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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목 처분종합성능평가 연구I. :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II.

목적 한국형 처분시스템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1. :

확립

필요성2.

기술적 측면○

한 국가에 적합한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 시스템 개념은 각 나라의-

자연환경조건 자국의 원자력산업의 특성에 대한 산업적 사회적, • •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러한 시스템의 장기간에 걸

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 고유의 지질 인문사회,

적 환경 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질 인문사회적 환경과 이에 맞는 국내 고유의 처분시- ,

스템에 대한 사건 수목 개발과 이를 이용한 장기적 처분 안(FEP)

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및 개별 시나리오들에 대한 평가

개요 평가 방법 흐름도(Assessment Context), (Assessment

평가 방법론 입력 자료 종합 성능 및 안전method Flow Chart), , ,

성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 및 문서화가 체계적(stylized

혹은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integrated) .

이러한 체계적인 종합 성능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지수-

문 환경에 처분장을 건설할 경우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하

수 유동을 통한 핵종 이동 시나리오 및 일부 자연 재해 및 공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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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벽 기능 상실 시나리오에 대해 한국형 처분 개념의 건전성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처분시스템의 총체적 안전성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구의 일환인 혹은Safety case Defense in Depth Multiple

개념에 따라 자연 유사 유동 가시화 가시적 설Lines of Safety , ,

명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Visualization)

있다.

또한 차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수행될 심지층 처분 환경에 대하-

여 우선 수행되어야 할 연구 항목들을 도출할 수 있다.

경제 산업적 측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에는 적-

어도 수십년간의 연구 개발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연구 개발 프로

그램이 효율적으로 개발 운영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그램이 창시된 년대부터 각종- WIPP 70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년대 초반 인허가를90

위한 사업에 착수할 즈음에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결

과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오랜 기간 수행된 연구 프로젝트가 나름대로의 합-

목적성을 가지지 못하고 한시적인 관심이나 일부 과학자들의 개별

적인 호기심에 기인해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

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연구 우선순위에 대한 확고한 방안-

을 가지고 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System Prioritization)

한 현안이나 인자에 대해 먼저 연구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경제

적인 연구 체계 구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처

분 성능 평가 결과가 중요함은 해외 각국의 모든 사례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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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적 측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에 있어서 가장 현안은 수십만 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동안 처분장의 안전성과 성능이 담보되는가에

있다.

처분장 안전성은 단기간의 실험실 실험이나 현장 실험을 통해서 증-

명될 수 없으며 이러한 단기간의 실험 결과와 함께 보수적인 관점

에 기초를 둔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분장의 안전성

과 성능을 평가함으로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처분 종합 성능 평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종합

적인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종 평가 방법론 및 평가 결

과를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III.

개발FEP/Scenario○

단계 리스트를 보완하여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 1/2 KAERI FEP

는 다양한 들을 선정함FEP .

개발을 위해 스웨덴 및 미국과 일본 연- KAERI FEP Encyclopedia

구 결과들을 심층 검토하고 이를 통한 보강 연구 결과 총FEP 381

개의 을 수용하는 이 개발되FEP KAERI Encyclopedia version 1.0

었음 단계 연구에서 개발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그룹끼리 묶어. 2

을 도출한 다음 이를 행렬의 로 활용하여 물리적IFEP RES ODE

방벽을 의미하는 와의 상호 반응 규명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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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적용해 관련 들을 확장 보완하였으며 특히 체계적인RES

도출을 위해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RES FEAS .

각 요소들은 각각 해당되는 다수의 들을 가리키도록 프로- RES FEP

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전술한 체계적 인 접근 방법을 위해 각 행렬“ ”

요소마다 평가 개요 평가 방법론 흐름도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

의 연결 현황이 프로그램에서 일목요연하게 표현되었음FEAS .

대각 요소들의 상호 반응의 연결을 통해 시나리오를 도출하- RES

였음 이를 위해 에서 먼저 연결용 프로그램을. FEAS Sub-scenario

개발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확장해 전체 시나리오의 연결 과정

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처분종합성능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무엇을 대상으로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사업화

및 관련 인허가를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기록되도록

시스템 개발에 적용함.

