

농도가 가장 유용한 지표이다. 수십 만 년 이후의 후기 시간대에서는 비록 희석 효과는 불분

명하지만 지하매질로부터의 방사성독성 플럭스가 가장 유용한 지표이다.

처분장의 다중방벽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성능지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능지표는 개별 방

벽과 다중방벽의 성능 확인 측면에서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한 주요 성능지표의 

응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처분시스템 각 구획에서의 방사능농도는 시간에 따라 방사성동위원

소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각 구획 외부에서의 방사능농도는 각 방벽 내부에서의 유지 능력, 각 

구획으로부터의 플럭스는 인접 구획으로부터의 유출률 감소, 각 구역 수계에서의 농도는 인접 

구획에서의 희석 능력의 증가, 각 구획들을 통과하는 이동시간은 반감기와의 비교를 통해 방

사성독성의 유출에 대한 각 방사성동위원소들의 중요성을 나타내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들의 서로 다른 거동들을 파악할 경우에는 방사능 농도와 관련된 

성능지표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격리, 지연이동시 방사성붕괴, 분산 및 희석

과 같은 안전기능과 관련된 성능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주어진 시간 동안 

완전히 격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비율, 시간 적분된 각 구획으로부터의 플럭스를 초기 재고량

으로 나눈 시간 적분된 플럭스, 생태계 수계에서의 농도를 처분용기 내 물에 포함되어 있는 

농도로 나눈 농도 등이다. 이들 지표들은 적은 값을 가질수록 처분시스템의 성능이 우수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2) OECD/NEA의 PAMINA 프로젝트

PAMINA 프로젝트는 ‘Performance Assessment Methodologies IN Application to 

Guide the Development of the Safety Case’의 약어로 유럽 10개국의 27개 기관과 유럽

공동체의 한 공동연구센터가 참여하여 방사성폐기물 심층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입증

하기 위한 방법론과 도구를 개선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목적을 가진 국제공동연구로써 2006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 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 종사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안전성평가 

방법론 검토, 안전성평가 및 Safety Case 개발에서의 불확실성 분석, 다양한 처분 개념에 대

한 종합성능평가 방법론 및 도구 개발, 정량적 비교를 위한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비교 분석

의 4개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RTDC;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mponents)와 지식관리 및 전파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PAMINA 프로젝트에서 안전지표에 관한 연구 분야는 다양한 처분 개념에 대한 종합

성능평가 방법론 및 도구 개발 분야 중 일부로 수행되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3.4.8]. 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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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전지표와 성능지표의 일반적인 이해와 Safety Case 개발에의 활용을 바탕으로 유럽에

서 심층처분의 기반암으로 고려되는 있는 점토, 화강암, 암염 기반 처분시스템에 시험적용하고 

비교를 위한 참조값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Safety Case 개발에 안전지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능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유효 피폭선

량과 같은 정량적 척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안전지표와 관련된 참조값과의 비교를 통해 안전지

표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Safety Case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안전지표와 성능지표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은 <그림 3.4.6>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규제기관과 일반대중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러한 안전지표와 성능지표를 이용하면 예시적

이며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처분시스템의 안전과 성능을 입증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이를 통하

여 Safety Case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림 3.4.6.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안전지표와 성능지표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

[3.4.8]

PAMINA 프로젝트에서는 안전지표와 성능지표의 적용 및 평가를 위해 점토층 기반 3개 처

분시스템(스페인 ENRESA, 네덜란드 NRG, 벨기에 SCK·CEN), 암염층 기반 2개 처분시스템

(독일 GRS, 네덜란드 NRG), 그리고 화강암 기반 1개 처분시스템(체코 NRI)을 고려하였다. 

기본 안전지표인 유효 피폭선량 외에 시험 적용을 위해 선정된 보조 안전지표는 생태계 지하

수에서의 방사성독성 농도, 지하매질로부터의 방사성독성 플럭스, 그리고 방사능 붕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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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서의 에너지 밀도(power density)이다. 이 중 생태계 지하수에서의 방사성독성 농도

와 지하매질로부터의 방사성독성 플럭스는 이미 SPIN 프로젝트에서도 고려되어 적용된 지표

이며 지하수에서의 에너지 밀도는 이 프로젝트에서 새로이 적용된 지표이다. 이 지표는 특정 

생물학적 종(biological species)과는 무관하며 비인간 생물군(Non-human biota)에 대한 

해로운 방사성동위원소의 영향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방사선적 영향은 평가되지 않는다. 

이 지표에 대한 값(Mev/sec·m3)은 각 방사성동위원소의 붕괴에너지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또

한, PAMINA 프로젝트에서는 유효 피폭선량에 기반한 위험도를 안전지표로 고려하였다. 위험

도를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서는 독일에서의 교통사고와 비행기 충돌로 인한 사

망 위험도와 일반적인 허용 가능한 위험도(1.0×10-6) 값을 이용하였다.

보조 안전지표의 시험 적용 및 비교를 위한 참조값으로는 스페인의 AMPHOS21, 벨기에의 

SCK·CEN, 체코의 NRI, 독일의 GRS 등에서 조사한 값들을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참조값들은 <표 3.4.9>에 정리된 바와 같다. 6개 처분시스템에 대한 시험 적용 결과에 의하면 

보조 안전지표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처분장으로부터 유출

되는 방사성동위원소 플럭스에 기초한 계산이며 지배적인 방사성동위원소는 몇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평가결과인 스페인 ENRESA에 의한 보조 안전지표 시험적용 결과는 <그

림 3.4.7>에 도시된 바와 같다.

ENRESA SCK·CEN NRG NRI GRS

Effective dose rate (mSv/yr) 0.1 ∼ 0.3(a) 0.3(a) 0.3(e) 0.25(a) 0.1(d)

Radiotoxicity concentration 
in biosphere water (Sv/m3)

2.0×10-5(b) 2.0×10-5(b) 2.0×10-5(b) 4.0×10-6(c) 2.0×10-6(d)

Radiotoxicity flux from the 
geosphere (Sv/yr)

60(b) 10(c) 60(c) 8(c) 0.1(d)

Power density in biosphere 
water (MeV/sec·m3)

80(c) - 80(c) - 25(c)

(a) Legal Limits

(b) Reference values derived in SPIN

(c) Reference values derived in PAMINA

(d) Reference values derived in Wolf et al.

(e) IAEA recommendations

표 3.4.9. PAMINA 프로젝트에서 이용된 참조값[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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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스페인 ENRESA에 의한 보조 안전지표 시험적용 결과[3.4.8]

PAMINA 프로젝트 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안전지표와 성능지표들은 유용한 결과를 보여주며 

각 지표는 처분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고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보조 안

전지표로 이용될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안전기능을 설명

하기 위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이용된 처분시스템들에 대해 시

험 적용한 결과, 다수의 안전지표와 성능지표들은 유효 피폭선량만을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더 완성된 안전성평가 결과를 제시해줄 수 있다. 그러나 안전지표와 성능지표의 안전성

평가에의 활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안전지표는 처분시스템의 종합 안전성(overall 

safety)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반면에 성능지표는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

공함으로써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이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 및 하위시스템들의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역할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지표이다.

(3) 참조값 결정을 위한 IAEA 국제공동연구

IAEA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IAEA에서는 보조 안전지표 활용을 위한 참조값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목적으로 9개국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CRP; Coordinated Research 

Project)를 수행하였다[3.4.7]. 이 연구의 목적은 부지 규모 또는 광역 규모에서의 공간변이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측정된 원소,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화합물들의 농도에 관한 데

이터베이스 개발, 부지 규모 또는 광역 규모에서의 공간변이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측정된 다양한 지표 및 지하에서의 방사성물질의 플럭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처분장의 

성능평가를 통한 처분장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된 방사성물질의 농도와 플럭스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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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척도나 범위를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발간 등이다.

CRP에 참여한 국가들의 지표는 지리, 지형, 지질학, 기후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수집

한 자료들은 매우 다양한 농도와 플럭스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국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은 상호 호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연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대신 국가별 자료 수

집으로 결정하였다. 수집, 정리된 자료는 국가별로 암반에 따른 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별 농

도, 토양 및 퇴적층에서의 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별 농도, 수계에서의 원소별 농도 자료와 플

럭스 관련 자료 등이다.

국내에서 처분장 모암으로써 화강암 같은 결정질 암반이 주로 고려되기 때문에 결정질 암반

이 포함된 핀란드, 스웨덴, 일본, 영국의 암반 종류에 따른 주요 원소별 농도는 <표 3.4.10∼

13>에 정리되어 있다. 표들에 정리된 각국의 원소별 농도에 대한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은 특

정 암반에 대한 자료이거나 특정 지역의 여러 암반에 대한 평균값으로 주어진 자료이기 때문

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들 자료로부터 각 원소의 농도에 대한 참 평균값을 구하

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큰 농도 값을 나타내는 원소는 K으로 많은 

실리케이트 광물에서 매우 중요한 원소이며 많은 암반 형태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소이다. 특

정 원소의 자연계 존재비율은 국가별로 크게 차이나지는 않으며 한 자릿수 이내의 변화를 나

타내지만 광물화된 지역에서의 농도는 증가할 수 있다.

Element Granite(mg/kg) Granodiorite(mg/kg) Diorite(mg/kg) Gabbro(mg/kg)

U 2∼0 0∼12 0.3∼4.0 0.1∼3.5

Th 4∼264 2∼28 0∼7.1 0.06∼2.7

K 6,000∼75,000 7,000∼49,000 1,700∼30,000 100∼35,000

Rb 22∼1,160 <10∼206 3∼130 1∼278

Cu <10∼170 0∼50 10∼730 16∼8,230

표 3.4.10. 핀란드의 암반 종류에 따른 주요 원소들의 농도[3.4.7]

Element Average(mg/kg)
Standard Deviation

(mg/kg)
Median(mg/kg)

U 5.06 9.03 3.56

Th 16.1 21.4 11.8

K 32,200 13,400 33,000

표 3.4.11. 스웨덴의 암반 종류에 따른 주요 원소들의 농도[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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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Average(mg/kg) Range of Values(mg/kg)

Crystalline 
rocks

U 1.89 0.01∼21

Th 3 0∼37

K 14,700 25∼67,300

Rb 59 0.12∼676

Cs 3.0 0.02∼27

Cu 31.4 0∼558

Sn 1.31 0.05∼17.4

Sedimentary 
rocks

U 2.89 0.05∼13

Th 7.85 0∼51

K 17,300 6.2∼50,700

Rb - 0.12∼250

Cs - 0.005∼16

Cu 37.2 0.1∼206

Sn - 1∼7.0

표 3.4.12. 일본의 암반 종류에 따른 주요 원소들의 농도[3.4.7]

Element
Granite
(mg/kg)

Gabbro
(mg/kg)

Gneiss
(mg/kg)

Shale
(mg/kg)

Limestone
(mg/kg)

Sandstone
(mg/kg)

U 4.8 0.6 3.2 3.5 2.2 0.6

Th 27 2.8 16 12 1.7 3.2

K 40,000 10,000 n/a 32,000 6,000 n/a

Rb 150 30 n/a 140 50 46

Cu 10 100 n/a 50 4 n/a

Sn 3 1 2.2 4 0.5 0.5

표 3.4.13. 영국의 암반 종류에 따른 주요 원소들의 농도[3.4.7]

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국가별로 수집한 자료들은 각각 다른 표본추출 방법론을 적용하

고, 표본 밀도(sampling densities)도 다르고 또한 서로 다른 통계처리 기법을 활용하였기 때

문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별 자료로 정리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많은 지화학 자료들은 환경에서의 농도와 

플럭스를 보조 안전지표로서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들이다. 그러나 확보한 플럭스에 관

한 자료들 대부분은 지하수 유동이나 배출관련 자료들이며 풍화나 침식 등과 관련된 플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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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들은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시간 및 공간에 대한 

평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세스 관련 자료들을 직접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자료는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국제공동연구에서 확보한 방사성물질들의 농도와 플럭스 자료들은 특정부지(site 

specific)에 대한 Safety Case 보다는 일반적인(generic) Safety Case 개발에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Safety Case 개발에 있어서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은 안전

성평가 결과들과의 비교를 위한 참조값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보

한 자료들을 특정부지에 대한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참조값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상 

부지의 모암,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값들을 선택하여 이용해야만 한다.

다. GSTSPA 개선을 통한 복합피폭 및 주요 보조안전지표 평가 가능 코드 개발

(1) GSTSPA 개선을 통한 K-PAM 개발

보조안전지표를 고려한 복합피폭 시나리오 안전성평가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전처리 단계(1

∼2단계), 주처리 단계(3∼4단계), 후처리 단계(5단계)로 구성되었다(<그림 3.4.8>).

Ÿ 1단계: 처분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사건들의 특성화 단계

Ÿ 2단계: 각 외부사건들이 처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복합 시나리오 구성을 위

한 영향발생 기준 설정 단계

Ÿ 3단계: Monte Carlo 추출법을 이용하여 2단계의 설정 기준에 따른 복합 시나리오 조합 

단계

Ÿ 4단계: 3단계에서 조합된 복합 시나리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 모델을 이용한 평가 단계

Ÿ 5단계: 3∼4단계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후처리 단계(예, 위험도 계산, 보조안전지표 계

산, 민감도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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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2. Complex Scenario Generation Criteria
- Disposal System
- External Events

1. External Event Characterization

4. Complex Scenario Assessment
- Dose & Risk

Risk Convergence

End

N

Y

3. Complex Scenario Generation
(Monte Carlo Sampling)

5. Post-process
- Risk, Probability of Scenario
-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
- Sensitivity
- ...

그림 3.4.8. 복합 시나리오 안전성평가 절차도

안전성평가에서는 다양한 외부사건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외부

사건들은 지진이나 우물침입 등을 포함하는데, 외부사건들의 특성화 단계(1단계)에서는 처분시

스템의 성능에 관여하는 외부사건들의 특성을 확률밀도함수(PDF) 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다. 

그리고 확률밀도함수들은 복합 시나리오 조합을 위하여 누적확률밀도함수(cumulative 

density functions; CDFs)로 변환된다. 변환된 누적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외부사건의 발

생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 변수들을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진 및 우물침입과 관

련된 주요 변수들은 <표 3.4.14>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3.4.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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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건 주요 변수 관련 CDF

지진

발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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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exp 
[Poisson 분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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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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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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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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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함수분포 식]

 : Monte Carlo 추출법으로 생성되는 0에서 1사이의 난수

 : 사건의 시간당 평균 발생빈도

 : 제도적 관리기간

 : 유효 지진의 최소 지진규모

  : 지진 목록 계수 (지진 규모별 누적빈도수 그래프에서 는 절편, 는 경사)

 : 지진규모 Mc 이상 지진의 누적빈도수

 : 핵종 이동 경로를 고려한 전체 처분시스템의 영향 반경

 : 지수함수분포의 평균

표 3.4.14. 외부사건의 발생 특성 예측을 위한 주요 변수 예

복합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영향발생 기준 설정 단계(2단계)에서는 우선 각 외부사건들이 

처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한다. 즉, 각 외부사건들의 어떠한 특성이 처분시스템의 어느 

요소(예, 처분용기를 포함하는 공학적방벽, 천연방벽, 또는 생태계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치는가를 정의한다. 여기서 외부사건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외부사건에 의

해 훼손된 시스템이 회복 가능한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미흡하여 대부분 정성적인 평가만이 가능하므로, 현재 수준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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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의한 수치화가 대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성적 판단에 의해 복합 시나리오 조합

을 위한 기준들이 수치적으로 정의되었다.

외부사건 영향발생 기준 관련 변수

지진

영향1

- 발생된 지진의 규모가 보다 크거나 같고,

- 진원지까지의 수평거리가 보다 작거나 같으면,

- 공학적방벽의 안전기능이 상실된다.

· 지진규모

· 진원지

-수평거리

영향2

- 발생된 지진의 규모가 보다 크거나 같으면,

- 천연방벽에서 근계 균열망과 MWCF의 지하수 유속이 증가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회복된다.

· 지진규모

우물침입 영향1

- 우물침입 위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보다 작거나 같고,

- 우물침입 위치까지의 수직거리가 보다 크거나 같으면,

- 근계 균열망으로부터 지표생태계까지 직접적인 유출경로가 추

가되고 일정기간 이후에 제거된다.

· 우물침입 위치

-수평거리

· 우물침입 위치

-수직거리

표 3.4.15. 외부사건에 의한 영향발생 기준 예

복합 시나리오 조합 단계(3단계)에서는 Monte Carlo 추출법을 통하여 난수를 발생시키고, 

2단계에서 설정된 복합 시나리오 조합 기준에 근거하여 각 외부사건의 발생 시점과 영향 정도

를 결정하여 전체 안전성평가 기간 동안의 복합 시나리오를 생성한다(<그림 3.4.9>).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기존의 단일 시나리오 평가에서 평가자가 임의로 정의하였던 비정상 시나리오가 

복합 시나리오 설정된 기준에 근거하여 무작위로 생성된다. 여기서 시나리오 생성을 반복하게 

되면, 발생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의 발생횟수는 증가하고 발생확률이 낮은 시나리오는 발생횟

수가 적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방법론은 각 시나리오()의 발생확률()이 복합시나리오 

설정 기준에 이미 내포되어 Monte Carlo 추출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별도

의 시나리오 발생확률 자료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복합시나리오 평가방

법론([3.4.11][3.4.12])에서 고려되는 시나리오 발생확률을 본 방법론으로부터 계산하기 위해서

는 각 시나리오들을 그룹화 할 필요가 있다. Monte Carlo 추출법에 의해서 생성된 복합시나

리오는 여러 가지 외부사건들의 특성 및 발생시간들의 조합으로 전체 시나리오가 동일하게 생

성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즉, =1). 예를 들어, 시나리오 그룹은 외부사건들의 

정확한 발생 시점들을 무시한 외부사건들의 발생순서를 기준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여

기서 각 시나리오 그룹()의 발생확률()은 전체 시나리오 발생횟수에 대한 각 시나리오 그

룹 발생횟수()의 비로써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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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생성된 전체 복합 시나리오 개수 또는 최종선량 계산 반복횟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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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MWCF Bi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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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e Carlo Sampling

그림 3.4.9. 복합 시나리오 조합 절차

시나리오 평가 단계(4단계)에서는 안전성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3단계에서 생성된 복합 시나

리오에 대한 최종선량(dose)을 계산한다. 주처리 단계인 3∼4단계를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복

합 시나리오에 대한 최종선량()을 계산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3.4.3]에서 정의한 총 

위험도(risk; )를 식(3.4.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즉, 계산된 최종선량 값들의 

평균값에 선량-위험도 전환상수(dose-to-risk conversion factor;  = 5% /Sv)[3.4.13]를 

단순히 곱함으로써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다.




























 




(3.4.2)

계산 반복횟수는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할 수도 있지만, 매 계산마다 위험도를 계산하고 이



- 162 -

전 계산에서의 위험도 값과 비교하여 변화량이 특정 조건 이하로 낮을 때 계산이 수렴하였다

고 간주하고 반복계산을 멈추게 된다.

마지막으로, 후처리 단계(5단계)에서는 계산된 결과들을 이용하여 최종 위험도 및 각 시나리

오별 발생확률과 보조안전지표 등을 계산할 수 있다. 더불어, 전체 계산 방법은 모듈화되어 민

감도 분석 또는 보조안전지표와 주요안전지표(최종선량, 위험도)와의 상관성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5단계의 복합 시나리오 안전성평가 방법론은 Matlab[3.4.14]과 GoldSim[3.4.15]을 이용하

여 수치모델화(K-PAM; KAERI’s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되었다. K-PAM의 전

체 평가시스템은 Matlab에 의해서 주로 구성되는데, 주처리 단계 중 연간선량 계산 부분(4단

계)은 GoldSim을 이용하여 개발되었고 전체 시스템에 모듈 형식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통

합시스템 방식을 통하여 각 프로그램의 장점을 활용하고 계산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안전성평가 시스템(K-PAM)에서 핵심이 되는 GoldSim 기반의 안전성평가 모델은 <그림 

3.4.10>과 같다. 안전성평가 모델은 일반적으로 전체 처분시스템을 설명하는 개념모델을 수학

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수치해석하는 방법으로 개발된다. 하지만 윈도우 기반의 상용프로그램

인 GoldSim은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스템 안전성평가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개념모델들을 

단위모듈화(예, 선원항, 균열/공극매질에서 이류/확산에 의한 핵종 이동, 핵종수착, 핵종붕괴, 

생태계 전이 등)하여 내재된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모델 개발 과정을 많은 부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조건문, 시계열 자료 등을 이용하여 외부사건들에 의한 시스템 특성 변화 등을 고

려할 수 있어서 처분시스템 안전성평가에서 정상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외부사건들을 고려하는 

비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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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K-PAM의 GoldSim 기반 안전성평가 모델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핵종 이동 개념모델은 <그림 3.4.11>와 

같이 개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심층처분시스템은 크게 공학적방벽, 근계 균열망, 주단열대

(MWCF), 생태계로 구성된다. 폐기물, 처분용기, 완충재 등으로 구성되는 공학적방벽에서는 용

기파손 등에 의해서 폐기물로부터 유출된 핵종이 주변 지하수로 포화된 완충재에서 확산에 의

해서 이동하게 되고, 수착에 의해서 그 이동이 지연된다. 공학적방벽으로부터 유출된 핵종은 

주변 암반의 균열망 내 지하수 흐름을 따라 이류와 분산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고, 암반 매질

로의 확산과 수착에 의해서 그 이동이 지연된다. 암반 균열망 내 지하수 흐름을 따라 이동하

던 핵종이 지하 대수층까지 연결된 주단열대를 만나게 되면 지하 생태계까지 급속도로 이동하

게 된다. 인간 생활권 내인 대수층에 도달한 핵종은 인간의 생활 패턴에 따라 여러 가지 경로

로 인체에 전이된다. 여기서 모든 구성요소의 지하수 내 핵종 농도는 핵종별 용해도

(solubility)에 의해서 제한되고, 전체 핵종 이동 시간은 방사성핵종의 붕괴사슬(decay chain)

을 고려해야 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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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스템에서 핵종 이동 개념도

(2) 복합피폭 시나리오 및 보조안전지표 평가 결과

K-PAM을 이용한 안전성평가는 고준위폐기물에 해당되는 세라믹폐기물(지하 500 m 처분)

에 대해서만 정상 시나리오와 외부사건의 영향을 고려하는 비정상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수행

되었다. 모든 안전성평가의 위험도 계산에서 위험도의 수렴 기준은 0.1%, 그리고 최대 반복계

산 횟수는 2,000회로 설정하였다.

① 정상 시나리오

정상 시나리오에서는 안전성평가 기간 동안 처분시스템 내에 외부사건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으며, 처분시스템이 개념설계 단계에서 정의한대로 정상적으로 진화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정상 시나리오는 처분용기 수명 이후에 폐기물로부터 핵종이 유출되고 초기에 설정된 주변 지

하수 유동 특성에 의해서 생태계까지 이동하는 시나리오이다.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는 <그림 3.4.12>와 같다. 정상 시나리오에서 반복계

산별 연간선량 결과의 변화는 용해도, 수착계수 등의 입력자료들이 확률분포 함수로 정의되었

기 때문이다. 정상 시나리오에서의 연도별 위험도 변화는 1,030회의 반복계산 이후 0.1% 이

하로 수렴하였다. <그림 3.4.12>에서는 1,030회의 반복계산에 대한 최종 연간선량 결과(회색 

실선)와 그 결과의 최댓값(검은색 실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총 위험도(빨간색 실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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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최종 결과에서 연간선량은 약 10만 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1백만 년 동안 최

대 연간선량은 약 10-17 mSv/yr이었고, 최대 위험도는 10-24 /yr로 규제치인 10-6 /yr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요 핵종은 <그림 3.4.13>과 같이 242Pu(반감기: 375,000 

년)와 239Pu(반감기: 24,065 년)로 나타났다. 여기서 242Pu에 의한 연간선량 증가는 초기 재고

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수착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반감기가 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03 104 105 106
10-30

10-28

10-26

10-24

10-22

10-20

10-18

10-16

10-14

10-12

10-10

10-8

10-6

10-4

10-2

100 Risk Limit

D
os

e 
(m

Sv
/y

r)

Time (yr)

Dose Limit

10-30

10-28

10-26

10-24

10-22

10-20

10-18

10-16

10-14

10-12

10-10

10-8

10-6

R
is

k 
(/y

r)
그림 3.4.12. 정상 시나리오에서 연간선량 및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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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정상 시나리오에서 핵종별 연간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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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3.4.3]에서는 안전성평가 기간을 폐쇄 후 최소 1만 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1만 년 이내에 연간선량이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의 선량 변화에 의한 

영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성평가 기간인 1백만 년 이내에 연간선량이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1백만 년 이후의 선량 변화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그림 3.4.14>), 1백만 년 이후에 나타나

는 주요 핵종은 대부분 선원항에는 존재하지 않고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생성된 핵종들로 
242Pu, 222Rn, 231Pa 등 이었다. 여기서 222Rn은 242Pu 붕괴로 생성된 238U 붕괴사슬의 핵종으

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231Pa은 239Pu으로부터 붕괴된 235U(반감기: 7.038×108년)의 

딸핵종으로 장반감기를 가지는 235U의 특성 때문에 안전성평가 기간 후반부에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 연간선량의 최고치는 약 109년 이후에나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방벽과 천연방벽의 핵종 이동 지연기능이 매우 효과적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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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정상 시나리오에서 핵종별 연간선량(평가기간 추가)

<그림 3.4.15>은 정상 시나리오에서 보조안전지표인 처분시스템 각 위치별 핵종 농도를 나

타낸다. 공학적방벽의 최종 유출 지점인 EDZ는 처분공 EDZ와 처분터널 EDZ로 구분하였는데 

처분공 EDZ에서의 핵종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농도는 약 1 십만 년에 약 

0.04 mg/L로 나타났다. 그 이후 핵종농도는 점차 감소하여, 근계 균열암반에서는 약 1십만 

년에 약 0.007 mg/L, 주단열대에서는 약 1백만 년에 약 10-13 mg/L로 나타났다. 특히, 원계

에 위치하는 주단열대에서는 1백만 년 이내에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

로 관찰되었다. 즉, 공학적방벽과 근계 균열암반(천연방벽)의 핵종 이동 지연기능으로 인하여, 

1 백만 년 이내에 주단열대까지 핵종 이동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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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정상 시나리오에서 처분시스템 각 위치별 핵종 농도

② 비정상 시나리오 - 지진

<표 3.4.15>의 지진 시나리오 발생 기준을 바탕으로 지진 시나리오를 확률론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그림 3.4.16>와 같다. 연도별 위험도 변화는 1,030회의 반복계산 이후 0.1% 이하로 

수렴하였다. 1,030회의 반복계산에 대한 지진 영향 발생빈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그림 

3.4.17>과 같다. 1백만 년 기간 동안 지진 영향1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진 영향2는 

약 8회(최소 = 1회; 최대 = 16회) 안팎으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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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지진 시나리오에서 연간선량 및 위험도

그림 3.4.17. 1백만 년 간 지진 영향별 발생빈도(1,030회의 반복계산에 대한 통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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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는 정상 시나리오의 그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관찰되었다. 지진 발생에 의하여 천연방벽의 지하수 유속이 증가하는 지진 영향2는 <그

림 3.4.16>에서와 같이 전체 연간선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연간선량에서 조

그만 정점(peak)들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30회의 반복계산에서 단 5회 지진 

영향1이 발생한 경우(<그림 3.4.17>)가 있었지만, 발생횟수는 1백만 년간 1회였으며 연간선량

에 미치는 영향은 1십만 년 이후의 연간선량을 수만 년 정도 앞당겼으나 전체적인 분포의 변

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지진 시나리오에서도 연간선량에 기여하

는 주요 핵종은 <그림 3.4.18>과 같이 242Pu와 239Pu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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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지진 시나리오에서 핵종별 연간선량

지진 시나리오에서 보조안전지표인 처분시스템 각 위치별 핵종 농도(<그림 3.4.19>)를 정상 

시나리오의 그것(<그림 3.4.15>)과 비교한 결과, 근계 균열망까지의 핵종 농도는 서로 유사하

게 나타났지만, 주단열대의 핵종 농도에서 지하수 유속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이러한 주단열대에서의 영향도 약 10만 년 이후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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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지진 시나리오에서 처분시스템 각 위치별 핵종 농도

③ 비정상 시나리오 - 우물침입

<표 3.4.15>의 우물침입 시나리오 발생 기준을 바탕으로 우물침입 시나리오를 확률론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그림 3.4.20>과 같다. 연도별 위험도 변화는 1,060회의 반복계산 이후 0.1% 

이하로 수렴하였다. 1,060회의 반복계산에 대한 우물침입 영향 발생빈도에 대한 통계분석 결

과는 <그림 3.4.21>와 같다. 1백만 년 동안 우물침입 영향1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았으나 약 

25%의 계산에서 약 1회의 우물침입이 발생하였다(최소 = 0회; 최대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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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0. 우물침입 시나리오에서 연간선량 및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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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1백만 년 간 우물침입 발생빈도(1,060회의 반복계산에 대한 통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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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침입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는 지진 시나리오와 달리 연간선량 변화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우물침입 시나리오에서는 근계 균열망 내의 오염된 지하수가 

지표 생태계로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연간선량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취수된 지하수의 이동경로는 1차적으로 지표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로부터 대수층, 하천, 대기

로 오염물이 전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물침입의 지속기간을 30년으로 지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침입의 영향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우물침입의 영

향은 처분용기의 수명(1,000년)이 끝나고 1만 년 이내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지

만, 이때의 우물침입의 영향은 10만 년 이후의 우물침입 영향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근계 균열망에서 발생하는 우물침입의 발생위치 차이(근계 균열망을 크게 

5 구역으로 나누어 공학적방벽에 가까운 구역과 주단열대에 가까운 구역의 차이가 존재함)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10만 년 이내에 근계 균열망에 도달한 핵종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우물침입 시나리오에서 연간선량에 기여하는 주요 핵종은 <그림 

3.4.22>과 같이 239Pu, 242Pu, 222Rn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226Ra, 229Th, 135Cs, 240Pu이 간

헐적으로 주요 핵종으로 관찰되었다. 여기서 관찰된 주요 핵종은 대부분 정상 시나리오의 그

것과 유사하였지만 229Th(반감기: 7,340년), 240Pu(반감기: 6,540년)와 같은 핵종들은 정상 시

나리오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핵종들이다. 229Th는 237Np(반감기: 2.14×106년)과 233U

(반감기: 1.59×105년)의 딸핵종으로 암반에서의 수착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237Np의 지하 매

질을 통한 이동성이 낮아서 별도의 이동경로를 가지는 우물침입 시나리오에서 정상 시나리오

보다 229Th에 의한 연간선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40Pu는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지하 매질에서의 체류시간이 정상 시나리오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우물침입 시나리오에

서만 발견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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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우물 시나리오에서 핵종별 연간선량

우물침입 시나리오의 처분시스템 각 위치별 핵종 농도(<그림 3.4.23>)와 정상 시나리오의 

그것(<그림 3.4.15>)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물침입에 의해서 

근계 균열망으로부터 지표로 직접적인 지하수 유출에 의하여 연간선량이 증가하지만 근계 균

열망이나 주단열대의 핵종 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근계 균열망에서 우물침입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근계 균열망을 통한 핵종 이동이 그대

로 진행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은 보수적 측면에서는 허용이 되겠지만 정확

한 현상 해석을 위해서는 향후 모델 개선 단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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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우물침입 시나리오에서 처분시스템 각 위치별 핵종 농도

④ 보조안전지표 활용

보조안전지표의 평가 및 활용에서는 파이로 폐기물에 포함된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인 우라늄

과 토륨에 대하여 주요 방벽에서의 농도와 플럭스 값을 평가하고 참조값과의 비교를 수행하여 

보조안전지표의 평가 및 활용성을 확보하였다. 우라늄 동위원소로는 234U, 235U, 238U를 선정

하였으며 토륨의 경우에는 자연계 존재비 100%인 232Th를 이용하였다. 본 평가에서 이용된 

자연계에서의 동위원소 존재비를 이용한 우라늄과 토륨의 플럭스와 농도의 참조값은 각각 <표 

3.4.16>과 <표 3.4.17>에 요약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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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Pathway

Rock dissolution
(kg/km3/yr)

Erosion 
(kg/km2/yr)

Groundwater discharge
(kg/km2/yr)

U

234U 7.81×10-4 5.70×10-6 1.57×10-6

235U 9.86×10-2 7.20×10-4 1.98×10-4

238U 1.36×101 9.93×10-2 2.73×10-2

Th 232Th 4.12×100 0.5×100 8.24×10-3

표 3.4.16. 우라늄과 토륨의 플럭스 참조값

Element
Natural 
material

Elemental concentration 

Range Average

U

234U

Granite 1.25×10-4 ∼ 4.33×10-4 mg/Kg 2.79×10-4 mg/Kg

Soil 3.99×10-5 ∼ 5.13×10-4 mg/Kg 1.14×10-4 mg/Kg

Groundwater 5.70×10-6 ∼ 9.69×10-3 μg/l 5.70×10-5 μg/l

235U

Granite 1.58×10-2 ∼ 5.47×10-2 mg/Kg 3.53×10-2 mg/Kg

Soil 5.04×10-3 ∼ 6.48×10-2 mg/Kg 1.44×10-2 mg/Kg

Groundwater 7.20×10-4 ∼ 1.22×10+0 μg/l 7.20×10-3 μg/l

238U

Granite 2.18×10+0 ∼ 7.54×10+0 mg/Kg 4.86×10+0 mg/Kg

Soil 6.95×10-1 ∼ 8.93×10+0 mg/Kg 1.99×10+0 mg/Kg

Groundwater 9.93×10-2 ∼ 1.69×10+2 μg/l 9.93×10-1 μg/l

Th 232Th

Granite 8.0×10+0 ∼ 5.6×10+1 mg/Kg 2.7×10+1 mg/Kg

Soil 1.0×10+0 ∼ 3.5×10+1 mg/Kg 9.0×10+0 mg/Kg

Groundwater 1.0×10-2 ∼ 2.2×10+0 μg/l 3.0×10-1 μg/l

표 3.4.17.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 참조값

<그림 3.4.24∼25>은 안전성평가 코드인 K-PAM을 이용하여 MWCF에서의 우라늄과 토륨

의 농도와 플럭스를 평가하고 참조값들과 비교를 수행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MWCF에서의 우

라늄과 토륨의 농도와 플럭스는 모두 참조값들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참조값들은 실제 부지에서 측정하여 확보된 값들이 아니라 참고문헌에서 확보한 자료들로 실

제 처분장 부지에서 확보한 값들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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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대표적인 보조안전지표인 주요 핵종의 농도와 플럭스를 이용하여 보조안전지표의 활용성

을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주요 핵종의 농도와 플럭스뿐만 아

니라 다양한 비교척도들과의 비교함으로써 안전성평가의 신뢰도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3.4.24. MWCF에서의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 비교

그림 3.4.25. MWCF에서의 우라늄과 토륨의 플럭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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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안전지표와 주안전지표의 상관성 분석

안전성평가에서 보조안전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측정된 주요 방

사성동위원소의 농도와 플럭스 같은 참조값(reference value)을 확보해야 하지만 고준위방사

성폐기물에는 핵분열 생성물과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핵종들(예, 135Cs, 129I, 99Tc 등)

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안전성평가에서 주요 핵종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참조값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처분시스템 Safety Case 개발의 보조안전지표 활용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K-PAM을 이용하여 각 핵종별 보조안전지표들과 주안전지표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K-PAM에서 고려되는 보조안전지표를 종류별로 농도와 유량으로 구분하고, 위치별로 공학

적방벽, 균열암반, 주단열대, 생태계 대수층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보조안전지표는 핵종

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보조안전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는 <표 3.4.18>와 같이 

각 위치별 핵종 수착계수와 투수계수가 대표적으로 고려되었다.

Concentration Flux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

Influential 
Parameter

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

Influential 
Parameter

EBS
Tunnel EDZ , 

EBS → Internal fracture , 
Borehole EDZ , 

NBS

Fractured rock , ,  Internal fracture → MWCF , , 

MWCF
, , , 

, 

: Partitioning coefficient in buffer

: Partitioning coefficient in rock

: Hydraulic coefficient in backfill

: Hydraulic coefficient in fractured rock

: Hydraulic coefficient in MWCF
Biosphere Aquifer

, , , 

, 

표 3.4.18. 보조안전지표의 종류 및 영향인자

보조안전지표와 주안전지표(피폭선량)의 상관도(Degree of correlation; )는 다음과 같이 

각 계산값을 무차원(dimensionless)화하고 핵종별 전체 피폭선량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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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여기서 는 관련 매개변수() 변경 전 전체 피폭선량(), 는 관련 매개변수 변경 후 

전체 피폭선량, 는 관련 매개변수 변경 전 보조안전지표 계산값(), 는 관련 매개변

수 변경 후 보조안전지표 계산값, 그리고  는 개별 핵종()에 의한 피폭선량이다. 최종적으

로, 시계열(time-series) 결과에 대하여 평균값을 취함으로써 각 보조안전지표의 주안전지표와

의 상관도를 단일값으로 나타내고 상호 비교하였다. 처분시스템 각 위치에서 핵종별 농도와 

플럭스에 대한 주안전지표와의 상관도 계산 결과를 <그림 3.4.26∼27>에 각각 나타내었다. 측

정위치가 생태계에 가까워질수록 농도와 플럭스 모두 상관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K-PAM에서 GBI(geosphere-biosphere interface) 이후의 핵종 이동은 단순히 매질간

의 핵종 전이(transfer)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대수층(aquifer)에서의 농도와 플럭스 모두의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핵종별로는 242Pu, 99Tc, 239Pu 등이 상대적으로 모든 측정

위치에서 상관도가 높은 핵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비반응성 음이온인 99Tc는 공학적방벽과 

천연방벽 모두에서 가장 상관도가 높은 핵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핵종은 대부분 전체 피폭

선량에 기여도가 큰 핵종들로 위의 상관도를 정의한 식(3.4.3)에서 오른쪽 항의 중요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종별 전체 피폭선량에 대한 기여도의 영향을 제외한 보조안전지표와 주

안전지표의 상관성(correlation)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핵종별 농도 및 플럭스와 주안전지표와

의 상관성 분포를 <그림 3.4.28∼29>와 같이 각각 도시하였다. 여기서 x축과 y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 결과, 음이온인 14C, 36Cl, 129I, 99Tc 등이 대수층(aquifer)에서 뚜렷한 양의 상관성을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핵종에서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은 평가기간 후기의 전체 피

폭선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방사성 붕괴사슬에 의해서 해당 핵종 생성이 증가함으로써 발생되

는 결과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상관도가 높은 주요 핵종들 대부분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핵종으로 기존의 

참조값을 이용한 보조안전지표의 활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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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6. 처분시스템 각 위치에서 핵종별 농도와 주안전지표의 상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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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처분시스템 각 위치에서 핵종별 플럭스와 주안전지표의 상관도



- 180 -

그림 3.4.28. 처분시스템 각 위치에서 핵종별 농도와 주안전지표의 상관성 분포

그림 3.4.29. 처분시스템 각 위치에서 핵종별 플럭스와 주안전지표의 상관성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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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PAM의 입력상수 민감도 분석

다중방벽으로 구성되는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가에는 다양한 입력자료들

이 필요하다. 처분시스템의 부지특수성, 불균질성 등을 고려하면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모든 입

력자료들을 실험을 통한 단일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안전성평가

에서는 보수적인 대푯값 또는 특정 범위에서의 확률분포를 이용하여 입력자료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입력자료들의 불확실성이 안전성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K-PAM

의 입력상수들에 대한 모델 민감도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민감도 분

석에서는 복합피폭 시나리오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외되었다.

① 민감도 분석 방법

민감도 분석은 Latin Hypercube(LH) 추출법[3.4.16]과 One-factor-At-a-Time(OAT) 분

석법[3.4.17]을 조합한 LH-OAT 방법[3.4.18]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LH 추출법은 기존의 

Monte Carlo 추출법에 근거하여 많은 양의 입력자료들에 대한 계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계

층화된 추출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 OAT 분석법에서는 한 번의 모델 실행에서 여러 개의 

입력상수들 중 오직 한 개의 입력상수만을 변화시키며 각 입력상수들의 부분(local) 민감도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부분(local) 민감도를 전체(global) 민감도로 취합하게 된

다.

  

⋯·⋯⋯⋯
⋯·⋯⋯⋯

· (3.4.4)

여기서 는 부분 민감도, ·은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 는 입력상수 의 LH 

추출값, 는 민감도 분석에서 고려되는 전체 입력상수들의 개수, 는 부분 민감도 계산을 위

한 입력상수 변화율, 는 LH의 크기()에 대한 개별 요소이다. LH-OAT 민감도 분석을 위한 

상세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각각의 입력상수들에 대하여 기 설정된 범위를 LH 크기인 개의 범위로 균일하게 나누

고, 각각의 범위로부터 Monte Carlo 추출법을 통하여 임의 값을 취한다. 이로부터 × 

크기의 LH 표가 완성된다.

Ÿ 위에서 생산된 LH 표는 OAT 분석법의 시작점이 된다. 즉, 를 1부터 까지 증가시키며 

특정 범위에서의 입력상수들 값 집합(  )을 기준으로 하고, 를 증가시키며 하나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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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값만을 기 정의된 (= 0.1) 분율만큼 변화시킴으로써 위의 식을 이용하여 부분 민감

도를 계산한다. 이로부터 × 크기의 부분 민감도 표가 완성된다.

Ÿ × 크기의 부분 민감도 표를 각 입력상수별로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민감도를 계

산한다.

② 입력상수

민감도 분석을 위한 입력상수들은 <표 3.4.19>과 같다. 고려된 입력상수들은 크게 처분용기 

관련 입력상수, 핵종의 지화학적 특성, 천연방벽의 수리지질 특성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핵종

의 지화학적 특성과 관련된 입력상수들(핵종 용해도, 핵종 수착계수)은 각 핵종별로 다른 값을 

가지는데, 본 연구의 민감도 분석에서는 이러한 입력상수들에 대하여 정규화(normalization)

된 범위 내에서 LH 추출값을 각 핵종별 범위에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계산 효율을 향상시켰

다. 민감도 분석에 고려된 입력상수들의 범위는 기준값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의 보수적 판

단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민감도 분석의 정확성을 위하여 핵종 용해도, 핵종 수착계수와 같

이 확률분포함수를 가지는 입력상수들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제거하고자 단일값으로 사용하였

다.

상수 기준값 최솟값 최댓값

처분용기 수명 (yr) 1.00E+03 1.00E+01 1.00E+04

처분용기 초기 파손확률 (-) 1.00E-03 1.00E-03 1.00E-01

파손시 핵종 고정유출율 (1/yr) 1.00E-05 1.00E-06 1.00E-03

핵종 용해도 (mol/m3)※ 1 0 1

핵종 기준 확산계수 (m2/s) 1.00E-09 1.00E-10 1.00E-07

완충재에서 핵종 수착계수 (m3/kg)※ 1 0 1

암반에서 핵종 수착계수 (m3/kg)※ 1 0 1

암반 균열에서 지하수 유속 (m/yr) 1.61E-01 1.61E-02 1.61E+01

암반 균열의 간극 (m) 3.60E-05 3.60E-06 3.60E-03

암반의 확산깊이 (m) 1.00E-01 1.00E-03 1.00E+00

※ 핵종별 용해도와 수착계수에 대하여, 정규화(normalization)된 범위 내에서 LH 추출값을 각 핵종별 범위에 

동일하게 적용

표 3.4.19. 민감도 분석에서 고려된 입력상수

③ 민감도 분석 결과

LH 크기를 1,000으로 설정하였을 때 계산된 민감도 분석 결과로써 전체(global) 민감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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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local) 민감도는 각각 <그림 3.4.30>과 <그림 3.4.31>와 같다. 가장 민감도가 높은 입력

상수는 암반에서의 핵종 수착계수(Kd_Rock = 78.2%)와 지하수 유속(Vel_Rock = 76.3%)으

로 그 외 입력상수의 민감도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천연방벽 내에

서의 핵종 이동 속도가 전체 처분시스템에서의 최종 연간선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 다음으로 민감도가 높은 암반 균열간극(Apt_Rock = 36.6%)

과 암반 확산깊이(DiffDepth_Rock = 34.1%)도 천연방벽 내에서의 핵종 유량(flux)을 결정하

는 인자로써 천연방벽에서의 핵종 이동이 심층 처분시스템 안전성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 할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관련 자료들은 모두 천연방벽의 수리지질 특성으로 부지선정 단

계에서부터 안전성평가 입력상수 선정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감도가 

높게 나타난 처분용기 수명(FailureTime = 32.4%)은 천연방벽 내 핵종 이동 관련 입력상수

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전체 민감도는 낮았지만 부분 민감도 분포(<그림 3.4.31>)를 보면 

입력상수의 특정구간에서는 민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전

반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가지는 입력상수들(확산계수, 완충재에서 핵종 수착계수(Kd_Buffer), 

핵종 누출율(DegRate), 핵종 용해도 등)이 부분적으로 특정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

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민감도가 낮게 나타난 초기파손율

(ProbEarlyFail) 또한 특정 구간에서는 약 400%의 매운 높은 부분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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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0. 민감도 분석 결과 – 전체(global)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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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 민감도 분석 결과 – 부분(local) 민감도 분포

제5절 완충재에서 온도 및 금속이온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완충재에서 온도 및 금속이온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로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용출 금속이온(Cu, Fe)의 벤토나이트 확산 및 완충재 변질특성 규명

Ÿ 온도에 따른 용출이온 확산영향 평가

Ÿ Cu/Fe-치환 벤토나이트의 핵종 수착 및 확산 영향 평가

Ÿ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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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경주벤토나이트에 대해 금속이온의 벤토나이트 치환 반응과 압축 벤토나이트에 대한 금속

이온 확산 실험을 위한 실험 장치를 제작하고 실험을 통해 금속치환 벤토나이트의 특성 분

석과 변질 벤토나이트의 화학적, 광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Ÿ 우라늄 고온 및 저온에서 실험을 통해 금속용기 성분의 용출 및 벤토나이트 확산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구리확산 평균속도를 측정하였다.