종합 성능 평가 코드 보완 및 코드 개발MASCOT-K MDPSA○
단계에서 개발된 성능 향상을 위해 이산화우라늄- 1/2 MASCOT-K

집합체와 다음 단계 연구에서 다루게 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고

화체의 용출 현상을 다루는 조화 유출 모듈을 개선해 무한대 붕괴

사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향상함.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한 코드 개발 검증 작업을-

완료함.

처분 환경은 나 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은 차- MASCOT-K AMBER 1

원 환경이 아니라 공학적 방벽에서 단열로의 이동과 같이 때로는

물질 이동 면적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명실상(Mass Transfer Area)

부한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또한 천연방벽은 단일 단열로 표현될 수 없고 일련의 단열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열망 내 개개(Fractur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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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열들은 주변 암반으로 확산 통로를 제공함.

우리나라 환경 특성상 처분장은 연안에 위치한 산악 지형에 위치-

할 개연성이 있으며 설령 평야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지하 매질 내

지하수 유동은 지표 지형의 굴곡에 따라 이루어 질 것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구획 모델 개념에- (Compartment Model)

의거하거나 물리적 시공간적 좌표에서의 유동을 표현하는 기존의

코드들로는 자연 재해 사건과 같은 돌발사건 에 관(Discrete Event)

해 해석할 수 없는 프로그램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MASCOT

실제 차원 환경에서 지하수 및 방사성 핵종 이동을 동시에 평가3

할 수 있는 코드 차 개발을 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수MDPSA 1 3

행함.

코드를 이용해 자연 재해 사건으로 수반되는 단층 재활성- MDPSA

화 평가 등 지금까지 로는 평가가 불가능했던 시나리MASCOT-K

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차기 단계에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는 해수 침투 및 지- MDPSA

화학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종합 성능 평가○

처분종합성능평가 시나리오 군을 도출하고 년 동안 종합- 2006-2007

적인 성능 평가를 수행함 기준 시나리오군 및 공학적 방벽 성능.

상실 자연 재해 및 민감도 시나리오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 군들,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한국형 처분 개념 의 건전성을 규명(KRS)

함.

또한 민감도 평가를 통해 주요 인자들을 도출해 차기 단계 연구에-

서는 이러한 인자 값들이 우선적으로 도출되도록 함.

생태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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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생태계 평가를 위해 표준적인 평가 방법 을- (Template)

코드를 이용하여 개발함AMBER .

이와 같은 표준적인 평가 방법론에 의거해 농경 집단 담수 어업- ,

집단 및 해수 어업 집단에 대해 방법론에 의거 선량 환산 인ICRP

자 를 도출함(Dose Conversion Factor: DCF) .

품질 보증 시스템 개발○

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개념에 입각하여 처분연구에 필요한- 2 T2R3

품질보증 절차를 확립하고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웹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처분성능평가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처분종합성능평가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와 이러한 품질- (PAID)

보증 시스템을 연결해 에 수록된 각 데이터들의 이력을 알기PAID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함.

연구개발 결과IV.

개발FEP/Scenario○

단계 리스트를 보완하여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 1/2 KAERI FEP

는 다양한 들을 선정하였다 특히FEP . KAERI FEP Encyclopedia

개발을 위해 스웨덴 및 최근 연구 현황 미국SR-97 SR-CAN ,

연구에 대한 종합 보고서와 개발 보고서WIPP FEP YMP FEP

및 일본 연구 결과들을 심층 검토하고 이를 통한 보강H-12 FEP

연구 결과 총 개의 을 수용하는381 FEP KAERI Encyclopedia

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차기 단계에서 수행version 1.0 .

될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성이 증진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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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제안되었다.

단계 연구에서 개발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그룹끼리 묶어- 2 IFEP

을 도출한 다음 이를 행렬의 로 활용하여 물리적 방벽을RES ODE

의미하는 와의 상호 반응 규명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론을 개LDE

발한 바 있는데 이는 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나리Bottom-up

오를 개발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과 정반대로.

일본의 는 방식의 시나리오 도출을 시도하고 있JAEA Top-down

는 바 개별 사건 의 연결을 통해 전체 시나리오 도출을 할 수FEP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의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다KAERI .

각 요소들은 각각 해당되는 다수의 들을 가리키도록 프로- RES FEP

그램이 개발되었으며 프로그램 상에서 특정 요소를 클FEAS RES

릭할 경우 이와 관련된 들이 모두 도시되도록 하였다 전술한FEP .