Ÿ 실험적 연구를 위해 확산셀을 제작하고 구리-벤토나이트에 대한 우라늄, 세슘 수착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핵종복합 거동에서 생물학적 영향 평가 수행 및 구리 및 미생물을 이용한 요

오드 제거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Ÿ 스위스 GTS에서 수행중인 CFM II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고 공동연구 수행과 관련된 다양

한 실험실적 연구를 자체 수행하였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용출 금속이온(Cu, Fe)의 벤토나이트 확산 및 완충재 변질특성 규명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내부식성 금속재질의 처분용기에 넣은 후, 

수 백 미터의 심부지하에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벤토나이트는 팽윤압이 높고 양이온

성 방사성핵종을 잘 수착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완충재 물질로 고려되고 있다. 

심부 처분환경에서 처분용기가 부식될 경우 처분용기로 부터 용출된 구리가 벤토나이트의 층

간 양이온과 치환되어 벤토나이트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심부 지하 환경에서 핵종 이동의 

지연과정 중에서 광물표면에 대한 수착은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5.1]. 본 과제에서는 심층 처분환경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완충재에 대한 핵종의 반응에 

대한 온도와 금속이온의 영향을 평가하였다(<그림 3.5.1>). 이를 위하여 처분용기 부식에 의한 

금속이온 확산 및 벤토나이트의 변질 특성을 규명하고 금속이온으로 치환된 벤토나이트의 핵

종 수착 및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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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처분용기로부터 용출된 금속이온과 완충재의 상호반응에 의한 핵종의 수착 및 확산 영향평가 

개요도

구리와 경주벤토나이트와의 반응에서 경주벤토나이트의 층간이온 중 칼슘보다 나트륨이 선

택적으로 구리와 잘 교환되었다. 30℃ 조건에서 3시간 이내에 용존 구리이온의 70% 이상이 

벤토나이트에 수착되었고 그 이후에는 수착량이 많지 않았다. 서로 다른 구리농도와 반응한 

구리치환 벤토나이트들에 대해서 X-선회절분석(XRD)을 실시하였고 팽창성 점토의 층간간격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3.5.2>에서 볼 수 있듯이, 각기 다른 용존 구리농도와 반응한 몬모

릴로나이트의 (001) peak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순수한 원재료(raw bentonite)

인 경우 대기상태에서 약 14.7 Å의 저면간격(basal spacing)을 보였지만, 구리로 치환된 시

료의 경우 몬모릴로나이트의 저면간격이 다소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특히 2.0 CEC의 

구리로 치환된 시료인 경우 높은 비대칭 XRD 회절곡선을 보여주었고 14.2 Å의 main peak

과 13.0 Å의 shoulder peak 등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용존 구리 이온들

이 팽창성 점토의 층간 양이온들(주로 칼슘)을 치환하면서 점토 층간에 본래 있던 양이온종들

이 바뀌면서 이전의 함수량 및 저면간격이 달라지고 층간이 다소 수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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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라)

그림 3.5.2. 30℃ Cu치환 과정 중 경주벤토나이트로부터 용출된 Na 및 Ca 농도 변화 (초기 

Cu농도 : (가) 0.0 CEC, (나) 0.5 CEC, (다) 1.0 CEC, (라) 2.0 CEC)

순수 경주벤토나이트 층간두께가 14.7Å에서 구리치환 경주벤토나이트 층간두께가 13.0Å으

로 감소하여 벤토나이트가 구리로 치환되면서 벤토나이트의 층간 두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

였다(<그림 3.5.3>). 구리치환에 따른 팽창성 점토의 층간 화학 및 두께변화는 광물화학적 특

성 변화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지하처분장 완충재의 물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지하처분장 벤토나이트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점토의 수화팽창을 통해 금속용기(내부 

폐연료봉 포함)와 지하수와의 상호반응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3.5.2]. 만약 초기 벤토나이

트가 변질되면서 본래의 팽창압이 바뀐다면, 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와 분산도 등과 같은 다

른 특성들도 같이 변할 것이다. 이는 수리지질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긍

정적인 측면으로는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붕괴에 따라 생성열이 방출되는데[3.5.3], 구리의 높

은 열전도성 때문에 구리치환-벤토나이트가 순수 벤토나이트에 비해 열전도율이 좋아 처분장 

안전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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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그림 3.5.3. Cu 치환에 따른 경주벤토나이트의 (가) X-선회절패턴 변화와 (나) 경주벤토나이트 

층간변화 모델

나. 온도에 따른 용출이온 확산영향 평가

경주벤토나이트의 온도에 따른 용출이온의 확산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30℃와 60℃ 조건

에서 경주벤토나이트의 구리의 확산 특성 실험을 수행하고 압축벤토나이트의 구리확산 평균 

속도를 측정하였다. 경주벤토나이트에 대한 구리확산에 있어서 온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으

나 저온(30℃) 보다 고온조건(60℃)에서 구리의 확산속도 감소가 관찰되었다. 압축벤토나이트

의 구리확산 평균 속도는 1.0(±0.5) cm/y 으로 측정되었다(<그림 3.5.4>).

그림 3.5.4. 압축 경주벤토나이트의 구리 확산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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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u/Fe-치환 벤토나이트의 핵종 수착 및 확산 영향 평가

경주벤토나이트의 구리 치환 정도에 따른 세슘과 우라늄의 수착은 세슘이 약간 높게 확인되

었다. 세슘과 우라늄 모두 경주벤토나이트에 대한 구리의 치환량을 1.0 CEC까지 증가하였을 

때 수착량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그림 3.5.5>). 경주벤토나이트의 핵종에 대한 

주요 수착기작은 이온교환에 의한 것이지만, 순수 경주벤토나이트의 경우 칼슘이 용해되어 나

오면서 우라늄과 화학종을 형성하여 구리치환 벤토나이트에 비하여 우라늄의 수착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나)

그림 3.5.5. 구리 치환량에 따른 경주벤토나이트에 대한 (가) 세슘과 (나) 우라늄의 수착

 

처리하지 않은 순수 경주벤토나이트의 우라늄 수착은 0.5 CEC의 구리치환 경주벤토나이트

에 비하여 pH와 이온강도에 의존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순수 경주벤토나이트는 중성영역에

서 우라늄의 수착양이 가장 많았으나 산성영역이나 알칼리영역에서 수착이 약간 감소하였다

(<그림 3.5.6>). pH에 의존적인 수착은 우라늄이 이온강도 조절에 사용한 나트륨과 경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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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처리 벤토나이트는 알칼리영역에서 칼슘이 2.5×10-5 mol/L 이

상 용출되는 것으로 측정된 반면에 구리 치환 벤토나이트의 칼슘용출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

았다. 칼슘은 pH 8 이상의 알칼리영역에서 칼슘-우라닐-탄산 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3.5.4].

(가)

(나)

그림 3.5.6. 미처리 벤토나이트와 구리치환 벤토나이트의 우라늄([U(VI)=10-6 M]) 수착; (가) 

I=0.01M, (나) I=0.1M

수착실험 조건에서 우라늄의 화학종 형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화학코드(MINTEQA2)를 이

용하여 우라늄 화학종을 계산하였다. 대기조건(pCO2 = 3.16×10-4 atm)에서 우라늄 농도가 

10-6 M 일 때, 우라늄 화학종 분포를 <그림 3.5.7>에 나타내었다. 우라늄은 pH 5 이하의 영

역에서 주로 UO2
2+의 형태로 존재하며, pH 5∼8의 영역에서는 UO2OH와 

(UO2)2(CO3)(OH)3
-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라늄 화학종 분포는 pH 8∼9 범위에서 칼슘의 영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이 없을 때, 우라늄은 주로 UO2(CO3)3
4-의 형태로 존재

한다. 하지만 칼슘이 2.5×10-5 mol/L 있을 때, 수착 친화도가 낮은 CaUO2(CO3)3
2-의 형태

로 존재한다(<그림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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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그림 3.5.7. 수용액에서 우라늄의 화학종 (pCO2=3.16×10-4 atm, 

[U(VI)]=10-6 M); (가) [Ca2+]=0 M, (나) [Ca2+]=2.5×10-5 M

수착실험 결과와 화학종계산을 통하여 미처리 벤토나이트에 대한 우라늄 수착은 낮은 pH 

구간에서는 벤토나이트 수착점의 전하특성에 영향을 받고, 알칼리 영역에서는 칼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리 치환 벤토나이트는 pH와 용출이온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리 치환 경주벤토나이트와 경주벤토나이트에 존재하는 자체 미생물에 의해서 고이동성 요

오드가 침전 및 고정화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그림 3.5.8>). 순수 벤토나이트의 경우, 음이온

성의 요오드가 거의 수착되지 않았으나 2.0 CEC의 구리로 치환된 경주벤토나이는 황산염을 

가하였을 때, 90% 이상의 요오드가 제거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전자수용체인 황산염을 가

하였을 때 미생물의 활성도가 증가하여 구리 치환 벤토나이트의 구조 내부로 요오드를 공침시

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리치환 벤토나이트의 침전광물은 규공작석(Chrysocolla)이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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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가 규공작석 내부로 공침되어 안정화 되는 것이 관찰되었다(<그림 3.5.9>).

그림 3.5.8. Cu-함유 벤토나이트의 최대 요오드 제거율 및 특성 곡선

그림 3.5.9. 규공작석 내부에 고정화된 요오드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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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온의 치환특성과 그에 따른 핵종의 확산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확산셀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경주벤토나이트를 1.6 g/cm3의 압축밀도로 압축하여 시편을 제작하여 확산실험

을 수행하였다. 확산 실험 과정과 확산셀 실험장면을 <그림 3.5.10>과 <그림 3.5.11>에 각각 

나타내었다. 압축한 순수 경주벤토나이트의 구리와 철의 확산 특성은 서로 상이하게 확인되었

다. 구리의 경우 2개월의 확산실험 종료 후 일정한 깊이까지 구리가 확산된 것이 확인된 반면

에 철은 그 확산 깊이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3.5.12>).

그림 3.5.10. 경주벤토나이트의 핵종 확산 실험 절차

그림 3.5.11. 확산셀을 이용한 경주벤토나이트의 핵종 확산 실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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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그림 3.5.12. 전자탐침미세분석기를 이용한 압축한 순수 경주벤토나이트에 

대한 (가) 구리와 (나)의 확산 깊이 선분석 결과

경주벤토나이트는 Ca-형 벤토나이트로써, 주 화학 조성은 SiO2 56.8%, Al2O3 20.0%, 

Fe2O3 6.0% 및 기타 소량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3.5.5]. 본 시료의 양이온교환능(CEC)은 

57.6 meq/100 g이다. 구리는 경주벤토나이트에 이온교환이나 수착과정을 거치면서 확산되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주벤토나이트에는 다량의 철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외부에서 

유입된 철이 경주벤토나이트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압축된 순수 경주벤토나이트와 구리 및 철로 치환된 경주벤토나이트에 대한 세슘의 확산실

험을 2개월 동안 무산소 조건의 글로브박스에서 수행하였다. 모든 시료에서 세슘이 1 cm 두

께를 확산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세슘의 확산 정도는 순수 경주벤토나이트 > 

철치환 경주벤토나이트 > 구리치환 경주벤토나이트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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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3. 순수 경주벤토나이트와 철 또는 구리로 치환된 경주벤토나이트에 대한 세슘의 확산 깊이

라.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스위스 알프스 지역 지하 450 m에 위치한 화강암반 지하연구시설인 GTS(Grimsel Test 

Site)에서 수행중인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Phase II 국제공동연구 참여

하였으며,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험실적 연구를 자체 수행하였

다(<그림 3.5.14>). CFM Lab Report 발간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한 실험실

적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으며,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Ÿ 지하수 흐름에 의해 압축벤토나이트와 암반 경계에서 콜로이드의 침식 및 콜로이드 발생

Ÿ 발생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들의 특성 및 안정성에 대한 연구결과

Ÿ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방사성 핵종들(U, Th, Eu 등)에 대한 수착 특성

Ÿ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한 KURT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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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4. CFM II 프로젝트의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한 현장실험 모습(위) 및 실험에 사용된 조건 및 

변수들(아래)

2012년에 GTS 현장에서 방사성 핵종을 주입하는 현장 추적자 실험을 총 6회(CFM RUN 

12-01∼12-06)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 5월 초에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최로 부산에서 참석파

트너회의를 개최하였다. 6개국 7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수행계

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주요 안건들 및 예산들에 대해 결의하였고, 2013년부터 미국 DOE가 

새로운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안건으로 2013년 종료예정인 Phase II를 2015

년까지 연장하는 행정절차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CFM 국제공동연구 수행과 관련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과제 수행에 기여하였다. CFM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2012년에 수행한 

관련 국제회의는 다음과 같다.

Ÿ GTS 운영위원회회의 참석 (6월 13∼14일, 스위스 GTS)

Ÿ CFM Modelling and Laboratory 회의 참석 (6월 27∼29일, 스위스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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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용기/완충재 경계 부식생성물 및 가스 핵종 이동 영향 평가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용기/완충재 경계 부식생성물 및 가스 핵종 이동 영향 평가로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처분용기 부식에 따른 이차생성물 특성 분석

Ÿ 부식생성물과 핵종의 상호 반응특성 규명

Ÿ 생지화학적 발생가스 특성 및 핵종 거동 영향 평가

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환원조건과 용액 내에서 사용가능한 소규모 확산셀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고 고압축 벤

토나이트 내부의 금속물질의 부식 및 변질실험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수십 kGy 이

상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금속용기 재질인 구리와 철을 부식시키고 부식생성물을 분리 및 

분석하였다. 방사선 조사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방사선과학연구소의 저준위 조사시

설에서 수행하였다. 60Co을 감마선 선원으로 하여 각각 101과 201 Gy/hr의 선량률로 총 

441 시간 동안 조사하였으며 이때의 총 조사량은 각각 약 45와 94 kGy이다. 처분환경에

서 용기 부식 생성물의 핵종 거동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처분용기 재질로부터 발생 

가능한 금속 부식생성물에 대해 핵종들의 등온수착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산화/환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산소의 농도를 달리하여 부식생성물의 장기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Ÿ 금속시편과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대해서 방사선을 조사하여 특성을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

라 생물학적 활성화를 조사하였다. 필요에 따라 물을 채취하여 토착미생물을 동정하였고 

개체수 증가를 확인하였다. 환원 생지화학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발생되는 생성가스들

의 종류 및 양을 분석 및 측정하였다. 주로 생성되는 수소 및 황화수소 가스가 핵종 거동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용액상의 우라늄과 생지화학 반응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과정에서 용존 우라늄을 채취하여 핵종의 산화수를 알기위해 UV-vis 분광분석기로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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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스 생성과 구리 부식에 미치는 지화학적 변수들(조사선량, 구리 표면적, 염소이온)의 독

립변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3-변수, 3-준위의 Box-Behnken 실험법을 사용하

였다[3.6.1]. 중심점으로 3개의 반복실험을 포함하여 전체 시험 개수는 15개로 하였으며, 

각 변수와 그에 따른 준위 설정은 <표 3.6.1>에 요약하였다.

변수
준위

-1 0 +1

총조사량 (kGy) 0.0 44.6 93.6

구리 (mm2) 0.0 55.0 110.0

NaCl (mol/L) 0.0 0.5 1.0

표 3.6.1. Box-Behnken 실험 디자인을 위한 독립변수와 준위 설정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처분용기 부식에 따른 이차생성물 특성 분석

(1) 심부처분환경 조건에서 주철의 부식 생성물

처분용기로부터 유출된 핵종은 일차적으로 용기와 완충재의 계면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심부환원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방사성 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그리고 처분용

기의 부식생성물의 상호반응은 처분장에서 핵종의 거동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그림 3.6.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기와 완충재의 경계에서 부식생성물의 종류를 확인하고 가스가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목적은 심부처분환경 조건에서 처분

용기 부식에 따른 이차생성물들의 종류 및 특징 규명과 부식에 의해 형성된 이차생성물이 핵

종들의 수착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 규명이다. 이를 위하여 처분용기 부식에 따른 이차생성물

의 특성을 분석하고, 부식생성물과 핵종의 상호 반응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생지화학적 발생가

스 특성 및 핵종 거동 영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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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처분용기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과 부식생성물 및 가스와의 상호반응 개요

환원조건에서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주철의 장기 부식 특징을 살펴보았다(<그림 3.6.2). 황

산염환원박테리아(SRB)가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험 

시작 초기(1일째) 에는 용액 및 시편에 별다른 큰 변화가 없었으며 용액은 여전히 투명하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다만 준비한 주철시편이 검은색(약 산화 시료)을 띠고 있어서 추후 

변화를 관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철을 가진 세럼병에 큰 변화가 있었

는데, SRB가 없는 경우에는 용액이 옅은 노란색으로 조금 변하였으나, SRB를 포함한 세럼병

의 경우에는 용액이 짙은 검은색으로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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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지하심부에 서식하는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해 주철 표면에 생성된 황화철 광물(맥키

나와이트)

SRB 미생물이 없는 경우에는 산화철(Fe-oxides)과 일부 주철성분들이 관찰되었으나, 미생

물이 있는 경우에서는 표면에 황화철(Fe-sulfides)이 주로 관찰되었다. 즉, 초기 주철의 표면 

산화막이 미생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된 반면 SRB가 있는 조건에서는 물

속의 황산염 이온(SO4
2-)이 미생물에 의해 황화 이온(S2-)으로 환원되면서 표면에서 새로운 황

화철 광물이 형성되었다. SEM-EDS 화학분석 스펙트럼 결과를 보면, 변질된 주철 표면의 산

소 함유량은 매우 낮아진 반면 황의 함량은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그림 3.6.2>). 물속의 황

산염이 환원되면서 철과 결합할 경우 일반적으로 초기에 맥키나와이트(Mackinawite, FeS)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3.6.2] 본 금속재료의 이차생성물인 황화철도 형태적(판상구

조)으로 맥키나와이트로 판단되며 분석결과 Fe:S의 성분비가 1:1을 이루고 있다.

(2) 심부처분환경 조건에서 구리의 부식생성물

구리시편의 경우에서는 실험 초기부터 용액 색깔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SRB가 있는 세럼병

의 경우 검은색의 입자들이 많이 형성되었다(<그림 3.6.3>). 시간이 흐르면서 검은색 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발달하였고 시편의 표면도 매우 검게 변하였다. 금속부식반응이 장기화(수십일 이

상)되었을 때, 구리시편의 검은색 표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으며 일부 신선한 구리

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리시편의 부분적 박리(exfoliation)는 SRB가 있는 조건에서

만 관찰되었고 SRB가 없는 세럼병에서는 실험 종료 시까지 용액 및 구리 시료에 큰 변화가 

없었다. 구리시편 표면에 황화이온(S2-)이 결합하면서 구리 부식과 더불어 황화구리광물인 휘동

석 결정이 만들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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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지하심부에 서식하는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해 구리 표면에 생성된 황화구리 광물 (휘동석)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SRB가 없는 조건에서는 구리 표면에 얇은 침전 피막

(precipitated film)만이 형성된 반면 SRB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한 부식(strong 

corrosion)에 의한 표면의 용해 및 박리가 뚜렷이 관찰되었다. 또한 부식된 표면에서 부분적

으로 에치 피트(etch pits)가 흔하게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SRB에 의한 구리 부식이 균일적

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또한 EDS 화학분석 결과를 보면 SRB에 의

한 구리 부식에서는 높은 황 원소의 침적뿐만 아니라 철(ferrous iron) 성분도 함께 검출되고 

있다.

(3) 방사선 조사에 의한 구리 부식생성물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증류수 조건에서 구리 용출 부유물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1 M 

NaCl 용액에서 Cu-O-Cl 화합물 형태의 구리 용출부유물이 확인되었다.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주로 적동석(cuprite, Cu2O) 형태의 부식생성물이 구리시편 표면에 형성되었으며, 조사선

량 증가 시 더 많은 적동석 결정이 형성되었다. 1 M NaCl 용액 보다 증류수에서 방사선 조

사 시 구리 표면 결정이 보다 크게 형성되었다. 증류수의 경우 산화된 구리부식 생성물인 흑

동광(tenorite, CuO)도 일부 관찰되었다(<그림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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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방사선 조사에 의한 구리 부식 생성물에 대한 전자현미경 이미지

(4) 혐기성 압축 벤토나이트 조건의 철의 부식생성물

외부로부터 산소유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압축벤토나이트 내 금속시

편의 부식을 1년 이상 관찰하였을 때, 생물기원 및 비생물 기원의 능철석(siderite, FeCO3)이 

모두 관찰되었다(<그림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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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압축 경주벤토나이트 철시편 표면에서 부식생성물로 확인된 능철석

나. 부식생성물과 핵종의 상호 반응특성 규명

(1) 요오드 및 우라늄의 이차금속황화물에 대한 수착 특성

휘동석(chalcocite, Cu2S) 및 황동석(chalcopyrite, CuFeS2)과 핵종(요오드, 우라늄)의 수

착은 반응 초기에 대부분의 수착이 이뤄지고 3일 이내 완료되었다(<그림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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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그림 3.6.6. 요오드와 휘동석(가), 우라늄과 황동석(나)의 반응속도

(2) 휘동석과 막키나와이트의 요오드 및 세슘 수착특성

휘동석과 막키나와이트의 요오드 및 세슘 수착 실험 결과를 Langmuir, Freundlich, 

Tempkin 등온식으로 모사하여 수착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수착 현상을 Freundlich 등온식이 

비교적 잘 모사하였다. 요오드 수착은 휘동석의 영향을 크게 받고 세슘은 막키나와이트에 강

한 수착 특성을 보인다. 휘동석의 요오드 수착 반응은 pH가 증가할수록 수착량도 증가하였다

(<그림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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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

그림 3.6.7. 휘동석(가)과 막키나와이트(나)에 대한 요오드와 세슘의 수착 등온식 적용 결과

 

(3) 황동석의 우라늄 수착특성 및 부식생성물의 장기안정성 평가

황동석의 우라늄 수착은 환원조건/무산소조건 및 pH에 상관없이 Langmuir isotherm 모

델을 가장 잘 따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3.6.8>). 황동석의 우라늄 수착능은 pH가 증가

할수록 높아지고 환원조건보다 혐기조건에서 약 35% 증가하였다. 심부 처분환경에서 장기 변

이과정을 고려한 부식생성물들(휘동석, 막키나와이트, 황동석)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그림 

3.6.9>). 지화학적 인자(pH, Eh) 및 화학적 인자(구리, 철, 황 용출시험) 모니터링을 통해 

chalcopyrite (CuFeS2)와 막키나와이트(FeS)가 상대적으로 안정한 부식생성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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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H 6.0

(나) pH 8.5

그림 3.6.8. 황동석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 등온식 적용 결과 : (가) pH 6, (나) pH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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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그림 3.6.9. 부식생성물들(휘동석, 막키나와이트, 황동석)에 관한 (가) pH/Eh 변화 및 (나) 구리/철/황의 

용출

다. 생지화학적 발생가스 특성 및 핵종 거동 영향 평가

가스발생 특성 및 가스의 핵종 거동 영향평가를 위하여 금속시편/완충재에 대한 방사선 조

사 및 생물학적 활성화 실험을 수행하고 환원 지화학 조건에서 발생되는 생성가스의 종류 및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생성가스에 의한 우라늄의 화학적 거동 변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1) 부식가스의 종류 및 발생 특성

방사선 조사에 의한 방사화 분해에 의하여 주로 수소가스가 검출되었으며 산소와 이산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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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 미량 검출되었다. 수소가스 발생량은 총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수용액 조건

에 따른 수소가스 발생량은 1 M NaCl > 증류수 ≥ 1 M Na2SO4의 순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6.10>). 또한,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증류수 보다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수소가스 발생 

및 구리이온 용출량 이 월등히 증가하였다. 방사선에 의한 구리 부식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구리 이온의 용출은 가스 발생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1 M NaCl 수용액 조건에서 

가장 많은 구리가 용출되었다.

(가) (나)

그림 3.6.10. 방사선 조사에 의한 구리시편을 담은 수용액 종류별 (가) 수소가스 발생과 (나) 구리이온 용출

  

물분자의 방사선 분해는 물리적 단계, 물리화학적 단계 그리고 화학적 단계를 거치며 e-
aq, 

H∙, H+, H2, OH∙, HO2∙, H3O
+, H2O2 등의 다양한 화학종이 형성된다[3.6.3]. 방사선 조사

에 의한 방사선 분해에 의하여 주로 수소가스가 검출되었으며 산소와 이산화탄소도 미량 검출

되었다. <그림 3.6.11>에는 수소가스 발생에 대한 조사선량, 구리표면적 그리고 염소이온의 

영향을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수소가스 생성의 주요 영향인자는 조사선량과 염소이온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리표면적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수소가스의 생성은 구리 부식 

보다 물의 방사선 분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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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1. Box-Behnken 모델을 이용한 조사선량, NaCl 농도, 

그리고 구리시료 표면적에 따른 가스발생 계산

방사선조사, 구리표면적, 염소이온에 의한 구리 부식특성 평가 결과를 <그림 3.6.12>에 나

타내었다. 조사선량과 구리표면적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구리의 용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으로 판단되며 염소이온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약간 적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리용출은 주로 

물의 방사선 분해산물에 의한 산화반응에 기인하며 염소에 의한 산화반응도 일부 참여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림 3.6.12. Box-Behnken 모델을 이용한 조사선량, NaCl 농도, 

그리고 구리시료 표면적에 따른 구리용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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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주벤토나이트 토착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황화수소(H2S)가 발생하였으며 미생물이 있

는 경우 경주벤토나이트의 양이온교환능력과 층전하(layer charge)의 증가가 관찰되었다(<그

림 3.6.13>).

그림 3.6.13. 혐기조건에서 2개월 숙성된 경주벤토나이트의 색상 변화 및 황화수소 가스 발생

(2) 발생 가스(H2, H2S)에 의한 우라늄 산화수 변화

황산염환원박테리아(sulfate reducing bacteria, SRB)나 수소와 황화수소와 같은 가스가 

단독으로 있을 경우 우라늄(VI)이 환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SRB가 있을 때, 수소 또는 황화

가스를 가하면 SRB의 촉매작용으로 우라늄(VI)이 우라늄(IV)으로 환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6.14>).

그림 3.6.14. 수소와 황화수소 가스에 의한 우라늄 산화수 변화 UV-흡수 스펙트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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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완충재/암반 경계에서 생지화학 반응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완충재/암반 경계에서 생지화학 반응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로 이러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완충재 및 암반단열대 생존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 조사

Ÿ 미생물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Ÿ 방사선의 생지화학적 영향 평가

Ÿ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완충재와 암반 단열대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 조사를 위하여 완충재로 경주벤

토나이트를 그리고 암반 단열대 물질로 KURT 암반단열 충전물질을 사용하였다. 경주벤토

나이트 분말시료에 생존하는 미생물을 배양하고 동정하였다. 환원 및 황산염환원 조건을 

만들어 생존가능한 토착미생물을 배양하고 분리 및 추출하였다. KURT 암반단열 충전물질

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환원조건으로 배양하였으며 약 2개월 이상 배양하여 토착미생물을 

추출하고 유전자를 분석하였다.

Ÿ 미생물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하여 KURT 암반단열충전물로부터 배양된 토

착미생물을 이용하여 핵종과의 반응실험을 수행하였다.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의 생지화학

적 산화수 변화 및 수착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화강암 및 벤토나이트에 대한 핵종들

의 생지화학적 수착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물속에 수소 및 황화수소 가스를 주입

하여 전자공여체의 역할을 도모하였고 이에 따른 토착미생물들의 활성화 및 핵종들의 산화

수 및 수착량 변화를 관찰하였다.

Ÿ 방사선의 생지화학적 영향평가를 위하여 방사선 조사량 및 선량률에 따른 금속함유광물의 

변화를 조사하고, 분광학기기를 이용하여 방사선 전/후의 광물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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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핵종의 상호반응 시 방사선 조사의 영향을 살펴보았고 이를 위해 방사선 조사 이후 

광물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핵종들의 수착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핵종/미생물/광물 복합반

응에서 방사선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60Co을 감마선 선원으로 하여 시간당 0∼2 Gy/hr의 

선량률로 조사하여 방사선 조사 유/무에 따른 생지화학적 핵종 복합반응의 결과를 분석하

였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완충재 및 암반 단열대 생존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 조사

방사성폐기물을 보다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서 다중방벽(multi-layers)으로 방어하고 있으

며 벤토나이트가 이러한 방벽 중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처분장의 완충재(자연산 벤토나이

트) 는 지진과 같은 강한 충격을 흡수하고 폐기물과 지하수 의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는 역할

을 한다[3.7.1][3.7.2]. 또한 폐기물로부터 용출되어 나올 수 있는 방사성 핵종들이 생태계 로 

확산되는 것을 일정기간 저지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된다[3.7.3][3.7.4]. 본 연구에서는 완충재와 

암반 경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지화학 반응을 이해하여 이들 반응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그림 3.7.1>). 이를 위하여 완충재 및 암반 단열대 생존미생물의 종

류와 특성을 조사하였고 미생물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방사선-미생물-광

물-핵종의 복합적인 생지화학적 반응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림 3.7.1. 완충재/암반 경계에서 핵종의 생지화학 반응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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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상태의 경주벤토나이트를 물과 혼합하여 현탁액 을 만든 후 영양배지에서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변화되는 벤토나이트의 특징을 관찰하였다. 초기 옅은 노란색을 띠 던 용액이 점차 

무색으로 변하였고 SRB 영양배지의 경우 약 7일 이후에는 자생미생물의 활성화에 의한 검은

색의 침전물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7.2>). 초기 반응한 벤토나이트 색은 옅은 회색 빛깔을 

나타내었으나 벤토나이트가 생물학적으로 숙성되면서 점점 짙은 회색 혹은 검은색으로 변질되

었다. 영양배지의 종류(SRB 혹은 IRB 영양배지) 에 따라 벤토나이트 색상 변화가 달랐는데 

SRB 영양배지 의 경우 벤토나이트뿐만 아니라 포화용액도 검게 변하였다(<그림 3.7.2>). IRB 

영양배지의 경우 벤토나이트 일부가 검은 색 내지는 짙은 회색빛으로 변하였으나 용액의 색은 

옅은 노란색에서 투명한 색으로 바뀌었다. 이는 IRB 영양배지에 황산염(SO4
2-)이 존재하지 않

아 황화물(sulfides) 형성이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7.2. 경주벤토나이트가 토착미생물에 의해 검게 변해가는 모습과 16S rRNA 분석 결과

  

벤토나이트 및 용액의 색이 변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벤토나이트 내 자생미생물의 성장 및 

증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관찰되는 벤토나이트의 색 변화는 서식 미생물의 활성화에 

따른 생지화학적 반응에 의해 환원성 무기생성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3.7.5]. 알루미늄 규

산염의 판상구조 형태를 갖는 벤토나이트는 미세공극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입자간 공극 

사이에 나노크기의 미생물들이 고착 및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최근 연구결

과에 의하면 유럽에서 방사성폐기물 완충재로 고려하고 있는 MX-80 벤토나이트 내에서 SRB 

박테리아중의 하나인 D. africanus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 및 발표되었다[3.7.6].

과거 연구결과에 의하면 환원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검은색의 생성물들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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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광물이며 대표적으로 맥키나와이트가 있다[3.7.7]. 이 물질은 물속의 황산염이 환원되면서 

용존 철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다량 합성된다. 지하수에는 철 및 망간 등의 양이온성 금속이온

뿐만 아니라 황산염과 같은 음이온성 이온들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또한 지표 토양 및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로부터 금속이온 및 황산염 등이 계속해서 용해되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지하수

에는 이러한 성분들이 풍부히 존재한다[3.7.5]. 일반적으로, 심부 환원환경에서 생존하는 박테

리아들은 지하수 및 주변 광물로 부터 금속이온 혹은 황산염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얻고 성

장한다.

7일 이상 영양배지 내에서 활성화된 벤토나이트 현탁액으로부터 일부 용액을 추출하여 미생

물의 존재 여부 및 종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차 추출된 용액을 다시 순 수하게 배양한 후 

미생물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였고 미생물의 DNA를 추출하여 PCR을 이용하여 16S rRNA 

분석을 실시하였다. PCR-DGGE로부터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SRB 영양염류 조건의 미생물 계

통수를 분석한 결과 1, 2, 3, 4번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2>). 밴드 분석 결과 

identity 값이 거의 90% 이상의 근연관계를 보이는 4 종류 의 미생물 균주들이 확인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황산염환 원미생물(SRB)로 밝혀졌다(<표 3.7.1>). 하지만 IRB 영양염류 조건에서 

추출한 미생물들은 철환원미생물(IRB)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혐

기성미생물들이 SRB와 같이 벤토나이트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Band No. Identified bacteria GenBank No. Similarity

1 Clostridium mayombei DSM 6539(T) FR733682 91.765

2 Clostridium aminovalericum DSM 1283(T) X73436 96.400

3 Clostridium populeti ATCC 35295(T) X71853 96.032

4 Desulfosporosinus auripigmenti DSM 13351(T) AJ493051 98.438

표 3.7.1. 경주벤토나이트의 미생물 군집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 결과

본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국내 경주벤토나이트에는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고착 

및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황산염환원박테리아가 4 종류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지금까지 국내 벤토나이트에 SRB 박테리아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밝힌 

논문은 없었다. 벤토나이트 내 황산염환원(혹은 금속환원) 박테리아의 존재, 종류 및 특징 등

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이다. 그 이유로는 이러한 박테리아에 의해 지하수와 접

촉하는 벤토나이트의 광물/화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동하는 핵종들의 산화수 

변화 및 접촉 금 속용기의 부식 등과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3.7.8].



- 215 -

KURT 암반 단열대에 존재하는 토착미생물로는 혐기성 박테리아의 일종인 Veillonella 외 

여러 종의 미생물이 확인되었다(<그림 3.7.3∼4>). 이러한 미생물들은 심부 지하환경에서 영양

물질이나 전자공여체 등의 활동조건이 갖춰지면 활성을 띠게 되어  벤토나이트와 단열충전물

의 광물 변이를 유발시키고 핵종의 산화 및 환원 과정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핵종 완충재

와 암반 경계에서 핵종의 반응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7.3. KURT 암반단열대의 다양한 충전물 시료들

그림 3.7.4. KURT 단열충전물로부터 “Veillonella” 혐기성미생물 분리 및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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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생물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완충재(경주벤토나이트)와 암반단열(KURT 단열대)에 존재하는 토착 미생물의 활동에 의한 

핵종과 광물의 반응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토착미생물의 활동 및 증식에 의한 우라늄의 수

착 특성 변화 관찰하였다. 경주벤토나이트 토착미생물이 있을 경우, 경주벤토나이트와 KURT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그림 3.7.5>). 특히, 경주벤토나이

트는 수소가스를 주입하였을 때 우라늄 감소가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KURT 

토착미생물이 있을 경우, 미생물의 증식에 비례해 우라늄 제거율이 증가하였다(<그림 3.7.6>).

그림 3.7.5. 벤토나이트 토착미생물의 영향으로 경주벤토나이트 및 KURT 화강암에 의

한 용존 우라늄 감소

그림 3.7.6. KURT 단열충전물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KURT 단열충전물 토착미생물

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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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의 생지화학적 영향 평가

(1) 방사선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 및 재증식 영향과 우라늄 제거특성

0∼2 Gy/hr의 선량률로 5일 동안 방사선 조사를 하고, 총 36일 동안 미생물의 개체수 변

화를 관찰하였다(<그림 3.7.7>). 총 조사량이 약 230 Gy 이었을 때, 미생물의 사멸과 재증식

에 방사선의 영향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S. putrefaciens는 110 Gy/min의 선량률로 방사

선 조사를 하면 총 조사량이 110 Gy일 때, 전체 개체수의 90%가 사멸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7.9]. 본 실험에서는 미생물의 사멸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높은 선량률로 조사하면 

비교적 많은 미생물들이 사멸하고 재증식이 어렵지만 2 Gy/hr의 낮은 선량으로 조사를 하면 

미생물의 생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나)

그림 3.7.7. 방사선 조사의 시간변화에 따른 (가) 미생물의 농도 변

화와 (나)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농도변화

S. putrefaciens가 없는 대조군에서는 우라늄의 농도 감소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S. 

putrefaciens가 존재할 때, 우라늄 농도는 5일 이내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그림 3.7.7>). 대



- 218 -

조군의 실험조건에서 우라늄은 대부분 우라닐탄산염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S. 

putrefaciens가 존재하면 우라늄이 환원되어 침전하기 때문에 우라늄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3.7.10].

(2) 우라늄 수착에 대한 방사선과 미생물의 영향

침철석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미생물의 영향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방사선의 영향은 일

부 관찰되었다.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았을 때 3일 이내에 우라늄 수착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수착반응은 5일 이후에 완료되었으며 방사선 조사 시료의 우라늄 수착

이 약 10%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그림 3.7.8>).

(가)

(나)

그림 3.7.8. 침철석(좌)과 흑동광(우)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방사선과 미생

물의 영향

흑동광의 우라늄 수착은 방사선을 조사한 초기 5일 동안 조사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S. 

putrefaciens가 없는 경우, 용액의 우라늄 농도 감소가 더 크게 관찰되었다. 또한 조사 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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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기간 동안 용액 중 우라늄 농도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흑동광의 우라늄 

수착 보다 물의 방사선 분해에 의해 우라늄이 일시적으로 환원되어 침전하였다가 방사선 조사 

후 용액 중으로 용해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7.8>).

침철석과 우라늄의 반응시 S. putrefaciens가 존재할 경우, 방사선을 조사한 시료는 침철석

의 표면에 이차생성물이 침전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3.7.9>). 이차생성물은 철과 산소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비가 3:4를 이루고 있다. 이는 철(III)이 철(II)의 형태로 용해되고 다시 

침철석 표면에 자철석(magnetite, Fe3O4)의 형태로 침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

(나)

그림 3.7.9. (가) 침철석으로부터 용출된 철 이온에 의해 형성된 자철석의 전자현미경 이미

지와 (나) SEM-EDS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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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공학적방벽에서 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종 이동모델 개발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공학적방벽에서 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종 이동모델 개발로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용기완충재 경계에서 핵종 복합이동 수치모델 개발

Ÿ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Ÿ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화학종 계산

Ÿ 우라늄의 반응화학종 측정 및 검증

Ÿ 지하수 주요 원소(Ca, Mg) 영향 평가

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용기/완충재 경계 조건에서 핵종의 반응 이동 모델 (LBM-PHREEQC)을 개발하기 위하여 

핵종의 확산 이동 모델은 2차원 Lattice Boltzmann Model(LBM)으로 핵종의 반응 모델

은 PHREEQC로 모사하였다. 기존의 실험실 규모의 확산 이동 실험장치에 대하여 

LBM-PHREEQC을 적용하기 위하여 2차원 모델링 영역을 정의하였다. 실험조건을 모사하

기 위하여 2차원 모델링 영역의 상부는 원용액이 흐르면서 아래 완충재 방향으로 확산되고 

완충재 하부에서는 배경용액이 확산되게끔 모사하였다.

Ÿ 추적자 실험 Run 13-01(2013년 3월)은 벤토나이트 현장 장기 이동 실험을 계획 중인 

CFM06.002 공에서 근접 공인 CFM11.002공으로의 흐름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5 

mg의 Amino-G 산과 0.25 mg의 비반응성 Eosin을 추적자로 사용하였다. 추적자 실험 

Run 13-02와 13-03(2013년 3월)은 CFM06.002에서의 벤토나이트 현장 장기 이동 실험

과 병행해서 현장 핵종 이동 실험을 위한 시험공을 찾을 목적으로 CRR99.002 공과 

BOMI87.010 공 사이에서 수행된 추적자 실험이다. 추적자로는 5 mg의 Amino-G 산과 

0.25 mg의 비반응성 Eosin을 사용하였다. 추적자 실험 Run 13-04(2013년 5월)은 선 수



- 221 -

행된 Run 13-02와 13-03에 대하여 새로운 패커시스템과 패커 위치의 변화 등으로 인한 

영향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CRR99.002 공과 BOMI87.010 공 사이에서 5 mg의 

Amino-G 산을 추적자로 사용하여 다시 수행한 실험이다. 추적자 실험 Run 13-05(2013

년 7월)은 Run 13-02, 13-03, 13-04를 바탕으로 결정된 CRR99.002 공과 

BOMI87.010 공 사이에서 추적자로써 Amino-G 산, 주요 핵종들(22Na, 133Ba, 137Cs, 
237Np, 243Am, 242Pu, 232Th), 그리고 콜로이드를 사용하여 수행한 실험으로 기 수행된 

CFM06.002 공과 Pinkel 사이에서의 핵종 이동 실험 결과와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KAERI의 자체 실험실 규모의 연구를 위하여 1차원 균열암반 칼럼을 제작하였고 콜로이드 

크기와 지하수 유량이 콜로이드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Ÿ PHREEQC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지하수-벤토나이트 상호작용에 의한 화학종 계산 수행

하고 벤토나이트 구성광물 및 관련 이차생성광물 열역학데이터베이스 확보하였다. 지하수-

벤토나이트 상호작용에 의한 벤토나이트 지화학적 특성변화 예측 모델 수행하고 지하수-벤

토나이트 지화학 특성 변화에 따른 핵종의 화학종 예측하였다.

Ÿ TRLFS(Time-Resolved 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방법을 이용한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다양한 화학종 확인 및 정량화하였다. KURT 지하수

에서 우라늄의 장기 거동 예측을 위한 우라늄 동위원소(238U, 235U, 234U)를 

Alpha-spectrometry와 LSC(Liquid Scintillation Counter) 등으로 분석하고 동위원소비

(234U/238U)를 이용한 우라늄 장기상호작용 해석하였다.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우라늄의 

화학종 분포를  PHREEQC 지화학코드 계산을 통해 예측하고 측정결과와의 비교 검증하였

으며 암반 내 점토광물과의 상호작용을 TRLFS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Ÿ 지하수 주요 원소(Ca, Mg)들의 다양한 존재형태 합성하고 영향원소와 우라늄 간 상호반응 

실험 및 영향을 평가하였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용기/완충재 경계에서 핵종 복합이동 수치모델 개발

개발된 LBM-PHREEQC의 모델 검증을 위하여 가상의 1차원 반응이동 조건에 대하여 기 

검증된 PHREEQC의 1차원 이동모델의 결과(<그림 3.8.1>)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LBM-PHREEQC의 결과(<그림 3.8.2>)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NaNO3 1 mM과 KNO3 0.2 

mM로 치환된 매질에 CaCl2 0.6 mM을 주입하는 가정에서 Na+와 K+가 Ca2+와의 이온교환

을 통해서 치환되는 결과를 두 모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온교환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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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의 2차원 반응이동 조건에서 반응모델 유무에 의한 결과 비교를 통해 다시 확인

되었다.

그림 3.8.1. 가상의 1차원 반응이동 조건에 대한 PHREEQC 계산 결과

 

그림 3.8.2. 가상의 1차원 반응이동 조건에 대한 LBM-PHREEQC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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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가상의 2차원 반응이동 조건에 대한 LBM-PHREEQC 결과 (반응모델 

유무에 의한 결과 비교)

FEBEX 자료를 참고한 완충재 내 공극수와 주입 원용액 조성에 가상의 우라늄을 첨가하여 

얻은 구성성분(<표 3.8.1>)을 초기조건으로 하여 2차원 반응확산 모델링한 결과를 <그림 3.8.

4>와 <그림 3.8.5>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완충재의 공극수 및 매질의 화학적 조성 변화를 

고려한 우라늄의 반응확산이 모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pecies
[M]

Source
(Up)

Bentonite
(Pore Water)

Al 5.073.E-09 6.523.E-05

Ca 3.711.E-08 1.248.E-04

Cl 0.000.E+00 5.275.E-04

Fe 1.066.E-13 1.791.E-06

K 2.558.E-09 5.627.E-05

Mg 1.096.E-13 9.461.E-05

Mn 0.000.E+00 2.548.E-06

N(5) 0.000.E+00 1.774.E-06

Na 4.350.E-08 8.438.E-04

S(6) 1.041.E-09 1.738.E-04

Si 3.231.E-09 7.013.E-04

U 4.202.E-06 4.202.E-09

표 3.8.1. 완충재 내 공극수 및 원용액의 구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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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 완충재 하부에서의 각 이온별 농도 변화

 

그림 3.8.5. 완충재 하부에서의 우라늄의 농도 분포

나.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추적자 실험 Run 13-01 결과(<그림 3.8.6>), CFM06.002 공으로 주입한 추적자는 

CFM11.002 공에서 약 45시간 이후에 약 1,390 ppb의 Amino-G가 그리고 약 49시간 이후

에 76.9 ppb의 Eosin이 검출되었고 Pinkel에서는 어떠한 추적자도 검출되지 않았다. 

BOMI87.010 공에서의 추출 유량이 5 ml/min이었던 Run 13-02에서는(<그림 3.8.7>) 어떠

한 추적자도 Pinkel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BOMI87.010 공에서의 추출 유량을 2 ml/min을 

감소시킨 Run 13-03에서도(<그림 3.8.8> 참조) 오직 0.45%의 Amino-G만이 Pinkel에서 검

출되었기 때문에 CRR99.002 공과 BOMI87.010 공 사이에서의 추적자 실험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 225 -

그림 3.8.6. 추적자 실험 Run 13-01 실험 결과

그림 3.8.7. 추적자 실험 Run 13-02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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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 추적자 실험 Run 13-03 실험 결과

추적자 실험 Run 13-04는(<그림 3.8.9> 참조) Run 13-02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Pinkel에서 25.15 ml/min 유량으로 지하수 유출이 일어나고 BOMI87.010에서 5 

ml/min으로 지하수를 추출할 때 Pinkel에서는 추적자가 검출되지 않으므로 CRR99.002 공

과 BOMI87.010 공이 벤토나이트 현장 장기 이동 실험과 병행해서 현장 핵종이동 실험을 위

한 시험공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추적자 실험 Run 13-05의 결과로는(<그

림 3.8.10> 참조) Amino-G 산에 대한 결과만이 도출된 상태로 CRR99.002 공에 주입한 후 

약 44시간 후에 BOMI87.010 공에서 91.28 ppb의 Amino-G 산이 검출되었다. Pinkel에서

는 추적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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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추적자 실험 Run 13-04 실험 결과

그림 3.8.10. 추적자 실험 Run 13-05 실험 결과

 

KAERI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1차원 균열암반 칼럼을 이용한 콜로이드 이동 실험 

결과, 직경 0.1 um 이상 크기의 콜로이드에서 콜로이드의 회수율 및 흐름 속도는 콜로이드 

크기(<그림 3.8.11> 참조)와 지하수 유량(<그림 3.8.12> 참조)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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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1. 1차원 균열암반 칼럼 실험에서 콜로이드의 파과곡선: 콜로이드 크

기의 영향

그림 3.8.12. 1차원 균열암반 칼럼 실험에서 콜로이드의 파과곡선: 지

하수 유량의 영향

다.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화학종 계산

지화학 반응 모델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HREEQC를 기반으로 지하수-벤토나

이트 상호반응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3.8.13>과 같이 모델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벤토나이트의 주요 구성광물 및 이차생성광물의 열역학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PHREEQC의 

형식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고(<표 3.8.2>) 이에 따른 관련 화학종의 반응식들도 함께 보완하였

다. 아울러 벤토나이트의 지화학적 광물학적 구성성분 및 지화학적 특성을 기존문헌조사에 따

라 설정하였고(<표 3.8.3> 참조) 지하수-벤토나이트의 상호반응에서 주요 지화학 반응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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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교환반응 및 벤토나이트 관련 이차생성광물 등을 고려하였다.