체계적 인 접근 방법을 위해 각 행렬 요소마다 평가 개요 평가“ ” ,

방법론 흐름도 등이 도출되어 일반인이나 규제 전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진이 특정 시나리오를 평가하는지 계획 단계서부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한 바 이는 현재 연

구진이 채택하고 있는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외부 검토(Planning)

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념에 입각한 철저한(External Audit) T2R3

품질 보증이 가능케 하였다.

들 간 혹은 요소 간의 연결 현황이 프로그램에서- FEP RES FEAS

일목요연하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일부 요소의 경우 해당. RES

들의 수가 많아 각 들 간의 연결 항목이 방법 적용상FEP FEP RES

자세히 표현되지 못하는 일부 단점이 있어 차기 연구 단계에서는

요소 내에서의 상호 반응은RES PID(Process Influence Diagram)

방법론에 의해 보다 자세하게 표현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

이다.

대각 요소들의 상호 반응을 연결하여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RES .

이를 위해 먼저 지하수가 처분장으로 침투해 처분 용기를 부식시

키고 방사성 핵종을 유출시키며 유출된 방사성폐기물이 용기 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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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완충재 천연방벽을 통해, EDZ(Excavated Disturbed Zone),

최종적으로 생태계로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표현하

는 기능을 프로그램에서 도입하고 이를 이용해 먼저FEAS

연결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Sub-scenario .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론을 확장해 전체 시나리오의 연결 과-

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처분종합성

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무엇을 대상으로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사업화

및 관련 인허가를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기록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였다.

종합 성능 평가 코드 보완 및 코드 개발MASCOT-K MDPSA○

단계에서 개발된 성능 향상을 위해 이산화우라늄- 1/2 MASCOT-K

집합체와 다음 단계 연구에서 다루게 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고

화체의 용출 현상을 다루는 조화 유출 모듈을 개선해 무한대 붕괴

사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향상하고 이를 이용해 공

학적 방벽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등. 4N, 4N+1

초우란계열 원소 들의 유출률이 사용(Transuranic Element: TRU)

후핵연료의 를 차지하는 이산화우라늄 집합체에 의해 결정96%

된다는 사실로부터 무한대 붕괴 사슬에 대한 조화 유출(Control)

현상을 기술하는 수식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기존의 MASCOT-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K .

공학적 방벽의 평가 결과 핵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고려 중- TRU

인 칼슘 벤토나이트가 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탁월함을TRU

정량적으로 증명하였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I-129

에 대해서는 기존의 벤토나이트 방벽이 핵종 지연 기능을 수행하

지 못함을 다시 한 번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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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한 코드 개발 검증 작업을-

완료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심지층 처분 환경은 나 에서- MASCOT-K AMBER

기술하는 바와 같은 차원 환경이 아니라 공학적 방벽에서 단열로1

의 이동과 같이 때로는 물질 이동 면적 이(Mass Transfer Area)

급격하게 변화하는 명실상부한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천연방벽은 단일 단열로 표현될 수 없고 일련의 단열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열망 내 개개(Fracture Network)

의 단열들은 주변 암반으로 확산 통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환경 특성상 처분장은 연안에 위치한 산악 지형에 위치-

할 개연성이 있으며 설령 평야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지하 매질 내

지하수 유동은 지표 지형의 굴곡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구획 모델 개념에- (Compartment Model)

의거하거나 물리적 시공간적 좌표에서의 유동을 표현하는 기존의

코드들로는 자연 재해 사건과 같은 돌발사건 에 관(Discrete Event)

해 해석할 수 없는 프로그램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MASCOT

실제 차원 환경에서 지하수 및 방사성 핵종 이동을 동시에 평가3

할 수 있는 코드 차 개발을 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수MDPSA 1 3

행하였다.

기술적으로 코드 개발은 총 년 동안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먼- 3 .

저 차 년도에는 정상 상태 에서 지하수 및 방사성1 (Steady-state)

핵종의 유동 및 천이적 상태에서 에서 방사성 핵(Transient-state)

종의 유동을 다공암반 에서 평(Equivalent Porous Medium: EPM)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기존의 상용 코드들이. Connectflow

개념을 이용해 지하수 유동을 평가하고 도출된 지하수streamline

을 통해 핵종이 이동한다는 개념을 지향하고 실제 자연streamline

에서 발생하는 바와 같이 방사성 핵종은 이류 와 분산(Advection)

을 통해 이동한다는 개념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다(Disper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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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속이 지하수 유동 평가를 통해 평가되어 방사성 핵종 이동의

유동 속도록 활용되었다.