그림 3.8.13. 지하수-벤토나이트 지화학상호반응을 위한 모델 체계

표 3.8.2. 주요 벤토나이트 관련 광물의 열역학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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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3. 벤토나이트의 주요광물함량 및 이온교환반응 특성

지하수-벤토나이트 상호반응에 따른 벤토나이트 주요구성광물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KURT 지하수 성분과 비슷한 지화학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응액을 벤토나이트 컬럼 0.5 m에 

지속적으로 반응시켰다. 벤토나이트에서는 확산(diffusion)만을 고려하였으며 확산계수는 

1.2×10-11 m2/s로 설정하였다. <그림 3.8.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하수-벤토나이트의 상호

반응에 의하여 벤토나이트의 주요 구성광물인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의 함량은 벤

토나이트 표면에서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다. 방해석, 시더라이트 등의 광물도 상대적으로 미량

이지만 벤토나이트 표면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하수-벤토나이트의 상호반응

에 의하여 일라이트(illite)가 벤토나이트 컬럼 표면에서 미량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14. 지하수-벤토나이트 상호반응에 의한 벤토나이트 표면(~20cm)에서의 주요 구성광물

의 함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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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벤토나이트 상호반응에 따른 화학종 계산결과에 의하면 지하수-벤토나이트 상호반응

에 따른 벤토나이트 지화학특성 변화에 의한 우라늄의 농도 분포는 벤토나이트 표면 (약 20 

cm)에서부터 내부로 갈수록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하수-벤토나이트 상

호반응에 따른 우라늄의 화학종은 다양하며 그 농도 분포 또한 각각의 화학종 마다 다른 것으

로 계산되었다(<그림 3.8.15> 참조).

그림 3.8.15. 지하수-벤토나이트 상호반응에 따른 우라늄의 화학종 계산 및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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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라늄의 반응화학종 측정 및 검증

TRLFS를 이용하여 UO2
2+ 화합물의 수용액 내 U(VI) 농도 정량화를 위한 검량곡선을 확보

하고(<그림 3.8.16>), KURT 지하수의 우라늄 농도를 정량화하였으며[3.8.1], ICP-MS 등 다

른 분석방법과 비교 검증한 결과,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그림 3.8.17>). 0.01 M sodium 

pyrophosphate(Na4P2O7) 착화제를 이용하여 U(VI)의 형광신호 및 형광수명을 증가시켰다. 

TRLFS 시스템을 이용한 KURT 지하수의 화학종을 확인한 결과(<그림 3.8.18>), 우라늄은 주

로 Ca-UO2-CO3 삼중복합체로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나 지하수중 유기물이나 다른 리간드와의 

결합에 의해 형광신호 검토의 어려움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향상된 기술개발(예를 

들면, femto-second laser 이용 등)이 필요하다.

그림 3.8.16. TRLFS를 이용한 KURT 지하수의 정향화를 위한 검증 곡선(좌) 및 TRLFS 형광 측정 결

과(우)

그림 3.8.17. TRLFS를 이용한 KURT 지하수중 우라늄 농도 측정 결과(좌)와 ICP-MS 측정결과와의 

비교 검증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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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8. TRLFS 를 이용한 KURT 지하수중 우라늄 화학종 확인 결과(좌) 및 조건에 따른 화학종 

변화 관측 결과(우)

우라늄 장기 거동 예측을 위해 KURT의 DB-1 시추공의 지하수들을 Alpha-spectrometry

와 LSC(Liquid Scintillation Counter) 등으로 우라늄 동위원소(238U, 235U, 234U) 농도를 분

석하고 다른 분석방법(ICP-MS, TRLFS) 결과들과 비교 검증하였다[3.7.1]. KURT 지하수의 

우라늄 동위원소비(234U/238U)를 분석하여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자연발생적이며 

암반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표 3.8.4> 참조). KURT DB-1 시추공의 특정 

구역(i3와 i4)에 보이는 높은 우라늄 농도의 이상대(anomaly)는 지하수의 높은 용존산소(다른 

구역의 수십배), 상대적으로 높은 pH(pH 8.8)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3.8.5>). 

표 3.8.4. KURT 지하수에 대한 alpha-spectrometry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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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5.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결과의 비교검증 결과

우라늄 234U/238U 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암반과의 장기 상호작용 및 

지하수의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KURT 지하수 시료의 깊이에 따른 우라늄 총농도(좌)와 
234U/238U 동위원소비의 변화를 <그림 3.8.19>에 나타내었다[3.7.1]. 아울러 KURT 지하수 시

료의 우라늄 총농도(좌)와 234U/238U 동위원소비에 따른 지하수 형태를 분류하여 <그림 3.8.2

0>에 나타내었다[3.7.1]. 그러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암반에 존재하는 우라늄 동위원

소의 분석도 필요하다.

그림 3.8.19. KURT 지하수 시료의 깊이에 따른 우라늄 총농도(좌)와 234U/238U Activity ratio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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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0. 우라늄 총농도와 234U/238U 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지하수의 분류

우라늄 화학종 분포, 반응모델링 및 측정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위해 지하수조건에서 우라늄 

화학종 분포 계산을 위해 신뢰할만한 열역학자료들을 수집 및 평가하고 지하수에 존재하는 

Fe(II)/Fe(III)의 농도를 UV-Vis로 측정하고 이들의 전위차를 이용하여 지하수의 Eh를 결정하

였다. 또한 KURT 지하수에 존재가능한 화학종을 PHREEQC 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고(<그림 3.8.21>) 지배적인 우라늄 화학종을 규명하였다(<그림 3.8.22>). 아울러 자연계에서 

주로 존재하는 점토광물인 kaolinite, zeolite, montmorillonite, illite, calcite등에 대한 

U(VI) 흡착현상을 TRLFS 방법을 이용하여 Kd 값을 측정하고(<그림 3.8.23> 및 <그림 3.8.2

4>) zeta-potential을 이용하여 흡착현상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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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1. KURT 지하수 조건에서의 우라늄 화학종 분포

그림 3.8.22. KURT 지하수 조건에서의 우라늄의 화학종 분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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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3. Kaolinite에 대한 우라늄 흡착 거동

그림 3.8.24. TRLFS를 이용한 Kaolinite에 대한 흡착된 U(VI) 분석 결과

마. 지하수 주요 원소(Ca, Mg) 영향 평가

우라늄과 철-망간 복합체 및 칼슘-철-망간 복합체 간 수착반응 해석을 위해 글로브박스(O2 

< 10 ppm) 하에서 pH 8.5 (KURT 지하수 pH), 이온강도 0.01 M NaClO4, 고액비 2.5 

g/L 등의 조건으로 평형에 도달하기 충분한 3일 동안 우라늄 수착반응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착반응실험 결과를 대표적인 isotherm model (Langmuir, Freundlich, Tempkin)에 대입

한 결과, <그림 3.8.25>에 주어진 바와 같이 고체상 내에 Ca 공존 유무에 상관없이 

Langmuir isotherm model을 따름을 알 수 있었다. 우라늄의 최대 수착량은 철-망간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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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Ca가 공존하지 않을 때(3.1×10-6 mol/g)가 Ca가 공존할 때(1.7×10-6 mol/g) 보다 약 

두 배 높게 나타났다(<그림 3.8.26>). 따라서 철-망간 복합광물시스템에서 Ca가 고체상 내에 

공존할 때보다 Ca가 공존하지 않을 때, 우라늄의 이동이 지연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하수 

내 Ca의 농도가 낮을수록 철-망간 복합광물에 공존할 확률이 적으므로 우라늄 이동이 지연되

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용해된 동일 시스템에서 Ca의 농

도에 따른 우라늄 수착반응 영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3.8.25. 우라늄과 철-망간 시스템 간 상호반응 결과를 Langmuir, Freundlich, Tempkin 

isotherm 수착 반응 모델에 적용한 결과

그림 3.8.26. (좌) Langmuir 모델에 따라 우라늄과 철-망간 시스템 간 상호반응 결과를 fitting 

한 그래프, (우) 우라늄 최대 수착량 plateau 형성 확인을 위해 회색박스 영역을 확대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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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평가 및 생태계 장기변화 영향 
분석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평가 및 생태계 장기 변화 영향 분석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복합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종수착 실험

Ÿ 완충재/암반 경계조건에서 핵종 복합 거동 메커니즘 규명

Ÿ 생태계 장기변화 영향분석

Ÿ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복합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수착실험 수행을 위하여 KURT화강암, 경주벤토나이트, 그리고 

단열충전광물의 하나인 침철석의 핵종수착에 미치는 미생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핵종으

로는 산화환원 조건에 민감한 우라늄과 셀레늄을 사용하였다. 수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이

온으로 칼슘과 마그네슘 및 철(II)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주요 이온의 존재에 따른 핵종의 

수착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Ÿ 완충재/암반 경계조건에서 핵종의 복합 거동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압축벤토나이트-

암반 모형을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소규모 압축 벤토나이트 모형을 제작하기 위해 

경주지역에서 산출되는 경주 벤토나이트를 압축하여 실험용 완충재로 사용하였고, 벤토나

이트를 둘러싸는 암석은 KURT 화강암으로 구성하였다. 벤토나이트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점토블록 중앙에 핵종을 위치시켰다.

Ÿ 생태계 장기변화 영향분석을 위하여 주요국 심층처분 프로그램에서의 생태계 모델과 생태

계 장기변화 모델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들의 개요 및 주요 결과들을 조사, 분석하였

다. 또한 IAEA 주도의 국제공동연구인 MODARIA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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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지형발달 모델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향후 국내에서의 생태계 장기변화 모델 

개발 연구에 관한 중요 항목을 제안하였다.

Ÿ 스위스 GTS에서 수행 중인 CFM III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현장

시험 기술 자료들을 축적하고 시험 결과를 공유하였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복합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종수착 실험

(1) 화강암과 벤토나이트의 우라늄(VI) 수착에 미치는 미생물과 용존 이온 영향

반응시간 변화에 따른 실험 조건 별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실험 결과를 <그림 3.9.

1>에 나타내었다. 황산염환원박테리아만 있는 경우, 수용액의 우라늄 농도 감소는 거의 관찰

되지 않았다. 칼슘을 2 mM 첨가한 시료에서도 우라늄의 감소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마

그네슘을 2 mM 첨가한 시료의 우라늄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8일의 반응기간 종료 

후 95% 이상의 우라늄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육안관찰 시 1일 경과한 시료는 침전물이 

관찰되지 않고 동일하게 보이지만 14일이 경과한 시료 중 마그네슘이 첨가된 시료는 검은 침

전물이 관찰되었다.

그림 3.9.1.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미치는 D. baculatum 및 칼슘과 마그네슘의 영향

반응시간 변화에 따른 벤토나이트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실험 결과를 <그림 3.9.2>에 나타

내었다. 화강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 baculatum만 첨가한 시료에는 우라늄의 감소가 거

의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하여 D. baculatum과 같은 황산염환원박테리아 자체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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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을 환원시켜 침전물을 형성이 이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양이온성 핵종들을 잘 

수착하는 벤토나이트가 있는 경우, 5일 경과 후 수용액 중의 우라늄 농도가 급격히 감소되었

다. 이는 미생물의 활성도가 증가하여 우라늄의 제거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육안관찰 시 

초기 시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14일이 경과한 시료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첨가된 시료는 벤토

나이트의 색 변화와 탁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 baculatum이 있을 때, 벤토나이트

의 우라늄 수착은 칼슘의 영향이 적게 확인되었다.

그림 3.9.2.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미치는 D. baculatum 및 칼슘과 마그네슘의 영향

칼슘을 첨가한 시료는 우라늄의 수착이 감소한 것은 우라늄이 수용액 중의 칼슘 및 탄산염

과 반응하여 수착이 잘 안 되는 화학종인 칼슘-우라닐-탄산 형태의 착물 형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3.9.1]. 반면에 마그네슘이 첨가된 시료는 대부분의 우라늄이 수착되었다. 일반

적으로 우라늄은 탄산염이 존재할 때 우라닐-탄산 형태의 착물을 형성하여 우라늄의 수착이 

감소하며 특히 칼슘과 우라늄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수착이 거의 되지 않는 

Ca2UO2(CO3)(aq), CaUO2(CO3)3
2- 등의 칼슘-우라닐-탄산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착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표 3.9.11>의 반응 종료 후 최종 Eh 측정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D. baculatum만 첨가한 

대조군 시료의 최종 Eh는 8 mV로 측정된 반면에 화강암을 첨가한 시료의 최종 Eh는 –100 

mV 이하로 측정되었다. 이는 미생물의 대사작용에 의하여 수용액의 화학적 조건, 즉 산화환

원 조건이 환원조건으로 변화하면서 우라늄이 일부 침전되어 수용액 중 우라늄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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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Condition
pH Eh (RmV)

Ca2+ (mM) Mg2+ (mM)

Control 0 0 8.6 8

Granite
2 0 8.4 -118

0 2 8.3 -186

Bentonite
2 0 7.3 -126

0 2 7.5 -150

표 3.9.1. 화강암과 벤토나이트 수착실험 반응 종료 후 최종 pH 및 Eh

 

(2) 침철석의 셀레늄(IV) 수착에 미치는 철(II)과 미생물의 영향

침철석은 산화철광물의 일종으로 단열에서 충전물로 주로 관찰이 되는 광물이다. 침철석의 

셀레늄 수착에 대한 미생물(S. putrefaciens CN32)과 철(II)의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림 

3.9.3>에서 보여주듯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시료에서 셀레늄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40일의 반응시간 후 셀레늄은 침철석에 약 5% 정도 수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CN32만 

주입하였을 때 10%이상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침철석이 있을 때 철(II)을 주입한 시료에

서 셀레늄의 감소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때 CN32를 주입한 시료에서 셀레늄의 감소

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림 3.9.4>에 나타내었듯이 CN32와 철(II)을 주입한 

시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셀레늄 침전물이 확인되었다. 이는 철(II)의 환원작용과 CN32의 혐

기성 호흡에 의해 셀레늄(IV)이 셀레늄(0)으로 환원되어 침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3.9.2].

그림 3.9.3. 침철석의 셀레늄 수착에 미치는 CN32와 철(II)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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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 셀레늄 침전물 형성 (CN32와 Fe(II)의 영향)

그림 3.9.5. 셀레늄의 pH/Eh Pourbaix 다이아그램

나. 완충재/암반 경계조건에서 핵종 복합 거동 메커니즘 규명

6개월간의 압축벤토나이트로부터 요오드 용출실험을 수행한 결과, 순수 벤토나이트 내부에 

있던 요오드는 실험 초기부터 매우 빠르게 용출되어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약 40% 이상의 

요오드가 용출되었다. 반면, 구리치환-벤토나이트의 경우에서는 요오드의 용출이 20% 미만으

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이 수행된 이후 압축벤토나이트/화강암 모

형의 중앙 부위를 잘라 단면을 조사분석 하였다. 압축벤토나이트의 단면을 조사한 결과, 육안 

상으로도 요오드의 침전 광물형태가 뚜렷이 관찰되었으며(<그림 3.9.6>) 초기에 넣어준 요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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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과 거의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 3.9.6. 구리치환-벤토나이트의 요오드 확산 시료의 단면 이미지(위) 및 EPMA 선분석 결과(아래)

EPMA로 line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벤토나이트에 치환된 구리가 확인되었으며, 벤토나이트에 

침투한 물을 따라 구리가 바깥쪽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요오드의 경우 압축벤토나

이트 중앙부에 두 개의 피크로 높은 농도로 농집되어 나타났는데 이 피크의 위치가 구리의 농

집된 피크와 일치하였다(<그림 3.9.6>). 이러한 결과는 처분환경 조건에서 구리와 요오드가 매

우 강하게 반응하고 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초기의 Cu2+ 이온이 처분환경 조건에서 

환원하여 Cu1+가 되며 환원된 Cu1+는 I-와 매우 강한 결합을 이루어 ‘CuI(요오드화구리)’라는 

광물형태로 결정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환경 조건에서 구리치환 압축벤토나이트 내

부에서는 이동성이 강한 요오드 이온이 환원된 구리 이온과 결합하여 광물화되면서 이동성이 

거의 없는 고정화(immobilization)가 이루어짐을 예상할 수 있다.

장시간의 실험과정에서 수용액 조성의 점진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황산염(SO4
2-)의 존재 

유무에 따라 pH 및 Eh의 변화가 있었다. 황산염이 존재하지 않은 환원수에서는 초기 pH 

6.4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면, 황산염이 존재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pH가 5.7이라는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Eh의 경우 전반적으로 140 mV의 약환원상태를 보여주었으나, 황산염

이 존재한 경우에서는 최종 Eh가 –130 mV으로 측정되어 강한 환원조건의 수용액으로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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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그림 3.9.7>).

그림 3.9.7. 황산염 존재 유무에 따른 검은색 황화물 생성(좌) 및 Eh 변화(우) 특성

이러한 결과는 황산염의 존재 유무가 수용액의 산화환원 조건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이며 황산염 자체가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황산염을 황화물(sulfide)로 환원시키는 벤

토나이트 토착미생물인 황산염환원미생물(SRB)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3.9.3]. 그

리고 황산염이 황화물로 환원되면서 압축벤토나이트 주변부가 검은색 침전물로 점차 피복되었

는데 EPMA로 분석한 결과 벤토나이트로부터 확산되어 이동하는 철과 황화물의 황이 결합된 

FeS 성분의 침전물로 확인되었다(<그림 3.9.8>). 이러한 사실은 처분환경 조건에서 물속의 황

산염이 황화물로 환원되어 벤토나이트로 침투하면서 용출되는 철과 만나 황화철(FeS; 

mackinawite)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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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8. 압축벤토나이트 주변 생성 황화물의 주원소 면분석 및 선분석

우라늄의 지화학적 거동을 살펴보면,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압축벤토나이트로부터 서서

히 용출되기 시작하였고 5개월 이후에는 약 4 ppm 정도의 우라늄이 점토 밖으로 용출되었다

(<그림 3.9.9>). 하지만 특이하게도 황산염이 물속에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우라늄의 용출이 거

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 본대로 황산염이 황화물로 환원되어 철과 결합

하고 황화철을 압축벤토나이트 주변부에 형성하는 기작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황산염이 물에 있는 조건에서만 우라늄의 용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용

출되는 우라늄이 황화철 표면에 수착되거나 공침되어 우라늄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데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우라늄의 지화학적 거동에 있어서 벤토나이트 미생물의 생지화학

적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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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압축벤토나이트 주변 황화물 생성(위)과 우라늄의 용출 영향(아래) 분석 

다. 생태계 장기변화 영향분석

(1) 주요국의 생태계 모델 현황

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방사성폐기물을 주변 인구와 

환경으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인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안된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효

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 및 안전성평가 방법론과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비록 생

태계 영향 평가 및 분석은 국가별 처분사업 프로그램과 규제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처분

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피폭선량과 위험도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생태

계 모델이 필수적이다. 이 생태계 모델은 생태계 및 피폭대상자의 특성과 먼 미래에 생태계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경로들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3.9.4].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생태계 모델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수행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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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모델에 관한 국제협력과 공동연구 현황과 주요 제안사항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처

분장의 장기 안전성평가에 필수적인 생태계 장기변화 모델 개발 및 개선에 활용될 수 있으며 

생태계 모델링과 이를 이용한 주요 안전지표 중의 하나인 피폭선량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벨기에의 생태계 평가 모델은 국제공동연구인 BIOMOVS[3.9.5][3.9.6]와 BIOMASS[3.9.7] 

프로젝트의 결과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하나의 정상 시나리오(normal evolution 

scenario)와 8개의 대안 시나리오에 대해 적용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처분시스템에서 유출되

고 지하수에 의해 이동되어 생태계 내의 피폭대상자들에게 도달하는 방사성물질들을 고려하며 

3개의 주요 이동경로가 고려되는데 이는 1) 최대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가진 처분시설 부

분의 상부에서부터 대수층까지 굴착된다고 가정되는 우물, 2) 오염물질을 분산시키는 수로, 3) 

식물 뿌리가 침투하는 지점까지의 토양 등이다. 이러한 벨기에의 생태계 모델의 개념도는 <그

림 3.9.10>에 도시된 바와 같다[3.9.8].

그림 3.9.10. 벨기에의 대수층으로부터 생태계로의 전이에 따른 인체 피폭경로를 보여주는 생태계 

모델 개념도[3.9.8]

캐나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 프로그램은 제안된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심층처분시설의 운영 중 및 폐쇄 후 안전성 즉, 장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에서는 AMBER 구획모델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일반대중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를 수행하였다[3.9.9]. 이 모델을 이용하여 생태계로 이동하는 방사성물질

의 플럭스, 서로 다른 기후 환경에서의 인간 활동 특성, 지표환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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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피폭선량 평가가 수행되었다. 빙하 시나리오를 이용한 피폭선량 평가에서는 두 피폭대

상자 그룹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온화한 기후 상황에서 자급자족하는 농부 그룹과 빙하기에서

의 수렵 채집인 그룹이며 두 그룹 모두 물의 이용원은 호수로 가정하였다. 인간들은 빙하가 

처분장을 덮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캐나다의 생태계 관련 연

구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토양 내의 잔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화학 특성 규명에 집중하였으며 최

근에는 장기 피폭선량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오도와 셀레늄 원소들의 지화학 

특성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생태계 평가를 Safety Case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생태계 

평가의 중요한 목적은 1) Olkiluoto 부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표상황과 지배적인 변화 과

정 이해,  2)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되어 지하매질을 통해 지표환경으로 이동하는 방사성동위원

소의 이동에 관한 모델링, 3) 인간과 다른 생물군에 대한 방사선적 영향 평가 등으로 규정되

어 있다. POSIVA는 3단계에 걸친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였는데 1, 2 단계에서는 방

사선적 영향 평가에서 중요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들을 제외하는 단계이며 3 단계에서는 부

지특성을 고려한 최신의 자료와 방사성물질의 이동모델을 이용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는 단계

이다[3.9.10]. 핀란드의 생태계 평가는 삼림, 호수와 강과 같은 지표수계, 해양 시스템, 그리고 

늪지와 같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수행된다. 핀란드의 처분 부지는 온화한 습윤 기후, 짧은 경

작 기간, 눈 덮인 겨울 기후를 가진 북부 침엽수 삼림 지역을 포함한다. 핀란드의 처분 부지

는 기후, 토양 형태,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지형은 삼림과 늪지가 지배적인 형태를 가진다. 시

간에 따른 지형의 변화는 지형과 생태계 변화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어 평가 기

간 동안 생태계에서의 지표면 상승 및 다른 변화 요인에 의한 지형 및 생태계 변화는 지리정

보시스템 도구상자에 의해 모델링된다. 이 지리정보시스템 도구상자는 생태계와 지표수 모델

에 생태계 변화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며 미래의 심부 지하수 유동모델의 경계조건으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

프랑스의 경우, 매우 긴 기간 동안의 생태계 특성변화 모델링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어려움

을 제한하기 위해 표준 생태계(standard biosphere)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 표준 생태계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시간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는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예

측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지표면의 지구 역학적 진화

에 관한 주요 결정요인들 중 빙하 가능성이나 지표면의 수로 시스템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은 생태계 모델을 정의할 때 이용된다[3.9.11]. ANDRA는 가능한 생활

방식의 불확실성과 변화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대표인 개념과 일치하는 최대 피폭선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성인 농업전문가 그룹을 선택하여 생태계 평가에 이용하였다.

독일은 2010년부터 부지조사와 함께 Gorleben 부지에 대한 예비안전성평가를 위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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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오고 있으며 Gorleben 부지 특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처분대상 폐기물 특성화, 

안전성 및 실증 개념 정립, 처분시스템 개념 개발, 시나리오 분석, 장기안전성평가 및 분석 등

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안전성평가 방법론의 부지 선정 과정에의 적용성에 관한 분석

은 진행 중이다[3.9.12]. 부지와 처분시스템은 기후변화와 지질환경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 이는 시나리오 개발에 반영되지만 현재까지는 자세한 모델 개발과 분석은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생태계 모델은 BioMoSa 프로젝트 보고서[3.9.13]에 요약되어 있는 방법론을 이용하

고 같다. 생태계 모델은 부지의 생태계 묘사, 관련 FEP 분석, 개념모델 개발, 수학적 모델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적합성평가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질환경과 시스템 설

계를 고려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인 H12를 발간하였다[3.9.14]. 안전성 분석에서는 <그림 3.9.1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생태계 이동에 관한 개념모델을 개발하고 3개의 피폭그룹에 대한 피

폭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H12 보고서에서 생태계 모델링은 BIOMASS[3.9.7]에서 제안한 참

조생태계 방법론과 BIOMOVS II[3.9.6]에서 제안한 FEP을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일본에 적용 

가능한 FEP을 선정하고 생태계를 개념화하며 피폭선량 평가 모델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피폭

그룹을 선정하기 위하여 일본의 환경과 생활방식을 고려하였다. 또한 모델 개발을 위한 시스

템의 이해증진을 위해 FEP 상관관계를 평가하였으며 이들을 고려한 생태계 이동에 관한 개념

모델은 <그림 3.9.11>에 도시된 바와 같다. 현재의 환경과 사회여건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 목적을 위한 생태계와 피폭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생태계는 여러 

개의 구획으로 구분되고 구획들간의 방사성동위원소들의 이동을 지배하는 질량전달 함수로 표

현되는 일련의 상호 연결된 생태계 구획들로 생태계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 생태계 모델에는 

지하수에서 토양과 지표로의 이동과 물과 퇴적층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해양수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다. 피폭그룹은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소비하는 농부, 담수 어부, 해양 어

부 그룹으로 구분되며 이 중 지역 내의 오염된 음용수를 이용하는 두 개의 담수 그룹을 포함

한다. 생태계 모델은 AMB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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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1. 일본의 생태계 모델에서 이동과정에 대한 개념 모델

스위스의 경우, 안전성평가를 위한 참조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의 경우, 처분장으로

부터 유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지질환경에서 생태계로의 심부 지하수를 통한 이동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생태계 개념 모델에서는 농업활동에 이용되는 지표수와 토양은 처분장 하부의 지하

수와 연계되는 하곡 시스템(river valley system) 개념을 포함한다. 처분장 하부의 대수층으로

부터 생태계 대수층으로 유입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지표 환경에 분포하게 되며 이는 서로 다

른 생태계 하위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구획들의 네트워크로써 모델링된다. 생태계 하위시스템

은 천부 지하수, 지표수, 수상 퇴적층 상부 토양, 그리고 심부 토양으로 구성된다. NAGRA는 

지형과 기후 상태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하였다. 즉 풍화가 발

생하는 강, 퇴적작용이 발생하는 지역, 습지, 계곡 벽으로부터의 빠져 나오는 샘물 등의 지형

들을 고려하였으며 현재, 건기, 우기의 3가지 간빙기와 하나의 주빙하기 등의 4가지 기후변화

들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8가지의 강 지형과 기후 조합에 따른 모델링이 가능하며 이들에 대

한 평가가 수행되었다. 생태계에서의 이동과 피폭경로에 따른 피폭선량 평가는 TAME 

(Terrestrial Aquatic Model of the Environment) 코드[3.9.15]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코드는 피폭선량 평가 모델링을 위한 일차원 반응 및 평형 접근법에 기초한 전달함수를 이용

한 생태계 동적 구획 모델(dynamic compartment model)을 이용하였다.

영국의 경우, Nirex에서 수행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평가 보고서에는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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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및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3.9.16]. 이 생태계 모델 및 분석은 Sellafiled 부지에 대해 개

발된 FEP 분석에 기초하여 수행되고 일반 부지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생태계

의 환경 특성으로는 방사성동위원소들의 환경에서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토양의 이동 및 순환

을 고려한다. 그러나 Nirex는 BIOMASS 국제공동연구에서 제안한 참조 생태계 방법론은 너

무 단순하고 이상적이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기후 환경으로는 한랭기후보다 온난기후 

상황에서 높은 피폭선량을 야기한다는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온난기후를 고려하였다. 생태계 

모델 및 평가를 포함한 종합성능평가에서는 MASCOT 코드를 이용하였으며 이 코드는 생태계

를 포함한 종합성능평가를 구성하는 각 구획들 사이의 방사성물질의 이동은 이동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다중구획 모델을 채택한 코드이다[3.9.17]. 

스웨덴의 생태계 모델 평가 방법론은 생태계에서의 잠재적 유출지점 확인에서 시작하여 인

간과 생물군의 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이용되는 생태계 선량변환 인자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모델에서 고려하는 기간은 가장 최근에 빙하가 녹은 BC 8,000년에서부터 AD 20,000년까지

로 역사적 또는 추정된 미래 부지 특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다. 또한 부지 특성으로 해안선 

이동 모델을 이용한 평가 결과와 빙하기간 동안의 특성, 온실가스 영향으로 인한 미래 기후변

화 특성도 함께 고려된다. 모델링 시간은 빙하주기 12만년, 간빙기, 동토와 빙하 상태 등도 

고려된다. 또한 온실가스로 인한 미래 기후변화도 빙하기를 AD 5만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함께 

고려된다. 생태계 모델에서 고려된 Forsmark 지역의 주요 생태계는 해안지형, 호수, 강, 습

지, 삼림지역, 농지 등이며 이들 생태계는 생태계 모델에서의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작은 단위

가 된다. 이 모델은 생태계의 생화학적 순환주기에 의한 연속적인 변화와 이로 인한 시간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평가한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전이모델은 각 생태계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의 이동과 축적을 모델링하는데 이용된다. 지형모델(landscape model)은 지형의 공간분포, 

연계성, 그리고 각 지형의 생태계 연속성을 묘사한다. 지형모델의 공간범위는 잠재적인 심층처

분 시설에서 유출되어 표토의 잠재적 유출지점의 수에 의해 제한된다. 이러한 잠재적 유출지

점들은 지형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유출과 관련된 특정 생태계를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모델

은 생태계 사이의 이동을 평가하는 수리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생태계의 연계를 묘사한다. 해

안선 이동모델은 시간에 따라 지형을 변화시키므로 지형변화 모델은 매 천년마다 갱신된다. 

이로 인해 모델 내의 특정 생태계는 해양분지가 호수가 되는 것처럼 다른 생태계로 변할 수 

있으며 면적, 수심, 수량과 같은 변수들 값을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생태계 모델

은 생태계 특성, 생태계의 공간적 연계성, 연속적인 변화와 관련된 피폭선량 평가에 이용된다

[3.9.18].

미국의 경우, 생태계 모델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방사선원은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다가 우물

을 통해 유출되어 농업 등에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와 비록 발생빈도는 낮지만 화산재에 묻

어서 생태계로 직접 이동되는 방사성동위원소들이다. 생태계 모델은 처분장 경계 외부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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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천연방벽과 인공방벽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다. 또한 생태계 모델은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되어 생태계에서 이동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이

동 특성을 고려하며, 지하수와 퇴적된 화산재와 혼합된 토양에서의 단위 방사성동위원소 농도

에 대한 최대 피폭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이용된다. 따라서 생태계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결과는 지하수와 퇴적된 화산재와 혼합된 토양에서의 단위 방사성동위원소 농도에 

의해 가능한 모든 피폭경로를 통해 최대 피폭 개인이 받게 되는 연간 피폭선량과 동등한 생태

계 선량변환 인자(BDCF; biosphere dose conversion factors)이다. 종합성능평가에서는 이 

생태계 선량변환 인자와 지하수와 퇴적된 화산재와 혼합된 토양에서 계산된 방사성동위원소 

농도를 고려하여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규제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평가된 피폭선량은 최대 피폭 개인이 자연 혹은 인공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 외에 추가적으

로 받게 되는 피폭선량이다[3.9.19].

(2) 생태계 모델 관련 주요 국제공동연구 현황

BIOMOVS(BlOspheric MOdel Validation Study) 프로젝트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생태계 

내에서의 이동과 축적을 정량화하기 위한 모델들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로 1차는 

1990년에 2차는 1996년에 완료되었다. BIOMOVS I의 주요 목적은 토양, 육상 및 수상 먹이

사슬(food chain)에서의 오염물질 거동 모델의 시험, 평가이다. BIOMOVS I 프로젝트 종료 

이후 모델 예측결과의 설명되지 않는 차이, 추가적인 피폭경로와 시나리오 평가의 필요성, 그

리고 다른 국제공동연구의 관심사 고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BIOMOVS II 프로젝트를 수행

하였다. BIOMOVS II의 주요 목표는 1) 주요 오염물질과 피폭 시나리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모델의 예측결과에 대한 정확성 평가, 2) 모델 구조 및 가정과 입력자료의 차이로 인한 모델 

예측결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3) 모델 예측결과의 정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우선

순위 제안 등이다[3.9.20-21]. 이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생태계 모델은 먼 미래 

시점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이동과 잠재적 피폭경로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많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참조 생태계(reference biosphere) 이용을 제

안하였다. 이 참조 생태계를 이용하면 다양한 처분시설과 처분부지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일관

성 있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확보한 환경자료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IAEA에서는 환경영향 예측모델 검증(VAMP; Validation of Environmental Model 

Prediction)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VAMP는 육상 생태계, 수상 생태계, 그리

고 도시 환경에서의 방사성물질 이동에 관한 모델 결과와 환경에서 측정된 자료와의 비교검증

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로써 Terrestrial Working Group, Urban Working Group, Aquatic 

Working Group, Multiple Pathways Assessment 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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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동일 시나리오와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모델에 의한 평가결과를 비교하

였으며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3.9.22]. Multiple Pathways Assessment Working 

Group은 모델 예측결과를 시험평가하고 상호 비교하는 작업반으로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부

터 인체에 이르는 이동과정을 평가하였으며 12개국 14개 모델이 이용되었다.

1996년부터 IAEA에서는 BIOMASS(Biosphere Modeling and Assessment)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환경에서의 방사성물질의 이동에 관한 예측 능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이다[3.9.23]. BIOMASS 프로젝트의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여러 가

지 참조 생태계를 개발하고 생태계 모델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방사성페기물의 장기 안전성평가를 위한 시간대가 매우 길기 때문에 미

래 발생 가능한 지표환경의 중요 변화를 고려한 안전성평가가 필수적이며 방사선 방호 목적에 

맞는 정량적인 피폭선량 평가를 위해서는 미래 환경변화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참조 생태

계를 확인하고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BIOMASS 프로젝트에서는 우물물과 우물

물을 공급하는 대수층을 고려한 음용수 우물(drinking water well), 농업용 관개용수

(agricultural well), 지하매질-생태계 접점(GBI; geosphere-biosphere interface)의 중요성

을 고려한 오염된 지하수의 지표환경으로의 유출 등과 같은 참조 생태계를 제안하였다. 

BIOMASS 프로젝트의 생태계 모델 방법론은 <그림 3.9.12>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림 3.9.12. BIOMASS 프로젝트의 생태계 모델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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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에서는 BIOMASS 프로젝트 이후에 2002년에 생태계 모델의 시험 평가, 국제협력, 국

제적 합의 구축을 위해 EMRAS(Environmental Modeling for Radiation Safety) 프로젝트

를 수행하였다. 2007년에 EMRAS I이 종료되고 요약보고서[3.9.24]를 발간하였으며 2009년

도에 EMRAS II가 시작되었다. EMRAS II 공동연구에서는 EMRAS I에서 수행되었던 모델의 

시험평가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참여기관들의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참조 모델, 비상상황 모델 개선, 자연방사능 영향평가 모델, 생물

군의 피폭선량 평가 관련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참조 모델을 이용

한 인체 피폭선량 평가 작업반은 장기간에 걸친 피폭선량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육상 및 수상 생태계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이동 예측을 위한 

변수 값들에 관한 보고서[3.9.25]와 방사선적 영향 평가를 위한 육상 및 수상 생태계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이동 정량화에 관한 보고서[3.9.26]를 발간하였다.

MODARIA(Modeling and Data for Radiological Impact Assessments)는 IAEA 주도의 

국제공동연구로써 일반적인 목적은 모델들의 시험평가를 위한 개선된 자료 확보, 모델들의 시

험평가 및 비교, 모델링 철학 확립, 방법론 및 변수 값들에 대한 합의 도출, 개선된 방법론 개

발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환경에서의 방사선피폭선량 평가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다. 

MODARIA는 방사선생태학적 모델링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들인 BIOMOVS, VAMP, 

BIOMASS, EMRAS에서 수행되었던 연구들에 관한 후속연구들을 수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모

델의 예측 능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관련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하고 있다. 특히 

MODARIA에서 중점을 두고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에서의 

전이모델 개선, 환경에서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식물군과 동물군 뿐만 아니라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적 영향평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개발이다. 또한 MODARIA 프로젝트

는 인체 피폭선량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적 영향평가를 위한 모델들에 대한 시험평가 및 비

교와 모델 적용을 위한 안내에 관한 IAEA의 활동을 계승하고 있다. 방사선적 영향평가 결과

들은 정상운전 및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 적합성 평가 분야

에서 복원작업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3.9.27].

BIOCLIM(BIOsphere systems under CLIMate change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국제공동연구는 2000년도에 시작되어 3년 동안 수행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기후와 

환경변화로 인한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장기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과

학적 근거와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이다[3.9.28].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섯 개의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1) 유럽 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과 규제기관들의 필요성을 

통합하여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에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방법론을 요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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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 2) 극한 기후조건을 분석하기 위한 서로 다른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계열 장기기후변

화를 표현하는 두 개의 혁신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작업반, 3) 다음 빙하-간빙

기 사이클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가상기후 시뮬레이션 작업반, 4) 기후변화가 생태계 특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평가 작업반, 5) 국제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연구결과에 관한 정보를 전파

하는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BIOCLIM 프로젝트에서는 백만 년 규모의 미래 기후변화에 

관한 시나리오는 지구의 공전과 대기 중의 가스 성분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안하였다. 대

기 중의 가스 성분 특성 중에서 미래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

으며 이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관해서는 자연적인 변화와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와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를 포함한다. 또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적으로 처

분장의 안전성평가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접근법을 명시하기 위한 흐름도를 개발

하였다.

(3) 생태계 장기변화 모델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제안

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 프로그램 개발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평가에 초점

을 둔 방법론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되었다. 즉 빙하와 대양의 영향에 의한 

지각변화가 주로 연구대상이었으며 침식과 퇴적에 의한 지각변화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

다. 이는 처분장 부지 선정단계에서 안정한 지질환경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들에서는 내륙과 해안지역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하였지만 

예제평가는 주로 내륙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선과 수

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그동안 수행되어온 국제공동연구들은 특정지역에 대한 평가보다

는 방법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개발된 방법론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는 많은 특정지역에 적용하여 다양한 예제결과들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개발하여 처분장의 폐쇄 후 안전성평가에 활용한 지형발달 모델 흐름도는 <그림 

3.9.13>에 도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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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3. SKB의 지형발달 모델 흐름도[3.9.29]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폐쇄 후 안전성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을 위

해 이용되는 지구적 규모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후모델들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실제 부지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적절한 

시간 종속적인 경계조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필수 모델들의 결합을 통해 기

후변화 예측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관심지역의 적절한 시간 및 공간별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이러한 예측결과는 적절한 규모축소 방법론을 이용하여 보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 

단계마다 매우 중요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기후변화 예측은 단순 모델결과에 의한 예측보다는 

다양한 모델들을 이용한 예측결과에 기초한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폐쇄 후 안전성평가에서는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하

여 기후변화와 지형발달 모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로 인한 지형발

달과 해수면 변화 모델들을 개발하여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

후변화 모델을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따른 경계조건을 설정하고 필

요한 모델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해야 하며 도출된 결과들을 처분부지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적절한 규모축소 방법론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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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 해수면 변화는 처분장 부지 특성에 따라 처분장의 장기안전성평가를 위한 생태계 모델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내 예상 처분장 후보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후

변화 모델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지형발달과 해수면 변화 특성을 고려한 생태계 장기변화 모

델을 적용한 처분장 폐쇄 후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 처분안전성평가 신뢰도를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라.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1) 추진현황

심층처분시스템에서 핵종 이동은 주변 암반매질 및 지하수의 생지화학적 특성들에 의해서 

매우 복잡한 영향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는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가 핵

종 이동을 가속화 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토착미생물들이 이

러한 콜로이드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심층처분시스템에서는 공학적방벽을 구성하는 압축벤토

나이트가 유입된 지하수에 포화되어 팽창되면서 유출되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가 함께 포함될 

수 있다[3.9.30∼32].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지하연

구시설인 KURT를 건설하여 현장규모의 실증연구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3.9.33]. 실증연구들

에는 현장 균열암반에서 비반응성 용질 및 콜로이드 이동 실험 및 모델링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2008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스위스 알프스 산에 위치하는 지하연구시설

(GTS: Grimsel Test Site)에서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하여 Nagra와 협약을 맺었다. 특

히 콜로이드와 관련된 국제공동연구(CFM: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에서는 실험

협약(Experiment Agreement on Collaboration in the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Project)을 맺고 매년 분담금을 지급하며 실험 및 모델링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3.9.34∼35]. CFM은 현재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3단계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CFM 3단계에서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현장실험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① 벤토나이트 침식 및 콜로이드 이동에 대한 장기 현장실험

벤토나이트 침식 및 콜로이드 이동에 대한 장기 현장실험(Long-term In-situ Test, LIT) 

실험은 <그림 3.9.14>와 같이 단열대의 낮은 유속의 흐름장에서 압축벤토나이트의 침식으로 

발생되는 콜로이드와 핵종의 장기복합이동을 연구하는 현장실험이다[3.9.36]. 본 실험을 위하

여 새로운 압력 센서들과 지화학적 특성(pH, Eh, EC, 온도 등)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구축되

었다. <그림 3.9.15>는 LIT 실험 초기 측정 장비들을 나타낸다. CFM 06.002에는 <그림 3.9.

16>와 같이 특별히 제작된 16개의 압축벤토나이트 링을 포함하는 패커시스템을 장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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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압축벤토나이트 링 중 단열대가 지나가는 위치(6.7∼6.8 m 사이)의 가운데 4개의 링

에는 핵종과 함께 10%의 Zn 몬모릴로나이트와 90%의 FEBEX 몬모릴로나이트를 혼합한 벤토

나이트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순수 FEBEX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였다. 주변 관측공(CFM 

11.001, CFM 11.002, CFM 11.003)에서 유출된 핵종과 벤토나이트 콜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콜로이드 측정을 위해서 2014년 8월 6일부터 15일까지 LIBD(Lase 

Induced Breakdown Detection) 시스템을 연결하였다.

그림 3.9.14. CFM LIT 실험 조감도

그림 3.9.15. CFM LIT 실험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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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6. CFM LIT 실험 주입공의 벤토나이트 링

CFM LIT에서는 FEBEX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였으며, Äspö의 LOT 시험에서 사용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몰드를 이용하여 압축하였다. FEBEX 벤토나이트의 팽윤압과 투수계수는 건

조밀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9.17). 벤토나이트 링과 암반 표면사이의 틈을 

고려하여 목표 건조밀도는 1.65 Mg/m3으로 설정하였다. 주입된 전체 건조 벤토나이트 질량

과 시추공의 부피 그리고 벤토나이트 내에 주입된 핵종 캡슐의 부피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유

효 건조밀도는 1.34 Mg/m3이었고, 이때 팽윤압은 1.03 MPa로 계산되었다.

그림 3.9.17. FEBEX 벤토나이트의 건조밀도와 팽윤압, 투수계수의 실험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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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자로 사용된 핵종으로는 강수착 핵종인 241Am(III), 137Cs(I), 242Pu와 약수착 핵종인 
99Tc(VII), 75Se(VI), 45Ca(II), 233U(VI), 237Np(V) 등을 핵종-벤토나이트 슬러리를 담은 유리바

이알에 주입하여 현장실험과 실험실실험에 사용하였다(<표 3.9.2>). 핵종-벤토나이트 슬러리 

바이알의 압축벤토나이트 링 측면에 구멍을 뚫고 설치하였으며 벤토나이트가 지하수로 포화되

었을 때, 팽윤압에 의하여 유리 바이알이 깨져서 핵종이 유출되도록 고안하였다.

Nuclide
Max. activity based on license

[Bq]
Activity per vial

[Bq]
Total activity in LIT

[Bq]

Ca-45 1.00E+6 ongoing* ongoing*

Se-75 1.00E+6 2.99E+3 4.78E+4

Tc-99 1.00E+4 ongoing ongoing

Cs-137 1.10E+5 2.75E+2 4.39E+3

U-233 1.00E+3 ongoing ongoing

Am-241 8.50E+3 5.51E+1 8.81E+2

Pu-242 3.00E+2 ongoing ongoing

Np-237 1.50E+3 ongoing ongoing

* 분석이 완료되지 않음

표 3.9.2. LIT 추적자 핵종별 농도

2014년 5월 12일 오후 6시에 압축벤토나이트 패커가 설치된 이후 압력이 꾸준히 증가하였

고 2014년 2014년 5월 25일 경에 850∼1,800 kPa로 안정화 되었다(<그림 3.9.18>). 지화

학 지표들은 LIBD 측정, 전력공급 문제 등에 의해서 발생된 샘플링 흐름 변화에 의해서 영향

을 받았다. 시추공의 압력변화 결과들은 압축벤토나이트가 완전히 포화상태에 도달하면, 계획

되었던 팽윤압을 보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압축벤토나이트는 깊이별로 팽윤압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났으나 관측공에서 amino-G acid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유리 바이알 입구 또는 깨진 

유리 바이알로부터 추적자들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시작 후 약 100일이 경

과된 2014년 12월까지 CFM 11.002-i2에서 측정된 amino-G acid의 농도는 약 70 ppb이

었다. Pinkel 표면 패커에서 LIT의 amino-G acid는 전혀 관측되지 않았으며 이는 단열대 

지하수의 희석 등에 의하여 그 농도가 관측공에서 측정된 농도보다 약 500 배 낮게 나타남

(즉, 매우 낮은 농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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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8. 관측공에서 측정된 지화학 지표들

패커 설치 후 약 600일간 압축벤토나이트 패커 내의 압력변화를 관측하였으며 패커 상부에 

위치하는 TP1과 TP2가 하부에 위치하는 TP3, TP4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팽윤압을 보

였으며 그 이유는 상·하부의 유효건조밀도 차이로 추정된다. 약 500일 이후에 TP1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실험영역 주변의 유량은 관측공 CFM 11.002에서 측정된 결과와 같이 0.02 mL/min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각 관측공별 Pinkel과의 수두차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지하수 흐름은 

CFM 11.001과 CFM 11.003으로부터 CFM 11.002 방향으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FM 11.002에서 측정된 지화학 지표 분포를 통해 실험영역 주변의 지하수는 주기적인 샘

플링에 의한 교란 이외에는 안정화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9.19>). 특히 비반응

성 추적자인 amino-G acid의 농도는 약 1년간 선형적 증가를 보였고 500일 이후에는 안정

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그림 3.9.20>). 하지만 질량 회수율은 약 0.9%로 매우 낮은 회수

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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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5년간의 장기실험 결과, 실험영역의 수리조건 및 지화학 특성 등이 안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이 계획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낮은 유량과 낮은 팽윤압 등의 이유로 amino-G acid와 콜로이드의 

회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실험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Pinkel에

서의 추출유량 또는 샘플링 위치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LIT 실험의 종료 시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LIT 실험이 종료되면 이동경로인 단열대의 직접적 관측을 

위한 시추공 오버코어(overcore)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3.9.19. CFM 11.002-i2에서 측정된 지화학 지표 분포

그림 3.9.20. Amino-G acid 농도 분포 및 회수율



- 264 -

② 핵종 이동에 미치는 콜로이드의 영향 현장실험

LIT 현장실험이 수행되는 중간에 LIT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amino-G acid(4.7 

mg)를 추적자로 이용한 별도의 추적자실험 15-01이 수행되었다[3.9.37]. 추적자실험 15-01

의 목적은 콜로이드와 핵종을 포함하여 선행되었던 추적자실험 13-05의 재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콜로이드 이동 실험 계획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추적자실험 15-01이 수행된 위치는 추적자실험 13-05와 같은 CRR 99.002-i2(9.30∼9.70 

m)와 BOMI 87.010-i2 사이의 MI 단열대이며 CRR 99.002-i2에서 Pinkel까지의 직선거리

는 약 6.03 m이고 BOMI 87.010-i2까지의 거리는 2.30 m이다(<그림 3.9.21>). 추적자 실험 

15-01의 수리조건은 <표 3.9.3>과 같으며 약 24일 동안 주입 및 회수를 하였다.

그림 3.9.21. 추적자실험 15-01을 위한 CRR 99.002-i2, BOMI 87.010-i2, Pinkel의 위치

Parameters Conditions

Recirculation flow rate at CRR 99.002-i2 20.0 mL/min

Extraction flow rate at Pinkel 25.15 mL/min

Extraction flow rate at BOMI 87.010-i2 5.0 mL/min

Injection flow rate at CRR 99.002-i2 0.24 mL/min

Head difference and hydraulic gradient between CRR 
99.002-i2 and Pinkel (before)

0.2627∼0.3196 m

→ 0.04374∼0.05300

Head difference and hydraulic gradient between CRR 
99.002-i2 and Pinkel (after)

0.2794∼0.3235 m

→ 0.04633∼0.05365

Head difference and hydraulic gradient between CRR 
99.002-i2 and BOMI 87.010-i2 (after)

0.2530∼0.2987 m

→ 0.11000∼0.12987

표 3.9.3. 추적자실험 15-01의 수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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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공에서 측정된 amino-G acid의 최대농도는 2,068 ppb이었으며 주입농도는 희석유량 

약 1.18 mL/min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주입유량 0.24 mL/min과 비교하여 현저

히 높은 희석유량은 단열대를 통한 지하수 유입이 매우 큼을 나타낸다.

관측공(BOMI 87.010-i2)에서 amino-G acid의 최초 관측시점은 실험 시작 후 약 10.27

시간이었으며 34.9시간 이후에 최대농도 165.9 ppb를 나타내었다(<그림 3.9.22>). Amino-G 

acid에 대한 BOMI 87.010-i2에서 총 회수율은 약 86%이었다. 파과곡선의 긴 tailing 현상

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3.7일 경과된 후 배경 지하수로 대체하였을 때, 추적자 저장탱크에 남

아있는 amino-G acid의 양이 전체의 10% 이상이었음을 고려하면 약 86%의 회수율은 실험

을 통한 추적자 유실이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9.22. 추적자실험 15-01의 amino-G acid 농도 및 회수율 분포

추적자실험 15-01의 시험구간을 <그림 3.9.21>에 나타내었으며 해당 실험은 성공적인 것으

로 자체 평가되었다. Pinkel에서 추출유량 25.15 mL/min, BOMI 87.010-i2에서 추출유량 

5 mL/min의 수리조건에서 amino-G acid는 Pinkel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림 3.9.22>). 따라서 CRR 99.002-i2와 BOMI 87.010-i2간의 현장이동 실험은 LIT와 병

행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추적자실험 15-01은 상대적으로 추적자실험 13-05보다는 추적자실험 13-04와 비슷한 경

향을 보였다(<그림 3.9.23>). 추적자 도달 시간이 추적자실험 13-05보다 빨랐고 최고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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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파과곡선이 추적자실험 13-05보다는 좀 더 좁게 나타났다. 이러한 미

세한 차이는 수리조건(낮아진 주입유량, 수두변화)과 측정장치(샘플링 루프) 등의 변화에 기인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9.23. 추적자실험별 파과곡선 비교

③ 현장 균열암반을 통한 벤토나이트 침식실험

지금까지의 LIT 실험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 원인에 의해서 매우 제한적인 벤토나이트 콜로

이드 발생과 낮은 팽윤압(0.6∼1.5 MPa) 등의 문제가 관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LIT 문제에 

대응하여 좀 더 빠른 지하수 흐름에서 압축벤토나이트로부터 콜로이드 발생에 초점을 둔 새로

운 현장실험(In-rock Bentonite Erosion Test, I-BET)을 수행하였다. I-BET 실험에서는 1) 

실험실연구 규모와 실제 처분시스템 크기의 중간 규모 실험, 2) 실제 처분조건과 유사하게, 

LIT보다 더 높은 압축벤토나이트 유효건조밀도와 팽윤압, 3) 핵종이나 콜로이드의 이동보다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발생 등을 고려하였다[3.9.38].

I-BET을 위하여 제안된 위치는 FEBEX 부지와 EFP 부지 사이의 JGP 부지이다(<그림 3.9.

24>). 2012년 JGP 부지에서 실리카 졸(silica-sol) 그라우팅 실험에 이용된 시추공은 JGP 

10.001과 JGP 11.001부터 11.003이다. 실리카 콜로이드가 JGP 11.003로 주입되었고 약 2 

m씩 떨어져 있는 3개의 주변 관측공에서 반응이 관측되었다. 시험결과를 통하여 JGP 10.001

이 연결성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JGP 11.001, JGP 11.002 순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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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3.9.24. I-BET 실험을 위한 JGP 부지 위치

I-BET에서는 총 7개의 압축벤토나이트 블록(지름 220 mm, 두께 150 mm, 총길이 = 

1,050 mm)을 사용하였고 팽윤압, 공극수압, 온도, 변형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들을 

35~56개 장착할 계획이다(<그림 3.9.25>). 추적자로는 비반응성 염료, 수착성 추적자, 그리고 

물리적 추적자 등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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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5 압축벤토나이트 센서의 위치

I-BET을 시작하기 앞서 JGP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JGP 11.003이 

실험위치로 적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압축벤토나이트 패커를 제작할 계획이다. I-BET의 잠

정적인 일정은 2016년에 압축벤토나이트 패커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10절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석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석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KURT 지하수 내 우라늄 Redox 반응 확인 및 규명

Ÿ Fe, Mn 등 Redox 반응 영향 원소들의 영향 평가

Ÿ 우라늄 화학종의 장기 안전성평가

Ÿ KURT 지하수 내 우라늄 산화수에 따른 화학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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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Redox 반응에 의한 우라늄 화학종 확인

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시간분해 레이저형광분광(TRLFS) 장비를 이용한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화학종 및 산

화상태 확인하고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Redox 반응 확인 실험 및 지화학코드

(PHREEQC)를 이용한 화학종 계산하였다.

Ÿ 우라늄 Redox 반응에 미치는 Fe, Mn의 영향 분석 실험을 Glove-box를 이용하여 수행

하고 다양한 지화학적 변수(pH, 탄산염농도, Fe/Mn 농도, 반응 시간 등)들의 영향을 평가

하였다.

Ÿ 우라늄 화학종 거동과정 및 메커니즘 분석하고 우라늄 거동과정 관련 열역학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PHREEQC 등 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우라늄 화학거동 모델링체계를 구축하였

다.

Ÿ TRLFS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주로 형성되는 우라늄 화학종을 확인 및 측정

하였으며 EDTA-Ca2+ 화합물 형성을 통한 Ca2+ 농도 적정으로 Ca-UO2-CO3 삼중화합물

의 형성상수를 결정하였다.

Ÿ 분광학적 방법(TRLFS)을 이용한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농도를 정량분석하였고 측정된 

KURT 산화환원 전위와 Fe(II)/Fe(III) 쌍을 이용하여 계산한 산화환원 전위를 통해 

U(IV)/U(VI)의 산화환원 거동을 예측하였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KURT 지하수 내 우라늄 Redox 반응 확인 및 규명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정량화 및 화학종 확인을 위한 시간분해 레이저형광분

광(TRLFS) 장비를 개발하여 설치하였다[3.10.1]. 개발되어 설치된 TRLFS 장치 구성 개요도 

및 실제 설치된 장비들을 <그림 3.10.1>과 <그림 3.10.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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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TRLFS 장치 구성 개요도

그림 3.10.2. TRLFS 시스템에 설치된 장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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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중 존재하는 우라늄 농도 정량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Uranium-Phosphate 착

물 형성을 통해 형광수명 및 형광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지화학적 조건에서 U(VI)의 

정량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TRLFS 시스템을 이용하여 KURT 지하수에 존

재하는 우라늄의 주요 화학종을 확인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의 다중패커가 설치된 약 500 m 심도의 

DB-1 시추공으로부터 지하수를 6가지 심도별로 각각 채취하였다(<그림 3.10.3> 참조). 약 1 

L의 지하수를 플라스틱 용기에 약 400 mL/min의 유량으로 채취하였다. 채취 시에 콜로이드

보다 큰 입자성 물질들의 채취를 막기 위해 450 nm 기공 크기의 필터(Millipak 40, 

Millipore)로 전여과를 실시하였다. <표 3.10.1>에 깊이별로 채취한 지하수의 조성 및 물리화

학적 특성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0.3. (좌)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한 KURT의 위치 및 지질특성, (우) DB-1시추공에서 다

중패커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채취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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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epth 
(up)(m)

Depth 
(down)(m)

Temp.
(℃)

pH　
Eh

(mV)
EC

(μS/cm)
DO

(mg/L)
TDS

(mg/L)
DOC

(mg/L)

I2 41.7 59.7 17.2 8.4 495 157 0.03 167 1.04

I3 91.7 114.7 16.8 8.8 511 130 0.68 126 0.574

I4 115.7 198.7 16.5 8.5 111 143 0.03 151 1.482

I5 199.7 228.7 16.7 8.3 108 174 0.02 124 2.223

I6 229.7 245.7 16.7 8.3 69 172 0.02 176 2.397

I7 246.7 299.7 16.7 8.5 11 170 0.02 163 1.828

Sample
Concentration (mg/L)

Na K Ca Mg SiO2 Cl- SO4
2- NO3

- F- HCO3
-

I2 11.5 0.6 19.7 2.5 19.5 2.2 7.5 0.1 3.0 100.7 

I3 14.1 0.3 14.5 0.3 18.6 2.5 7.1 0.9 3.8 64.1 

I4 16.9 0.5 14.5 1.5 19.5 2.1 6.2 0.0 4.1 85.4 

I5 17.1 5.0 6.2 0.8 17.9 2.1 6.7 0.0 4.2 64.1 

I6 20.9 0.5 15.0 2.2 20.9 2.1 6.1 0.0 4.2 103.7 

I7 26.3 0.3 11.7 0.9 18.9 2.0 6.6 0.1 5.2 91.5 

Sample
Concentration (μg/L)

Al Fe Mn Li Cr Ni Cu Zn Rb Mo Ba

I2 12.3 55.2 4.7 10.3 0.2 0.3 0.8 0.7 1.9 60.5 184.0 

I3 19.2 48.2 0.6 26.1 0.3 0.2 0.4 2.0 1.6 89.8 334.4 

I4 7.3 38.1 28.1 26.2 0.1 0.2 0.3 0.1 1.4 77.2 182.0 

I5 38.3 34.5 3.4 32.1 0.2 0.1 0.4 0.4 12.3 88.5 331.8 

I6 23.3 34.6 5.7 26.6 0.2 0.3 0.5 0.4 2.0 72.3 196.6 

I7 35.1 30.2 3.5 32.6 0.2 0.2 0.5 0.8 1.8 66.2 246.8 

표 3.10.1. KURT로 채취한 지하수 시료들의 특성 및 조성

KURT의 다중패커가 설치된 관측공 DB-1에서 현장 측정된 지하수는 pH 8.4∼8.8로 중알

칼리성 환경을 보여주며 전기전도도는 130∼175 μs/cm 나타냈다(계산된 이온강도 값은 1.8

∼2.3 mM). 대부분의 DB-1 관측공의 지하수 용존산소량(DO)은 매우 낮으며, DB-1천부구간

을 제외하고 Eh값의 감소를 나타내며 이는 환원환경을 지시한다. 관측공 DB-1에서 채취한 

지하수는 DB-1 천부구간에서 Ca-HCO3 형을 나타내다가 깊이가 증가할수록 Na-Ca-HCO3 

형으로 변화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하수 깊이에 따른 Ca-HCO3와 Na-Ca-HCO3 형의 변화

는 암석(광물)과 지하수의 상호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PHREEQC 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산화환원반응모델링

을 수행하여 Eh-pH Diagram을 구하고 우라늄의 화학종을 확인하였다 (<그림 3.10.4>와 <그

림 3.10.5> 참조). 관측공 DB-1에서 관찰된  대부분의 우라늄 최고 농도는 I3(91∼11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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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산화환원전위(Eh)로 볼 경우 산화환경을 지시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그림 3.10.4. KURT DB-1 시추공 I3 구간의 우라늄 농도 관측 결과

그림 3.10.5. KURT DB-1 시추공 I3 구간의 PHREEQC를 이용한 우라늄 화학종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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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e, Mn 등 Redox 반응 영향 원소들의 영향 평가

지하수에 용해되어 존재하는 Fe(II) 이온의 우라늄의 산화환원 반응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접촉시간, pH, Fe(II) 농도 등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실험 결과 염기영역에서 

Fe(II)가 Fe(III)로 산화되고 Fe-oxide 로 침전되는데 이러한 불균질 표면-촉매적 산화

(heterogeneous surface-catalyzed oxidation)에 의한 Fe(II)의 Fe(III)로의 산화과정 이 

U(VI)의 U(IV)로의 환원을 가속화시킴을 확인하였다(<그림 3.10.6> 참조).

그림 3.10.6. Glove-box를 이용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에 미치는 Fe(II) 영향

에 대한 실험 결과

또한 Mn 이온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용액에 존재하는 Mn3O4 나노 입자를 

manganese(II) acetate hydrate (Mn(CH3CO2)2⋅4H2O), PVP(MW = 55,000), 에틸렌글리

콜(ethylene glycol) 용액, NH4OH  용액을 사용하여 합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나노 입자를 

침전시키기 위해 acetone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크기의 나노 입자를 합성하기 위해 각 

시료를 정량적으로 조절하였다. TEM 분석을 통해 측정된 합성된 나노 망간 입자의 크기는 

33±4 nm 와 66±12 nm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10.7> 참조). 아울러 <그림 3.10.8>에 나

타낸 XRD 분석 (Rigaku D/Max-3C diffractometer, Cu Kα radiation source, λ = 

0.15418 nm)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Mn3O4의 JCPDS file no. 80-0382 표준시료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여 산화망간의 순도를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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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합성된 Mn3O4 나노 입자의 TEM 분석 결과 (스케일바는 50 nm임): (a) 33±4 

(b) 66±12 nm

그림 3.10.8. Mn3O4 나노 입자의 XRD 분석 결과: 패턴은 JCPDS file no. 80-0382 표준

시료와 잘 부합함

다양한 망간 산화수(MnIIO, MnIII
2O3, MnIVO2, MnII,III

3O4) 및 크기에 따른 우라늄 redox 

반응 영향 평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망간 원소는 용해된 화학종, 나노 콜로이드, 입자 상

태로 모두 존재하므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반응을 광범위하게 이해하기 위해 용해된 화학종, 

나노 콜로이드, 입자 상태로 존재하는 망간 원소들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상태의 망간 

시료를 준비하였다. 용해된 망간 화학종 형성 과정에 의한 pH, Eh 변화를 산화환경 및 혐기

성 환경에서 측정하였다(<그림 3.10.9> 참조). 공기 중 반응의 경우 pH 및 Eh의 변화가 크게 



- 276 -

나타나지 않으나 혐기성 환경(글러브박스 내 실험)에서는 망간산화물의 산화수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MnO의 경우 혐기성 조건에서 pH와 Eh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더욱 염

기와 환원 조건으로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망간과 우라늄 화학종과의 redox 반

응 영향을 더욱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KURT 지

하수에 존재하는 Fe의 거동을 PHREEQC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평가하였으며 결과를 <그

림 3.10.10∼11>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Mn의 계산 결과를 <그림 3.10.12∼13>에 제시하였

다.

그림 3.10.9. 용존 망간 화학종 생성에 따른 산화 및 혐기 환경에서 ph, E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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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0. KURT DB-1 시추공에서 측정한 Fe의 농도

그림 3.10.11. KURT DB-1 시추공에서 PHREEQC를 이용하여 계산한 Fe의 

화학종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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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2. KURT DB-1 시추공에서 측정한 Mn의 농도

그림 3.10.13. KURT DB-1 시추공에서 PHREEQC를 이용하여 계산한 

Mn의 화학종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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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라늄 화학종의 장기안정성 평가

우라늄 화학종의 장기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변 환경에 따라 안정하게 

형성되는 대표적 우라늄 광물들의 정보를 구축하였다(<그림 3.10.14> 참조).

Ÿ CO3 풍부 환경: Liebigite, Andersonite, Fontanite

Ÿ H2O2 풍부 환경: Studtite, Cage Clusters

Ÿ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풍부 환경: Becquerelite, Schoepite, Metaschoepite, 

Compreignacite

Ÿ 인산염 풍부 환경: Autunite, Torbernite, Phosphuranylite

Ÿ 규산염 풍부 환경: Uranophane, Boltwoodite, Soddyite

그림 3.10.14. 주변 풍부 원소에 따른 안정한 우라늄 광물 정보

아울러 OECD/NEA 열역학데이터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우라늄 화학종 열역학 D/B 구축하

였다(<표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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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2. 우라늄 화학종 및 관련 원소들의 수용액 반응에 대한 열역학 D/B

PHREEQC을 활용한 우라늄 거동과정, 우라늄 열역학 D/B, 우라늄 화학종 반응 k속도론적 

과정 등을 모델링하여 우라늄의 화학적 거동에 대한 이해 및 영향 원소 Fe, Mn 등과의 상호

반응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모델링체계 구축하였다(<그림 3.10.15>). KURT 지하수에 존재

하는 주요 우라늄 화학종은 U(VI)의 Ca-UO2-CO3 삼중복합체 화학종으로 나타났다. 

OECD/NEA[3.10.2] 및 NUREG/CR-6870[3.10.3] 자료와 미국의 유카산 데이터를 통한 

PHREEQC 모델링 계산 결과, KURT 지하수 조건에서 Ca2UO2(CO3)3 화학종이 안정한 우라

늄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그림 3.10.16> 참조). KURT 환경에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우세한 

우라늄 화학종은 높은 pH, 낮은 환원조건에서 UO2(CO3)3
4-, 낮은 pH, 높은 환원조건에서는 

UO2(s)로 나타났다(<그림 3.10.17> 참조). 우라늄 농도 변화에 따른 안정한 우라늄 화학종의 



- 281 -

변화 역시 관찰되어 KURT 깊이별 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농도의 정확한 측정이 중

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URT의 DB-1 시추공 지하수 조건을 바탕으로 하고 OECD/NEA 

열역학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PHREEQC 모델링 결과 SI(saturation index)가 0보다 큰 값을 

나타낸(즉, 침전가능한) 우라늄 광물들도 확인하였다.

그림 3.10.15. 우라늄 화학종 거동 모델링 체계

그림 3.10.16. OECD/NEA 및 NUREG/CR-6870 자료와 미국의 유카산 데

이터를 통한 PHREEQC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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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7. KURT 환경에서 조건의 변화에 따른 안정한 우라늄 화학종 변화

라. KURT 지하수 내 우라늄 산화수에 따른 화학종 확인

TRLFS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주로 형성되는 우라늄 화학종은 U(VI)의 

Ca-UO2-CO3 삼중복합체임을 실험실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그림 3.10.18>). 또한 

EDTA-Ca2+ 화합물 형성을 통한 Ca2+ 농도 적정 방법으로 Ca-UO2-CO3 삼중복합체 화학종

인 CaUO2(CO3)3
2-(log K = 27.10)와 Ca2UO2(CO3)3(aq)(log K = 29.84)의 분광특성과 형

성상수를 결정하였다[3.10.4]. 실험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Ca-UO2-CO3 삼중복합체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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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8. TRLFS로 측정한 Ca2+ 농도변화에 따른 Ca-UO2-CO3 우라늄 복합체의 형광 

피크(위)와 우라닐 이온(UO2
2+)와의 형광 피크(아래)의 비교

표 3.10.3. 측정된 Ca-UO2-CO3 우라늄 삼중복합체들의 형성상수 및 타 연구결과와의 비교

마. Redox 반응에 의한 우라늄 화학종 확인

TRLFS를 이용하여 Uraplex-UO2
2+ 화합물의 수용액 내 U(VI) 농도 정량화를 위한 검량곡

선을 확보하였다. 사용된 광원은 Nd-YAG Laser(파장: 266 nm)이고 사용된 형광증진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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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plex이다. UO2-Uraplex 착물에 의해 증포된 형광신호(형광수명: 약 200∼300 μs)의 측

정한계는 약 5 ppt(약 10∼11 M) 이었으며 3차 증류수인 Milli-Q 실험수에서도 1.8×10-11 

M의 우라늄이 검출됨을 확인하였다(<그림 3.10.19> 참조).

그림 3.10.19. TRLFS를 이용하여 Uraplex-UO2
2+ 화합물의 수용액 내 U(VI) 농도 정량화: 우라늄 농

도에 따른 형광피트(좌), 검량곡선(중앙), Milli-Q 실험수의 우라늄 농도 측정 결과(우)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redox 반응에 의한 화학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redox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극을 이용하여 지하수의 redox를 결정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흡수분광법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극으로 측정된 

KURT 산화환원 전위와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한 

Fe(II)/Fe(III) 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산화환원 전위를 상대 비교하였다(<표 3.10.4>와 <그림 

3.10.20> 참조). 장시간(80일) 측정에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어 신뢰성 있는 산화환원 계산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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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4.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한 KURT DB-1 시추공 지하수에 대한 

Fe(II)/Fe(III) 농도 측정결과

그림 3.10.20. 전극을 이용한 Eh 측정 결과와 Fe(II)/Fe(III)를 이용한 Eh 계산 결과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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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장기 지화학 반응 모델 개발

Ÿ 우라늄 상변화 예측 및 평가

Ÿ KURT 지하수 조건 우라늄 콜로이드 형성 특성 평가

Ÿ 우라늄 고체용액 형성 및 영향 평가

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지하수에서의 우라늄의 열역학반응 상수를 개선, 추가하고 지화학코드(GWB: 

Geochemist’s Workbench)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장기 지화학 반응 

모델을 개발한다. 계산결과는 다른 지화학코드 (PHREEQC 등)의 계산결과와의 비교, 검증

한다.

Ÿ Alpha-spectroscopy, LSC  등을 이용한 KURT 지하수 및 암반에서 238U, 234U, 230Th 

등의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우라늄의 장기 암반-지하수 반응 예측한다. 또한 처분 환경에

서 우라늄 상변화 및 고체상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지화학코드(GWB)를 이

용하여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상변화를 예측한다.

Ÿ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 콜로이드의 종류 및 산화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

라늄 콜로이드를 합성하여 다양한 방법(TEM, Raman spectroscopy, TGA 등)을 이용하

여 콜로이드의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합성된 우라늄 콜로이드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우라늄 콜로이드의 기초특성들(안정성, 흡착특성 등)을 분석한다.

Ÿ KURT 지수화학 조건에서 Uranothorite와 같은 우라늄 고체용액(solid solution)의 형성 

가능성을 기존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확인한다. 이를 통해 우라늄 고체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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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othorite)의 특성 및 형성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우라늄 고체용액 형성 특성을 평가

한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장기 지화학 반응 모델 개발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모델 개발을 위해 상용 지화학코드인 

Geochemist’s Workbench(GWB)[3.11.1]를 이용하였고,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KURT의 

다중패커가 설치된 DB-1 시추공에서 심도별로 채취한 지하수에서의 주요 우라늄 화학종을 계

산하였다[3.11.2]. 계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의 우라늄의 지화학적 반응 및 반응상수들을 <표 

3.11.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1.1>에는 KURT 지하수 시료중 천부(I3)와 심부

(I7) 시료에 대한 화학종 계산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3.11.2>에는 천부(I3)와 심부(I7) 시료

에 대한 pH-Eh 도표 계산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11.3>에는 GWB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KURT 지하수시료들에서 우라늄 화학종 분포 계산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계산결과에 

의하면 모든 지하수 시료들에서 우라늄은 Ca-UO2-CO3 삼중복합체로 존재하고, KURT 지하

수 조건에서 가장 지배적인 화학종은 Ca2UO2(CO3)3(aq)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11.3]. 또한 

이러한 계산결과를 확인하여 위하여 TRLFS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 화

학종을 직접 확인하였으며(<그림 3.11.4>), 계산 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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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eous reactions LogKo

(I=0)a) Aqueous reactions LogKo

(I=0)a)

U4++e-=UO2
+ -9.353 U4++Cl-=UCl3+ 1.72

UO2
2++4H++3e--H2O(l) = U3+ 0.315 UO2

2++Cl-=UO2Cl+ 0.17

UO2
2++e-=UO2

+ 1.484 UO2
2++2Cl-=UO2Cl2(aq) -1.10

U4++H2O(l) - H+=UOH3+ -0.54 U4++SO4
2-=USO4

2+ 6.58

U4++4H2O(l) - 4H+=U(OH)4(aq) -10.00 U4++2SO4
2-=U(SO4)2(aq) 10.51

UO2
2++H2O(l) - H+=UO2OH+ -5.25 UO2

2++ SO4
2-=UO2SO4(aq) 3.15

UO2
2++2H2O(l) - 2H+=UO2(OH)2(aq) -12.15 UO2

2++ 2SO4
2-=UO2(SO4)2

2- 4.14

UO2
2++3H2O(l) - 3H+=UO2(OH)3

- 20.25 UO2
2++ 3SO4

2-=UO2(SO4)3
4- 3.02

UO2
2++4H2O(l) - 4H+=UO2(OH)4

2- -32.40 U4++5CO3
2-=U(CO3)5

6- 34.00

2UO2
2++2H2O(l) - 2H+=(UO2)2(OH)2

2+ -5.62 U(CO3)5
6--CO3

2-=U(CO3)4
4- 1.12

3UO2
2++4H2O(l) - 4H+=(UO2)3(OH)4

2+ -11.90 UO2
2++ CO3

2-=UO2CO3(aq) 9.94

3UO2
2++5H2O(l) - 5H+=(UO2)3(OH)5

+ -15.55 UO2
2++ 2CO3

2-=UO2(CO3)2
2- 16.61

3UO2
2++7H2O(l) - 7H+=(UO2)3(OH)7

- -32.20 UO2
2++ 3CO3

2-=UO2(CO3)3
4- 21.84

4UO2
2++7H2O(l) - 7H+=(UO2)4(OH)7

+ -21.90 3UO2
2++ 6CO3

2-=(UO2)3(CO3)6
6- 54.00

U4++F-=UF3+ 9.42 2UO2
2++HCO3

-+3H2O(l)-4H+=(UO2)2(CO3)(OH)3
- -11.18

U4++2F-=UF2
2+ 16.56 3UO2

2++HCO3
-+3H2O(l)-4H+=(UO2)3O(OH)2(HCO3)

+ -9.67

U4++3F-=UF3
+ 21.89 11UO2

2++6HCO3
-+12H2O(l)-18H+=(UO2)11(CO3)6(OH)12 -25.54

U4++4F-=UF4(aq) 26.34 Ca2++UO2
2++ 3   CO3

2-=CaUO2(CO3)3
2- 25.40b)

U4++5F-=UF5
- 27.73 2Ca2++UO2

2++ 3   CO3
2-=Ca2UO2(CO3)3(aq) 30.55b)

U4++6F-=UF6
2- 29.80 UO2

2++ 2Fe2++2H2O=U(OH)4(aq)   + 2Fe3+ -21.523

UO2
2++F-=UO2F

+ 5.16 UO2
2++ CO3

2-+F-=UO2CO3F
- 13.750

UO2
2++2F-=UO2F2(aq) 8.83 UO2

2++ CO3
2-+2F-=UO2CO3F2

2- 15.570

UO2
2++3F-=UO2F3

- 10.90 UO2
2++ CO3

2-+3F-=UO2CO3F3
3- 16.380

UO2
2++4F-=UO2F4

2- 11.84 UO2
2++Si(OH)4(aq) - H+=UO2SiO(OH)3

+ -1.840

표 3.11.1. GWB를 이용한 계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우라늄 반응모델 및 반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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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KURT 지하수 시료들에서의 주요 우라늄 화학종 계산 결과: (좌) I3 시료, (우) I7 시료

그림 3.11.2. KURT 지하수 시료들에서의 우라늄의 Eh-pH 도표  계산 결과: (좌) I3 시료 (우) I7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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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GWB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KURT 지하수시료들에서 

우라늄 화학종 분포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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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TRLFS를 이용한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화학종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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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라늄의 상변화 예측 및 평가

KURT 암반의 우라늄 동위원소 비교분석을 통한 우라늄 장기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를 위해 

KURT DB-1 시추공 시추코어에서 채취한 암석시료를 Alpha-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우

라늄 동위원소(234U, 235U, 238U)를 분석하고(<표 3.11.2>)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과 암석의 

장기 상호작용을 해석하였다(<표 3.11.3>). 지하수의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결과와 일치하며 암

석 풍화 등이 우라늄 상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표 3.11.2. KURT DB-1 시추공의 암석코어 시료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 결과

표 3.11.3. KURT DB-1 시추공의 지하수와 암석의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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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환경에서 우라늄 상변화에 의해 형성 가능한 우라늄 이차광물 고체상들의 형성과정 및 

메커니즘, 핵종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동향과 연구결과들을 조사,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3.11.4]. <그림 3.11.5∼6>에는 각각 자연우라늄광과 실험실에서 합성한 우라늄광물의 상변

화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아울러 GWB 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형성 가능한 우라늄 고체상을 계산한 결과[3.11.2], Uranophane이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기타 Haiweeite, Soddyite, Schoepite, Coffinite, Uraninite 

등이 형성 가능함이 예측되었다(<그림 3.11.7>과 <표 3.11.4>). 따라서 향후 이러한 우라늄 

이차고체상들에 대한 KURT 지하수 조건에서의 거동 특성(즉, 용해도, 용출률, 상전이, 콜로이

드 형성, 공침, 혼입 등)에 대한 다양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그림 3.11.5. 자연 우라늄광의 우라늄광물들의 상변화 과정들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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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실험실에서 합성한 우라늄 광물들의 상변화 과정들에 대한 설명

그림 3.11.7. GWB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형성 가능한 

우라늄 고체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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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4.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형성 가능한 우라늄 고체상들의 화학식, 형성반응식 및 반응상

수

다. KURT 지하수 조건 우라늄 콜로이드 형성 특성 평가

분해법을 이용하여 산화철 나노콜로이드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산화철 나노콜로이드는 전구

체(iron-oleate)에 대한 계면활성제(oleic acid)의 농도비(1:1, 1:2 그리고 1:4)에 따라 각각 

8.8±0.5, 12.4±0.7, 그리고 14.2±0.8 nm 크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정구조

는 입방정계(cubic crystal system)의 마그헤마이트(γ-Fe2O3)로 나타났다(<그림 3.11.8> 참

조).

그림 3.11.8. 합성된 크기가 다른 산화철 나노콜로이드의 T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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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속 산화물 나노콜로이드의 최적 합성조건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산화철 및 지르코

늄 콜로이드 합성 시 열분해온도(철: 320 °C, 지르코늄: 350 °C), 반응시간(철: 30분, 지르코

늄: 24시간), 계면활성제 비율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하여 최적의 합성 조건을 도출하였다(<그

림 3.11.9>).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라 합성된 콜로이드의 크기 분포를 imageJ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3.11.10>). XRD, Raman spectroscopy, HRTEM 등 다양한 분

석도구들을 활용하여 합성된 콜로이드들의 결정구조특성을 규명해내었다(<그림 3.11.11∼1

2>).

그림 3.11.9. 철과 지르코늄 전구체의 열분해 온도

그림 3.11.10. 계면활성제의 농도에 따른 산화 철 및 지르코늄 콜로이드의 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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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 XRD와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한 산화철(마그헤마이트)의 결정구조 

분석

그림 3.11.12. XRD를 이용한 산화지르코늄의 결정구조 분석

라. 우라늄 고체용액 형성 및 영향 평가

처분 연구에서 우라늄 고체용액 연구의 동향 및 역할을 조사하였다. 처분연구 관점에서 고

체용액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Ÿ UO2 및 MOX 사용후핵연료

Ÿ 유리화고화체

Ÿ 시멘트 (CSH 고체용액)

Ÿ 용기 부식생성물 (Fe(III)/Fe(II) oxyhydroxide 고체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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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벤토나이트 부속광물 (calcite, gypsum, montmorillonite, illite 등)

Ÿ Ra(II)/Ba(II) sulfate 고체용액

Ÿ uranothorite, (U,Th)SiO4 (우라늄-토륨 고체용액) (<그림 3.11.13> 참조)

그림 3.11.13. (a) Coffinite(좌) 및 uranothorite(우) 광물 구조.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다면

체는 각각 U, Th, Si를 대표함

라듐-바륨 고체용액 형성이 지하수 내 라듐 용해도를 제어한 연구결과[3.11.5][3.11.6]를 토

대로 우라늄 고체용액의 형성 역시 지하수 내 우라늄 및 토륨의 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고체용액 연구에 필수적인 분석기술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표 3.11.5>). 

고체용액의 화학종 및 구조 확인을 위한 X-ray 기반 연구장비(방사광가속기) 및 열물성 확인

을 위한 열량계 장비에 대한 국내에서의 접근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기관

과의 국제협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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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5. 고체용액 연구에 필수적인 분석 기술들 정리

우라늄 고체용액 형성 메커니즘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였다(<그림 3.11.14> 참조). 실리카

가 풍부한 조건에서 uraninite(UO2)가 coffinite(USiO4)를 형성하는 coffinitization 반응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UO2+x + H4SiO4(aq) ⇄  USiO4·2H2O + 0.5xO2↑

그림 3.11.14. 우라늄-토륨 고체용액 uranothorite, (U,Th)SiO4 형성 메커니즘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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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lo reactor(가봉), Cigar Lake(캐나다) 등의 천연부지에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남이 확인

되었다[3.11.7][3.11.8]. 우라늄-토륨 고체용액(uranothorite) 형성 메커니즘 역시 이 

coffinitization 반응이 적용될 수 있다. 우라늄/토륨 비가 증가할수록 (Th,U)O2와 무결정성 

실리카의 형성이 증가하고 coffinitization과 유사한 용해/재결정 과정을 통해 uranothorite

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열수조건에서 우라늄-토륨 고체용액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정리하였고(<표 3.11.6> 참조), 

이를 통해 현 KURT 지하수 조건(토륨 1 ppb 이하, 우라늄 수십 ppb에서 수 ppm)에서 우

라늄 고체용액 형성의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으나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등으로 인

해 처분장 조건에서 토륨의 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경우 우라늄 고체용액(uranothorite)의 

형성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산화환원 조건 U(IV) 유지를 위한 환원 조건

Th1-xUxSiO4 0 ≤ x ≤ 0.8 

pH 범위 8∼10

지하수 원소 조건 Si-rich

표 3.11.6. 우라늄-토륨 고체용액 형성에 유리한 조건

제12절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의 광물화 과정 해석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의 광물화 과정 해석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KURT 및 국내 우라늄 함유 광물들 대상의 우라늄 결합구조 및 메커니즘 규명

Ÿ 장기 광물화 과정 및 메커니즘 규명

2. 연구수행 방법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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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KURT 조건에서 형성 가능한 우라늄 광물 조사·분석한다. KURT의 다중패커가 설치된 시

험공 시추코어로부터 깊이별로 암석을 채취하여 기초특성을 분석하고 XRD, EPMA 등 분

광학적 방법에 기반하여 KURT 시료에 대한 결합구조를 확인한다. 아울러 연속화학추출법

을 이용하여 우라늄 분포와 비율을 확인하고 결합특성을 확인한다.

Ÿ 단열암석과 우라늄 장기 상호작용 해석한다. 알파분광기를 이용하여 우라늄 동위원소 농도 

측정 등을 통해 KURT 암석시료의 방사능비와 질량비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라늄 발

생 및 장기 상호작용을 해석한다. 아울러 지구화학적 계산프로그램(예: The 

Geochemist’s Workbench®, Aqueous Solutions LLC.)을 활용하여 KURT 지하수 조

건에서 형성 가능한 우라늄 화학종과 광물들을 확인하고 장기 광물화 과정을 규명한다.

Ÿ 우라늄 광물 합성 및 메타믹트화 작용(metamictization) 해석 연구 기반을 마련한다. 코

핀석(USiO4)과 등결정구조를 갖는 저어콘(ZrSiO4)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친 방사선 영향에 

의한 광물화/비광물화 과정을 확인한다.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KURT 및 국내 우라늄 함유 광물들 대상의 우라늄 결합구조 및 메커니즘 규명

(1) KURT 암석의 기초 특성 분석

KURT의 다중패커가 설치된 시험공(DB-1) 시추코어로부터 깊이별로 화강암 암석을 채취하

였다. <그림 3.12.1>에는 시료를 채취한 KURT의 위치 및 지질 정보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실험에 사용된 암석시료의 주요 특성을 <표 3.12.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시료들의 

사진을 <그림 3.1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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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KURT의 위치 및 지질도

시료 채취심도 (m)
해당 지하수 위치1)

(depth)
주요 광물 (XRD 분석 결과)

A 97 I3 (91.7 ∼ 114.7 m) Quartz, Alkaline feldspar, Plagioclase, Mica/Illite

B 108 I3 (91.7 ∼ 114.7 m)
Quartz, Alkaline feldspar, Plagioclase, Mica/Illite, 

Calcite

C 158 I4 (115.7 ∼ 198.7 m) Quartz, Alkaline feldspar, Plagioclase, Mica/Illite, 

D 202 I5 (199.7 ∼ 228.7 m) Quartz, Alkaline feldspar, Plagioclase, Mica/Illite, 

E 245 I6 (229.7 ∼ 245.7 m)
Quartz, Alkaline feldspar, Plagioclase, Mica/Illite, 

Chlorite, Calcite

1) 해당 지하수에 대한 정보는 문헌[3.12.1]에 제시되어 있음

표 3.12.1. 실험에 사용된 암석들의 주요 특성

그림 3.12.2. 실험에 상용된 KURT DB-1 시추공에서 채취한 암석시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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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시료들은 광물조성, 화학조성, 원소조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쇄기로 20∼84.6 ㎛ 

(300 mesh) 이하의 입자들로 미분쇄하였고 분쇄한 입자들을 균질하게 혼합하여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XRD), X-선 형광 분석(X-Ray Fluorenscence: XRF),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ICP-MS) 등을 실

시하였다.

XRD(Philips, MPD)를 이용하여 분석한 KURT 암석시료들의 광물조성은 <표 3.12.1>에 

이미 제시하였다. XRF(Shimadzu, MXF-2400)로 분석한 암석시료의 화학조성을 <표 3.12.2>

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ICP-MS(Perkin Elmer, DRC-II)로 분석한 암석시료의 원소조성을 

<표 3.12.3>에 제시하였다.

산화물
암석시료에서 함량 (wt.%)

A B C D E

SiO2 74.42 71.95 65.37 70.54 70.89

TiO2 0.18 0.37 0.47 0.58 0.50

Al2O3 14.15 14.15 18.68 14.82 13.53

Fe2O3 1.80 1.43 2.36 1.88 2.52

MgO 0.49 0.54 0.74 0.62 0.65

MnO 0.02 0.03 0.02 0.04 0.08

CaO 0.31 1.69 0.73 1.14 1.89

Na2O 2.27 1.45 4.10 3.61 3.90

K2O 4.53 4.92 4.28 3.81 3.58

P2O5 0.07 0.12 0.22 0.17 0.15

LOIa 2.05 3.08 2.83 2.35 2.04

Total 100.29 99.73 99.8 99.56 99.73

a LOI: Loss of ignition

표 3.12.2. XRF 로 분석한 암석시료의 화학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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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암석시료에서 원소 농도 (μg/g)

A B C D E

Cs 11.2 10.7 18.3 6.14 5.66

Y 15.6 10.9 11.5 12.1 14.9

Ce 60.0 133 79.8 154 124

Eu 0.59 1.33 0.80 1.35 1.33

Th 18.2 30.5 12.9 32.5 17.3

U 13.7 13.2 9.22 4.76 3.67

Nb 26.6 20.7 14.6 25.1 24.0

Co 29.7 30.3 18.9 31.5 51.2

Pb 19.0 604 77.2 19.8 49.6

Zn 60.2 512 54.5 50.7 84.4

Zr 51.0 76.3 49.7 99.6 72.0

Fea 1.55 1.21 1.78 1.68 1.75

Ala 9.22 8.17 9.38 9.00 6.86

Caa 0.14 0.62 0.44 0.51 1.57

Ka 4.52 4.61 4.26 3.70 2.80

Tia 0.061 0.078 0.081 0.18 0.13

Th/U 1.33 2.31 1.40 6.83 4.71

a Weight %

표 3.12.3. ICP-MS 로 분석한 암석시료의 원소 조성

(2) KURT 암석에서의 우라늄 분포 및 결합 형태 분석

KURT 암석에 존재하는 천연 우라늄의 분포 특성과 광물과의 결합 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속화학추출법(Sequential Chemical Extrac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연속화학추출법은 

다양한 광물상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분포와 원소들의 결합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

는 방법이다[3.12.2∼5]. 본 연구에서는 Tessier 등[3.12.2]에 의해 제시된 5단계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12.4>>에 연속화학추출법의 사용된 시약, 시약에 의해 추출 가능한 우라늄 

화학종, 추출절차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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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Reagent
Extractable uranium 

species
Procedure

1 1 M   Sodium 

acetate

(NaOAc)

Uranium sorbed by ion 

exchange (easily 

exchangeable)

The sample(1 g) was shaken with 8 mL of 1.0 

M sodium acetate (NaOAc) at pH 8.2 at room 

temperature for 4 hours.
2 Morgan’s   

solution

Uranium associated with 

carbonate minerals

The residue from step 1 was shaken with 40 

mL of Morgans’s solution (1.0 M sodium 

acetate adjusted at pH 5.0 by acetic acid) per 

g of sample at room temperature for 4 hours.
3 Tamm’s   

acid oxalate 

(TAO)

Uranium associated with 

amorphous 

oxyhydroxides and   

secondary mineral phases

The residue from step 2 was shaken with 40 

mL of Tamm’s solution (10.9 g/L oxalic acid + 

16.1 g/L ammonium oxalate) at pH 3.0 per g 

of sample in the dark for 4 hours.
4 Citrate-dithio

nite-bicarbon

ate

(CDB)

Uranium associated with 

iron oxides

The residue from step 3 was stirred with 40 

mL of CDB solution (1.0 g of sodium 

dithionite and 60 mL of 0.3 M tri-sodium 

citrate + 0.1   M sodium hydrogen carbonate) 

at pH 8.5 per g of sample at 85 oC for half an 

hour. The procedure was then repeated once 

again.
5 6 M HCl Uranium associated with 

clay minerals and 

refractory minerals

The residue from step 4 was stirred with 60 

mL of 6 M HCl per g of sample at 85 °C for 2 

hours.