이번 단계 개발에는 이 적용되었는- CVM(Control Volume Method)

데 은 코드 개발이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수치계산을 위한CVM

요소 의 불규칙성을 허용하지 못해 지표 지형 상의 표고(Element)

차를 반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차년도 연구에서 요소를 활성 요소- 2 (Active

와 비활성 요소 로 구분 표현하는 방법Element) (Inactive Element)

을 통해 일부 해소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역좌표계(Local

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성능 향상은 차기 연구 단Coordinate)

계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차 년도에는 차년도 연구 결과를 확장해 천이적인 지하수 유동- 2 1

을 평가할 수 있도록 코드를 확장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MDPSA .

단열 암반을 모사하기 위해 단열망 개념을 도입하였다 단열망은.

다공암반망과 혼재되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혼재로 인해 수

학적으로 관련 행렬은 조밀화 되지 못하게 되어 수치 해석(Sparse)

상 문제점과 상대적으로 긴 해석 시간을 요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대신 행렬 해석 방- Direct solver PCCG

법을 도입해 해석 시간을 줄 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다공 매질과 단열 매질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두 매질간의 물질-

전달 계수 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Mass Transfer Coefficient)

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매질.

을 각각의 독립적인 계산 영역으로 놓고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

인 압력과 플럭스를 비교하고 수렴하지 않은 경우 다시 오차반복

법 을 이용 경계면에서의 두 자유도(Trial and Error) (Degree of

값이 수렴할 경우까지 반복 평가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Freedom)

법과 확률론적 방법을 함께 적용하기에는 현재의 컴퓨터 용량으로

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기회로 해석에서 이용하는 전기 저항 개념

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전기 저항 개념 적용에 있어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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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결된 단열들의 종합적인 저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지식으로는 모든 경우를 만족하는 저항 개념 개발이 불가-

능한 바 코드 개발에서는 가지 다른 전기 저항 개념을MDPSA 3

도입해 코드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코드를 이용해 자연 재해 사건으로 수반되는 단층 재활성- MDPSA

화 평가 등 지금까지 로는 평가가 불가능했던 시나리MASCOT-K

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차기 단계에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는 해수 침투 및 지- MDPSA

화학 영향 등 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이론 조사 등THMCRG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다.

종합 성능 평가○

처분종합성능평가 시나리오 군을 도출하고 년 동안 종합- 2006-2007

적인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기준 시나리오군 및 공학적 방벽,

성능 상실 자연 재해 및 민감도 시나리오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

군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한국형 처분 개념 의 건전성을(KRS)

규명하였다.

먼저 기준 시나리오로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는바 시나- R1, R2 R1

리오는 처분용기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이 공학적 방벽과 단

열 암반을 거쳐 를 통해MWCF(Major Water Conducting Feature)

최종적으로 생태계에 도달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단열 암반을 통과한 방사성 핵종이 로 진입- R2 MWCF

하지 못하고 소규모 우물을 통해 선량 집단으로 이동하여 음용수

및 관개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와 같은 기준 시나리오 외에 초기 용기 파손 등 공학적 방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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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상실 시나리오 군 빙하기 도래 등 자연재해 시나리오 군 등과,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군 등 백 여 가지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1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일본 가 연구에서 개 미만의 시JNC H-12 40

나리오를 평가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시나리오를 평가하도록 해

개념의 건전성이 보다 다양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KRS .

또한 확률론적 평가를 통해 주요 인자들을 도출해 차기 단계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인자 값들이 우선적으로 도출되도록 하였다.

생태계 평가○

한국형 생태계 평가를 위해 표준적인 평가 방법 을- (Template)

코드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이와 같은 표준적인 평가 방AMBER

법론에 의거해 농경 집단 담수 어업 집단 및 해수 어업 집단에,

대해 방법론에 의거 선량 환산 인자ICRP (Dose Conversion

를 도출하였다Factor: DCF) .