표 3.12.4. 연속화학추출법에 대한 설명

<표 3.12.5>에는  KURT 화강암 시료들의 각 추출단계를 통해 추출된 우라늄의 양을 제시

하였다. 초기량에 대해 추출된 우라늄의 비율(Usum/U0)는 암석 시료에 따라 32~100% 변화하

는 걸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림 3.12.3>에는 각 추출단계에서에서 추출된 우라늄의 분포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각 추출단계들에서 추출된 우라늄의 비율은 

추출단계와 시료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추출되는 우라늄의 양이 암석시료의 광물

조성과 우라늄의 광물과의 결합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추출 전과 추출 

후의 암석 시료들에 대한 XRD 분석결과를 <그림 3.12.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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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Amount of U extracted from rock samples (µg/g)

A B C D E

1 0.051±0.005 0.181±0.012 0.240±0.010 0.045±0.005 0.096±0.008

2 0.827±0.257 0.707±0.023 0.680±0.010 0.080±0.001 0.333±0.023

3 1.467±0.162 2.787±0.167 1.600±0.144 0.587±0.023 1.333±0.129

4 0.493±0.061 0.440±0.010 1.320±0.100 0.133±0.023 0.533±0.083

5 5.440±0.851 4.860±0.591 1.300±0.125 0.680±0.092 1.780±0.386

Usum 8.278 8.975 5.140 1.525 4.075

U0 13.70 13.20 9.22 4.76 3.67

Usum / U0 60.4% 68.0% 55.7% 32.1% >100.0%

Usum : 각 추출단계에서 추출된 우라늄들의 총량

U0 : 실험에 사용된 초기 암석에 존재하였던 우라늄의 양

표 3.12.5. KURT 암석시료를 이용한 연속화학추출법으로 각 추출단계에서 추출된 우라늄 양

그림 3.12.3. KURT 화강암 시료를 이용하여 연속화학추출법의 각 추출단계에서 추출된 우라늄의 

분포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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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KURT 화강암 시료들을 이용한 연속화학 추출 전과 각 추출단계 후의 XRD 측정 결과: 

(a) 시료 A, (b) 시료 B, (c) 시료 C, (d) 시료 D, (e) 시료 E (Qz (Quartz), Af 

(Alkaline-feldspar), Pl (Plagioclase), Mc/Illite (Mica/Illite), Cal (Calcite), and Chl (Chl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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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에 제시된 결과들 보면, 1단계 추출 결과에서는 매우 적은 양(0.6 ∼ 4.7%)의 

우라늄이 이온교환 가능한 형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방해석(calcite)과 같은 탄산염 광물

과의 결합 형태를 나타내는 2단계 추출 결과는 우라늄이 역시 매우 적은 양으로(5.2 ∼ 

13.2%) 이들 광물과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12.4>에는 연속화학추출 

전과 각 추출단계 이후의 KURT 암석시료의 XRD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암석시료 B에 대

한 <그림 3.12.4(b)>와 시료 E에 대한 <그림 3.12.4(e)>의 결과를 보면 2단계 추출 이후에 방

해석의 XRD 피크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암석시료 A, C, D 등에서 비록 XRD의 

정량적 측정한계(보통 광물함량이 >5% 이어야 관측가능)로 인해 XRD 측정에서 관측되지는 

않았지만 2단계 추출 이후에 주목할 만한 방해석 추출양이 관측되었다. 방해석은 우라닐 탄산

염 복합체 형성[3.12.6∼8], 칼슘 우라닐 삼중복합체 형성[3.12.1][3.12.9∼10] 등을 통해 지

하수에서 방사성핵종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3단계 추출에 의한 비정질 수산화물(amorphous oxyhydroxides) 및 이차광물상과 결합된 

우라늄의 양은 5단계를 제외한 다른 단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17.7 ∼ 38.5%) 편이다. 특

히, 암석시료 D는 가장 높은 우라늄 추출량을 보였는데 이는 암석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우라

늄이 비정질 Fe 및 Al-Si 수산화물들과 결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비정질 수산화물은 

지하수와의 장기간에 걸친 상호작용에 의한 화강암의 풍화에 의해 형성된다. Fe 비정질수산화

물들은 우라늄 수착에 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2.11∼13].

4단계 추출에 의한 결정질 철산화물에 의해 추출된 우라늄의 양은 3단계에 비교해서 그리 

높지 않다(4.9 ∼ 25.7%). 그러나 암석시료 C는 결정질 철산화물로부터 많은 양의 우라늄이 

추출되었음을 보인다. 이것은 비록 XRD 관측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녹니석(chlorite)과 같은 

이차광물 형성이나 풍화과정에 기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연구에서 화강암에서 녹니석이 

우라늄 지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3.12.14].

5단계 추출에서 매우 큰 비율(25.3 ∼ 65.7%)의 우라늄이 추출되었고, 이것은 암석시료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대부분이 화강암의 점토광물들(카올리나이트 및 스멕타이트)과 결합되어 있

음을 시사한다. 점토광물들은 높은 비표면적과 높은 비가역적 수착능으로 인해 핵종이동 지연

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2.11][3.12.15∼16].

(3) EPMA를 이용한 우라늄 결합구조 확인

본 연구에서는 전자탐침미세분석기(Electron Probe Micro-Analyzer: EPMA)를 이용하여 

우라늄의 광물과의 결합 형태 및 존재 형태를 조사하였다. 화강암에서의 우라늄 분포와 우라

늄 광물 확인은 후방산란전자(Back-Scattered Electron: BSE) 이미지와 에너지분산분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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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ED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방법은 무거운 원소들

을 하유하는 광물들은 채도가 배경 광물들에 비해 밝게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EPMA(Shimadzu, EPMA-1610) 분석을 위해 화강암 코어시료를 얇은 박편으로 제작하였다. 

측정은 20 kV 가속전압과 20 nA 전류 조건에서 50 µm 크기의 빔을 조사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나 화강암 암석시료들 중에 오직 암석시료 B에 대해서만 EPMA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

다. 이것은 KURT에는 우라늄 광상이 존재하지 않는 화강암반이고 존재하는 우라늄 광물들과 

균질하지 않게 산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3.12.5>는 KURT 암석시료 B의 풍화된 구역(B2-06)에 존재하는 U과 Th의 분포, 원

소 및 광물 확인을 위한 후방산란전자(BSE) 이미지, 미세 X-선 분광, Th와 U 맵핑 이미지 

등을 보여준다. <그림 3.12.5>는 우라늄의 불균질적 분포 특성을 보인다. 우라늄 광물들이 다

음과 같은 곳에서 발견된다.

Ÿ 인회석(apatite)과 저어콘(zircon)과 같은 이차광물과 수반하여

Ÿ 백운모(muscovite)와 사장석(plagioclase)과 같은 암석 구성광물들의 경계에서

Ÿ 금홍석(rutile)의 경계에서

Ÿ 탄산염(CO3
2-)과 결합된 형태의 알칼리토금속(Rare Earth Element: REE)과 동반하여

또한 소량의 우라늄이 REEs와 치환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된다. 주로 발견되는 REEs는 

La, Ce, Pr, Ns, Sm 등이다(<그림 3.12.5(b)>). 금홍석(TiO2)은 변질된 화강암에서 부수광물

(accessory mineral)로 쉽게 발견되므로 우라늄은 암석시료 B의 변질된 구역에서 금홍석의 

경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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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KURT 암석시료 B(B2-06)에 존재하는 U과 Th의 분포, 원소 및 광물 확인을 위한 후방

산란전자(BSE) 이미지, 미세 X-선 분광, Th와 U 맵핑 이미지: a) a) B2-06 지역의 BSE 이미지, b) 

인회석(apatite)의 EDS, c) REE(CO3)의 EDS; d) Th-U의 EDS; e) 맵핑 구역의 BSE 이미지; f) Th 

맵핑 이미지; g) U 맵핑 이미지. (Mus: 백운모(muscovite), Pl: 사장석(plagioclase), Ap: 인회석

(apatite); Zr: 저어콘(zircon), Ru: 금홍석(rutile), REE(CO3): CO3
2-와 결합된 알칼리토금속(rare 

earth elements), Th-U: U-Th 결합광물)

암석시료 B의 상대적으로 신선한 구역(B2-14)에 대한 BSE 이미지(<그림 3.12.6(a)>)에서는 

우라늄이 다음과 같은 곳에서 발견된다.

Ÿ 암석구성 광물인 백운모의 경계에서

Ÿ 인산염(PO4
2-) 형태의 REEs에서

대전지역 화강암에 대한 이전 연구에서[3.12.17], 우라늄 규산염광물인 코피나이트(coffinite)

와 우라노페인(uranophane) 등이 변질된 화강암에서만 관측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들 광물은 

열수변질된 광물들(녹렴석(epidote), 방해석(calcite) 등)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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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강암에서는 흑운모(biotite)가 갈염석(allanite), 저어콘, 제노타임(xenotime), 육세나이트

(euxenite), 퍼거소나이트(fergusonite)와 같은 부소광물들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들 부수광

물들에서는 우라늄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3.12.6. KURT 암석시료 B(B2-14)에 존재하는 U과 Th의 분포, 원소 및 광물 확인을 위한 후방

산란전자(BSE) 이미지, 미세 X-선 분광, Th와 U 맵핑 이미지: a) a) B2-14 지역의 BSE 이미지, b) 

U-Th의 EDS, c) REE(PO4)의 EDS; d)  맵핑구역의 BSE 이미지; e) Th의 맴핑 이미지; f) U의 맴

핑 이미지 (Qz: 수정(quartz), Mus: 백운모(muscovite), REE(PO4): PO4
2-와 결합된 알칼리토금속, 

Th-U: U-Th 결합광물).

<그림 3.12.5(d)>와 <그림 3.12.6(b)>의 EDS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주요 우라늄광물은 각각 

우라늄 규산염광물인 소다이아이트(soddyite: (UO2)2SiO2·2H2O)와 우라노페인

(Ca(UO2)2(SiO3OH)·5H2O)인 것으로 확인된다. 소다이아이트와 우라노페인과 같은 우라늄 규

산염광물은 우라늄 광상의 변질에 부분에서 주로 확인도고 우라니나이트(uraninite)의 변질의 

결과로 형성된다. 이들은 우라늄 광상의 발생과 우라늄 광상의 수화-산화 풍화 동안 물-암석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들 광물은 또한 방사성폐끼물 처분에서도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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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산화조건에서 지하처분장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붕규산염 유리(borosilicate glass)의 변

질에 의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3.12.17∼19].

(4) 단열암석과 우라늄 장기 상호작용 해석

우라늄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핵종이며 자연에는 238U(99.2745%, t1/2 = 4.468×109 yrs), 
235U(0.7200%, t1/2 = 7.038×108 yrs)), 234U(0.0054%, t1/2 = 2.48×105 yrs)) 등 세 종류

의 우라늄 동위원소가 존재한다[3.12.20]. 우라늄은 주요 화산암이나 화성암의 암석구성 광물

들(석영, 장석, 운모 등)에 소량(<1∼10 mg/L) 포함되어 있고 부수광물들(저어콘, 스핀

(sphene), 인회석 등)에 농집된 양(10∼1000 mg/L)으로 존재한다[3.12.21]. 이렇게 지하 암

반 매질이나 지하수에 편재하는 우라늄의 특성으로 인해 우라늄은 방사성페기물 처분장에서 

방사성핵종의 장기 거동을 연구하는 이상적인 자연유사 핵종으로 고려되고 있다[3.12.22]. 특

히, 긴 반감기로 인해 모핵종인 238U와 딸핵종인 234U(t1/2 = 2.48×105 yrs)는 (백만년 이상 

폐쇄되거나 교란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모든 광물과 암석에서 영년평형(secular 

equilibrium) 상태에 있다. 따라서 234U와 238U의 방사능비(Activity Ratio: AR)는 영년평형 

성태에서 1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물과 암석들이 지하수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방사능비는 

지화학적 조건에 따라 1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러한 우라늄 동위원소의 자연적인 분할

(fractionation)은 다양한 환경지구화학적 연구들, 특히 지하수와 암석의 장기 상호작용에 민

감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3.12.23]. 본 연구에서는 KURT 암석에 존재하는 우라늄 동위원

소들의 방사능비를 활용하여 단열암석과 우라늄의 장기 상호작용을 해석하였다.

KURT DB-1 시추공에서 채취한 암석을 미분쇄한 시료들을 용해와 분리과정을 거친 후에 

알파분광기(alpha-spectrometer, Canberra, Alpha analy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의 자세한 과정은 이전 연구결과[3.12.24]에 제시되었다. <표 3.12.6>에 알파분광기를 이용한 

KURT 암석시료들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와 질량으로 변환된 농도 측정 결과들

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표 3.12.7>에는 <표 3.12.6>에서 제시된 KURT 암석시료들의 우라늄 

동위원소들의 방사능농도와 질량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우라늄 동위원소들의 방사능비

(Activity Ratio: AR)와 질량비(Mass Ratio: MR)를 제시하였다. <표 3.1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KURT 암석시료들의 238U/235U의 AR은 이들 AR의 이론적인 값이 0.046에 매우 가깝고

[3.12.25], 따라서 암석시료에서의 우라늄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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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ctivity (Bq/kg) Concentration (mg/g)

238U 235U 234U 238U 235U 234U

A
146.45

±0.30

6.44

±1.03

133.98

±12.30

1.18×101

±2.39×10-2-2-2

8.96×10-2

±1.29×10-2

5.78×10-4

±5.31×10-5

B
186.07

±0.52

8.47

±0.40

168.75

±9.71

1.50×101

±4.15×10-2

1.06×10-1

±5.04×10-3

7.28×10-4

±4.19×10-5

C
52.75

±0.45

2.66

±0.57

51.97

±4.30

4.24×100

±3.64×10-2

3.33×10-2

±7.07×10-3

2.24×10-4

±1.86×10-5

D
34.21

±0.33

1.56

±0.23 

26.52

±0.65 

2.75×100

±2.67×10-2

1.95×10-2

±2.83×10-3

1.14×10-4

±2.81×10-6

E
57.65

±11.18

2.74

±0.34

56.47

±13.72

4.64×100

±8.99×10-1

3.43×10-2

±4.24×10-3

2.44×10-4

±5.29×10-5

표 3.12.6. 알파분광기를 이용한 KURT 암석시료들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방사능 농도와 질량으로 변

환된 농도 측정 결과

Sample

AR (234U/238U)
AR 

(235U/238U)
MR

(238U/235U)Rock
Corresponding
groundwater

A 0.914±0.086 1.230±0.020 0.049±0.007 148.2±23.5

B 0.907±0.055 1.230±0.020 0.045±0.002 141.6±7.1

C 0.986±0.090 1.261±0.023 0.050±0.011 130.7±28.9

D 0.775±0.011 1.857±0.042 0.046±0.009 142.5±19.3

E 0.975±0.049 2.333±0.031 0.049±0.015 138.1±43.4

표 3.12.7. KURT 암석시료의 계산된 방사능비(234U/238U, 235U/238U)와 질량비(238U/235U) 그리고 해당 

지역 지하수의 방사능비(234U/238U)

<그림 3.12.7>은 KURT 암석에 대한 238U/235U의 MR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238U/235U의 MR은 암석과 물에서 변화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고 137.88이라는 값이 가정

되었다[3.12.26]. 그러나 몇몇 외계행성들[3.12.27]과 저온 환경에서 형성된 지구 시료들

[3.12.28∼29]에서 238U/235U의 MR의 중요한 변화가 관측되었다. 지구환경에서 238U와 235U 

동위원소의 분할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기인한다[3.12.30]:

Ÿ 산화-환원 반응, 특히 U(VI)의 U(IV)로의 환원 (때로는 생물학적 활동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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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용해된 그리고 흡착된 U 화학종 사이의 U(VI) 배위구조의 차이

Ÿ 대륙적 풍화동안의 침출

Ÿ 마그마 작용(magmatic processes)

그림 3.12.7. KURT 암석시료의 238U/235U의 질량비(MR)

이러한 238U과 235U의 동위원소적 분할은 부피의존적(volume-dependent) 또는 질량의존적

(mass-dependent) 작용의 영형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3.12.31] 안정 동위원소 분

할로 간주된다[3.12.32]. 이 경우에 U 핵(nucleus)이 전자를 당기는 능력은 238U와 235U의 핵

에서의 다른 중성자 수에 따라 약간씩 변하게 된다. 이것을 ‘nuclear-volume effect’라고 한

다[3.12.28]. 따라서 238U/235U의 MR의 분할을 이용하면 높고 낮은 온도에서 침출과 산화환

원의 우선적 변화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3.12.28]. 따라서 <그림 3.12.

7>의 결과는 어떤 산화환원 반응이 KURT 암석시료에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포함될 수 있는 산화환원반응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

Ÿ Fe(II) 함유 광물이나 환원 박테리아과 같은 어떤 환원제에 의해 용해된 우라늄 U(VI)의 

U(IV)로의 환원

Ÿ 지하수와의 장기 상호작용에 의해 우라니나이트와 같은 U(IV) 광물의 U(IV)가 U(VI)로 산

화된 후 소다이아이트와 우라노페인과 같은 U(VI) 광물로의 광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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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긴 반감기로 인해 모핵종인 238U와 딸핵종인 234U는 백만년 이상 폐쇄되거나 교

란되지 않은 모든 광물과 암석에서 영년평형(secular equilibrium) 상태에 있다[3.12.20]. 이

러한 조건에서 234U/238U의 AR은 1이다. 그러나 암석이 지하수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234U/238U의 AR 값은 1을 벗어나게 된다. 234U/238U의 AR 값 변화의 근원은 모핵종인 238U의 

알파(ɑ)입자 recoil에 의한 결정손상(crystal defects)과 방사선에 의한 234U의 산화에 기이한 

암반체(rock matrix)로부터 234U의 우선적인 침출이다. 결과적으로 천연수는 전형적으로 234U

가 농축된 1~10 사이의 234U/238U의 AR 값을 가진다[3.11.33]. <표 3.12.7>은 KURT 암석

시료의 234U/238U AR 값을 해당 구역의 지하수에서의 234U/238U AR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모

든 KURT 암석시료에 대해 234U/238U AR 값은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에서의 
234U/238U의 AR 값이 1보다 크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두 결과가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

다. <그림 3.12.8>은 이러한 결과를 도식적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KURT 암석시료들은 영

년평형 상태에서 벗어나 지하수와 상호작용을 하였고, 이로 인해 1보다 작은  234U/238U AR 

값을 보였다.

그림 3.12.8. KURT 암석시료의 234U/238U 방사능비(AR)

<그림 3.1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KURT 암석시료에서 234U/238U AR 값은 1보다 작은 

것은 아마도 238U에 비해 234U의 지하수로의 우선적인 침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

히 낮은 심도에서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234U는 238U에 비해 산화상태인 

U(VI)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3.12.34∼35]. 또는 alpha-recoil 효과에 의한 우선적인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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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때문일 수 있다[3.12.36].

산화조건에서는 234U/238U AR 값이 약 1이고, 환원 전이지역에서는 234U/238U AR 값은 ≥

1이고, 환원조건에서 약 1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었다[3.12.35]. KRUT 암석시료 D는 매우 낮

은 234U/238U AR 값(0.775)을 보이는데 이것은 해당 암석이 지하수와 매우 강하게 상호작용

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암석시료 D의 낮은 234U/238U AR 값은 해당 지역에서 따른 지하수

의 유동속도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암석시료 D의 해당지역에서의 수력학적 전도도 

값이 낮은 심도의 다른 암석시료 지역의 지하수보다 1∼2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12.37]. 따라서 <그림 3.12.8>의 결과는 KURT 암석에서(특히 낮은 심도의 암석시료에서) 

우라늄이 산화 지하수에 의해 우선적으로 침출되어 지하수와의 장기 상호작용에 의해 U(VI) 

규산염 우라늄광물로 광물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나. 장기광물화 과정 및 메커니즘 규명

(1) KURT 기반 우라늄 장기 상호작용 해석 및 광물화 과정 분석

우라늄은 자체적으로 매우 복잡한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을 지하 환경에서도 매우 복합한 지구화학적 거동을 보이는 핵종이다.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을 구성하는 중요 핵종일 뿐만 아니라 심층처분의 안전성 연구를 위한 

자연유사 핵종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십만 년 이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

물 심층 처분장 환경에서 우라늄의 장기 거동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하수에 

용해되어 처분장으로부터 환경으로 유출되어 이동하는 우라늄의 광물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우라늄의 이동 지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 과정들에 대한 이해와 주요 메커

니즘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유출된 우라늄의 이동은 복잡하고 복합적인 과정들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지하수에서의 우라늄의 용해도와 화학종은 pH, Eh, 주요 지하수 이온들의 조

성과 농도, 온도, 염도(salinity) 등에 의존한다[3.12.37].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주

요 인자는 지하수 유동 경로인 균열 암반과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암반과의 상호작용 기간

이 길면 길수록 원래 지표수로부터 제공된 신선한 지하수의 조성과 특성이 많이 변하게 될 것

이다. 우라늄은 천연수에서 주로 U(VI)와 U(IV) 산화상태로 존재한다. 전형적인 자연조건에서 

U(VI)는 탄산염 등 다른 리간드와 반응하여 안정적이고 용해성이 있는 복합체를 형성하며 이

들은 매우 이동성이 높다[3.12.38]. 그러나 환원환경에서 U(VI)는 용해도가 낮은 U(IV)로 환

원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라늄의 장기상호작용과 광물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KURT 지하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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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형성 가능한 우라늄 화학종과 형성 가능한 우라늄광물들을 지구화학적 계산프로그램인 

GWB(The Geochemist’s Workbench®, Aqueous Solutions LLC.)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확인하였다. 계산은 GWB 9.0 버전[3.12.39]을 이용하여  KURT 암석시료에 해당하는 지하

수조건(참고문헌 [3.12.1] 참조)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계산에 고려된 우라늄 화학종들의 열

역학적 형성상수(formation constant)는 OECD-NEA 열역학자료들[3.12.40]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NEA 자료들에서 제시되지 않은 칼슘-우라닐-탄산염 복합체들(CaUO2(CO3)3
2-와 

Ca2UO2(CO3)3(aq))에 대한 열역학적 형성상수 값은 Bernhart 등이 제시한 값들을 사용하였

다. 즉, CaUO2(CO3)3
2-의 log Ko = 25.40±0.25, Ca2UO2(CO3)3(aq))의 log Ko = 

30.55±0.25 등이 사용되었다. 주요 계산에 이용된 주요 우라늄 화학종과 형성상수 값들은 

본 연구의 이전 연구결과[3.12.24]에 제시되어 있다.

KURT 암석시료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하수 조건[3.12.1]에서 형성 가능한 주요 우라늄 화

학종 계산 결과를 <표 3.12.8>에 제시하였다. 모든 KURT 지하수에서 주요 우라늄 화학종은 

Ca2UO2(CO3)3(aq)(di-calcium uranyl tri-carbonate) 복합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계산결과는 KURT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행한  TRLFS를 이용한 화학종 측정 결과에서 확인되

었다[3.12.24]. 아울러 우라늄 화학종의 분포 특성도 낮은 Ca2+ 농도를 가진 I5 지하수 시료

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하수에서는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a2+가 KURT 지하

수에서 우라늄의 화학종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인 것으로 판단된다[3.12.24].

U species
Percentages of U species in KURT   groundwater samples

I3 I4 I5 I6

Ca2UO2(CO3)(aq) 91.968 91.494 69.951 91.297

CaUO2(CO3)
2- 2.789 2.789 4.651 2.748

UO2(CO3)3
4- 4.463 4.609 15.864 4.601

UO2(CO3)2
2- 0.716 1.054 8.695 1.295

UO2(CO3)(aq) 0.006 0.012 0.228 0.019

UO2(OH)3
- 0.043 0.017 0.178 0.009

UO2CO3F
- 0.007 0.017 0.324 0.027

UO2(OH)2(aq) 0.008 0.007 0.108 0.005

표 3.12.8. KURT 암석시료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하수 조건[3.12.1]에서 형성 가능한 주요 우라늄 화학

종 계산 결과

<그림 3.12.9>는 KURT 암석시료 해당 지하수조건에서 계산한 형성 가능한 우라늄 광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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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와 포화도(Saturation Index: SI)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SI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log
 

여기서 Q = 이온활동도(ion activity) 곱, Ksp = 용해도(solubility) 곱이다.

그림 3.12.9. KURT 암석시료 해당 지하수조건[3.12.1]에서 계산한 형성 가능한 우라늄 광

물들의 분포와 포화도(Saturation Index: SI) 계산 결과.

주어진 KURT 지하수 조건에서 가장 형성가능성이 높은 우라늄 광물은 규산염광물들인 우

라노페인(uranophane), 하이위아이트(haiweeite), 소다이아이트(soddyite) 등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에서 측정된 EPMA 결과들과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수행한 EPMA 분석결과,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결과, 우라늄광물 형성 계산 

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KURT 암석시료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우라늄의 장기광물화 과정

과 주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Ÿ EPMA 분석결과에 의하면 KURT 암석시료에서 발견되는 우라늄광물은 U(VI) 규산염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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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우라노페인, 소다이아이트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규산염과 탄산염, 칼슘 등이 

함께 존재하고 산화상태 화강암반 지하수인 KURT 지하수 조건에서는 우라노페인, 하이위

아이트, 소다이아이트 등의 광물들이 형성된 것으로 계산되어 EPMA 관측 결과와 일치함

을 보였다.

Ÿ KURT 암석들에 대한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결과와 EPMA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우라늄

광물들은 산화상태 지하수와이 장기 상호작용, 즉 후기 열수에 의한 변질 및 교대작용

(post-magmatic hyrothermal alteration and replacement processes)에 의해 암석에 

있던 U(IV)의 우라니나이트 광물들이 용해 침출되고 화강암반 지하수의 화학적 조건에 따

라 암석 구성광물들의 경계나 이차광물들과 결합되어 우라노페인 및 소다이아이트와 같은 

규산염광물로 재광물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우라늄 광물 합성방법 및 메타믹트화 작용 분석

메타믹트화 작용(metamictization)은 방사선에 의하여 광물의 결정격자가 파괴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라늄이나 토륨을 함유한 광물이 방사선 붕괴로 인해 방출되는 알

파입자에 의해 결정구조가 파괴되어 나타나게 되고 파괴된 결정구조는 결과적으로 유리화된 

도메인을 형성하게 된다. 이 작용은 지르콘(ZrSiO4) 광물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메타믹

트화 작용을 통하여 비정질화된 광물은 악티나이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용해율로 인해 

보다 높은 이동성을 나타내었다[3.12.41].

지르콘(USiO4) 광물은 대표적 4가 우라늄 광물인 coffinite(USiO4)와 토륨 광물인 

thorite(ThSiO4)와 같은 결정구조를 갖는다. 지르콘은 결정학적으로 tetragonal, I41/amd 그

룹에 속하고, 그 구조는 edge-sharing SiO4 tetrahedra와 ZrO8 triangular dodecahedra

가 c축과 평행하게 주기성을 갖고 구성되어 있다.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천연 지르콘 광물은 

대부분 우라늄 및 토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런 지르콘 광물은 핵무기 관련한 플루토늄(Pu)의 

처분을 위한 모상(host phase)으로도 제안되었다[3.12.42].

메타믹트화 작용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 천연지르콘(S4, S5)과 합성지르콘(S1, S2, S3) 

시료에 대하여 분광학(예: XRD, Raman)에 기반하여 비교분석하였다(<그림 3.12.10>). XRD 

결과는 천연지르콘과 합성지르콘 시료 모두 명확한 결정성을 나타내고 메타믹트화 작용에 의

한 비결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그림 3.12.10(a)>). 아울러, 천연지르콘의 경우 소량의 이

차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르콘의 높은 결정성으로 인해 이차상의 peak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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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0. 코핀석(USiO4)와 등결정구조를 갖는 저어콘(ZrSiO4) 시료의 

(a) XRD 와 (b) Raman 스펙트럼

라만분광학 분석결과는 천연지르콘과 합성지르콘에서 얻어진 peak들의 강도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000 cm-1 부근에서 Si-O stretching에 의해 나타나는 두 

peak의 상대 강도와 위치의 차이로 인해 메타믹트화 작용이 천연지르콘 구조 내에서 SiO4 

tetrahedra 그룹의 비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서는 EXAFS 등의 방사광가속기 기반 실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12.11>은 천연지르콘과 합성지르콘에 대한 xrf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이미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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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찰한 결과, 천연지르콘의 경우 그 grain이 명확히 보였고(<그림 3.12.11(a)>) 그들 중 소

수에서 우라늄 XRF 분광을 확인(<그림 3.12.11(c)>)할 수 있었다. 이는 지르콘 내 우라늄 분

석에 있어 우라늄의 농도가 중요함을 나타낸다. 반면, 합성지르콘의 경우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가늘고(<그림 3.12.11(b)>) 우라늄 분광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그림 3.12.11(d)>). 따라서 

XRF 분석을 통해 천연지르콘 내에 우라늄이 결합(incorporation)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2.11. (a) 천연 저어콘(ZrSiO4) 과 (b) 합성 저어콘 (ZrSiO4) 에 대한 XRF 이미지 와 해당 

스펙트럼 ((c) 천연, (d) 합성)

처분환경에서 우라늄 등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고상상태(solid-state)에서의 장기 거동 이해

를 돕기 위해 우라늄 방사선 영향에 의한 메타믹트화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분광

학 등에 기반하여 지르콘 광물 내 존재하는 우라늄의 알파 붕괴에 의한 메타믹트화 작용을 해

석하였다. 이런 작용에 의해 비정질화/유리화가 진행된 광물은 핵종의 용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보다 높은 핵종 이동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고상상태(solid-state)의 작

용이 우라늄 등의 장기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대한 해석연구가 처분안전성에 큰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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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 및 평가방법 개
발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 및 평가방법 개발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우라늄의 장기 안정성 및 거동 예측 방법론 개발

Ÿ 우라늄 이동 영향 평가

Ÿ Safety Case 활용방안 개발 자료정리 및 보고서

2. 연구수행 방법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KURT 단열암반에 함유된 우라늄 광물 확인 및 결합구조 분석한다. 우라늄 동위원소 분

석, EPMA, 연속화학추출법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확인하여 우라늄 장기안정성 평가에 활

용한다.

Ÿ 고체상 우라늄의 열역학자료(예: 형성엔탈피)를 이용하여 우라늄의 광물학적 안정성을 분석 

및 평가하고 우라늄 광물과 단열암반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해석한다. KURT 조건에

서 존재하는 관심 우라늄 광물에 대한 형성엔탈피 자료를 구축한다. KURT 조건에서 풍부

한 구성요소(예: Si, Al 등)와 광물형성 반응조사 및 상대적 안정성을 예측하여 장기 거동

을 해석에 활용한다.

Ÿ KURT 단열암반에 함유된 우라늄의 용출 특성을 평가한다. Glove-box 하에서 다양한 지

하수 조건에서 암반에 함유된 우라늄의 용출특성을 평가하고 우라늄 결합구조 및 용해 특

성을 평가한다. KURT 기반 지하수 및 단열암반 우라늄 거동을 규명한다.

Ÿ 2단계 연구개발 내용인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 수행내용 뿐만 아니라 

1단계 수행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방법을 활용하여 KURT 기반 

Safety Case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 기술 개발 과제

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및 작성하는 Safety Case 보고서 내용 중 핵종 이동 및 누출, 자연 

및 인공유사물, KURT조건 핵종 용해도 분야를 정리 및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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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우라늄의 장기안정성 및 거동 예측 방법론 개발

(1) KURT 단열암반에 함유된 우라늄 광물의 장기안정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KURT 단열 암반에 존재하는 우라늄 광물의 장기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광학적 방법인 EPMA 방법을 활용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KURT 내 시추공 DB-1은 총 시

추심도가 약 500 m로 8개의 다중패커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특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추

공이다. DB-1 시추공(심도 108∼109 m 구간)에서 채취한 암석 시료들은 직경 74 ㎛ (200 

mesh) 이하의 입자들로 미분쇄하였다(<그림 3.13.1> 참조). 기초특성 분석을 위해 분쇄한 입

자들을 균질하게 혼합하여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XRD), X-선 형광 분석

(X-Ray Fluorenscence: XRF),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 ICP-MS) 등을 실시하였다.

그림 3.13.1. KURT DB-1 시추공에서 채취한 화강암 시추코어 시료들

편광현미경 및 전자탐침현미 분석(Electron Probe Micro Analysis: EPMA)을 수행하기 위

해 시추공 DB-1에서 채취한 암석 시추코어(DB-1-18, DB-1-19, DB-1-28) 박편을 이용하였

다. 시료는 각각 DB-1-18의 심도 97.6 m, 99 m 구간과 DB-1-19의 105.1 m 구간, 

DB-1-28의 156.2 m 구간에서 채취한 시추코어이다. 시추코어의 일부를 <그림 3.13.2>와 같

이 절단하여 Chip 형태로 제작 후 최종적으로 연마박편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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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EPMA 분석을 위해 이용한 암석코어 시료와 박편시료들(J1, J2, J5, J17 등)의 

위치

KURT를 구성하는 화강암 시료의 광물동정을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XRD)을 실시

하였다. 충고분해능 X-선 회절 분석기(D8 Discov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사 범위인 2

θ 값은 5°에서부터 90°까지 측정 하였다. 화강암 시료의 화학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X-선 형

광 분석(XRF)을 수행하였다. XRF(Shmadzu, MXF-2400 Multi channel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온도 24±3℃, 습도 40±10% 조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화강암 내 우라늄

과 토륨 및 희토류원소들의 함량 분석을 위해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 분석(ICP-MS)을 수행

하였다. 시료를 완전 분해 후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 시 불산(HF) 및 과염소산(HClO4), 질산

(HNO3)을 이용하였으며, ICP-MS(Thermolemental, X series)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암석시

료의 기초 특성 분석에 사용된 시료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분쇄한 시료를 균질하게 혼합하여 

각각 3 g(XRD), 5 g(XRF), 1 g(ICP-MS)을 각각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X-선 회절분석 결과, 화강암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광물인 석영 및 장석류, 운모류들이 확인

되었다(<그림 3.13.3> 참조). 그 외에 미미하지만 녹니석과 견운모, 크리스토발라이트

(cristobalite), 인산 알루미늄(aluminium phosphate) 광물 등이 미량으로 수반된다. 견운모

는 보통 열수작용에 의해 생성된 미세한 백운모의 일종으로 화학성분이 백운모와 거의 동일하

지만 칼륨(K) 함량이 다소 낮고 수분(H2O) 함량이 다소 높다. 석영은 열과 압력에 의해 다양

한 동질이상(polymorphism) 광물을 형성하는데 크리스토발라이트(SiO2)는 석영이 고온의 열

에 의해 변질되어 형성된 광물이다. 따라서 견운모, 녹니석, 크리스토발라이트와 같은 이차 광

물이 확인된 것은 후기 열수에 의한 변질작용이 수반되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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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KURT 화강암 시료의 XRD 측정 결과

<표 3.13.1>은 미분쇄한 시료를 3개로 나누어 X-선 형광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며 주원소 함

량은 3개의 시료 모두 거의 동일한 값을 보인다. 또한 Harvey and Tracy[3.13.1]가 제시한 

화강암 화학성분 평균함량과 비교 해보았을 때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

나 Al2O3와 K2O, Na2O는 화강암의 평균값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X-선 회절분석 

결과로부터 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Al2O3는 인산 알루미늄 광물로 인해 평균치 보다 

약간 높은 분석값을 나타내며 K2O와 Na2O의 차이는 KURT의 화강암을 구성하는 광물이 주

로 K를 함유하는 백운모, 견운모, 미사장석의 비율이 높고 Na를 함유하는 조장석의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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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s
Sample No.

XR- XR-2 XR-3

SiO2 71.50 71.45 71.33

Al2O3 15.53 15.49 15.53

Fe2O3 1.84 1.82 1.85

CaO 0.90 0.89 0.91

MgO 0.65 0.63 0.64

K2O 5.05 5.03 5.06

Na3O 1.44 1.47 1.49

TiO2 0.46 0.46 0.46

MnO 0.02 0.02 0.02

P2O5 0.13 0.13 0.13

Igloss 2.67 2.68 2.66

Total 100.19 100.07 100.08

표 3.13.1. XRF를 이용한 KURT 화강암 시료의 화학조성 분석결과(wt.%)

우라늄과 토륨, 희토류원소에 대한 ICP-MS 분석결과를 <표 3.13.2>에 정리하였다. 분석한 

2개의 시료는 동일한 시료로 약간의 함량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함량을 나타낸다. 

Smyslov[3.13.2]에 의하면 일반적인 화강암(granite, K≈Na)에서 우라늄과 토륨의 평균함량

은 약 4.5 mg/kg, 18 mg/kg이며, 알칼리 화강암(alkaline granite, K > Na)의 우라늄, 토

륨 평균함량은 각각 약 6 mg/kg, 25 mg/kg이다. KURT를 구성하는 화강암의 우라늄 함량

은 4.75 mg/kg, 5.30 mg/kg의 함량을 나타내며 토륨의 함량은 27.22 mg/kg, 27.96 

mg/kg으로 알칼리 화강암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또한 Harald[3.13.3]가 제시한 화강암의 

희토류원소(Rare Earth Elements: REEs) 평균함량과 비교해 보면 희토류원소 중 세륨(Ce)과 

같은 경희토류 원소(Light Rare Earth Elements: LREEs)는 다소 높은 함량을 보이는 반면에 

중희토류 원소(Heavy Rare Earth Elements: HREEs)인 이트륨(Y)은 평균함량 보다 다소 낮

은 함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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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Sample No.

DB-MS1 DB-MS2

U 4.75 5.30

Th 27.22 27.96

Zr 113.30 98.40

Y 10.76 11.22

Ce 131.37 134.54

La 69.95 72.37

Pr 13.59 13.51

Nd 45.14 45.52

Sm 6.92 6.68

Eu 0.93 0.94

Gd 3.36 3.23

Tb 0.45 0.43

Dy 2.58 2.65

Ho 0.43 0.41

Er 1.16 1.16

Tm 0.16 0.20

Yb 1.11 1.24

Lu 0.17 0.16

Nb 25.42 26.09

Mo 0.78 0.45

표 3.13.2. ICP-MS를 이용한 KURT 암석시료에 함유된 주요 원소 및 

REE 조성 분석 결과(mg/kg)

KURT를 구성하는 화강암의 U-Th 함유광물의 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EPMA 분석을 실

시하였다.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EPMA(SHIMADZU 1600)을 이용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15 kV, 전류 20 nA이며, 빔 크기는 1 ㎛이다. U-Th 

함유광물들은 일반적으로 화강암 내에서 크기가 매우 작고 편광현미경 하에서는 검은 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금속광물과 구분이 어렵다. 그러나 후방산란전자영상(BackScattered 

Electron Image: BSE) 하에서는 원자량 차이에 의한 뚜렷한 흑백의 명암 차이를 보인다. 따

라서 우라늄과 토륨 등의 악티나이드 원소들은 원자량이 크기 때문에 원자량이 낮은 원소로 

구성된 주 구성광물과 명암차이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BSE 상에서의 명암의 차이에 의해 

확인된 광물에 대하여 EPMA의 에너지분산분광기(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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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광물구성 원소에 대한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EDS에 의해 U-Th 함유광물로 확

인된 광물에 대하여 파장분산분광기(Wavelength Dispersive Spectrometer: WDS)로 광물

에 대한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라늄과 토륨을 함유한 광물은 BSE 상에서 보통 약 30 ㎛ 이하의 크기이며, 최대 약 50 

㎛의 크기로 주 구성광물인 석영 및 장석류, 운모류 등의 경계 그리고 인회석과 황철석 내부

에서 대부분 타형 또는 산점 상으로 산출된다(<그림 3.13.4> 참조). U-Th 함유광물로 확인된 

JK-1∼JK-8의 EDS 정성분석 결과, 대부분 U, Th 및 Si, O 등의 원소들이 확인된다. 또한 

일부 Ca, P, Fe, Y, La, Ce, F, C, Mo 등의 원소들이 확인되는데, 이는 U-Th 함유광물 주

변에서 산출되는 인회석, 황철석, 모나자이트, 바스티네사이트 및 열수작용에 의해 형성된 주

변 광물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U-Th 함유광물은 희토류원소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데 이는 악티나이드와 란타나이드가 화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3.13.4]. 특히 +4가

의 우라늄은 이트륨의 이온반경과 매우 유사하며, +4가의 토륨은 세륨과 이온반경이 매우 비

슷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희토류원소는 U-Th 함유

광물 내에서 우라늄과 토륨의 일부분을 치환하여 광물을 구성한다.

그림 3.13.4. U-Th 함유 광물들의 BSE 이미지와 EDS 피크

 

U-Th 함유광물인 JK-1∼JK-8에 대하여 WDS로 정량분석을 실시하여 <표 3.13.3>에 정리

하였다. JK-1∼JK-8의 정량분석 결과 주로 UO2, ThO2, SiO2가 광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부 Y2O3, Ce2O3, La2O3, ZrO2, P2O5, CaO 등이 확인된다. UO2는 3.39∼

33.19wt.%의 함량 범위를 나타내며 평균함량은 11.20wt.%로 확인된다. ThO2는 41.61∼

50.24wt.%의 함량 범위를 보이며 평균함량은 48.20wt.%로 나타난다. SiO2의 함량은 15.43

∼18.6wt.%로 확인되며 평균함량은 16.63wt.%을 나타낸다. JK-1∼JK-8에서 UO2와 Th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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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SiO2가 광물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59∼34.90%, 43.76∼59.28%, 17.06∼

20.95%로 확인되며 UO2, ThO2, SiO2이 광물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광물의 존재형태를 추정해 볼 때 우라늄과 토륨이 광물에 일부 치환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광물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lement JK-1 JK-2* JK-3* JK-4* JK-5* JK-6* JK-7* JK-8

ThO2 41.61 50.21 50.07 49.79 50.24 49.32 50.19 44.17

UO2 33.19 4.06 4.12 5.03 3.72 10.57 3.39 25.48

Y2O3 0.23 5.29 3.99 2.88 2.09 1.47 1.76 0.94

ZrO2 0.01 1.34 2.79 1.68 1.86 0.04 2.82 0.05

La2O3 - 0.04 - 0.88 0.11 0.02 - -

Ce2O3 - 0.07 0.03 2.00 0.25 0.05 0.14 0.01

HfO2 - 0.07 0.01 0.02 0.12 - 0.12 0.02

SiO2 16.97 16.00 15.43 18.60 16.96 16.84 16.36 15.9

P2O5 0.23 2.39 1.57 0.99 5.80 0.86 6.96 0.98

Al2O3 - 0.37 0.25 0.43 0.44 0.21 0.49 -

F 0.23 0.37 0.59 1.22 0.56 0.44 0.58 0.17

CaO 1.56 1.80 1.13 4.20 6.38 1.08 9.84 1.62

TiO2 0.11 0.54 3.92 0.11 0.21 0.07 0.04 0.03

Na2O - 0.26 0.23 0.04 0.02 0.00 0.02 -

K2O 0.10 0.16 0.13 0.17 0.08 0.13 0.13 0.09

FeO 0.23 1.52 0.64 0.61 1.18 1.70 1.23 3.45

MgO 0.00 0.20 0.06 0.01 0.03 0.04 0.04 0.01

MnO 0.06 - 0.03 0.01 0.06 0.06 0.03 0.14

PbO2 0.56 0.23 0.17 0.13 0.20 0.29 0.16 0.03

Total(wt.%) 95.09 84.91 85.15 88.80 90.31 83.20 94.27 93.04

* U, Th Overflow

표 3.13.3. XRF로 분석한 U-Th 함유 광물들의 화학조성(wt.%)

JK-1과 JK-8을 제외한 JK-2∼JK-7은 정량분석 시 우라늄과 토륨이 과잉(overflow)으로 

측정 되었다. 이는 정량분석에 사용되는 우라늄과 토륨의 표준시료가 소량일 경우, 분석 시 과

잉되어 제한된 우라늄과 토륨의 함량이 측정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JK-2∼JK-7 분석

에서 측정된 우라늄과 토륨은 WDS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시료 보정 시 현재 측정된 함량 보

다 높은 함량을 나타 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추후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정

량분석 결과 총 함량이 100wt.%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Foster[3.13.5]가 제시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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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Ÿ 광물에 흡수된 물(H2O) 분자 또는 OH⁻가 광물 내에서 SiO2를 대체하는 경우

Ÿ 천연 상태의 암석에서 U-Th 함유광물 밀접한 원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지만 일부 누락

된 원소가 존재하는 경우

Ÿ U-Th 함유광물은 광화대(또는 광상)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화강암에서 수 ㎛의 크기로 존

재하기 때문에 분석 시 전자빔의 초점 및 위치 선정에 따라 주변광물의 영향을 받는 경우

그러나 위에 서술한 세가지 요인들은 분석결과로부터 판단할 때 광물을 구성하는 총 함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결과 및 화학구조식을 해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U-Th 함유광물의 정확한 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에 제시된 계산 절차에 따

라 화학구조식을 작성 하였다. 화학구조식의 계산은 <표 3.13.3>에 정리한 산화물(oxide) 형

태의 각각 원소의 wt.%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식(3.13.1∼5)). 각 원소의 산화물 형태 

wt.%을 산화물의 분자량 값으로 나누어 분자비를 계산하고(식(3.13.1)),분자비를 이용하여 양

이온비, 음이온비를 계산하였다(식(3.13.2∼3)). 이때 계산한 양이온비는 음이온비 합과 수와 

산소의 수로 재계산하였으며(식(3.13.4)) 마지막으로 양이온비에 곱하여 양이온수(식(3.13.5))

를 결정하였다. 최종 계산결과를 <표 3.13.4>에 제시하였다.




 (3.13.1)

⇒ ×   (3.13.2)

⇒ ×   (3.13.3)

⇒ 


(3.13.4)

⇒ ×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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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JK-1 JK-2* JK-3* JK-4* JK-5* JK-6* JK-7* JK-8

Th 0.53 0.62 0.61 0.57 0.54 0.65 0.50 0.56 

U 0.41 0.05 0.05 0.06 0.04 0.14 0.03 0.32 

Y 0.01 0.15 0.11 0.08 0.05 0.05 0.04 0.03 

Zr - 0.04 0.07 0.04 0.04 - 0.06 - 

La - - - - - - - - 

Ce - - - - - - - - 

Hf - - - - -  - - - 

Si 0.95 0.87 0.82 0.93 0.79 0.98 0.72 0.89 

P 0.01 0.11 0.07 0.04 0.23 0.04 0.26 0.05 

Al - - - - - - - - 

F - - - - - - - - 

Ca 0.09 0.10 0.06 0.23 0.32 0.07 0.46 0.10 

Ti - 0.02 0.16 0.00 0.01 - - - 

Na - - 0.00 0.00 - - - - 

K 0.01 0.01 0.01 0.01 - 0.01 0.01 0.01 

Fe 0.01 0.07 0.03 0.03 0.05 0.08 0.05 0.16 

Mg - - - - - - - - 

Mn - - - - - - - 0.01 

Pb 0.01 - - - - - - - 

* U, Th overflow

표 3.13.4. Oxygens에 기초한 양이온수(Cation number)

<표 3.13.5>는 <표 3.13.4>에 정리한 양이온수를 이용하여 U-Th 함유광물의 화학구조식을 

해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광물 내에서 토륨이 우라늄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나 JK-1과 

JK-8에서는 우라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JK-2∼JK-7은 JK-1과 JK-8에 

비해 우라늄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JK-2∼JK-7 정량분석 시 소량의 표

준시료에 의한 과잉으로 나타난 시료들로 제한된 우라늄과 토륨이 측정되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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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Empirical Formula

JK-1 (Th0.53U0.41X0.x)(Si0.95E0.e)O4

JK-2* (Th0.62U0.05X0.x)(Si0.87E0.e)O4

JK-3* (Th0.61U0.05X0.x)(Si0.82E0.e)O4

JK-4* (Th0.57U0.06X0.x)(Si0.93E0.e)O4

JK-5* (Th0.54U0.04X0.x)(Si0.79E0.e)O4

JK-6* (Th0.65U0.14X0.x)(Si0.98E0.e)O4

JK-7* (Th0.50U0.03X0.x)(Si0.72E0.e)O4

JK-8 (Th0.56U0.32X0.x)(Si0.89E0.e)O4

[X = REEs, Zr/ E=P, Al]

* U, Th overflow

표 3.13.5. U-Th 함유 규산염 광물들의 계산된 경험(empirical) 조성식

 

KURT를 구성하는 화강암에서 산출되는 U-Th 함유광물은 독립사면체형 규산염

(nesosilicates) 광물인 토라이트(thorite: ThSiO4), 우라노토라이트(uranothorite: U, 

ThSiO4), 코피나이트(coffinite: USiO4)로 판단된다(<그림 3.13.5> 참조). 독립사면체형 규산

염광물의 형태는 Si4+이 4개의 O2-에 의하여 둘러 쌓여있는 SiO4사면체 형태이다. 일반적 화

학조성은 XmYn(ZpOq)Wr로 X는 배위수가 8∼12인 양이온이며 Y는 배위수가 6인 양이온, Z

는 배위수가 4인 양이온, O는 산소, W는 OH, Cl, F와 같은 음이온으로 구성된다[3.13.6]. 

따라서 확인된 U-Th을 함유하는 규산염 광물은 (U, Th, Zr, REEs.....)A(Si, Al, P)BO₄(OH, 

Cl, F) 형태의 화학조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3.5. U-Th 함유 규산염광물들의 결정 구조[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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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r 등에 의하면[3.13.7] U-Th-REE 광물들은 열수작용의 기원으로 전체 또는 부분적으

로 주요 원소의 농집에 의해 생성된다고 하였으며 Sznknect 등은[3.13.8] U-Th 함유 규산염 

광물은 Th1-xUxSiO4의 화학구조를 갖는데 열역학적 특성에 의해 용해도곱(solubility 

product)이 변화하여 x값이 변화함에 따라 토라이트에서 코피나이트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또

한 Hazen 등은[3.13.9] 우라늄이 토륨에 비해 용해도가 높아 이동성이 좋은 것으로 해석 하

였다. 때문에 열수작용의 영향을 받아 용해도가 높은 우라늄(즉 우라늄 +6의 UO2
2+)은 초기에 

있었던 U-Th 함유광물인 토라이트나 우라노토라이트에서 선택적으로 용해되어 빠져나오게 된

다. 이후 선택적으로 빠져나온 우라늄은 O2 및 SiO2와 결합하는데, SiO2와 결합하면서 환원

반응에 의해 U4+로 다시 환원되어 우라니나이트 및 코피나이트로 재농집 되었을 것으로 해석

하였다.

따라서 KURT 화강암은 마그마의 분화에 의해 형성된 후 화강암 내에 존재하는 U-Th 함

유규산염 광물인 토라이트나 우라노토라이트가 열수의 영향에 의한 온도, 압력, pH 등의 다양

한 변화와 지화학적 요인에 의해 재결정 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결정 작용 

중 반복적인 용해/침전의 과정 중 지화학적 요인에 의해 우라늄과 토륨 농집양의 변화에 따라 

U-Th 함유규산염 광물이 형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들로부터 KURT를 구성하는 화강암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장기 거동을 예측

해 보면 암석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지하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하수에 용출되어 나온다 하

더라도 다양한 지화학적 인자들(특히, 환원과정)에 의해 재광물화되어 지하수를 따라 유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핵종 장기 거동 연구의 기초자료

로 활용될 따름이며 암석에서 방사성핵종들의 장기 거동을 해석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체상 우라늄의 열역학자료(예: 형성엔탈피)를 이용한 우라늄 상대적 안정성 분석 및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 해석 

우라늄 광물 등의 장기적인 거동을 이해 및 예측하기 위해서 고체상에서 형성엔탈피 등의 

열역학정보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수용액 상 핵종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열역학

정보가 필수적인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인 핵종 거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프로세스를 

간략히 도식화해서 나타내었다(<그림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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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열역학정보를 통해 방사성물질의 거동을 해석

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

관심 광물들의 형성엔탈피 정보는 열량계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는 미국 

UC Davis의 Navrotsky 그룹에서 상당히 발전시켰다. 간략히는 고온열량계를 이용하여 기존 

산 또는 염기에 녹지 않는 시료(광물, 폐기물고화체 등)를 용융염을 활용하여 약 700oC 또는 

800oC에서 녹이는 기술과 적절한 열역학 cycle을 적용하여 형성엔탈피(∆Hf,ox)를 구한다

[3.13.11, 3.12.12]. 이렇게 구해진 형성엔탈피 정보를 통해 상대적 안정성을 비교하고 아울

러 장기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 고온열량계 장비는 국내에는 없다. 

<그림 3.13.7>는 프레스노이트(fresnoite) 광물의 예시를 통해 어떻게 형성엔탈피 정보를 

활용하여 관심 광물의 상대적 안정성을 이해하고 그 장기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광물의 형성반응식을 보면 구성 oxides 인 2SrO + TiO2 + 2SiO2 에서 결정(crystal)과 비

결정(glass) SrTiSi2O8 (fresnoite) 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형성엔탈피는 결정 

fresnoite는 –246.8 kJ/mol, 비결정은 –178.3 kJ/mol 로 확인되었고[3.13.13], 따라서 그 

상대적 안정성은 crystalline fresnoite 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장기 거동을 살

펴보기 위해서 SrTiSi2O8 와 TiO2 의 반응을 가정하였다. 결정과 비결정 fresnoite의 경우 

형성엔탈피의 값에 차이를 보였는데 결정은 70.6 kJ/mol 의 양의 값을, 비결정은 –7.9 

kJ/mol의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3.13.13]. 이는 fresnoite의 장기 거동 측면에서 매우 큰 의

미를 갖는다. 그 해석은 fresnoite 광물이 TiO2 가 풍부한 환경에서 결정으로 존재할 때는 

fresnoite로 반면 비결정으로 존재할 때는 sphene(SrTiSiO5)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행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체상 열역학자료를 통해 관심 광물(예: 우라늄)의 상대적 안정

성과 장기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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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7. 고체상 형성엔탈피 정보를 활용한 프레스노이트(fresnoite) 광물의 상대적 안정성과 장기 거

동에 대한 해석 및 예측에 대한 예시

KURT 조건에서 형성가능성이 높고(본 보고서 3장11절), 실제 KURT 단열암반 시료에서 

확인된(본 보고서 3장12절과 3장13절) 대표 우라늄 광물은 코핀석(coffinite)이다. Coffinite 

는 uranite (UO2)에서 생성된 주요 U(IV) 광물로서 우라늄 광 및 우라늄 자연유사 부지 등

(Oklo, Palmottu, Cigar Lake 등)에서도 지하수 내 우라늄 농도를 제어하는 광물로 확인되

었다[3.13.14∼15]. 이 coffinite의 열역학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coffinite 합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합성이 어려워 최근에야(2015년) 필요한 열역학정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 위에 설명한 고온열량계를 이용하여 coffinite의 형성엔탈피 값을 구하는 방법을 <표 

3.13.6>에 나타내었다[3.13.16]. 이렇게 얻어진 coffinite의 형성엔탈피 값은 25.6 kJ/mol로 

나타났다. 이를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UO2 + SiO2 → USiO4 (∆Hf,ox(USiO4) = 

25.6 ± 3.9 kJ/mol). 양의 형성엔탈피 값을 통해 coffinite(USiO4)는 uraninite(UO2)와 

quartz(SiO2) 구성요소에 비해 열역학적으로 준안정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3.6. 코핀석(USiO4) 형성엔탈피를 구하기 위한 적절한 열역학 cycle [3.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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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이, KURT 환경에서 coffinite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Cigar Lake 

의 경우 Ore zone에서 coffinite가 확인되었는데 그 지하수 조성이 KURT 지하수 조성과 매

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13.7>). 특히 Na, Ca, U, Th 등의 조성이 유사한 것

을 확인하였고 이는 USiO4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하수 원소가 U, Th와 더불어 Na, 

Ca 등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Si 의 농도가 큰 연관성이 없게 보이는 점은 괄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렇듯 coffinite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UO2 + SiO2 → USiO4 형성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불리한 것은 그 장기 거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을 제시한다.

Cigar Lake [3.13.15]
KURT

Clay zone Basement Ore zone

Na mg/l 3.40 – 18.00 55.00 – 59.00 19.20 – 31.20 17.01 – 23.42

K 1.24 – 2.10 5.50 – 5.60 5.64 – 8.81 0.39 – 2.80

Ca 3.00 – 6.80 5.40 – 6.76 10.90 – 14.80 11.98 – 16.36

Mg 1.37 – 1.89 2.75 – 3.09 3.40 – 5.30 1.34 – 2.44

Fe 0.81 – 3.40 < 0.01 – 0.49 < 0.01 – 5.50 0.00 – 0.01

Si 6.32 – 9.80 4.29 – 4.30 4.30 – 6.10 8.46 – 9.80

U ug/l 1.05 – 54.74 5.44 – 12.39 5.81 – 25.50 5.17 – 14.66

Th < 0.02 – 0.11 0.09 – 0.17 < 0.02 – 0.23 < 1

표 3.13.7. Cigar Lake 와 KURT 지하수 조성 비교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coffinite의 형성에 대한 우라늄의 장기 거동을 설명하기 위

해선 coffinitization 과정(본 보고서 3장11절)을 추가하여 해석하였다. <그림 3.13.8>에 

coffinitization을 적용한 coffinite 형성 기작을 보였다. 초기 uraninite로 존재하던 우라늄

은 국부적으로 산화환경이 조성되면 용해가 일어난다. 이때 국부적인 산화환경은 방사선 영향

이 있을 경우 radiolysis에 의해 물이 분해되어 강산화제인 H2O2를 형성하거나 또는 오랜 기

간에 걸친 oxygenated paleowater circulation에 의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uraninite

에서 용해된 U(VI)은 환원환경이고 실리카가 풍부한 조건에서 coffinitization을 통해 

coffinite로 침전될 수 있다. 이때 환원환경은 유기물 등을 통해서도 조성될 수 있다. 따라서 

coffinite의 형성엔탈피 정보와 coffinitization의 정보를 통해 KURT 환경에서 coffinite 형

성에 대한 우라늄의 장기 거동을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측면에서 처분

된 우라늄, 즉 uraninite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KURT 와 흡사한 환경에서 coffinite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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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KURT 환경에서 코핀석(coffinite) 형성에 대한 우라늄 장기 거동 특성

이러한 연구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라늄 광물들에 대한 열화학정보 계산 프로그

램(KAERI-TCDBC)을 개발하였다. 이 ThermoChemisty DataBase Calculation (TCDBC) 

프로그램은 우선 고체상 우라늄 광물을 대상으로 개발하였고, 향후 다양한 핵종 및 비방사성 

광물형성 산화물에도 응용이 가능하도록 갱신할 계획이다. TCDBC는 고체상에서 관심 광물의 

상대적 안정성 평가와 장기 거동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용액에서 핵종 화학

평형계산, 핵종 거동 예측 등을 수행하는 PHREEQC와 비슷하지만 매우 간소화된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한 database (DB) 를 구성하여 사용자가 한번의 클릭으로 계산

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DB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배치 반응을 확인하여 사용자 편

의를 제공하였다. 현 버전에서의 TCDBC는 PHREEQC 등에서 사용되는 많은 명령어가 필요

하지 않고 여러 라인을 입력하여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 관

한 flowchart를 <그림 3.13.9>에 나타내었다.

그림 3.13.9. KAERI-TCDBC (ThermoChemistry DataBase Calculation) program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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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insert 섹션에서는 이원산화물(binary oxides)을 저장하고 각각의 initial, molar 

ratio, enthalpy of drop solution(∆Hds(binary oxides), kJ/mol), enthalpy of 

formation(∆Hf,ox(binary oxides), deviation 등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원산화물 외의 산

화물들은 타산화물(Other oxide)로 분류하여 마찬가지로 필요 정보를 입력하였다.

DB selection 섹션에서는 입력자료로 화학식과 구분자를 정해진 규칙대로 입력하도록 하였

다. 예를 들면 화학식 2H2O 의 경우 분자 수 2, 원소의 종료 2 (H, O), 원자의 개수는 H의 

경우 2, O의 경우 1이고 1은 생략하였다. 구분자는 “+” 또는 “,” 를 사용하였다(예: 0.5Cs2O 

+ BaO 또는 0.5Cs2O, BaO). 화학식과 구분자를 정해진 규칙에 맞게 입력할 경우 실행되며 

규칙에 맞지 않게 될 경우 종료되도록 하였다. Molecule parsing 과정에서는 입력된 화학식

에서 분자수, 원소의 종류, 원자의 개수 등을 분리하도록 하였고 Molecule selection 과정에

서 parsing에 의해 분리된 원소를 DB 검색토록 하였다. 이렇게 검색하여 선택된 모든 원소를 

selection list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종료되도록 하였다.

∆Hds composition 섹션에서 마찬가지로 input, 반응식, 구분자를 정해진 규칙대로 입력

하도록 하였다(<그림 3.13.10>). 반응식은 관심 광물의 화학식을 대상으로 하였고, 구분자는 

“,”, “(”,“)”, “[”,“]” 등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studitite Li40K20[UO2(O2)(OH)] 와 같은 복잡한 

화학식을 갖는 우라늄 광물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Hds node 선책에서는 parsing에 

분리된 원소를 이용하여 DB에 저장되어 이는 binary oxide 의 분자식, kJ/mol, dev(±) 등

을 검색하도록 하였다. B-tree node 에서는 검색된 모든 binary oxide 원소를 산소(O)를 기

준으로 원자 개수에 맞추어 각각의 B-tree node를 생성하고 ∆H1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
Hds 계산에서는 B-tree node에서 구성된 ∆Hf,ox 반응식의 kJ/mol, dev(±)를 계산토록 하였

다. 마지막으로 ∆Hf,ox list 는 ∆Hds 계산에서 계산된 initial (∆H1), enthalpy (∆H2), ∆
Hf,ox 등의 값을 보여주고 마무리 되도록 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내에서 계산에 필요한 적절한 

열화학 cycle(<표 3.13.6> 참조)을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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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0. Enthalpy of drop solution에 대한 입력 섹션

KAERI-TCDBC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DB로서 “O” 과 조성에서 coffinite (USiO4)를 활용

한 예를 <그림 3.13.11> 에 보였다. KAERI-TCDBC 프로그램의 user interface (UI) 는 화

면상으로 크게 5개로 구성되었고 이는 (1) DB 검색을 위한 UI, (2) ∆Hf,ox 를 계산하기 위한 

UI, (3) 원자식을 마우스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주기율표 UI, (4) DB 입력을 위한 윈도우

창 호출 버튼, (5) DB 입력을 위한 윈도우 창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결과 값에서 볼 수 있듯

이 어떠한 구성요소를 통해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른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해석

하면 USiO4의 경우엔 둘 다 양의 값을 나타내지만 SiO2(quartz)에서 형성되는 것이 DB에 존

재하는 다른 polymorph SiO2에서 형성되는 것보다 열역학적으로 불리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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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1. KAERI-TCDBC 프로그램 및 oxygen과 coffinite (USiO4) 에 대한 활용 예

나. 우라늄 이동 영향 평가

현재 국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대상 암종이나 가능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

다. 그러나 지질학적 국내 여건을 고려하면, 처분장 대상 암종은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과 같

은 결정질 암류가 유력하다.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고온의 마그마가 서서히 냉각되어 생

성된 결정질 암류로 열과 압력, 물리·화학적 풍화에 강한 특징을 갖는다. 또한 지하수의 양이 

매우 적고 수리전도도가 낮아 암반 내에서 지하수의 유동성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화강암 지역은 과거 지구조적운동으로 지질특성상 대부분 Fracture, Joint, Fault, 파쇄대 등

의 불연속면의 발달되어 있어 핵종 유출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가 이동하기 쉬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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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있다. 지하수와의 접촉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방사성핵종의 유출을 유발시켜 처

분시설에서 불연속면들을 따라 지하수를 통해 방사성핵종들이 인간 생활권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핵종-지하수-암석의 반응으로 핵종 누출을 지연시키거나 저지

할 수 있는 지질학적 천연방벽의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에서 유출된 

방사성 핵종은 불연속면 내의 광물들과 흡착, 이온교환 반응 등과 같은 지화학적 반응을 통해 

이동되는 핵종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지하수와의 접촉 및 지

화학적 요인에 의해 화강암 내에서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특성을 파악하여 차단 및 격리하

는 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URT의 화강암반 시추코어에

서 얻어진 시료를 이용하여 암석에 존재하는 천연 우라늄의 용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폐기물 처분 시 지하 심부지질환경에서 지하수 및 다양한 지화학적 요인에 의한 화강암 

내에서 방사성 핵종의 용출 특성을 통해 핵종의 이동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용출실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한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에 분포하는 화강암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시료를 채취한  KURT 내의 

시추공 DB-1은 총 시추심도는 약 500 m로 8개의 다중패커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특성을 모

니터링하기 위한 시추공이다. DB-1(심도 108∼109 m 구간)에서 일부의 암석 시료를 채취하

였으며 암석시료는 74 ㎛(200 mesh)이하로 미분쇄하여 균질하게 혼합하였다(<그림 3.13.12> 

참조). 미분쇄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시료는 탈이온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시료와 탈이온수

는 1 : 20 (20 g : 400 mL)의 비율로 섞어 10분 간 침전시킨 후, 혼탁한 탈이온수를 버리고 

다시 깨끗한 탈이온수를 넣고, 동일한 방법으로 5차례 반복을 통해 부유물을 제거하여 최종적

으로 침전된 시료이다. 세척이 완료된 시료는 60℃ 건조기에서 48시간 건조 후, 90℃에서 6

시간 동안 완전 건조 시켜 용출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림 3.13.12. 용출실험에 사용된 암석시료(좌: KURT DB-1 시험공의 108~109 m 구

역 시추코어, 우: 미분쇄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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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실험은 지하 심부의 지하수에 의한 우라늄 및 토륨의 용출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화학

적 요인을 가정하여 7개의 반응용액을 제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반응용액 제조를 

위해 먼저 탈이온수 제조기(Milli-Q Millipore system)를 이용하여 탈이온수를 제조하였다. 

탈이온수는 다시 증류장치를 이용하여 200℃ 이상으로 가열하여 기화 시키고, 기화된 수증기

를 다시 냉각시켜 반응용액에 사용될 증류수(Distilled Water)을 제조하였다. 지화학적 요인을 

가정하기 위한 반응용액 제작을 위해 시약 Ca(ClO4)2, NaClO4, Na2SiO3, NaHCO3, 

CaCO3, Na2SiO3·9H2O를 증류수와 혼합하여 각각 10 mM과 1 mM의 모용액(Stock 

Solution)으로 제조하였다. 제조된 모용액을 다시 증류수로 희석 및 반응용액을 혼합하여 <표 

3.13.8>에 제시된 적정농도로 7개의 반응용액을 제조하였으며, pH는 NaOH와 HClO₄로 조

정하였다.

Code Solution (50 mL) Parameter What to see Solution pH

UD-Bl 0.1 M HNO3 Time

Effects of

 Blank Solution 

on U, Th dissolution

pH 1

UD-Bg

0.6 mM NaHCO3

+

0.4 mM CaCO3

+

0.3 mM 

Na2SiO3·9H2O

Time

Effects of Background 

Solution on U, Th 

dissolution

pH 8.8

UD-Ca 1 mM Ca(ClO4)2 Time, [Ca2+]
Effects of Ca²⁺ 

on U, Th dissolution
pH 8.8

UD-Na 1 mM NaClO4 Time, [Na⁺] Effects of Na⁺ 
on U, Th dissolution

pH 8.8

UD-Si 1 mM NaSiO3 Time, [SiO2]
Effects of SiO₂ 

on U, Th dissolution
pH 8.8

UD-CO3

0.5 mM NaHCO3

+

0.5 mM CaCO3

Time, [CO3
2-]

Effects of Carbonate on U, 

Th dissolution
pH 8.8

UD-CaSi

0.5 mM CaCO3

+

0.5 mM NaSiO3

Time, 

[Ca2++SiO2]

Effects of (Ca+SiO₂) on U, 

Th dissolution
pH 8.8

표 3.13.8. KURT 암석을 이용한 천연우라늄 용출실험의 개요

실험은 지하 심부의 환경조건과 유사한 환원환경 조건에서의 용출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글

로버박스(Glove-box) 내에서 수행되었다(<그림 3.13.13>). 전술한 바와 같이 세척을 완료한 

74 ㎛이하의 KURT의 화강암 시료는 각각 제조된 7개의 반응용액과 혼합비를 1 (5 g)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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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L)으로 혼합 하였으며, 교반기(100 rpm)에서 지속적으로 교반시켰다. 용출은 각각의 반

응용액에서 9 단계(0일, 1일, 2일, 5일, 1주, 2주, 1개월, 2개월, 3개월)에 걸쳐 반응을 지속

하였으며 각 단계의 반응이 종료될 때 마다 반응용액의 pH 변화를 측정하고 용출된 시료를 

채취하였다.

용출시료 채취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2.5 mL 채취 하였으며 채취한 용출시료는 즉시 0.20 

㎛의 필터로 여과 후 미량의 질산을 넣어 냉장보관 하였다. 지속적인 용출실험을 위해 채취한 

용출시료와 동일한 반응용액 2.5 mL를 투입하여 교반기에서 교반 시켰다. 투입된 반응용액은 

잔여 반응용액의 변화된 pH와 동일한 pH로 조정하여 투입하였다. 용출실험은 9 단계의 과정

이 완료될 때 까지 반복하였으며(<그림 3.13.14> 참조) 모든 과정 완료 후 냉장보관 된 시료

는 ICP-MS(Bruker, 820)로 분석하였다.

A B

C D

그림 3.13.13. 글로버박스에서 용출실험 수행 장면: (A) 용출반응 교반, (B) pH 측정, (C) 시료 채취, 

(D) 고-액 분리를 위한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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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4. KURT 암석을 이용한 천연우라늄 용출실험 절차

용출실험 결과 우라늄과 토륨은 반응용액은 0.1 M HNO3로 용출한 UD-Bl에서 높은 용출

량을 나타낸다(<표 3.13.9>와 <그림 3.13.15>). 우라늄 및 토륨은 300℃ 이하의 물이나 HCl

이 혼합된 산에는 잘 용해되지 않지만 HNO3가 혼합된 용액에서는 잘 용해된다[3.13.17]. 따

라서 HNO3에 의해 제조된 반응용액 UD-Bl에서는 다른 반응용액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배 

이상의 우라늄과 토륨이 용출된다. 반응용액 UD-Bl에서 우라늄과 토륨이 용출은 5 일까지 용

출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1 주 이후부터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점차 용출량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화강암에서 우라늄과 토륨의 함량이 각각 약 2.2∼15 mg/L, 

11∼30 mg/L이기 때문에[3.13.18] 반응이 지속됨에 따라 KURT 화강암 내에 우라늄과 토륨

이 어느 한도 이상 용출되어 점차 용출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 344 -

U UD-Bl UD-Bg UD-CO₃ UD-Ca UD-Na UD-CaSi UD-Si

0 day 20.53 0.78 0.68 0.09 0.35 0.44 0.73 

1 day 198.38 2.95 2.82 0.40 0.87 0.74 0.85 

2 day 264.97 3.92 4.42 0.53 1.08 0.89 0.76 

5 day 313.80 4.53 4.84 0.85 1.44 0.85 0.63 

1 week 314.43 4.82 5.40 1.08 1.93 0.90 0.57 

2 week 302.94 4.76 5.27 1.60 2.54 1.04 0.53 

1 month 292.27 5.59 6.28 2.48 3.82 1.74 0.60 

2 month 276.67 6.04 6.62 3.81 5.53 3.27 0.79 

3 month 260.30 -　 　- 　- 　- -　 -　

Th UD-Bl UD-Bg UD-CO₃ UD-Ca UD-Na UD-CaSi UD-Si

0 day 29.07 0.27 0.21 0.33 0.41 0.17 0.17 

1 day 669.25 0.10 0.10 0.06 0.07 0.07 0.09 

2 day 944.12 0.07 0.11 0.05 0.06 0.09 0.08 

5 day 1185.02 0.10 0.09 0.06 0.08 0.08 0.09 

1 week 1279.82 0.12 0.13 0.06 0.09 0.09 0.10 

2 week 1278.83 0.15 0.21 0.06 0.04 0.08 0.05 

1 month 1257.09 0.15 0.14 0.05 0.05 0.11 0.09 

2 month 1225.79 0.24 0.22 0.04 0.06 0.10 0.06 

3 month 1164.43 -　 　- 　- 　- -　 -　

표 3.13.9. 다양한 반응용액으로부터 시간변화에 따라 KURT 암석에서 용출된 천연 U와 Th의 농도(µ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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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5. 각 반응용액의 시간에 따른 U와 Th의 용출실험 결과

우라늄은 반응용액 UD-Bl을 제외한 UD-Bg, UD-CO3, UD-Na, UD-Ca, UD-CaSi, 

UD-Si(pH 8.8)에서 7 ㎍/L 이하로 용출량이 미미하지만 용출량의 패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3.13.16>과 <그림 3.13.17> 참조). 또한 반응용액 UD-CO3와 

UD-Bg에서는 다른 반응용액에 비해 용출량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낸다. 우라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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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상태에서는 용해도가 높고 이동성이 큰 +6가의 U(VI)  복합체 형태로 존재하고 환원상태

에서는 +4가의 용해도가 매우 낮은 U(IV) 복합체를 형성하거나 침전된 광물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U(IV) CO3
2-이 혼합된 용액에서 U(CO3)5

6-의 상태의 안정한 복합체를 형성한다

[3.13.17]. 그리고 +6가의 우라늄은 CO3
2- 존재 하에 UO2(CO3)(aq), UO2(CO3)2

2-와 

UO2(CO3)3
4- 같은 우라닐탄산염을 형성한다[3.13.18, 3.12.19]. 따라서 CO3

2-이 혼합된 반응

용액 UD-CO와 UD-Bg에서 KURT 화강암 내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CO3
2-과의 반응에 의해 

우라늄 탄산염 복합체를 형성하여 용출되기 때문에 다른 반응용액에 비해 용출량이 높은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반응용액 UD-CO3와 UD-Bg에서의 반응 초기 용출량은 큰 증가 폭을 나타내다가 2 

주 이후 용출량이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용출 초기에 반응기간이 

짧아 시료채취 후, 채취한 양과 동일한 반응용액을 투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짧은 지속기간 내

에 새로운 반응용액의 투입으로 많은 CO3
2-이 존재하여 우라늄과 탄산염 이온이 활발한 반응

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료채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라늄과 CO3
2-의 반응에 

따른 반응용액 내의 CO3
2-이 점차 감소하게 되어 반응이 지속됨에 따라 탄산염 복합체를 형

성하는 반응이 활발하지 못하여 우라늄의 용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반응용

액인  UD-Ca, UD-Na, UD-CaSi에서 우라늄은 반응 초기 용출량은 미미하지만 반응 지속시

간이 늘어남에 따라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반응용액 UD-Si에서는 1 ㎍/L 

이하의 우라늄이 용출되었으며, 반응 지속기간에 따라 용출량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그 

양이 매우 미미하다.

토륨은 극미량의 용출량을 나타내며 우라늄과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토륨의 용출량은 모든 

반응용액에서 0.3 ㎍/L 이하로 우라늄의 용출량과 비교했을 때 약 2∼30 배 차이를 보인다. 

토륨은 대부분 용출 초기(0 일)의 용출량이 용출 중기와 후기에 비해 다소 높으며, 반응이 지

속됨에 따라 미미하지만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UD-Bl의 용출량

과 비교해 볼 때, 토륨은 우라늄에 비해 pH 8이상에서 우라늄의 용해도 보다 현저히 낮은 특

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토륨이 화학적 조건에 상관없이 용해도가 매우 낮고 이동성

이 작은 +4가의 Th(IV)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라늄의 용출과 유사한 점은 토

륨 또한 CO3
2-이 혼합된 반응용액 UD-CO3와 UD-Bg에서 다른 반응용액들에 비해 다소 높

은 용출량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토륨이 pH 8 이상에서 우라늄에 비해 용해도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CO3
2-이 혼합된 반응용액에서는 탄산염 형태의 안정한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반응시간이 지속되어도 반응용액 UD-Bg, UD-CO3, UD-Na, 

UD-Ca, UD-CaSi, UD-Si에서는 용출량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

KURT의 DB-1 시추공(심도 91.7∼199.7 m 구간)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특성 및 조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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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따르면, 심도별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대략 pH는 8.3∼8.5, HCO3
- 농도가 64.1∼85.4 

mg/L로 확인되었다[3.13.20]. 또한 Baik 등에[3.12.1] 따르면 KURT의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주요 화학종은 Ca2UO2(CO3)3(aq)이며, 암반 내에 존재하는 CaCO3에 기인한 CO3
2-

에 의해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용출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KURT 지화학 조건에서 우라늄은 화강암반에서 장기적으로 안정하게 존재하기 보다는 

지하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용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화

강암반과 지하수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우라늄이 용출되게 되고, 용출된 우라늄은 지하

수를 통해 암반 내의 절리나 단층과 같은 불연속면을 통해 이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실험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하수 조건에서 용출되는 우라늄의 양은 암

반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양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암반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지하

수에 의해 쉽게 용출되어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하수와의 장기 상

호작용으로 암반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용출되어 지하수를 따라 이동될 수 있지만 그 양은 전

체 우라늄 양에 비하면 매우 적어서 이동에 따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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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6. UD-Bg, UD-CO3, UD-Ca 반응용액들에서 U와 Th의 용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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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7. UD-Na, UD-Si, UD-CaSi 반응용액들에서 U와 Th의 용출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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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fety Case 활용방안 개발 자료정리 및 보고서

Safety Case 보고서는 KURT를 기반으로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의 심층처분을 위한 

A-KRS 처분시스템의 개념개발 단계에서 수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Safety Case 

보고서의 주요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파이로공정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처분

시스템 개념설정을 위한 Safety Case 개발, (2) 향후 국내에서 수행될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

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방안 제시, 

(3) KAERI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 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결과의 정리, (4) 기 수행된 연구결과의 정리를 통해 향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주제

와 연구항목의 도출과 제안, (5)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입력자료의 Safety Case 보고서 적용 

및 신뢰성 확보 방안 제시, (6) 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Safety Case 

보고서 개발 방향 및 형식의 제안.

본 절에서는 2단계 연구개발 내용인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 수행내용 

뿐만 아니라 1단계 수행내용인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 수행내용을 포함하

는 포괄적인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방법을 활용하여 KURT 기반 Safety Case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대표적으로 Safety Case 보고서 내용 중 핵종 이동 및 누출, 자연 및 인

공유사물, KURT조건 핵종 용해도 분야 등을 정리 및 작성하였다.

(1) 핵종의 용해도 및 용출 (KAERI/TR-6732/2016, 제6권 모델과 자료 4장2절) 

처분분야에서 보면 방사성폐기물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결국 처분장에 유입된 지하수와 

접촉하고, 지하수에 용해된 방사성핵종들은 지하수 흐름을 따라 주위 매질과의 상호반응을 하

며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사성핵종들의 특성 및 장기적인 거동을 이해 및 해석하

는 것은 방사성핵종의 유출에 대한 처분장 시스템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평가하고 평가의 신뢰

도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핵종들의 장기 거동 해석과 처분장 안전성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는 

핵종의 용해도이다. 용해도는 주어진 조건에서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

상인 용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 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를 말한다. 여기서 용매와 용질은 고체, 액체, 기체상 모두를 포함한다. 앞

에서 설명한 대로 처분분야에서 핵종의 용해도는 핵종이 지하수에 녹는 경우가 주 관심이기 

때문에 용질은 고체이고 용매는 액체인 경우를 말한다. 용해도는 핵종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주어진 조건(예 : 온도, pH, Eh, 용존이온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관심 핵종의 용해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종 고체상들(Solubility Limiting Solids)과 그 주어진 조건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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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핵종의 용출률은 주어진 조건에서 관심 핵종이 얼마나 빨리 녹아서 누출되는지에 대한 속도

이다. 일반적으로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standards) 내 

PCT(Product Consistency Test) 등을 수행하여 정량적인 값으로 주어지며[3.13.21], 관련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고화체 등이 대체로 10-2 g(m2d)-1의 값(또는 그 이하)을 보이면 

그 안정성을 답보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화강암 기반의 

KURT 지하수와 단열암반 등의 조건에서 핵종의 용해도와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파이로공정폐기물 고화체의 용출률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처분장 안전

성평가에 입력자료로 활용되는 핵종 용해도 및 용출률 측정 연구 및 자료 구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핵종 용해도 계산은 일반적으로 미국 Geological Survey(USGS)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지화

학 특성평가 프로그램인 PHREEQC[3.13.22] 또는 대표적인 상용 소프트웨어인 

GWB(Geochemist’s Work Bench)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국내 화

강암 지하수 내 관심 핵종의 용해도를 구하기 위하여 MUGRE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13.23].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역학 데이터로는 한국원자

력연구원 자체 생산자료[3.13.24]와 OECD/NEA[3.13.25∼27], Nagra/PSI[3.13.28], 

JAEA[3.13.29], 그리고 SKB[3.13.30] 등의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핵종 용출률의 경우, 표준 용출률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은 표준 용출률(normalized leaching rate, g(m2d)-1), 는 관심 핵종의 농도

(g/mL), 는 용출액(또는 침출액)의 부피(mL)이다. 는 고화체 내 관심 핵종의 fraction, 

는 시료의 표면적(m2), 는 테스트 기간(days)을 나타낸다. 표면적의 경우 일반적으로 BET를 

측정하여 구하나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분말시료인 경우엔 구에 대한 부피와 표면적 계산식

에 따른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도 시료의 표면적을 구할 수 있다.

용해도는 주어진 조건에 의존적이다. 여기서는 국내 심층 처분장의 안전성평가에 입력자료

로 활용이 가능한 핵종 용해도 자료생산을 위해, 국내 대표적 화강암반 조건인 KURT 환경(또

는 그 지하수)을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이 조건 하에서 관심 악틴족(UO2, ThO2, NpO2, 

Am(OH)3 등)과 이동성 핵종(TcO2, FeSe2 등)의 용해도를 산화환원 조건에 따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지화학 모델을 활용한 계산을 통해 주요 화학종과 용해도를 비교하고 국외 자료들

과 검증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자료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즉, NiO, Nd2O5, Nb2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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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O3 등)는 추가적인 용해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를 <표 3.13.10>에 정리하였다.

Elements

Reducing condition Oxidizing condition

SLSP (Solubility 
Limiting Solid 

Phase)
Range (mol/m3)

Best 
estimated 
(mol/m3)

Range (mol/m3)
Best 

estimated 
(mol/m3)

Ac AcOHCO3 2×10-6-1×10-3 1×10-4 1×10-2

Am AmOHCO3 2×10-6-1×10-3 1×10-4 1×10-2

C 0.1-4×103 1 0.1-4×103 1

Cl high high high high

Cm CmOHCO3 2x10-6-1×10-3 1×10-4 1×10-2

Cs CsI high high high high

I CsI high high high high

Nb Nb2O5 1×10-5-0.1 1×10-4 0.1-40 1

Ni Ni(OH)2, NiO 1×10-4-1 1×10-4 ?-high 20

Np Np(OH)4, NpO2 5×10-8-7×10-5 2×10-5 10-2-10 3

Pa Pa2O5 1×10-5-4×10-4 5×10-5 ?~1×10-2 5×10-5

Pd Pd, PdO, Pd(OH)2 1×10-8-2×10-3 1×10-5 4×10-3

Pu Pu(OH)4, PuO2 3×10-8-5×10-4 1×10-6 ?~3×10-3 5×10-4

Ra RaSO4 1×10-7-1×10-3 1×10-3 0.1

Rn Gas

Se Se, FeSe2 1×10-6-5×10-3 1×10-4 4×10-3

Sm Sm2O3 5×10-6-1×10-3 1×10-4 0.2

Sn SnO2 2×10-5-5×10-3 5×10-4 1×10-2

Sr SrSO4, SrCO3 5×10-2-5×102 10 5×10-2-5×102 10

Tc Tc(OH)4, TcO2 2×10-6-1×10-4 1×10-5 high

Th Th(OH)4, ThO2 1×10-7-5×10-3 5×10-5 1×10-7-5×10-3 5×10-5

U UO2 1×10-7-3×10-3 5×10-5 0.5

Zr ZrO2 2×10-8-1×10-4 1×10-5 1×10-3

표 3.13.10. 산화환원 조건에 따른 KURT 지하수 조건에서 관심 핵종의 용해도

핵종 용출률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핵확산저항성이 높은 건식공정처리인 파이

로공정(pyro-processing) 후 생성되는 폐기물, 즉 파이로공정폐기물의 종류와 형태에 따른 정

량적인 정보를 구축하였다. 이 연구는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A-KRS) 개념에서

의 물질수지에 기반한 것으로 발생 폐기물의 종류는 metal waste(핵연료봉 피복관과 사용후

핵연료 해체시 발생된 스텐레스 격자 등), off-gas waste(voloxidation 단계에서 배출된 기

체로 고방열 Cs, 장반감기 I, Tc 등), ceramic waste-I(reduction 공정의 LiCL 용융염 정제

하면서 나온 세라믹 고화체 등), ceramic waste-II(LiCl-KCl 공용용융염을 정제하면서 나온 

세라믹 고화체 등) 등이다. 대표적인 파이로공정폐기물 고화체 또는 화합물의 용출시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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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1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고화체 혹은 화합물 실험조건 용해율 (g/m2d) 비고

La1/3Zr2(PO4)3 증류수, 96 ℃

P(matrix) : 1×10-3

Zr : 1×10-3

La : 1×10-4

14일 동안 용출

Monazite 
glass-ceramic 

waste
증류수, 90 ℃ matrix : 0.3 7일 동안 용출

SON68 
borosilicate glass

모의 지하수, 90 ℃, 100 bar matrix : 6×10-3 수개월 경과 후

(프랑스)

3 kinds of 
borosilicate glass

모의 지하수, 1 mL/day, 70 ℃, 

7.5 bar, 

압축벤토나이트에 사이에 시편 삽입 

matrix : 3×10-2 3년 경과 후

(국내결과)

Spent fuel

10 mM NaHCO3 용액, 

pH > 6, 

0.1 mL/min.

산화조건 3×10-3

수십 일 경과 후

환원조건 3×10-6

증류수
산화조건 8×10-2

15~20일 동안 용출
환원조건 6×10-3-6×10-7

표 3.13.11. 파이로공정폐기물 유사 화합물, 유리고화체, 사용후핵연료 용출률 비교

앞서 설명한 대로 관심 핵종의 용해도 및 용출률은 주어진 조건(즉, 핵종, 지하수, 단열 암

반 등의 특성/조건)에 의존적이다. 즉 해당 조건이 변할 경우 관련 용해도나 용출률 역시 변하

게 된다. 따라서 향후 국내 처분장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관심 핵종의 용해도와 용출률에 대해 주어지는 조건, 즉 그 부지 및 주변 환경에 대

한 자료와 그 환경에 대한 관심 핵종의 용해도 및 용출률 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공적인 처분 사업을 위해서, 주어진 조건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관심 핵종의 용해도와 용

출률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2) 콜로이드의 영향 (KAERI/TR-6732/2016, 제6권 모델과 자료 4장6절)

지난 수십 년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다양한 콜로이드들이 지하매질을 통

한 핵종 이동과 더 나아가 처분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하고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3.13.31∼32]. 또한 방사성 핵종들이 참콜로이드를 형성하는 경우, 핵종의 용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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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가시킨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었다[3.13.33∼34].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1997년부터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제한적이기는 콜로이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

여 왔다. 특히, 다음과 분야들에 대한 연구 주제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Ÿ 지하수에 존재하는 천연 콜로이드 특성(크기, 농도, 조성 등) 분석방법 및 특성

[3.13.35-38]

Ÿ 벤토나이트 완충재로부터 지하수 침식에 의한 벤토나이트 발생 특성[3.13.39∼41]

Ÿ 다공성 및 균열 매질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특성 [3.13.42∼44]

Ÿ 다양한 지화학적 환경에서 콜로이드의 형성 및 핵종 이동 영향

핵종 이동에 미치는 콜로이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이를 위해 KURT에서 채취한 지하수에 존재하는 지하

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FE-TEM/EDX(Field Emission-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PCS(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LIBD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3.13.37∼38]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상호 비교·검

증하였다(<그림 3.13.18> 참조). 지하수콜로이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KURT 부지의 지하수

콜로이드는 주로 aluminosilicate 계열의 점토광물, 방해석, 금속(Fe) 산화물 및 소량의 유기

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지하수콜로이드의 크기는 주로 50~250 nm 정도의 크기를 가지지

만 일부는(주로 철산화물) 5 nm 정도의 작은 크기로도 존재하고 100 nm 정도 크기를 가지

는 콜로이드가 가장 많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하수콜로이드의 농도는 약 18∼46 

ppb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강암반 KURT 지하수콜로이드의 특성들은 

해외나 국내 타 지역의 화강암반 지하수에 존재하는 지하수콜로이드들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

하였다(<표 3.1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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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8. KURT 지하수 콜로이드 특성(크기, 농도, 조성 등) 분석방법

Sampling
site

Depth
(m)

pH
Concentration

(ppb)
Size
(nm)

Composition Reference

Switzerland
Zurzach

430-470 8.0 20 10∼1000 silica, clay [3.13.45]

Switzerland
GTS

450 9.6 100 10∼1000 silica, illite [3.13.45]

Sweden
Äspö 275 8.0 43±43 50∼500

clay, silica

Fe(OH)3
[3.13.46]

Canada
Whiteshell

500 ~8.0 300±300 5∼1000
clay, organic

calcite
[3.13.47]

Canada
Whiteshell

240 ~7.0 ~264 1∼450

organics 

carbonates 

aluminosilicates

[3.13.35]

Korea
Yuseong

450 ~9.9 ~200 400

aluminosilicates

Fe-oxides

calcite

[3.13.36]

Korea
KURT

234-244 8.5 ~50 108 - [3.13.38]

Korea
KURT

200-300
8.3

-8.5
18∼46 50∼250

aluminosilicates

calcite

Fe-oxides

organics

[3.13.37]

표 3.13.12. 화강암반 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분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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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에서 현장 용질이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암반 균열을 통한 콜로이드 현장이동 실험을 

인공콜로이드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이동모델을 개발하여 실험 결과를 해석하였다[3.13.48]. 실

험 결과, 균열 내에서 콜로이드가 비수착성 용질과 거의 유사하거나 빨리 이동함을 실증하였

으나 지하수 유속에 따라 콜로이드의 회수율이 크게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2008년부터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한 화강암반 지하연구시설인 GTS(Grimsel Test 

Site)에서 수행되고 있는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국제공동연구 Phase 2

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 참여하기 시작하였다[3.13.49∼50]. CFM 국제공동연구는 벤토나이트 

완충재로부터 유출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지하수에 의한 침식과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

을 장기 현장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연구로 2단계 연구를 거쳐[3.13.51∼52], 2014년부터 3

단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3.13.53].

현재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KURT 지하수 조건에

서 핵종 이동에 미치는 콜로이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더 이상의 콜로이드 관

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처분안전성평가에 있어 콜로이드의 영향이 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콜로이드의 영향은 고려하는 지화학적 조건에 따라 달라

지므로 처분안전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Safety Case 개발을 위해서 또 처분안전성의 신뢰

도 향상 측면에서 콜로이드는 항상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향후 관련 연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수행되고 지하연구시설에서 실증될 필요가 있다.

(3) 자연 및 인공유사물 (KAERI/TR-6734/2016, 제8권 보조적인 고려사항 제7장)

자연유사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 환경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 자연 및 생태의 

고고학적 또는 산업적 시스템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처분장과 일치하는 자

연시스템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유사연구는 불가능하다. 처분장의 구성요소들 또는 처분장 변

화를 제어하는 과정들과 유사성을 가진 많은 자연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적절한 유사시스템들

을 잘 연구하면 단기적 및 장기적 처분장 거동에 대한 이해와 안전성 평가모델링의 신뢰성을 

향상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3.13.54∼55]. 자연유사연구는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3.13.56]:

“자연유사연구는 처분시스템의 어떤 부분들에서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거나 예측되는 것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질들, 조건들, 과정들의 자연적 발생을 조사하는 유사적 접근이다. 따라

서 자연유사물들은 그들이 가진 고유한 물리화학적 특징들보다는 그들을 연구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된 방법론들에 의해 더 잘 정의된다.”