이와 같은 평가에 필요한 입력 자료는 보건복지부- H-12, Bioprota,

자료 및 일부 원전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품질 보증 시스템 개발○

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개념에 입각하여 처분연구에 필요한- 2 T2R3

품질보증 절차를 확립하고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웹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처분성능평가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처분종합성능평가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와 이러한 품질- (PAID)

보증 시스템을 연결해 에 수록된 각 데이터들의 이력을 쉽게PAID

찾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와 병행해 방사성 핵종의 지하 매질에서 이동 현상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차원 및 차원 만화 영상물을2 3 (Animati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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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연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지하 처분장의-2007

처분 용기 거치 과정을 보여 주는 가상현실 프로(Virtual Reality)

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단열 암반에서의 핵종 이동 현상을 알기 쉽게 보여 주기 위-

해 화강암 판 및 구슬을 이용한 시각화 시스템을 개발해 지하 매

질에서 발생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핵종 및 지하수 유(Preferential)

동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V.

개발FEP/Scenario○

금번 단계에서 개발된 는 년 외부 전문가에- FEP Encyclopedia 2007

의한 독립적인 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며 또한 본격적인FEP

및 등의 보완을 통해 다음 단계에서SR-CAN SR-Site FEP

으로 보완될 예정이다KAERI FEP Encyclopedia version 2.0 .

금번 단계에서 적용된 방법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각 요소간- RES

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이러한.

방법은 개별 간의 상호 반응을 정확하게 기술하는데 한계가FEP

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금번 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방법론에 기초를 두되 각 세부적인 들의 연결 관RES FEP

계를 표시하는데 보조적으로 를 활용할 예정이다PID .

또한 금번 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등의 방법론은- RES, AC, AMF

다음 단계에서 활용되어 각 시나리오별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를 기술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RES, AC, AMF .

이와 같은 시나리오 관련 기술 결과는 차기 단계에서 개발될- FEP,

의 문서화 기능을 통해 각 평가 시나리오마다 정형화된CYPRUS+

보고서 형태로 출력되도록 개발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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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능 평가 코드 보완 및 코드 개발MASCOT-K MDPSA○

를 활용한 종합성능평가는 차기 연구 단계에서도 여전- MASCOT-K

히 종합성능평가의 중추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그 평가

결과는 다음 단계에서는 등을 이용한 평가 결과와 비교되GoldSim

어 처분 안전성에 대한 를 달성하는데Multiple Lines of evidence

활용될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평가에서 상호 반응을 평- THMCRG

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인자들이 연간개인선량.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Annual Individual Dose; AID)

미시적인 관점에 집착해 각각의 인자들을 평가하는 방법은 효율적

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려면 상호 반응이 에 미치- THMCRG AID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 확보가 중요하며 이와

함께 상호 반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THMCRG

질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상호 반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 초기부- MDPSA THMCRG

터 고안되고 있다 다음 단계 연구에서 단계적인 해수 침투 영향. ,

방사성 붕괴열 영향 등 각종 상호 반응 요소들을 에 접목MDPSA

함으로써 차세대 종합 안전성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MDPSA

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종합 성능 평가○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종합 성능 평가 방법론은 사용후핵연료 영-

구 처분을 위한 방법론의GPA(Generic Performance Assessment)

으로 사용되는데 손색이 없다template .

다음 연구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개발된 의 대상으- GPA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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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핵연료 주기 방법론들의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기 환원 반응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금속체화에 대한 처분 영향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그 뒤를 이어 전기 정련 및 제련(refining)

등 나머지 고온 건식 과정 에 대한 처분 영향 평가를(winning) (pyro)

통해 이러한 개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에 미치는pyro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년 초 을 이용하여 이들을 종합 평가할 수- 2007 GoldSim

있는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template .

생태계 평가○
차 연구개발 단계에서 개발된 생태계 평가 은 전통적인- 3 template

으로서 이를 이용한 생태계 영향 평가는 차well stylized template

기 단계 및 기타 프로젝트에서도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

제 금번 연구 결과 탄생한 는 경주 처분장 생태계 영향 평template

가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금번 단계에서 축적된 보건복지부.

습생활 관련 데이터 데이터 북들은 다음 단계에서도 계, Bioprota

속 사용될 예정이다.

품질 보증 시스템 개발○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품질보증시스템은 연구소 내 품질보증실로-

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공식적

인 평가를 년도 중반에 확인 받았는바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2006

적용한 연구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와 함께 품질 보증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 처분 안전 해석 정보-

시스템인 는 년 월 미국 샌디아 연구소로의 수출CYPRUS 2006 12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년 월 프로그램 영문화 과정이 종료되2007 3

어 샌디아 연구소에 우송되었고 년 월 현지에서 사용자 교육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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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할 예정이다.