자연유사연구들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

고 안전성평가 코드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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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안전성평가에서 사용된 모델들과 자료들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자연유사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3.13.57∼59].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프로그램이 정량적인 안전성평가를 넘어

서 Safety Case 개념으로 확대되어 처분안전성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하고 다중의 안전성 증

거자료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IAEA와 OECD/NEA 등에서는 처분 프로그램을 고

려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처분안전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평가를 포함하는 Safety 

Case를 개발하여 적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3.13.60-61]. 일반적으로 자연유사연구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폐쇄 후 안전성평가를 지원하는 처분장의 장기 거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

고, 안전성평가 모델에 필요한 정량적 자료를 제공하고, 심층처분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보조

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3.13.61]. 처분안전성평가에서 자연유사연구의 역할과 구성 요소와

의 상관관계를 <그림 3.13.19>에 도시하였다.

해외에서는 전 세계 우라늄 광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연유사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으며, 

현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자연유사연구는 수행되고 있지 않지만, 처분안전성 확

보 및 Safety Case 개발 차원에서 자국의 상황에 필요한 다양한 자연유사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특히 전 세계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자연유사연구 현황과 정보들을 교환하는 모

임인 Natural Analogue Working Group(NAWG)라는 국제단체를 EC(European 

Commission) 후원 하에 1985년에 결성하여 2∼3년마다 Workshop을 개최하고 있다

[3.13.62]. 또한 EC에서 지원하는 제5차 EURATOM F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 여러 국

가들이 참여하는 처분 성능 및 안전성평가에서 자연유사연구 활용과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증

진하기 위한 NAnet 공동연구를 2003∼2004년에 걸쳐 수행하였다[3.13.63]. 그러나 국내에서

는 관련 연구의 수행이 매우 미미하여 타당성 분석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3.13.64], 최근에야 

자연유사연구가 Safety Case 개발이나 안전성평가에서 보조적인 안전성지표로 고려되어야 함

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3.13.65].

본 보고서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점에서 수행된 국내 및 해외의 자연유사연구 현황을 

인공방벽 재료물질들과 핵종 이동과 지연과 관련된 주요 연구 주제별로 조사·분석하고, 이들 

주제들에 대한 자연유사 연구결과들의 역할과 향후 고려하고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

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처분안전성평가 및 Safety Case 개발에서의 자연유사연구의 역할과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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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9.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자연유사 연구와 처분개념의 안전성평가

의 다양한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그림

처분장의 공학적방벽에 해당하는 주요한 처분장 재료물질들의 성능에 대한 해외에서의 자연

유사연구 동향들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자연유사 연

구결과들의 역할과 향후 고려하고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가상의 방

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에서의 재료물질들과 캐나다 Cigar Lake 우라늄광 자연유사연구 부지

와의 유사성을 <그림 3.13.20>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3.20. 캐나다 Cigar Lake 우라늄 광상에서의 자연유사 연구부지에 대한 처분장 재료 

물질 및 구조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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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규산염 유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처분개념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로부터 생

산된 고준위폐기물을 고정화하는 물질로 제안되어져 왔다. 처분장 조건에서 붕규산염 유리의 

거동과 관련해서 많은 자연유사연구 결과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연구들은 주로 천연 유리를 

붕규산염 유리의 유사물로 생각하여 용해율(dissolution rate)과 변형생성물(alteration 

product)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3.13.64]. 심층 처분환경의 지하수에서 유리고화체의 

수명은 107에서 108년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처분환경에 타당한 환경 및 물질들을 이용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금속 재료는 주로 구리, 주철 및 강철과 같은 

금속들이다. 구리에 대한 자연유사연구는 주로 구리의 내구성(durability)와 지속성(longevity)

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러나 구리는 대규모의 광범위한 광물상으로는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제한적이라 하겠다. 구리의 피팅인자 및 부식률은 처분안전성평가의 입력인자

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고고학적 유물을 이용한 유사연구 결과들은 측정된 피팅인자가 실제 안

전성평가에 사용된 값보다 보수적임을 보였고 부식률도 낮아서 10 cm 정도 두께의 구리 처

분용기의 경우엔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정도의 수명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3.13.64]. 

그러나 타당한 처분장 조건에 부합하는 고고학적 유물들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다. 철

에 대한 고고학적 유사물들은 철 부식이 250,000~300,000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철 부식에 이한 이차생성물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벤토나이트에 대한 자연유사연구는 이전부터 벤토나이트의 일라이트로의 변질,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 처분장의 주변 물질인 처분용기 및 뒤채움재와의 반응성 등에 대한 주제들을 중심

으로 수행되었다. 벤토나이트의 변질과 수력학적 방법, 타 물질과의 상호작용, 콜로이드 여과 

기능 등에 대한 자연유사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타당한 처분장 조건에서 수행된 자연유사연구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다[3.13.64]. 따라서 보다 다양한 조건(특히, 국내 지질환경)의 벤토나이

트 광산을 대상으로 한 자연유사 연구 수행이 필요하며, 암반과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

에 대한 연구로 추가로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벤토나이트 광산들을 중심으로 자연유사연구를 수행

하기 위한 벤토나이트 광산의 산출 및 주요 광물학적 특성에 대한 타당성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으나[3.13.66], 후속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있어 콘크리트와 시멘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주요 역할은 물리적 지지와 억제 그리고 화학적 억제라 할 

수 있다. 자연유사 연구결과들은 수천년 이상 동안 시멘트 화합물이 안정적일 것임을 보여주

었지만, 콘크리트와 시멘트에 대한 자연유사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오래된 시멘트 구조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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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연유사연구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용하지는 

않지만, 자연발생적인 고알칼리성 지하수의 진화를 조사하는 자연유사연구들이 Oman과 

Jordan 자연유사연구 프로젝트들에서 수행되었다[3.13.64]. 콘크리트와 시멘트에 대한 자연유

사연구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암반 등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핵종 수착특성

에 미치는 영향, 콜로이드 생성 및 여과 특성, 가스와 물 투과성, CSH 화합물의 결합 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처분장 인공방벽 및 천연방벽에서의 핵종 이동 및 지연과 관련된 중요한 과정들

에 대한 자연유사연구 내용들과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고 자연유사연구 결과들의 역할과 향후 

고려하고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가상의 우라늄광 자연유사연구 부

지에서의 지하매질을 통한 핵종들의 이동 및 지연과정을 <그림 3.13.21>에 나타내었다.

그림 3.13.21. 가상의 우라늄광 자연유사 연구부지에서 고려되는 방사성핵

종의 이동 및 지연 과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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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와 화학종에 대한 자연유사연구들은 크게 지화학모델들을 이용한 모사 연구

(simulation studies)와 블라인드(blind) 모델링을 이용한 예측 실행(prediction exercises)

과 같이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자연유사연구 부지들을 중심으로 주로 지화

학코드 및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모델 검증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3.13.64], 이러한 핵종의 용해도 및 화학종에 대한 자연유사연구들은 좀 더 엄격한 블라인드 

모델링 시험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화학종 규명기술의 개

발 및 적용을 위한 연구들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와 지화학코드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

력이 더 필요하다.

국내 KAERI에서는 지화학 프로그램인 Geochemist’s Workbench(GWB)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Eh-pH 도표, 화학종 분포, 용해도, 형성 가능한 고체상 

등을 계산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관점에서 그 결과들을 해석하였다[3.13.67]. 아울러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주요 우라늄 화학종이 Ca-UO2-CO3 삼중복합체인 Ca2UO2(CO3)3(aq)인 

것을 시간분해 레이저형광분광법(TRLFS)을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화학종

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가 Ca2+ 이온임을 확인하였으며 우라늄 고체상은 SiO2를 포함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3.13.68]. 향후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지화학 거동연구에서는 Ca-UO2-CO3 

삼중복합체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종 이동 동안의 지연과정은 자연유사연구에 의해 조사되어진 최초의 메커니즘들 중의 하

나이다. 단열 결정질암반을 통한 핵종 이동의 주요 메커니즘은 단열망 내의 수력학적으로 활

성인 채널을 따른 이류 현상이다. 이러한 활성 단열들은 암석의 수화적 또는 열수적 변질에 

의해 형성된 이차광물들로 코팅되어 있다. 특히 변질이 많이 된 단열들에서 이러한 광물들은 

암반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고기공성 구역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단열에 

존재하는 이차광물들이 암반체에 존재하는 구성광물들보다 핵종 이동 지연에 효과적이라는 연

구결과 들은 많이 제시되었지만 안전성평가를 목적으로 한 정량적 정보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았다[3.13.64]. 

실제 현장 조건을 반영한 핵종 수착분배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매우 다양하고 많은 자연유사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핵종 수착분배계수의 고유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 처분안전성평가

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지 않다. 열역학적 수착모델을 이용한 수착거동을 해석하

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기도 하였으나 좀 더 체계적인 수착모델의 정립,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 등이 필요하며 이 분야는 향후 자연유사연구 결과의 활용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고려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기설인 KURT 부지의 화강암을 대상으로 암석에서의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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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분포특성을 EPMA(Electron Probe Micro Analyzer)를 이용한 후방산란 전자이미지

(backscattering- electron image) 및 원소매핑(element mapping) 기술로 분석하여, 우라

늄을 포함하는 주요 방사성 핵종들이 화강암의 주 구성광물중 하나인 흑운모로부터 용출되어 

나온 철이온이 형성한 철산화 이차광물들과 결합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암반을 

따라 이동하는 방사성 핵종들의 지연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3.13.69∼71]. 또한 

화강암과 화강암 구성광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라늄의 수착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실

험실적 연구를 통해 수행되기도 하였다[3.13.72]. 그러나 암반에서의 핵종 이동 및 지연에 대

한 자연유사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점에서 암반체 확산의 중요성은 단열 표면으로부터 암반체로 이동하는 

방사성 핵종들과 접촉하는 암반 면적을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핵종 이동의 지연효과를 얻는다

는 것이다. 암반체 확산에 대한 자연유사연구들이 잘 특성화된 단열들에 인접한 결정질 암반

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핀란드 Palmottu, 스페인의 El Berrocal, 스웨덴의 Stripa 시험 

광, 캐나다의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URL), 스위스의 Grimsel Test Site 등 

여러 자연유사연구 부지들에서 일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3.13.64]. 우라늄의 실제 유동 깊이

는 부지에 따라 달랐는데, 천부 El Berrocal 화강암에서는 35 mm, 심부 El Berrocal 화강

암에서는 80 mm, Stripa 화강암에서는 25 mm, 변질된 URL 화강암에서 50 mm, 변질 안

된 URL 화강암에서도 50 mm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처분안전성평가에 직접적으로 활

용될 수 있는 암반 확산계수 등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핵종의 용해

도와 단열 이동에 대한 암반체 확산의 영향, 단열에서 형성되는 콜로이드 형성의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

자연유사연구 부지에서 암반과 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주로 우라늄(U), 토륨(Th), 라듐(Ra)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핵종들의 동위원소비(234U/238U, 
238U/235U, 230Th/234U, 226Ra/230Th 등)를 이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3.13.64]. 주요 지화학

적 과정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개념적인 광물학적 지화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반응용질 이동모

델로부터 얻은 연구결과들과 비교 검증함으로써 핵종 장기 거동에 대한 이해와 증거자료를 확

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AERI에서도 KURT 지하수 및 암반에 존재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암반과 지

하수의 장기 상호작용과 우라늄의 지화학적 장기 거동을 해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3.13.73∼74] 이를 통하여 처분장 주변 결정질 암반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장기 거동

을 예측하고자 하였으나 우라늄 광상이 아니 일반 화강암반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암반에 존

재하는 우라늄의 농도가 낮고 분포도 산발적이라 연구수행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 우라늄 광상을 대상으로 한 보다 포괄적인 자연유사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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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콜로이드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인식되어 왔다. 

콜로이드의 특성과 핵종 이동에 대한 콜로이드의 영향을 조사한 자연유사연구는 많이 있었지

만 처분장 성능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3.13.64]. 콜로이드에 

대한 자연유사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지하수에서의 콜로이드의 농도가 낮아서 핵종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콜로이드의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하수에 유

출되어 존재하는 핵종들의 농도에 비하면 매우 큰 것이고 콜로이드들이 매우 큰 비표면적으로 

인해 핵종들의 수착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Cigar Lake로 부터 콜로이드에 대

한 정보들은 비록 콜로이드 농도는 매우 낮지만 콜로이드들이 매우 안정적이고 우라늄들은 콜

로이드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3.13.75].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이류적인 

콜로이드의 이동에 의해 핵종 이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콜로이드 농도인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것은 처분안전성과 관련한 콜로이드의 중요성에 있어 콜로이드의 안정성과 비가역성

이 콜로이드의 농도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의 역할이나 중요성은 Baik 등이 잘 정리하였다[3.13.76]. 방

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미생물 활동의 영향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많은 국가들의 방사성폐

기물 처분연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수행되어져 왔으나 자연유사연구부지에서의 미생물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미생물의 역할과 핵종 이동 영향에 대한 많은 실험

실적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자연유사연구의 수행은 매우 저조하다. 최근에 미생물이 다양

한 처분환경에 존재할 수 있음과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핵종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보고되었지만 연구결과의 일관성 및 재현성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로는 더 많은 자연유사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자연유사연구로 수행되었던 또 수행되고 있는 지질학적, 고고학적 시스템들은 필수불가결하

게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특정한 지화학적 과정 또는 기작을 모델화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화

학적 경계조건들을 적절하게 정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어떤 때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자

연유사연구 결과들을 처분장 안전성평가에 정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자연유사연구가 안전성평가보다 포괄적인 Safety Case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백

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성능평가 또는 안전성평가에 자연유사연구결

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직접적인 활용 방법과 간접적인 활용 방법으로 나눌 수 있

다[3.13.54].

몇몇 국가들의 안전성평가들에서는 자연유사연구 자료들이 직접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또 부분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3.13.61]. 스위스 Nagra에서 수행한 KRISTALLIN-I 안전

성평가에서는 안전성평가 신뢰성 구축, 안전성평가 방법론과 모델들의 개발, 공학적방벽들,  

암반체 확산 등과 같은 분야들에 대한 입력자료로 자연유사연구 자료들이 직접 활용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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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3.13.64]. 그리고 스웨덴의 SKB-91 안전성평가와 일본의 PNC-H3 등에서는 자연유사연

구 자료들이 부분적으로 활용되었지만 Yucca Mountain 안전성평가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

았다. 자연유사연구 자료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13.54].

Ÿ 정량적인(hard) 방법: 안전성평가에 수치적 입력자료로 활용

Ÿ 정성적인(soft) 방법: 설명에 의한 개념적 모델들의 신뢰성 구축

Ÿ 설명적인 방법: 일반대중과의 관계 또는 인지적인 것

자연유사연구 자료들의 정량적인 활용은 일반적으로 처분용기 물질의 부식율, 벤토나이트 

완충재/뒤채움재의 안정성, 결정질 암반체로의 확산 관통 깊이의 범위 측정, 용해도한계를 제

공하는데 사용되는 지화학코드와 열역학적 데이터베이스의 검토 등의 분야에 한정되어야 한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3.13.54][3.13.61]. 그러나 다양한 분석기술과 해석기법들이 개

발됨에 자연유사연구 자료들의 직접적인 활용분야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

나 자연유사물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 직접적인 활용은 여전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에 자연유사연구 자료의 정성적인 활용은 지금까지 자연유사연구 결과들이 가장 편리하게 활

용된 분야라 하겠으며 많은 예들이 보고서나 논문 등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그 주요한 예는 

다음과 같다[3.13.54].

Ÿ 추적자원소의 이동과 지연에 관련된 redox front의 이동의 파급효과

Ÿ 지하수의 흐름에 대한 수력학적 방벽으로써의 점토의 기능

Ÿ 점토에 의한 방사성핵종 지연 특성

Ÿ 콜로이드 물질에 의한 핵종 이동 영향을 지지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자연유사연구 자료들은 처분안전성평가에 간접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많은 중요한 FEP(Features, events, and processes)들이 확인되고 기술되어야 하는 안전

성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시나리오 개발이라 하겠다. FEP의 예로는 침전/용해, 수착/공침, 방

사분해, 폐기물 포장물의 물리적 특성, 벤토나이트 뒤채움재와 시멘트/콘크리트의 물리적 특

성, 가스 생성 및 이동, 미생물 활동 등 매우 다양하다. 실험실적 자료 및 현장자료들과 함께 

자연유사 자료들의 역할은 시나리오 개발에서 각기 다른 FEP들을 지원하거나 또는 이들을 시

나리오에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 시나리오 개발에서 자연유사자료들의 활용성이 증가하는 것

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최근에 KAERI에서는 KINS와 공동으로 자연유사 정보자료를 방사성폐기물 처분 Safety 

Case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의 자연유사 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3.13.77]. <그림 3.13.22>에 자연유사 정보자료의 주요 범위와 정보들이 구축된 MS Excel의 

spreadsheet의 예를 나타내었다. 그 동안 발표된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국내 Safety Case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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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과 중요성을 수준화해서 국내 Safety Case 개발에 중요한 자연유사 정보자료로 75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자연유사 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국내에서의 자연유사연구와 

Safety Case에서 자연유사정보를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3.22. 고려된 범위의 spreadsheet를 이용한 자연유사 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예 

제14절 KURT 기반 Safety Case 보고서 작성

1. 연구개발 목표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KURT 기반 Safety Case 보고서 작성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및 이동 국제공동연구

Ÿ 핵종 복합 거동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Ÿ 보조안전지표 활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Ÿ KURT 기반 Safety Case 적용

Ÿ Safety Case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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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상기 주요 연구내용 중 Safety Case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만을 수록하

였으며, 기타 연구내용들은 다른 절 또는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

래의 2. 연구수행 방법에 나타내었다.

2. 연구수행 방법

주어진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쥐한 주요 연구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Ÿ 스위스 GTS에서 수행 중인 CFM phase III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현장 시험 기술 자

료들을 축적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를 본 보고서 제3장, 제9절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평가 및 생태계 장기변화 영향분석’에 수록하였다.

Ÿ 처분용기, 완충재, 천연방벽의 처분시스템 방벽별 또는 방벽 경계에서 핵종의 생지화학적 

복합 거동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여 핵종 복합 거동 종합 보고서인 ‘처분환경에서 핵

종 복합 거동 특성’을 작성하였다[3.14.1].

Ÿ 보조안전지표 활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은 본 보고서 제3장, 제4절 ‘기술기준(안)을 고려한 

처분 보조안전지표 및 평가 모델 개발’에 수록하였다.

Ÿ KURT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한 처분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여 Safety Case 종합보고서인 

‘KURT 기반 파이로공정 고준위폐시물 처분시스템 개념개발 단계 Safety Case 

(AKRS-19)’를 작성함으로써, KURT를 기반으로 한 Safety Case를 적용하였다[3.14.2∼

10].

3. 연구내용 및 결과

가. Safety Case 기본개념

(1) Safety Case 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에서는 고준위폐기물의 심층처분을 위한 국가정책이 수립 중이며 일반기준은 제시되었

지만, 구체적인 성능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일반기준에 Safety Case 개발에 대한 필요

성과 방향은 제시되었으나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미흡한 상황

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개발될 Safety Case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는 취지에서 Safety Case가 개발되었으며 주요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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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파이로공정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처분시스템 개념설정을 위한 Safety Case 개발

Ÿ 향후 국내에서 수행될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RD&D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방안 제시

Ÿ KAERI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 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결과의 정리 

Ÿ 기 수행된 연구결과의 정리를 통해 향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주제와 연구항목의 도출

과 제안

Ÿ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입력자료의 Safety Case 보고서 적용 및 신뢰성 확보 방안 제시

Ÿ 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Safety Case 보고서 개발 방향 및 형식

의 제안

(2) Safety Case 개발 전략

2016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을 고시하였다[3.14.11]. 해당 고시의 ‘제2

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방사선위해 방지기준’의 ‘제7조 (신뢰성 구축)’에 따르면 

“안전성평가 결과가 안전목표치에 부합함의 판단은 선량 및 위험도의 확률론적 분포특성에 관

한 분석, 평가 불확실성의 분석, 자연유사물 및 보조안전지표를 이용한 비교평가, 심층방어 증

거의 확보 등 다중의 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Safety Case에 의해 

처분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고준위폐기물 심층처분에 대한 규제지침을 고려하여 연구원 부지 내에 위치하는 지

하처분연구시설인 KURT에서 획득한 다양한 지질 자료와 KURT 환경을 근거로 획득한 핵종 

거동 자료들을 바탕으로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의 심층처분에 관한 A-KRS 처분시스템의 

개념 개발 및 설정을 위한 Safety Case를 개발하였다.

① Safety Case의 정의

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에서 안전성의 개념이 정량적인 안전성평가 결과 그 자체뿐만 아니

라,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범위의 증거와 논거들을 포함하

는 것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확장된 작업들을 지칭하기 위해 보다 광의의 개념을 도입하여 

‘Safety Cas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과 관련된 

Safety Case는 처분장의 폐쇄 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신뢰할 수 있는 통제기간 이후에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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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이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을 정량화하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해석 및 논거들의 총합으로 

정의된다[3.14.12].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afety Case는 처분시설의 안전성 지원을 위

한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관리적 논거들과 증거들을 총합하여 문서의 형태로 정리한다. 

Safety Case는 부지선정, 설계, 운영 등과 관련된 주요 결정들을 돕고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결국 Safety Case는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를 구축하는 주

요 기반이 된다[3.14.13].

② 보고서 작성을 위한 Safety Case 개발 전략

국내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을 위한 국가정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정부에 의해 제시되었으나 법제화 되지는 않은 상태로,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본격적인 Safety Case가 개발된 적은 없다. 2012년에 한국원

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공정폐기물의 심층처분에 관한 기초적인 형식을 갖춘 Safety Case를 

KURT 부지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IAEA에서 추천한 해외

전문가들의 검토(peer review)와 평가를 받았지만 해당 보고서는 안전성평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Safety Case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자료, 분석방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투명성 및 추적 가능성의 제시,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언급되지 

못하였다[3.14.14∼15].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을 위한 Safety Case 개발을 위해 

해외 전문기관(Saanio & Riekkola, Finland)의 자문을 받아 Safety Case 개발 계획 및 그 

이행 방안을 수립하였다[3.14.16-17]. 이는 IAEA 등 국제기관의 지침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

며 안전요건 등을 포함한 처분시스템 설계의 기초사항, 처분부지, 폐기물 유형, 공학적방벽, 

처분장 설계, FEP과 시나리오, 모델과 자료, 안전성평가, 보조적인 고려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

합보고서 형태로 구성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의 2단계 확장 건설이 완료되면서 획득한 KURT 

현장 자료와 2012년 이후에 수행된 연구결과들을 이용하여 처분시스템 개념개발을 목표로 하

는 KURT 기반의 Safety Case 보고서를 새로 기획하였다. 해외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구

성된 보고서를 기본으로 처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판단과 평가의 근거, 자료 작성 및 

해당 자료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들을 특성별로 분류하고 KURT 부지에서 획득할 수 있었던 

현장자료를 이용한 연구항목 및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재구성하였다(<그림 3.14.1>). 이번에 개

발된 Safety Case는 처분장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발급 받기 위해 처

분 사업자에 의해 작성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Safety Case 보고서와는 달리 연구기관에 의해 

작성하는 Safety Case 보고서이므로 연구개발 관점에서 파이로공정폐기물의 심층처분시스템

의 개념 설정과 향후에 필요한 연구항목의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아직 고준위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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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국가정책이나 사업체계가 준비되지 못한 국내 상황에서 향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차원의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3.14.1. Safety Case 보고서 포트폴리오(portfolio)

③ Safety Case 보고서의 구성

‘KURT 기반 파이로공정 고준위페기물 처분시스템 개념개발 단계 Safety Case 

(AKRS-16)’는 종합보고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9권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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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 KURT 기반 파이로공정 고준위페기물 처분시스템 개념개발 단계 Safety Case 

(AKRS-16) 보고서

Ÿ 종합보고서 (KAERI/TR-6726/2016)

: Safety Case portfolio 보고서 전체 내용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로서 Safety Case의 전체

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처분시스템 각각의 요소들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떻게 이용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Safety Case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필요한 연구 및 개발 항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Ÿ 제1권 처분시스템과 처분시설 (KAERI/TR-6727/2016)

: 파이로공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심층처분시스템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법률 

및 규제 요건 국제기관 권고내용을 검토하고 처분시스템 안전개념 및 안전기능을 포함하

는 설계방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설계 방법에 따라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를 가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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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하여 연구개발 단계의 심층처분시스템과 지상 및 지하시설 개념을 설정하였다.

Ÿ 제2권 처분부지 (KAERI/TR-6728/2016)

:　KURT 부지특성 조사를 위해 사용된 방법들, 부지의 지표환경 특성, 암석의 역학적, 열

적 특성, 지질학적 특성, 수리지질학적 특성, 지화학적 특성, 핵종 이동 특성, KURT 건설

작업에 의한 영향, 향후 연구개발의 필요성 등이 기술되어 있다.

Ÿ 제3권 방사성폐기물 유형 및 특성 (KAERI/TR-6729/2016)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물량을 추정하였으며 파이로공정폐기물 방사

선원항 도출을 위한 기준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심층처분 

대상 폐기물인 LiCl-KCl 세라믹폐기물에 대하여 핵종량 및 붕괴열 등을 중심으로 처분시

스템 설계 및 안전성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방사선원항을 기술하였다. 

Ÿ 제4권 공학적방벽 시스템 (KAERI/TR-6730/2016)

: 공학적방벽의 구성요소인 처분용기, 완충재, 뒤채움재 및 플러그의 성능 요건에 대해 기술

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한 공학적방벽 연구결과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

으로 처분장의 폐쇄 후 열적,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Ÿ 제5권 FEP와 시나리오 (KAERI/TR-6731/2016)

: 파이로공정폐기물 처분시스템(A-KRS)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개발된 FEP 및 시나리오에 대

해 기술하였다. FEP 개발연혁 및 구성체계를 소개하하고 시나리오 개발절차에 관해서도 

간략히 기술하였으며 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도출된 시나리오를 기술하였다.

Ÿ 제6권 모델과 자료 (KAERI/TR-6732/2016)

: 안전성평가에 이용되는 입력자료 작성 및 처분시스템 구성요소들의 건전성과 성능평가를 

위해 이용된 모델과 입력자료를 정리하였다. 개념모델 또는 수치모델의 제시, 모델에 사용

된 입력자료의 제시 또는 확보방안 수립, 모델과 입력자료에 대한 평가, 건전성 및 성능평

가에 필요한 추가 항목 제시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Ÿ 제7권 폐쇄 후 안전성평가 (KAERI/TR-6733/2016)

: 해외기관 및 국내 관련기관에서 제안하는 일반적인 폐쇄 후 안전성평가 절차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KURT 기반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 처분시

스템의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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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제8권 보조적인 고려사항 (KAERI/TR-6734/2016)

: 처분장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폐기물에 의한 방사선학적 

위험, 심층처분 타당성, A-KRS 설계와 안전개념, KURT 부지 적합성 검토, 보조안전지

표, 자연 및 인공유사물 등의 보조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각각의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Ÿ 파이로공정폐기물의 심층처분을 위한 처분시스템 개념의 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

Ÿ 향후 국내에서 수행될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차원의 방안 제시

Ÿ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입력자료 제시를 위한 Safety Case 보고서 적용 및 신뢰성 확보 방

안 제시

Ÿ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Safety Case 보고서 개발 방향과 

형식의 제안

Ÿ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 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고준위방사성폐

기물 처분 연구결과의 정리 

Ÿ 원자력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의 정리를 통해 향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주

제와 연구항목의 도출과 제안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작성되었다.

Ÿ 개념 개발 단계의 Safety Case이므로 아직 수행되지 못한 부분을 억지로 채우려고 하는 

것 보다는 보고서 사이의 연관성,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다. 

Ÿ 세부연구내용은 해당 분야의 보고서나 각 보고서에 제시된 참고문헌(보고서, 논문, 공개 자

료 등)을 참조하도록 기술되었다.

Ÿ 개념개발 단계에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일부 필요한 내용들은 이를 넘어서는 

범주의 내용들도 포함되었다.



- 373 -

나. KURT 기반 Safety Case 보고서의 내용

AKRS-16 Safety Case 보고서는 PWR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파이로공정에서 발

생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에 대한 장기 안전성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처

분안전성 구성을 위한 요소, 처분시스템, 폐쇄 후 안전성평가 방법과 결과, Safety Case의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향후 심층처분을 위해 요구되는 연구개발 항목 등이 정리되었다. 종

합보고서 1권과 각 분야별 8권의 보고서를 포함한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었다.

Ÿ 종합보고서

Ÿ 제1권 처분시스템과 처분시설

Ÿ 제2권 처분부지 

Ÿ 제3권 방사성폐기물 유형 및 특성 

Ÿ 제4권 공학적방벽 시스템

Ÿ 제5권 FEP와 시나리오

Ÿ 제6권 모델과 자료

Ÿ 제7권 폐쇄 후 안전성평가

Ÿ 제8권 보조적인 고려사항 

여기에서는 총 8권의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Safety Case 개발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처분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과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처분에 관한 규제 및 

법률적 사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처분부지, 처분시스템, 안전성평

가 및 안전논거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1) 파이로공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운영을 시작한 후 2016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4곳의 부지에서 2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

획에 따르면 신규원전을 포함하여 총 3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향후 운영될 예정이다

[3.14.18-19].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의 저장용 수조(pool) 

또는 콘크리트 저장고(silo)에 임시저장 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모든 원자로의 가동종료 시점인 

2077년에는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은 23,000 tU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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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는 고독성, 고방열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환경으로부터 장기

간 안전하게 격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

여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의 ‘미래 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장기 추진계획’[3.14.20]을 의결하

여 핵비확산성 건식처리기술인 파이로공정(pyro-processing) 및 이와 연계된 제4세대 소듐냉

각고속로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기

술인 파이로공정 처리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① 파이로공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특성

<그림 3.14.3>은 235U의 초기농축도 4.5 wt.%를 갖는 경수로 핵연료가 원자로 내에서 4년 

정도 연소되고 55 GWd/tU의 최종 연소도를 갖고 방출된 후 10년 냉각되었을 때 핵종조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플루토늄, 마이너액티나이드, 요오드, 테크네튬 등은 고독성이며 반감

기가 길어 사용후핵연료 장기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핵종들이다. 세슘 및 스트론튬은 반감기가 

30년 정도로 비교적 짧지만 고방열성 핵종이므로 수백 년 이내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핵종들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한다면 고독성, 고방열 핵종들을 제거할 수 있

으므로 장기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것이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

(pyro-processing)하는 파이로-고속로 선진핵주기 개념이다. <표 3.14.1>에는 파이로공정에

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안을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4.3.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핵종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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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Long-lived waste Interim decay waste

Metal
Ceramic II
(LiCl+KCl)

Off-gas
(I, Tc)

Ceramic I
(LiCl)

Off-gas
(Cs)

Key Nuclides U, TRU RE, TRU I, Tc Sr, Cs Cs
Mass (kg) 3,136.4 664.9 455.5 2,845.7 318.7
Volume (L) 467.4 186.2 276.0 1,200.7 116.3

Heat(W) 10 years 
after discharge

- 2,087 - 3,747 7,515

Heat(W) 40 years 
after discharge

- 297 0.006 2,597 3,253

처리방안
처분 방안   

추후 고려
처분 (소멸처리) 중간저장 중간저장

표 3.14.1. 파이로공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따른 분류표(Basis 10 MtHM)

② 파이로공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

방사성 위해지수는 인간에 대한 위해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파이로공정폐기물을 어느 시점

까지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위해지수(hazard index)

는 어떤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최대허용농도로 희석시키는데 필요한 물의 양으로 식(3.14.1)과 

같이 표기된다.

위해지수 핵종의최대허용농도
핵종의방사능 

(3.14.1)

방사성 위해지수는 처분시스템의 보조안전지표로 활용되며, 처분용기 수명이 위해지수 저감

기간보다 긴 경우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이 용기 내에게 붕괴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14.4>는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공정폐기물의 위해지수 저감기간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독성도 저감기간은 약 20만 년으로 나타났으며 파이

로공정의 LiCl-KCl 세라믹폐기물의 독성도 저감기간은 약 20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로

공정폐기물 처분용기의 수명이 1,000년임을 감안할 때 용기수명동안 파이로공정폐기물 내의 

방사성물질은 천연우라늄이 갖는 위해지수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파이로

공정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14.4>에서 천연우라늄의 독성도

는 사용후핵연료 1톤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천연우라늄의 양을 기준으로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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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폐기물 및 천연우라늄의 독성도 평가 시 라돈 자손 모두 고려

* 공정산물인 U, TRU의 100% 순환을 가정

그림 3.14.4.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세라믹폐기물의 독성도 저감기간

③ 방사선학적 방호

인간 및 생명체가 방사성폐기물에 노출되어 받게 되는 방사선학적 영향은 일정량(규제치) 이

상의 선량(dose)을 받았는가를 판단하거나 암 발생확률을 산정하여 평가하게 된다[3.14.21]. 

방사선학적 방호에서 피폭(radiation exposure)은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3.14.22]. 국내법에 고시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에서는 고준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서 유발될 수 있는 방사선 영향이 주

요 시나리오에서 10-6의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시나리오

에 대해서는 선량이 10 mSv/yr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 의하

면 처분환경에서 예상되는 모든 조건에서 처분용기를 포함한 공학적방벽은 수천 년 동안 방사

성 핵종의 유출이 없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유출이 되더라도 다중방벽시스템에 의하여 핵종의 

유출이 지연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방사선학적 방호는 인간이 쉽게 도달하기 

힘든 심층에 공학적방벽을 설치하여 구성된 처분시스템에 의해 고준위폐기물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방사성핵종의 유출을 방지하거나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격납(containment)과 격리

(isol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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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법률 및 규제 요건

① 국내 법률 및 규제 요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5조 제4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

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즉, 사용후핵연료도 폐기하기로 결정되면 방사성폐기물로 분

류된다[3.14.23].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의는,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2조(정의)’에 따르면, “방사성폐

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3.14.24].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 제2014-34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의하면 이 값은 반감기 20년 

이상의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4,000 Bq/g, 열발생률 2 kW/m3을 말한다[3.14.25].

처분에 대한 정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3.14.26].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영구처분은 방사성폐기물을 회수할 의도 없이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

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방식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003호 제4조(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

에 심층처분과 천층처분을 구분하고 있으며 천층처분 방식으로는 동굴처분, 표층처분, 매립형

처분을 구분하고 있다. 이 고시 ‘제5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의하면 고준위방사성폐기

물은 천층처분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층처분을 명시하고 있다[3.14.27].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5-21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제2조(정의)’에 의하면 심층처

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

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

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 고시에 의하면 처분시스템이란 방사성폐기물, 공학적방벽을 비롯한 설

계특징, 천연방벽, 방사선영향에 연관되는 부지환경, 처분시설 운영관리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

을 구성하는 성분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고시에는 심층처분시설의 안전

목표치와 안전성평가, 부지조건, 설계 일반사항, 공학적방벽 특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특성,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일반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고시에 의하면 Safety Case에 

해당하는 조항으로서 ‘제7조(신뢰성 구축)’과 ‘제8조(종합안전성 구축)’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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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기관 권고 및 해외사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성 물질의 처분에 관한 안전요건에 관한 문서에서 방사성폐기

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입증 및 기존 처분시설에서 고려해야 할 안전요건에 관하여 처분시설의 

계획 단계, 개발/운영/폐쇄 단계 등 각 단계에 걸쳐 제시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총 26가지의 

요건 중에는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처분시설의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요구

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Safety Case를 개발 및 유지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요건 3). 특히 처분시설 Safety Case 및 안전성평가의 준비, 승인 및 사용

(요건12), Safety Case 및 안전성평가의 범위(요건13), Safety Case 및 안전성평가의 문서화

(요건14)에서 Safety Case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Safety 

Case를 통해 입증하려고 하고 있으며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도 인허

가 서류를 Safety Case 형태로 제출하였다[3.14.28∼29].

(3) 안전성 확보 방안

① 장기 안전성 원칙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계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5-21호 ‘고준

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에 의하면 심층처분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 생

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하며 심층처분시설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의 방사

선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어야 한다.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성능과 처분안전성은 다중방벽과 다중의 안전기능에 의해 구

성되어야 하며, 다중방벽(multi-barrier system)과 심층방어(defense-in-depth) 개념을 갖추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중방벽을 구성하는 공학적방벽에는 방사성핵종의 유출을 장기간 제

한하는 격납 기능을 할 수 있는 처분용기가 포함되어야 하며 처분장 폐쇄 후 정상적인 자연현

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방사성핵종이 지하수 흐름에 따라 천연방벽으로 유입되는 것을 수천 년 

이상 제한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층처분 시설의 설계요건에는 처분시스템 구성요

소들의 수동적 안전기능에 의한 처분안전성의 확보, 운영 중 필요할 경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의 확보, 운영 중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사보타주 등에 대해 물리적 방호를 확보할 수 있

도록 요구하고 있다. 처분될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으로는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

로서 방사성핵종의 유출을 장기간 제한할 것, 처분환경에서 붕괴열과 압력에 대해 기능을 장

기간 유지할 것, 처분환경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핵임계에 도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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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Safety Case 개발 과정에서는 국내 처분환경과 폐기물 특성에 맞는 처분용기와 완충재

를 설계하고 열 해석을 통하여 처분공과 처분터널 간격을 결정하고 처분시스템의 배치를 결정

하였다. 처분환경에서 각 공학적방벽의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처분시스

템을 대상으로 종합안전성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수행한 

설계 절차는 H-12 보고서[3.14.30]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그림 3.14.5>에 나타내었다. <그림 3.14.5>의 설계절차는 KURT 부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

적인 설계 요구 사항, 공학적방벽의 설계 개념 및 분석, 그리고 성능 평가와 관련된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는 통합 설계 방법으로 구성된다. 궁극적으로 이 설계절차는 안전성, 구현 가능성 

및 경제적 인자와 관련하여 처분개념 및 시설을 최적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림 3.14.5. 설계 절차도

② 안전개념

A-KRS의 안전개념(safety concept)은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심층처분시스템이 보유하고 있

는 안전개념과 유사하다(<그림 3.14.6>). 방사성폐기물 안에 존재하는 방사성핵종을 우선적으

로 격납시키는 것은 처분용기의 역할이 되며 완충재, 뒤채움재, 플러그 등의 공학적방벽은 처

분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처분용기가 파손될 경우 핵종의 

유출을 제한하거나 느려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유출된 핵종이 지표 환경으로 이동하는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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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긴 시간이 걸리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처분심도는 충분히 깊어야 하고, 기반암의 특성

이 쉽게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처분장을 기계적 응력으로부터 잘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

다. 아울러 처분시스템의 각 요소 중 어느 하나에 결함이 생기더라도 다른 요소가 작용하여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다중방벽시스템은 방사성핵종을 지표 환

경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3.14.6. 핀란드 KBS-3 방식 심층처분시스템의 안전 개념

③ 안전기능

본 보고서에서 고려한 처분시스템은 스웨덴 SKB의 KBS-3 방식의 심층처분시스템으로 국내 

지질환경을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안전개념 및 안전기능(safety function)도 KBS-3 방식의 

처분시스템을 적용한 국가와 유사하게 적용하였다. 스웨덴 심층처분시스템에서 고려한 격납과 

관련된 방벽별 안전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본 보고서의 심층처분시스템 설계에도 국내 지질환

경을 반영하여 적용하였다.

Ÿ 처분용기

- 부식방벽의 제공, 정압 및 전단응력에 대한 건전성 유지

Ÿ 완충재

- 이류에 의한 이동을 제한, 미생물 활동 억제, 암반의 움직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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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변화 억제, 처분용기 침하(sinking) 억제

- 처분용기와 주변 암반에 대한 팽윤압 제한 

Ÿ 뒤채움재

- 완충재 팽창의 억제 

Ÿ 암반

- 지화학적, 지하수 흐름, 핵종 이동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 제공

- 구조적으로 안정된 환경 제공, 유리한 열전달 환경의 제공

또한, 지연과 관련되어 설정된 안전기능은 다음과 같다.

Ÿ 사용후핵연료

- 방사성핵종의 누출 억제(containing) 및 구조재 금속의 부식속도 저하를 통한 격리

- 침전(용해도가 낮을 것) 및 핵임계 회피 

Ÿ 처분용기

- 핵종 유출 차단 및 핵임계 방지

Ÿ 완충재

- 콜로이드의 여과 및 방사성핵종의 흡착

- 기체 이동 통로 제공

Ÿ 뒤채움재

- 이류에 의한 핵종 이동을 제한 및 방사성핵종 흡착

Ÿ 암반

- 암반내로의 방사성핵종 확산과 흡착, 콜로이드 농도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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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성능 목표와 목표 특성

안전 기능은 기술적인 설계요건들을 통해 제안된 방식으로 처분시스템에서 작동하게 된다. 

설계요건은 처분장 구성요소 각각의 성능요건을 통해 도출되는데, 이는 공학적방벽에서는 성

능목표(performance target), 천연방벽에서는 목표특성(target property)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이들은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성을 장기간에 걸쳐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목표와 목표특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처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

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과 발생 가능성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평가 과정에서의 초기결과를 바탕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지식을 기반으로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 장기 변화나 변

이 등은 성능목표나 목표특성을 정의할 때 고려되어야 하며 설계를 위한 기초적인 고려사항에

도 반영되어야 한다.

⑤ 설계요건

성능목표와 목표특성으로부터 설계요건이 도출되며, 처분장은 설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설계요건은 처분시스템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해 필요하며 안전기능

과 성능목표는 처분 초기나 폐쇄 후의 시점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

도 충족되어야 한다. 나라마다 처분개념, 처분부지환경, 처분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까지 알려진 각국의 성능기준을 보면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능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A-KRS 처분시스템의 기준 완충재 선정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성능기준을 제안하였다[3.14.31].

(4) 처분시스템 및 지하연구시설

① 가상의 처분부지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 심층처분을 위한 처분부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층

처분 연구를 위해 건설한 소규모 지하연구시설인 KURT 부지를 가상의 처분부지로 가정하였

다. KURT 부지에서 획득한 현장자료를 천연방벽의 특성으로 설정해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고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문서화하여 KURT 기반의 Safety Case를 

작성하였다.

KURT 시설이 위치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50 km 지점에 위치하

며 금강을 경계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서쪽으로는 계룡산 줄기를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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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공주시와 접하며 갑천이 서남쪽에서 북동쪽으로 흐른다. 따라서 KURT의 위치는 지형

적으로 대전분지의 서북부에 해당한다(<그림 3.14.7>).

그림 3.14.7. KURT 부지의 위치 및 시설 개요도

유성 지역은 경기변성암 복합체 내에 위치하며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중생대의 

심성암과 맥암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KURT 시설 주변의 심성암류는 크게 시대미상의 편상화

강암과 중생대 복운모 화강암으로 나누어진다. KURT 주변 지역의 지질은 상부 토양층 및 풍

화대, 저경사 단열대, 단열대, 기반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표 지질조사 및 시추공 조사 결

과에 근거하여 지질구조 모델은 <그림 3.14.8>과 같다.

KURT 부지에 주로 분포해 있는 화강암과 편마암류의 형성시기는 선캠브리아기로 약 2억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별다른 변성작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3.14.32]. 이는 처분부지의 요건으로 거론되는 안전한 기반암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처분부지의 기반암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높다. KURT의 암반 분포는 결정질

암을 기반암으로 하는 심층처분시스템을 고려할 때 선호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지하



- 384 -

처분연구시설로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a) 평면도

(b) 입체도

그림 3.14.8. KURT 시설 부지에 분포하는 단열대

② 공학적방벽 및 처분시설

A-KRS는 가압경수로(PWR)로부터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한 건식처리 기술

인 파이로공정으로 부터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처분시스템으로 본 연구에

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 조건을 가상의 처분부지 조건으로 가정하여 개발하였다. 

A-KRS는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분기술 선도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처분시스템과 유사한 

공학적방벽과 천연방벽으로 구성된 다중방벽(<그림 3.14.9>)과 각 방벽의 요소에 따른 다중의 

안전기능을 유지하는 KBS-3형 처분시스템 개념을 따르고 있다.

처분시스템 중 공학적방벽은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처분용기, 처분용기를 보호하는 완충

재, 완충재의 보조 역할과 처분시설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뒤채움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처분

시설 폐쇄에 이용되는 플러깅(plugging) 요소인 플러그(plug)와 마감재(closure)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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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심층처분 처분모듈의 구성

심층처분의 안전 개념은 격리이며 격리는 기본적으로 처분용기와 다중방벽시스템을 이용하

여 구현된다. 처분환경에서 예상되는 조건에서 처분용기를 포함한 공학적방벽의 기능은 수천 

년 동안 방사성 핵종의 유출이 없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유출이 되더라도 다중방벽시스템에 

의하여 핵종의 유출이 지연되도록 해야 한다. 처분시스템이 위치하게 될 모암과 처분심도는 

이와 같은 격리와 지연 기능을 만족하도록 선정된다. A-KRS 처분시스템에 적용한 다중방벽 

개념을 <그림 3.14.10>에 도시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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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0. A-KRS 처분시스템의 다중방벽 개념

처분시설이 위치할 심층 환경에 대한 열 해석 결과를 통해 완충재 내의 최고 온도를 구하고 

최고 온도가 100℃가 넘지 않도록 처분모듈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였다. 수직공 처분을 고려할 

때,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2개 넣을 경우 처분공 사이의 간격은 4 m, 처분용기를 4개 넣을 경

우는 처분공 사이의 간격은 7 m가 필요하다. 열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직공 처분방식에서

는 처분공당 4개의 처분용기를 넣는 방식을 선정하였다. 처분심도는 지하 500 m 정도를 고

려하였다. 선정된 심층처분시설의 개념도를 <그림 3.14.11>에 나타내었다[3.1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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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1. 수직공 처분방식 처분시설 

③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

KURT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하며 심층처분시스템 관련 처분기술의 현장검증을 위

한 기반구축 및 처분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KURT 시설은 다음의 현장 

자료를 통해 처분방벽 성능과 안전성 관련 요소기술 개발 및 그들의 현상 검증 등을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국내의 처분기술 개발에 기여하였다[3.14.35]. 지하시설 내에서 굴착손상영역 특성 

평가 시험, 소규모 히터 시험, 처분용기 부식 시험, 부지의 지하수 특성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자료 구축, 부지조사 기술 개발 등 현장시험과 연구자료 구축을 통해 KURT 부지의 지질, 지

질구조, 수리지질, 지구화학, 암반역학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공학적방벽 개발 및 

A-KRS 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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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2. KURT 시설의 현황(RG: Research Gallery)

KURT 1단계 연구시설은 고준위폐기물처분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이론적 개념 및 

실험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원자력연구원에서 제안하는 기준 처분시스템(KRS)에 적용하기 위

해 2006년에 건설되었다. 그리고 A-KRS에 대한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실험공간이 요구되어 

2단계 확장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 준공하였다(<그림 3.14.12>)[3.14.36∼37]. 한국원

자력연구원에서는 KURT 2단계 이후 장기 현장시험 연구를 위해 총 12개의 현장시험 연구계

획을 제안하였고 각각의 현장시험을 위해 2단계 확장 영역 내에 독립적인 Research Gallery

가 배정되었거나 배정될 계획이다[3.14.38]. 또한 국제규모의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관

련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IAEA URF(Underground Research Facility) Network에 회원국

으로 참여함으로서 연구 범위 확대와 국제협력 연구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5) 안전성평가 방법 및 결과

① 처분시스템에서의 핵종 이동 제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방사성폐기물을 그 유해기간 동안 생태계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인

간과 주위 환경에 방사선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안전성은 격납

과 지연 및 분산을 통한 격리라는 두 가지 기본 원리에 의해 보장된다. 즉 방사성폐기물을 처

분한 후, 붕괴열의 발생량이 많고 폐기물 중의 방사성핵종의 농도가 높은 초기의 상당한 기간 



- 389 -

동안은 격납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 기간 중에는 처분된 폐기물이 주위 환경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여 방사성폐기물 내에 함유된 방사성핵종 중에서 반감기가 짧은 핵종들이 방사성붕괴에 

의해 소멸되고 붕괴열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격납기간을 길게 한다 하다라도 반감기가 

아주 긴 방사성핵종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설정된 격납 기간 이후에는 처분된 폐

기물로부터 방사성핵종들이 아주 서서히 조금씩 유출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생태계로 이동하

는 동안 지연되어 방사성붕괴에 의해 소멸되고 분산되어 인간과 주위 환경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격리되는 것이다.