는 가 모든 회원국들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IAEA CYPRUS

요청했는바 향후 적절한 조치를 통해 원자력중장기연구를 통해 개

발된 가 국제 사회의 처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CYPRUS

예정이다.

이와 같이 는 차기 단계에서 더욱 고도화되어 평가 문서- CYPRUS ,

화 등이 모두 한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도록 확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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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II. Purpose of Project:

1. Purpose :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over the KRS

2. Necessity

Technical point of view○
- The SNF disposal concept suitable for a specific state depends

on various factors such as geo-hydrological, socio-political, and

its status of nuclear energy systems. Therefore, for the safe

disposal and associated safety assessment over the permanent

disposal of SNF,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integrated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to assess these aspects

with full support from public and stakeholders.

- This process requires significant endeavor to reduce the

uncertainties on scenarios, models and data. The first step is to

construct the complete and comprehensive lists of scenarios

followed by their systematic screening based on probabilities of

occurrence, consequence, and regulations. Expert elicitation is

well known mechanism for the FEP screening. Then the next

step is to combine the screened FEP for scenario construction,

assessment context, AMF, input database, and quality

assurance. All these components are the key to complete the

mission for the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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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ssure the defense in depth over the safety assessment, one

of the hot issues in the safety case, flow and migration

visualization and natural analogue studies are essential.

- Throughout these studies, one can check the long term post

closure safety of the proposed KRS in addition to the

prioritization of key subjects for the next phase R&D.

Economical and Industrial Points of View○
- The national program to dispose of HLW inclusive of SNF

requires the time span of more than tens of years and billions

of dollar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develop the compact

and effective R&D programs to focus on the key subjects

affecting the AID significant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from

TSPA.

- In the early WIPP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mass programs were pursued from 70's, those results were not

applied significantly at the stage of CCA(Compliance for the

Certificate Application.).

- It gave us a good lesson why we should develop the integrated

performance assessment with target oriented R&D subjects.

Otherwise, the research based on limited vision and personal

scientific interest only leads to the paper accomplishment not

applicable to the CCA.

- The SPM turns out to be the practical approach which can

optimize the R&D targets with limited sources of humans and

research fund as illustrated in many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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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and Cultural Points of View○
- The biggest social and scientific issue over the SNF disposal is

whether human can assure its long term safety which stretches

to more than hundred thousand years from now.

- This long term safety can be only in part assured by well

complicated computer based analyses in association with field

tests.

- To promote the safety assurance over the permanent disposal

among public and stakehold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ystem of transparency fully based on social consent. The

systematic quality assurance assists to acquire the transparency

from the public, regulators and scientific worlds.

III. Contents of the Project

FEP/Scenario Development○
- Based on the KAERI FEP list developed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the KAERI FEP Encyclopedia has been developed.

Current version is 1.0 which includes all relevant FEPs to

compose of two references and all alternative scenarios.

- To develop KAERI FEP Encyclopedia, the international

recognized programs for the FEP studies such as SR-97,

SR-CAN , H-12 and others are reviewed resulting significant

addition of FEPs especially to describe the interactions between

features. Many interaction FEPs between scenario defining

FEP(SDF) are created throughout the study. Once FEP lis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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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ured, the next mission is to inter-connect them using the

concept of RES already introduced in the previous studies. For

that FEPs are classified into many Integrated FEP(IFEP) which

eventually become the elements of the RES matrix. The FEAS

program one of the component of the KAERI's CYPRUS

information system is added to develop the FEP, RES, AC,

AMF and finally scenarios.

- With the application of FEAS, all FEP information are

systematically managed and linked to the all relevant RES

elements.

- To create scenarios, first of all sub-scenarios are created using

the FEAS. The combinations of sub-scenarios develop the total

scenario. All these processes are done through FEAS.

MASCOT-K Upgrade and MDPSA Development○
- MASCOT-K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ies is upgraded for

the infinite decay member to describe the congruent release

mode of SNF and vitrified glass.

- The updated MASCOT-K is verified by the independent

analytical study for quality assurance.