심층처분은 지하 수백 미터에 위치한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암반층에 터널망(tunnel 

network) 형태의 처분터널을 건설하고 처분터널 바닥 혹은 벽에 굴착된 처분공에 고준위폐기

물 처분용기를 넣은 후 처분공 벽과 처분용기 사이의 공간을 완충재로 채운다. 처분터널 내의 

모든 처분공이 폐기물로 채워지면 처분터널을 뒤채움하고 터널 입구를 콘크리트 플러그로 막

아 밀폐시키는데 이러한 처분용기, 완충재 및 뒤채움재를 공학적방벽이라 한다. 공학적방벽은 

폐기물의 붕괴열의 발생량이 많고 방사능준위가 높은 초기 기간 중에는 처분된 폐기물을 완전

히 격리시켜 방사성 핵종의 유출을 방지하고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처분장으로부터 방사성핵

종이 유출되는 경우에도 핵종의 유출률을 제한하여야 한다.

처분장 주위의 모암과 모암에서 생태계에 이르는 지질환경을 천연방벽이라고 하는데 천연방

벽은 충분히 두꺼워 방사성폐기물에서 유출되는 핵종의 위해성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기간 동안 심층처분장을 생태계로부터 격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천연방벽인 지질환경은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 및 분산시켜 생태계로의 유출을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 즉 심층처분은 처분용기, 완충재, 뒤채움재 등의 공학적방벽과 처분장 주변의 지

질환경인 천연방벽의 상호 보완 작용에 의해 안전성이 보장되는 다중방벽개념을 채택하고 있

다.

② FEP 구성

처분장에서 발생 개연성이 있는 정적 자연현상인 고유특징(Feature), 확률적 자연현상인 사

건(Event), 정상적 자연현상인 장기변화(Process)를 총 망라한 FEP(Features, Events and 

Processes)을 도출하고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FEP를 선별하여 이를 바탕으로 방사성

핵종의 유출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된다.

정적 자연현상(Features)은 처분장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고유특징들, 

즉 대상(object), 구조(structure), 상태(condition) 등을 말하며, 확률적 자연현상(Event)은 

처분장의 성능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지진 또는 우물의 설치 등과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하면서 처분장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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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상적 자연현상(Process)은 처분장의 성능이 유지되는 기간 전체 

또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어나면서 처분장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자연

적인 또는 인위적인 변화를 말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심층에서의 직접처분을 대상으로 기존에 2007년까지 개발한 FEP 목

록은 폐기물 - 처분용기 - 완충재(buffer/backfill) - 지하매질(geosphere) - 생태계

(biosphere) - 외부사건(external event) 등의 대분류 체계에 맞추어 도출되고 정리되었다

[3.14.39]. 이를 파이로공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에 활용하기 위해 다시 분석하여 

사용후핵연료뿐만 아니라 파이로공정폐기물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FEP을 수정하였다. 그

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안하는 FEP인 A-KAERI-FEP의 구조는 <그림 3.1.1>에 제

시된 것과 같다. A-KAERI-FEP의 구조 및 각 방벽별 구성개수는 OECD/NEA에서 7개국, 10

개 프로젝트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한 FEP 구조와 유사한 구조 및 구성 비율

을 갖는다[3.14.40]. 이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발생가능성, 영향도, 중복성 등을 평가한 결과

이며 288개의 FEP 항목을 갖고 있다[3.14.41].

③ 시나리오 구성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격리하는 처분시스템을 대상으로 현재 보유하

고 있는 안전성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는 정상 시나리오와 비정상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모두 5

개인데 지하수의 정상적 유동에 따른 정상 유출 시나리오, 인간의 침입에 따른 우물 침입 시

나리오, 처분시스템 원계영역에서 자연 재해로서 지진에 의한 주단열대(MWCF: Main Water 

Conducting Feature) 내에서 지하수 유동량의 증가와 역시 원계영역 지진에 따른 천연방벽

으로서의 처분시스템 내 완충재가 상실되는 시나리오와 지진에 의한 이들 두 시나리오가 동시

에 발생하는 시나리오이다.

Ÿ 정상 시나리오

- 지하수의 자연스러운 유동에만 의존하여 핵종이 유출 이동되는 경우

Ÿ 지진에 의한 완충재 상실 및 MWCF 내에서 지하수 유동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

- 지진에 의해 완충재가 상실되거나 MWCF를 통과하는 지하수 유동량이 갑작스럽게 10배

로 증가하는 경우로 두 가지 사건이 단독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

Ÿ 우물침입 시나리오

- 물의 이용을 위한 일반적인 우물이 아니라 처분장 근처에 비정상적으로 인간의 침입 형태

로 굴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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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복합 시나리오

- 위의 지진 및 우물침입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④ 모델과 자료

처분시스템의 성능평가 또는 안전성평가를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별로 오랜 기간 동안 일어

나는 각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 및 입력자료가 필요하다. 처분용기를 예로 들면 처분용

기가 원하는 시간동안 핵종의 격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으

로부터 구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나 장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부식이 일어날 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 등이 필요하다.

처분시스템 각 구성요소별로 건전성 및 성능평가에 사용된 모델과 이 모델에 사용된 입력자

료, 이 모델을 통해 평가된 결과 값 등의 상세한 자료는 별도의 보고서에 언급하였다(<제VI권 

모델과 자료>). 모델은 크게 시스템 거동 모델과 핵종 유출 및 이동 관련 모델로 구분되었다. 

시스템 거동 모델은 실제 처분시스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용되었는데 핵종 재고량, 처분용기, 공학적방벽의 THM 거동, 지질 및 지하수 환

경, 지화학 환경에 대한 평가모델이 포함되었다. 핵종 유출 및 이동 관련 모델은 방사성핵종이 

유출되어 이동하는 과정을 예상하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폐기물 유출, 핵종의 용해도, 확산 등

에 대한 평가모델이 포함되었다. 그 외에 미생물이 핵종 이동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려는 모

델도 제시되었다.

⑤ 안전성평가 방법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핵종 이동 개념모델은 <그림 3.4.11>과 

같이 개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심층처분시스템은 크게 공학적방벽, 근계 균열망, 주단열대

(MWCF), 생태계로 구성된다. 폐기물, 처분용기, 완충재 등으로 구성되는 공학적방벽에서는 용

기파손 등에 의해서 폐기물로부터 유출된 핵종이 주변 지하수로 포화된 완충재에서 확산에 의

해서 이동하게 되고 수착에 의해서 그 이동이 지연된다. 공학적방벽으로부터 유출된 핵종은 

주변 암반의 균열망 내 지하수 흐름을 따라 이류와 분산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고 암반체로의 

확산과 수착에 의해서 그 이동이 지연된다. 암반 균열망 내 지하수 흐름을 따라 이동하던 핵

종이 지하 대수층까지 연결된 주단열대를 만나게 되면 지하 생태계까지 급속도로 이동하게 된

다. 인간 생활권 내인 대수층에 도달한 핵종은 인간의 생활패턴에 따라 여러 가지 경로로 인

체에 전이된다. 여기서 모든 구성요소의 지하수 내 핵종농도는 핵종별 용해도(solubility)에 의

해서 제한되고 전체 핵종 이동 시간은 방사성핵종의 붕괴사슬(decay chain)을 고려해야 할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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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성평가 결과

정상 시나리오에 대해, 반복계산 과정에서 도출된 최종 연간선량 결과들(회색 실선)과 그 결

과의 최대값(검은색 실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총 위험도(빨간색 실선) 계산 결과가 <그

림 3.4.12>에 제시되었다. 최종 결과에서 연간선량은 약 10만 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1백만 

년 동안 최대 연간선량은 약 10-17 mSv/yr이었고 최대 위험도는 10-24 /yr로 기준치인 10-6 

/yr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는 정상 시나리오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지진 발생에 의하여 천연방벽의 지하수 유속이 증가하는 경우는 전체 연간선량 분

포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연간선량 분포에서 조그만 정점(peak)들을 유발하

였다. 완충재가 상실되는 지진이 연간선량 분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

다.

우물침입 시나리오에서는 취수된 지하수가 지표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로부터 대수층, 하천, 

대기로 오염물이 전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우물 침입의 영향이 오래 지속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우물침입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연간선량과 위험도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지진과 우물침입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평가 결과는 우물침입 하

나만을 고려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최종적으로, 복합 시나리오

에 대한 최대 총 위험도는 약 10-9 /yr로 나타났다(<그림 3.14.13>). 이 때 연간선량에 기여

하는 주요 핵종은 239Pu, 242Pu, 240Pu로 나타났고 그 외에 222Rn, 226Ra, 229Th, 135Cs, 151Sm

이 간헐적으로 주요 핵종으로 관찰되었다(<그림 3.14.14>). 연간선량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핵

종인 239Pu(반감기: 2.41×104년) 및 242Pu(반감기: 3.75×105년)에 의한 연간선량 증가는 초

기 재고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수착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반감기가 길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또한 240Pu(반감기: 6.54×103년)는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우물침입 사건이 발

생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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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논거

① 안전성평가 결과 분석

1백만 년의 안전성평가 기간 동안, 최대 위험도는 정상과 지진 시나리오에서 약 10-24 /yr, 

그리고 우물침입 및 복합 시나리오에서는 약 10-9 /yr로 나타났다. 연간선량 분포 자체가 주

로 10만 년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비정상 시나리오 중 지진에 의한 공학적방벽 안전기능 

상실 및 천연방벽 수리특성 증가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에 

의해서 근계 균열망으로부터 지표 생태계까지 직접적인 핵종 이동이 발생하는 우물침입에 의

해서는 연간선량 및 위험도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였다. 지진과 우물침입을 동시에 고려한 복

합시나리오에서도 지진보다는 영향도가 큰 우물침입에 의한 변화가 크게 발생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는 안전성평가 기간을 폐쇄 후 최소 1만 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1만 년 이내에 연간선량이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선량 변화에 의한 영

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결과를 보면, 안전성평가 기간인 1백만 년 이내에 연간선량

이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1백만 년 이후의 선량 변화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최종 연간선량의 최고치는 약 109년 이후에나 관

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방벽과 천연방벽의 핵종 이동 지연기

능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입력자료들이 안전성평가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입력자료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가 높은 입력상수는 암반에서의 핵종 수착계수(Kd_Rock = 78.2%), 지하

수 유속(Vel_Rock = 76.3%), 암반 균열간극(Apt_Rock = 36.6%), 암반 확산깊이

(DiffDepth_Rock = 34.1%), 처분용기 수명(FailureTime = 3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입력상수들은 천연방벽 내에서의 핵종 플럭스(flux)를 결정하는 인자이므로 천연방벽에서의 

핵종 이동이 심층 처분시스템 안전성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4.30>).

② 신뢰도 향상 방안

피폭선량이나 위험도(risk) 같은 전통적인 안전성평가 척도를 이용하여 수천 년 이상의 장기

간에 걸친 처분장의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확보 가능

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이용하여 처분안전성의 신뢰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NEA 보고서

[3.14.42]에 의하면 보조적인 고려사항은 정량적인 안전성평가가 아니라 평가, 증거, 정성적 

보조논거 등을 이용하여 처분안전성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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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프로세스와 유사한 자연계에서의 증거자료, 다른 처분장의 Safety Case와의 비교, 

미래의 인간 생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피폭선량 이외의 보조안전지표 활용, 

생태계 및 지질학적 등 장기적인 변화를 위한 보조안전지표 개발 등의 보조논거들을 대표적으

로 거론하고 있다.

자연유사

자연유사연구(natural analogue study)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변 환경과 어느 정도 유

사성을 가진 자연 및 생태의 고고학적 또는 산업적 시스템을 조사하는 것이다. 처분장의 구성

요소들 또는 처분장 변화를 제어하는 과정들과 유사성을 가진 많은 자연시스템들이 존재하므

로, 적절한 유사시스템들을 잘 연구하면 단기적 및 장기적 처분장 거동에 대한 이해와 안전성 

평가모델링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3.14.43∼

44]. 자연유사연구는 IAEA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3.14.45]. 

“자연유사연구는 처분시스템의 어떤 부분들에서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거나 예측되는 것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질들, 조건들, 과정들의 자연적 발생을 조사하는 유사적 접근이다. 따라

서 자연유사물들은 그들이 가진 고유한 물리화학적 특징들보다는 그들을 연구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된 방법론들에 의해 더 잘 정의된다.”

자연유사연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폐쇄 후 안전성평가를 지원하는 처분장의 장기 거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심층처분의 안전성입증을 위한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3.14.46].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공동으로 방사성폐기물 심

층처분 Safety Case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자연유사 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3.14.47]. 그 동안 발표된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국내 Safety Case 적용성과 중요

성을 평가하여 국내 Safety Case 개발에 중요한 자연유사 정보자료로 75개를 선정하였다.

기타 보조안전논거: 보조안전지표

피폭선량과 위험도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나 복잡한 수학적 모델의 이용 등에 

의해 안전성평가 결과를 일반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분시스템의 안

전성을 평가하고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척도를 보조안전지표(complementary 

safety indicator)라 한다. 이는 처분안전성에 추가적인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3.14.48∼

49]. 국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위해방지기준에서도 보조안전지표는 선량이나 위험도 이외에 

방사선 영향이나 방사선 방호성능의 척도로서 안전성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양 즉, 방사성핵

종의 농도 또는 플럭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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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안전지표로 활용되는 방사성핵종의 농도와 플럭스에 대한 평가결과는 자연계에서 측정

하여 획득한 참조 값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처분장의 안전성을 보조적으로 입증한다. 아직 실

제 처분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보고서의 참조 값들은 IAEA 주도로 9개국이 참

여한 국제공동연구의 자료[3.14.50]와 스웨덴 SKI가 정리한 자료[3.14.51]를 이용하였다. 

파이로공정폐기물에 포함된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에 대해, 안전성평가 코드

를 이용하여 핵종 이동 경로 중 주단열대(주단열대)에서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와 플럭스를 계

산하고 계산 결과를 참고문헌에 제시된 암반에서 측정된 우라늄과 토륨 농도 및 플럭스의 참

조 값과 비교하였다. MWCF에서 계산된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와 플럭스는 모두 참조 값들 보

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준다(<그림 3.4.24∼25>). 그러나 이들 참조 값들은 참고문헌에서 

확보한 자료들이므로, 실제 처분장 부지에서 확보한 값들을 이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 Safety Case 보고서의 향후 활용 방안

향후 처분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로 요구되는 Safety Case의 보완과 갱신을 위해 필요한 연

구개발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Safety Case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Ÿ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공정을 포함하는 재순환공정으로부터 발생

되는 모든 폐기물들의 심층처분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정보 제공  

Ÿ 향후 국내에서 수행될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의 안전성평가와 신뢰성 구축에 필요한 기술

자료(KURT 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결과 포함) 제공 및 

연구개발 차원의 방안 제시

Ÿ 국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 규제기술 및 규제지침 개발에 활용

Ÿ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와 의사소통에 기여

(1) 향후 연구개발 필요 사항

본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위치하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를 기반으로 파이

로공정 고준위폐기물의 심층처분을 위한 A-KRS 처분시스템의 개념개발 단계에서 수행된 내

용들을 바탕으로 한다. 본 보고서가 비록 개념개발 단계에서 수행된 것이기에 부지특성이나 

처분시스템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결과들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심층처분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활동도 아직은 매우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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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처분 프로그램의 진화에 따라 지금 작성되고 있는 Safety Case는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진화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심층처분을 위한 처분시스템 및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각의 요소들을 Safety Case 보고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부문으로 나누었

을 때, 각 부문에서 향후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① 처분시스템과 처분시설

처분시스템 설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처분시스템의 안전개념과 안전기능을 향후 선

정될 처분부지 환경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처분시스템 구성요소의 요건을 관

리하는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처분에 이용되는 기술에 대한 실증을 위해 적절한 암종과 심

도 조건을 만족하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이 필요하며 그곳에 공학적방벽과 천연방벽의 성능을 현

장 실증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② 처분부지

장기적인 기후변화와 지구조운동, 그에 따른 지표 및 지하 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이 필

요하다. 기존의 광역규모보다 축소된 부지규모 특성 및 부지규모에서 지하수가 유동할 수 있

는 단열의 분포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와 그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법도 요구된다. 부지의 수리지질모델과 지화학모델, 암석-광물학적 모델을 연계하여 해석하

는 방법과 암반의 열적-수리적-역학적 거동 특성을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THM 거동 특성 

모델도 있어야 하며 지하 공간에 대한 건설 작업이 주변 환경과 처분장 운영에 끼치는 영향도 

평가가 필요하다.

③ 폐기물 유형 및 특성

파이로공정은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므로 공정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파이로공

정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방사선원항을 재산출하여 안전성평가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공학적방벽

파이로공정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심층처분 대상에 대한 자료와 그에 따른 기준 

처분시스템이 확정되면 처분용기를 포함한 공학적방벽의 구성이 조정되어야 한다. 구리 용기 

및 벤토나이트 완층재 등 공학적방벽 구성요소에 대한 현장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처분에 필요

한 공학적방벽의 구성물질의 성능과 상업적으로 확보 가능한 물량에 대한 평가도 요구된다.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뒤채움재, 플러그, 마감재에 대한 연구 및 처분용기의 회

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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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FEP과 시나리오

국내외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의 A-KAERI-FEP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

다. 또한 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평가 기술이 향상되면 FEP과 시나리오도 변경될 수 있으

므로 지속적인 검토와 갱신이 필요하다.

⑥ 모델과 자료

T-H-M 모델과 같이 복잡한 현장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모델들을 개선시켜야 

하고 추계적 개념화(stochastic conceptualization)를 통해 단열망 예측에 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거나 평가하는 기법과 같이 모델에 이용되는 입력자료의 불확실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자료 획득 방법이 필요하다. 방사성핵종의 이동에 콜로이드 생성, 미생물의 활동, 가스 발생이 

끼치는 영향이나 뒤채움재 및 플러그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하며 KURT 환경이 아닌 지

하 500 m 심도의 처분환경을 갖는 지하연구시설에서의 실험을 통한 모델 개선 및 자료 보완

이 필요하다.

⑦ 안전성평가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안전성평가에 사용된 입력자료 

및 모델 등의 불확도 정량화가 중요하며 최적의 보수성-효율성 조율을 위한 안전성평가도구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모델의 투명성 및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세스 기반 종합

성능평가체계 개발되어 처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주요 성능평가 단위 모듈에서의 

부분적 검증 및 처분시스템 내 주요 물리현상들에 대한 복합영향 고려가 가능해지고 각 분야

별로 향상된 연구결과들을 효율적으로 안전성평가 도구에 반영하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⑧ 보조적인 고려사항

실제 처분환경과 유사한 조건인 심도 500 m에서의 연구 및 실증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하연구시설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유용한 자연유사 정보자료를 확보하고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우라늄 광산이나 벤토나이트 광산, 고고학

적 유물 등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자연유사연구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되어야 한다. 국내 자

연유사연구 정보자료들이 확보되면 해외의 연구결과들과의 상호 비교·검증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Safety Case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Safety Case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보조안전지표 활용을 통한 처분안전성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처분부지에서의 농도와 플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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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주요 핵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실제 처분부지에서의 농도와 플럭스 

자료 측정 장비 확보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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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제2절 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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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목표달성도

원자력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본 연구과제의 1단계 3년(2012~2014), 2단계 2년

(2015~2016)에 대한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주요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연구목표의 달성도를 <표 4.1.1∼5>에 제시하였다.



- 404 -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복합 피폭시나리오 요

소 분석 및 통합 해석 

방법론 개발

위험도 기반 안전성평가를 위한 복합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FEP을 보완하고 지하

수 및 용질 이동을 TDRW 방법론을 이용하여 모사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기존 안

전성평가 코드에 접목 가능함을 확인

100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가 가능한 통합 방법론을 사건 특성 규정, 각 사건별 영향

도 규정, 시나리오 조합 기준 설정, 시나리오 조합, 안전성평가 모델링, 모델 수렴 

검토로 구성하여 개발

100

A-KRS 처분안전성평가를 위한 GSTSPA 전산 코드에 대한 확인 및 검증작업을 

SwRI 연구소에서 개발한 NRC SOAR 프로그램과 비교 검증 연구를 통하여 

GSTSPA의 신뢰도를 확보

100

처분사업을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폐쇄 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처분단계별 미

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의 Safety Case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
100

완충재에서 온도 및 금

속이온의 핵종 이동 영

향 평가

경주벤토나이트의 층간이온 중 Ca보다 Na가 선택적으로 Cu와 잘 교환되며 벤토

나이트가 Cu로 치환되면서 벤토나이트의 층간 두께가 감소함을 확인
100

고온 및 저온에서 실험을 통해 금속용기 성분의 용출 및 벤토나이트 확산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구리확산 평균속도(1.0(±0.5) cm/yr)를 측정
100

구리치환 벤토나이트에 대한 핵종의 수착/확산 실험을 수행하여 치환에 따른 핵종

의 거동특성을 평가하고 구리와 미생물을 이용한 요오드 제거 실험을 수행하여 핵

종복합 거동에서 생물학적 영향을 평가

100

스위스 GTS에서 수행중인 CFM II 국제공동연구 참여하였으며, 공동연구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실적 연구 KAERI 자체 수행
100

KURT 지하수에서 우

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

석

시간분해 레이저형광분광(TRLFS) 시스템을 개발, 설치하고, 지하수 중 존재하는 

우라늄 농도를 정량화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 화

학종의 확인하였음. 또한 PHREEQC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Redox 반응모델링을 

통해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Redox 반응을 예측

100

지하수에 용해된 Fe, Mn 등이 우라늄 redox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실 실험

을 통해 분석하고 PHREEQC 지화학코드로 KURT 지하수에서의 우라늄 redox 

반응 영향을 평가

100

대표적인 우라늄광물 및 우라늄 지화학 반응에 대한  열역학 D/B를 구축하고 

PHREEQC를 이용하여 KURT 조건에서 안정적인 우라늄화학종을 계산
100

TRLFS를 이용하여 KURT 지하수에서 지배적인 우라늄 화학종이 Ca-UO2-CO3 

삼중복합체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화학종의 형성상수를 실험을 통해 결정
100

KURT 지하수의 산화환원전위 결정법을 개발하여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산화수 및 

화학종 결정에 활용
100

표 4.1.1. 1차년도(2012년) 연구목표 및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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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다중 방사선원 평가 및 

복합피폭 해석 모델 개

발

A-KRS 시스템에 대해 다중 선원항 모델을 적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한 결과, 

세라믹폐기물의 피폭선량 최대치는 약 25% 정도 저감, 최대치 발현 시점은 약 3

만년 정도 늦춰짐을 확인하였고 단일 재고량으로 해석한 경우에 비해 최대 피폭선

량률은 약 35% 정도 감소함을 확인

100

GoldSim을 이용한 복합피폭 시마리오 모델을 개발하여 한반도 내 지진 발생확률

과 처분장 영향 범위 내 우물 침입 확률을 포함하는 복합피폭 시나리오의 확률론

적 안전성평가 결과, 위험도의 증가는 50 m 이내의 우물 침입 발생과 밀접한 관계

가 있음을 확인

100

국제기구 (IAEA, OECD/NEA) 및 국제공동연구(SPIN, PAMINA), 선행국에서 도

출된 주요 성능지표, 보조안전지표 및 자연유사에 관한 정보자료 구축하고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다중 안전성 증거 및 활용 방안을 수립

100

공학적방벽에서 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종 이

동 모델 개발

LBM과 PHREEQC를 이용하여 처분용기와 벤토나이트 완충재 경계에서 핵종 복

합이동 수치모델을 개발
100

CFM 국제공동연구에서는 추적자 실험을 통하여 수행된 핵종 이동 실험 결과와 비

교, 검증을 수행하고 KAERI에서는 콜로이드 크기와 지하수 유량이 콜로이드 이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를 수행

100

벤토나이트 이차생성 광물의 열역학 DB를 확보하고 벤토나이트 지화학특성 변화

에 따른 화학종 계산 모델을 제시
100

TRLFS 방법으로 KURT 지하수 중 우라늄이 주로 Ca-UO2-CO3 삼증화합물로 존

재하고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우라늄이 암반-지하수의 장기 상호작용의 해석에 이

용될 수 있음을 확인

100

지하수 주요 구성 원소(Ca, Mg) 등이 우라늄 지화학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

으로 해석
100

용기/완충재 경계 부식

생성물 및 가스 핵종 

이동 영향 평가

구리처분용기 부식물은 주로 이차금속황화물 형태의 고형체와 수소 및 황화수소 

등의 기체 형태로 확인되었으며 이차황화물에 의한 핵종들의 수착량은 적지만 지

하수의 pH 및 이온강도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

100

수소 및 황화수소 발생가스가 수용액에 용존되어 우라늄의 지화학적 거동에 영향

을 미치며 특히 미생물에 의해 우라늄의 산화수가 빠르게 바뀜에 따라 우라늄의 

벤토나이트 및 화강암에 대한 수착 거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100

방사선 조사로 인해 금속재료와 완충재로부터 수소와 황화수소(H2S) 가스가 발생

함을 확인하고 이들이 미생물 촉매작용에 의해 우라늄 6가를 우라늄 4가로 환원시

키는 기작을 발견하고 규명하였으며 용존 핵종들(예: 우라늄)의 산화수 및 수착 특

성 등을 바꿀 수 있음을 규명

100

표 4.1.2. 2차년도(2013년) 연구목표 및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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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KURT 부지 환경 적용 

Safety Case 개발

GSTSPA를 공학적방벽에서 핵종 이동, 복합피폭 시나리오 생성, 시나리오 통계 분

석 및 발생 확률 계산,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을 개선하여 새로운 복합피폭 시나리

오 안전성평가 코드 개발

100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 폐쇄 후 단계로 구분하고 각 처분단계별 평가 코드를 구

성하여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
100

처분단계별 Safety Case 개발의 일환으로 KAERI Safety Case Portfolio를 제시

하고 KURT에서 얻어진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A-KRS를 대상으로 안전성분석보고

서를 작성

100

완충재/암반 경계에서 

생지화학 반응의 핵종 

이동 영향 평가

경주벤토나이트와 KURT 암반단열대의 토착미생물로 Desulfo-sporosinus 

auripigmenti와 Veillonella을 각각 확인하였으며 미생물에 의해 광물변이가 유

발됨을 확인

100

토착미생물의 활동 및 증식에 의한 우라늄의 수착 특성 변화 관찰하였음. 경주벤토

나이트 토착미생물의 활동 의해 우라늄 수착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KURT 

토착미생물의 증식에 비례해 우라늄 제거율이 증가함을 확인

100

2 Gy/hr의 선량률로 총 230 Gy를 조사하였을 때, 미생물의 사멸과 재증식에 대

한 방사선의 영향은 없었으며 방사선을 조사하여도 S. putrefaciens가 존재할 때, 

우라늄 농도는 5일 이내에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

100

KURT 지하수에서 우

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

지화학코드(GWB)를 이용한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모델 개

발하고 우라늄 열역학 반응 상수를 개선 추가하여 KURT지하수에서의 주요 우라

늄 화학종을 계산하고, TRLFS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

100

KURT 암반의 우라늄 동위원소(238U, 235U, 234U) 비교분석을 통해 지하수에 존재

하는 우라늄의 암석과의 장기상호작용을 해석하였고 처분환경에서 우라늄 상변화

에 의해 형성 가능한 이차광물을 GWB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형성과정 및 메커니

즘 등을 조사·분석

100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우라늄 콜로이드의 종류 및 산화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열분해법을 이용하여 산화철 및 산화지르코늄 콜로이드를 합성하고 다양한 

방법(XRD, Raman spectroscopy, HRTEM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도구들을 

활용하여 합성된 콜로이드들의 결정구조특성을 규명

100

처분연구에서 우라늄 고체용액 연구의 동형 및 역할을 조사·분석하여 KURT 지수

화학 조건에서 Uranothorite와 같은 우라늄 고체용액(solid solution)의 형성 가

능성을 기존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검토하고 확인

100

표 4.1.3. 3차년도(2014년) 연구목표 및 목표 달성도



- 407 -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기술기준을 고려한 처

분 보조안전 지표 적용 

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인 SPIN, PAMINA 결과와 해외 Safety Case 보고서의 분석 및 원

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중인 일반기준 제정(안)을 검토함으로써, 2개의 국내 적용 

가능한 보조안전지표(농도, 유출률)를 제시하고 보조안전지표의 Safety Case 적용 

계획을 제시함

100

보조안전지표 계산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안전성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Matlab, 

GoldSim, Excel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래밍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처분시스템 각 

구역별, 시간별, 핵종별 농도 및 유출률을 계산 가능케 함

100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

종 거동 평가 및 생태

계 장기변화 영향 분석

광물-핵종-미생물의 복합지화학 반응에 대한 수착실험을 수행하고 각 인자의 영향

을 평가함.
100

지하환원조건에서 화강암-벤토나이트 압축셀로부터 확산 및 용출되는 요오드가 구

리에 의해 이동이 지연되는 메커니즘(요오드화구리 광물생성)을 규명함.
100

해외 생태계모델 개발 및 활용현황 분석과 생태계 장기변화 모델 개발을 위한 국

제공동연구(BIOMOVS, BIOMASS, BIOCLIM, MODARIA) 결과분석을 통하여 

생태계 장기변화영향 분석을 위한 기술현황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Safefy Case 

개발 적용방안을 제시함.

100

스위스 GTS의 현장 균열암반에서 벤토나이트 장기 침식 및 콜로이드 이동 실험 

및 결과 해석에 참여하였으며 핵종-콜로이드 이동 실험에 대한 모델링 연구를 수

행 및 참여기관별 연구결과를 비교․검토함

100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의 광물화 과정 

해석

1단계 연구개발 내용인 KURT 지하수 내, 즉 액체상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에 

상호보완적 접근으로 KURT 단열암반 내, 즉 고체상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 

수행

100

XRF, EPMA, EDS, BSE 등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화강암 기반에서 존재하

는 우라늄의 분포, 산출특성, 결합 메커니즘 등을 분석하고 우라늄 광물이 USiO4, 

(U,Th)SiO4, Ca(UO2)2(SiO3OH)2·5H2O 등의 우라늄규산염으로 존재함을 확인

100

KURT 암반에 존재하는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alpha-spectrometry)하고 지하수 

분석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지하수-암반 간 장기 상호작용을 해석
100

표 4.1.4. 4차년도(2015년) 연구목표 및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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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고준위폐기물 처분 보

조안전지표 평가 모델 

핵종 플럭스와 농도를 보조안전지표로 선정하여 이를 반영한 처분안전성을 평가하

고, 평가결과를  Safety Case 개발에 적용하여 Safety Case 보고서 작성에 적용
100

복합피폭시나리오와 보조안전지표 계산 모듈 등을 추가하여 기존 종합안전성평가 

코드인 GSTSPA를 개선하여 새로운 종합성능평가코드인 K-PAM을 개발함
100

KURT 기반 Safety 

Case 보고서 작성

스위스 Nagra에서 운영하는 화강암반 지하처분시설인 Grimsel Test Site(GTS)

에서 운영 중인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3단계(2014 ~ 2018)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파트너회의 및 모델링 회의 등에 참석하고 현

장 실험자료를 해석하기 위함 모델링 업무를 수행함

100

근계 영역에서 용기-완충재-암반 등 구성요소들 간의 경계에서의 핵종들의 복합 

거동과 미생물 및 방사선의 영향 등에 관한 연구결과를 정리한 핵종 복합 거동 종

합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Safety Case 보고서 작성에 이를 반영함

100

처분안전성평가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보조안전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성능평가 코드를 개발하여  Safety Case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고 반

영하였음

100

지난 4차 원자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KURT 기반의 연구결과들과 타 세

부과제에서 수행된 결과들을 통합하여 Safety Case 작성하였음
100

Safety Case 보고서를 작성을 위해 Task Force Team(TFT)을 구성하고 10회에 

걸친 TFT 회의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Workshop 개최, 해외전문가 자

문 등을 실시하여 ‘KURT 기반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 설정 단

계 Safety Case(AKRS-16)’ Safety Case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간하였음

100

KURT 단열암반에서 

우라늄 장기 거동 해석 

및 평가방법 개발

KURT 단열암반에서의 우라늄의 장기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열암반에 존재

하는 우라늄의 분포, 존재 형태 및 광물 특성 등을 전자탐침미세분석(EPMA) 기술

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열역학적 모델을 개발하여 우라늄의 장기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시함

100

단열암반을 통해 우라늄의 장기 이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KURT 암석 시료를 이용

하여 우라늄 장기 용출 시험을 실시하여 다양한 지하수 조건변화에 따른 우라늄의 

용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라늄 장기 이동성을 평가함

100

KURT 기반의 우라늄 장기 거동 특성 자료를 정리하고, 국내외의 자연유사연구 자

료들을 수집 정리·분석하여 Safety Case의 한 장에(제8장 보조적인 고려사항) 포

함하여 기술함으로써 이를 반영함 

100

표 4.1.5. 5차년도(2016년) 연구목표 및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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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기존에 수행되던 각 시나리오별 안전성평가 모델 및 방법론을 기반으로 복합피폭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요소분석 및 방법론을 개발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위험도 기반 안전성평

가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는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의 폐쇄 후 안전성평가에서 

다양한 위험도 프로파일 생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Safety Case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국민수용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처분단계별 Safety Case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

물 처분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처분안전성평가에 관한 기술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처분안전성에 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조안전지표 적용기술 및 평가모델 개발 등은 Safety Case 구축을 위한 필수 연구 분야로써 

각 분야에 대한 모델, 방법론, 코드 개발 등을 통하여 Safety Case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Safety Case 개발을 통한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에 필수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A-KRS

와 KURT에 기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Safety Case 평가체계 구축과 Safety 

Case 보고서는 국내 규제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위해방지기준

(안)에 명시된 Safety Case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자와 규제기관에서 필요한 모델과 코드

를 제공함으로써 처분장 안전성평가 신뢰도 향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Safety Case 개발을 위한 현상 규명 및 모델 개발과 기본 자료 확보를 위해 완충재에서의 

온도 및 금속이온의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학적방벽에서 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핵

종 이동모델 개발, 용기와 완충재 경계에서 부식생성물 및 가스가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모델과 확보된 기본 자료들은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추진 시 Safety Case 개발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의 기

반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연구는 

현재 수행된 연구결과가 많지 않고, Safety Case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

야이다. 특히, 처분시스템의 장기성능을 검증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연구 분야이다. 전 세계적

으로 다중방벽 조건에서 핵종들의 생지화학 반응을 고려한 복합 거동과 관련한 연구가 상대적

으로  부족한데 이와 관련한 실험적 검증을 통하여 국외적으로 우리의 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처분안전성평가 및 Safety Case 구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기초 자연유사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석,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 연구들은 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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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기반에서의 자연유사 연구의 기초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연구 

수행 과정에서 구축한 측정 장비와 기법들은 관련 연구의 기초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들 연구 성과는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수행 시 개발되어야할 

Safety Case 구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처분안전성에 관한 신뢰도 확

보와 국민수용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KURT 기반의 우라늄 장기 거동 연

구를 통해 고준위폐기물 심층 처분의 장기적인 처분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국내 처분안전성의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국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Safety Case 구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고 처분장 인허가에 필수적인 보조안전지표 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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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 중의 하나인 복합피폭 시나리오 평가가 가능한 폐쇄 

후 안전성평가 코드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또는 파이로 처리 후 발생하는 고준위방사

성폐기물 처분 사업 수행 시 안전성평가뿐만 아니라 Safety Case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 처분사업 주체인 원자력환경공단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하여 관련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

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지특성화 및 부지선정 단계, 운영 단계, 폐쇄 후 단계로 구분하여 안

전성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평가체계를 구축한 연구내용은 Safety Case 개발의 핵심 내용

인 안전성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사업주체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관련 기술을 전수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조안전지표는 규제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Safety Case 개발을 통한 처분안전성 신뢰도 

향상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연구 분야로써 보조안전지표 적용기술 개발, 관련 모델 개발, 기존 

안전성평가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한 보조안전지표 평가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Safety Case 개발을 구축하여 국내 실정을 반영한 A-KRS와 KURT 기반 국내 고유의 

Safety Case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복합피폭 시나리오 개발 및 평가, 보조안전지표 개발 및 

평가, 핵종 거동 자료, 우라늄 장기 거동 연구 등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A-KRS와 KURT에 기

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종합 Safety Case 보고서는 처분장 안전성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현상 규명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수행한 온도 

및 금속이온과 용기와 완충재 경계에서 생성되는 부식생성물 및 가스가 지하매질 내 핵종 이

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은 국내 자원을 이용한 실험적 연구로써 처분안전성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천연방벽 경계에서 핵종 거동 평가 결과물은 향후 처분장에서 일어날 수 있

는 다양한 지화학적 반응을 고려한 핵종 이동 및 지연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안전성평가의 신뢰도 향상 및 Safety Case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지하심부에서 일

어나는 핵종/미생물/광물 간의 복합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적 자료와 해석 및 평가 방법들은 

일반 환경 분야의 오염물질 확산 방지, 지구화학적 거동 평가, 위해도 평가 및 예측 등에 활

용될 수 있다. 처분시스템 다중방벽에서의 핵종 거동은 고준위폐기물 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서의 핵종 거동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들 결과는  Safety Case 개발 

지원을 위한 기본 자료로써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연구를 통해 습득된 자료와 실험적 연

구관련 기술들은 향후 처분사업 수행 시 사업주체에 기술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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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연유사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산화환원 반응 해석,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장기 지화학 반응 해석 연구들은 안전성평가 결과와 함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Safety Case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단계에서 수행

한 연구내용은 기초적인 자연유사 연구로써 향후 본격적인 자연유사 연구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측정장치와 측정방법들은 향후 본격적인 자연유사 연

구가 수행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KURT 기반으로 수행된 우라늄 

장기 거동 연구는 자연유사연구의 일부로 심부지하수에서 핵종들의 지화학 반응 특성 및 단열

암반을 통한 핵종 이동 등에 대한 KURT 기반의 처분안전성에 필요한 평가자료 및 안전성 입

증을 위한 보조안전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우라늄의 장기 거동 연구 결과는 장기적

으로 비원자력계 전문가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고준위폐기물 심층 처분안전성에 대한 소통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안전성의 신뢰도 향상 및 처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활

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 예정인 우라늄의 화학종 측정 및 정량

화 기술 등은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또는 

TENORM(Technically Enhanced NORM)의 환경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분석화

학 및 방사화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과제에서 수행된 심부 처분

환경에서 핵종 장기거동과 관련된 내용은 5차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 ‘재순환공정방페물 처분

시스템 개발’ 총괄과제의 4세부과제인 ‘다중방벽 핵종 지화학거동 평가’ 과제에서 연속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핵종 장기거동에 대한 기초 특성 결과들이 KURT 기반으

로 수행되는 산화환원환경 변화에 따른 근계영역 용질이동 특성 연구 중 산화환원환경 변화에 

따른 근계영역 자연유사 특성 연구 수행에 활용될 예정이다.

본 과제의 주요 성과로 작성된 ‘KURT 기반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개발 

단계 Safety Case(AKRS-16)’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또

는 파이로 처리 후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사업 시행 계획이 완성되면 관련 기관

들이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Safety Case가 처분 시스템의 안전에 관련된 제반 사

항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처분 사업 시행자, 규제 당국, 주변 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필요한 처분시스템의 정보를 포함한다. 또한 처분안전성평가에 관한 신뢰도 확보는 

처분사업에 관한 국민 수용성 증진에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신뢰도가 확보된 Safety Case가 

작성되어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되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

등을 감소시키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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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본 과제의 보안등급은 일반과제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보안등급 선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로 분류되지만 본 

과제는 “일반” 과제로 분류되었다.

보안 등급 분류
(선택)

보안 일반

O

결정 사유
연구책임자 의견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보안등급 ‘일반’으로 <표 7.2> 참조 보안등급 ‘일반’으로 <표 7.2> 참조

표 7.1. 해당 연구과제의 보안등급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O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

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O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

련된 연구개발과제
O

4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표 7.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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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장비의 구축 및 활용 결과

본 과제에서는 구축한 연구장비 목록을 표 8.1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들 장비들의 활용 

결과를 표 8.2에 정리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장비들의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그림 

8.1과 그림 8.2에 제시하였다.

번호 장비명
NFEC
번호

설치장소
모델명

(제조사)
취득
일자

취득
금액
(원)

자산
번호

1 액체섬광계수기

NEFC-2012

-10-17267

7

한국원자력연구

원 6연구동

(현재는 

정보과학동)

Tri-Carb 

2910TR

(Perkin-El

mer)

2012.

07.17

79,525,

702

A20-12

-3439

2
자외-가시광선 분광광

도계

NEFC-2013

-02-17480

5

한국원자력연구

원 6연구동

(현재는 

정보과학동)

Cary 300 

(Agilent 

Technologi

es)

2012.

09.02

41,033,

227

J20-12-

4692

표 8.1. 본 과제에서 구축한 연구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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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장비명 활용 결과 및 실적

1 액체섬광계수기

Ÿ 핵종 복합 거동 반응실험에 사용된 방사성 핵종들(I-129, H-3) 등 핵종들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됨

Ÿ 처분시스템의 완충재 및 암반 매질을 통한 방사성핵종들의 이동 및 지연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됨

Ÿ 주요 연구성과

1) 이승엽 등, 요오드 생광물화 촉진 벤토나이트 완충재, 국내 특허등록 

10-1502492, 2015.05.14.

2) 이승엽 등, 요오드 핵종을 함유하는 방사성폐수의 생물학적 정화 장치, 국내 

특허등록 10-1558920, 2015.10.02.

3) 이승엽 등, 액상 방사성요오드 침전 및 제거용 소규모 정화시스템, 국내 

특허등록 10-1564093, 2015.10.22. 

4) Seung Yeop Lee et al., Mineralogical removal method and 

apparatus for highly concentrated iodine in radioactive 

wastewater, US Patent US9,181,114 B2, 2015.11.10. 

5) 이승엽 등, 생물학적 수중 삼중수소 제거 방법 및 장치, 국내 특허등록 

10-1611275, 2016.04.05.

6) S. Y. Lee et al., Microbial copper reduction method to scavenge 

anthropogenic radioiodine. Scientific Reports 6, 28113, 2016

7) J. K. Park et al., Diffusion and sorption properties of some 

sorbing nuclides onto granodiorite in a modified through-diffusion 

setup. Nuclear Technology 196, 121-129, 2016.

2
자외-가시광선 분광광

도계

Ÿ 지하수 중 용해된 우라늄 화학종 중 U(IV) 화학종을 분광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활용됨

Ÿ 지하수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존재와 양, 그리고 핵종의 반응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활용됨

Ÿ 수용액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핵종반응 반응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광학적 

도구로 활용된

Ÿ 주요 연구성과

1) S. Y. Lee et al.,. Abiotic reduction of uranium by machinawite 

(FeS) biogenerated under sulfate-reducing condition. J. Radioanal. 

Nucl. Chem. 295, 1135-1141, 2013. 

2) S. Y. Lee et al., Uranium(IV) remobilization unser sulfate reducing 

conditions. Chem. Geol. 370, 40-48, 2014.

3) J. K. Lee et al.,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Schewanella 

putrefacients on the sorption of uranium by goethite. J. 

Radioanal. Nucl. Chem 307, 2301-2306, 2016.

표 8.2. 본 과제에서 구축한 연구장비들의 활용 결과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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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액체섬광계수기 장비등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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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자외-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장비등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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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본 과제에서는 연구실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초치를 실시하였음

Ÿ 본 과제에서는 핵물질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고 있으며 실험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허가된 방사선 구역 및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인 보호장구 및 방사선 감시

를 위한 Dosimeter 등을 착용하고 실험에 임하고 있음. 

Ÿ 신규 방사선작업 종사자 및 계속 종사자를 위한 신규 및 보수 법정 교육을 년 1회 실시하

고 있으며 핵물질 취급 및 계량관리를 위한 법정 원자력통제교육(원자력통제기술원 주관)을 

받고 있음

Ÿ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해 과제책임자 지도하에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수행

하여 연구주관기관의 안전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있음

Ÿ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비를 간접비에 반영하여 연구주관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관

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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