- In reality the real geometry of waste disposal especially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buffer and intersecting fractures is really

three dimensional. The effective mass transfer area in

traditional codes such as AMBER cannot explicitly describe the

suddenly changing mass transfer area.

- Also, the real nature of fracture networks cannot be summarized

as a single linear fracture used in many safety assessment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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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jor driving force of groundwater, carrier of dissolved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biosphere is the pressure gradient

by the differences in altitudes especially caused by high hills.

- MDPSA is the innovative yet to be fully developed in the future

software to deal with these features. To avoid the complexity of

FEM, it is adopting the CVM which can be extended later with

localized coordinate systems. MDPSA is expected to overcome

limitations in compartment models while successfully deals with

natural disruptive events.

- One of the application of the MDPSA in this R&D phase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fault reactivation. Results show that

for given conditions it does not alter the groundwater migration

significantly. This function gives better opportunity to assess

the discrete events in the next phase.

- The MDPSA will be extended in the following R&D phase to

study the effect of brine water intrusion, coupling processes of

decay heats and mechanical stability.

TSPA○
- The R&D target for the TSPA is to develop the sufficient

scenarios and their variation cases to understand the safety of

KRS in every possible aspect. For this, reference scenarios,

alternative scenarios covering engineered barrier failure and

natural events are developed and assessed respectively for

around 100 cases.

- The sensitivity studies are followed to identify the key factors

to the AID. It helps to pinpoint key R&D subjects in the next

phase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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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phere Study○
- The stylized template to assess the Korean reference biosphere

is developed using the AMBER.

- Three critical groups, agricultural, freshwater and marine water

fishing groups are identified to assess the DCF following the

guidelines of ICRP.

QA System Development○
- Based on the QA principles of T2R3, the web based QA system

is developed using the procedures in the USNRC 10CFR50

Appendix B.

- The QA system is combined with the PAID and FEAS to

create the comprehensive cyber information system CYPRUS

which gets the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QA in KAERI

for actual implementation.

IV. R&D Results

FEP/Scenario Development○
- In this phase various FEPs are added to depict the alternative

scenarios. This enriches the already existing KAERI FEP list

developed in previous two R&D phases and eventually leads to

create the KAERI FEP Encyclopedia. To develop it the

worldwide FEP study programs are intensively reviewed

starting from SR-97 fully adequate for the generic FEP study

and its reviews by SKI. Also the recent SR-CAN stud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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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especially to see the mechanism to create the interactive

FEP between features. This study will be continued in the next

R&D phase. The H-12 and H-17 turn out to be the another good

mines for FEP study. All these contribute to enrich the number of

KAERI FEP to 381. All FEPs are now recorded in the KAERI

FEP Encyclopedia version 1.0 with the aid of the FEAS.

- The RES approach originally studied in the previous phase turns

out to be the good approach to describe the interactions between

LDE. All interactions are stored in the form of ODE in the

matrix. The tracking down of the interaction is the bottom up

approach to develop the scenarios. In many senses it is better

than so called top down approach where the scenarios are

already defined by experts and interactions are used to justify

the construction of the relevant scenarios.

- Each element in RES is designed to point out all relevant FEP

so that the user traces the constituents of an element easily. In

return each FEP points out the all related RES. For each

element in RES, there are corresponding AC, AMF. It assists to

create transparent way to deal with assessment from the stage

of the planning of the R&D to the final stage of the external

audit and regulatory body review.

- The current scheme will be upd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ID in the next R&D phase.

- The connection of series of interactions between LDEs creates

the story for assessment; from the potential intrusion of

groundwater after closure of a repository attacking a waste

container by corrosion initiated by corrosion agents carried by

intruding groundwater. After failure of a waste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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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lcides inside a waste container begin to release by a

certain release mechanism such as solubility limited, congruent,

and IRF release modes. They pass through a bentonite buffer

by diffusion eventually diffusing into a water bearing fracture

intersecting a buffer. Inside a fracture they migrate by

advection and dispersion in addition to diffusion into a

surrounding matrix. The depth of the matrix diffusion(MDD) is

a matter of interest because it determines the capacity of sorbed

nuclides in a matrix. The effect of the EDZ can be included at

the vicinity of the interface between a fracture and a buffer.

Eventually radionuclides reach the biosphere via MWCF. The

whole migration story can be developed by FEAS at this stage.

- This function certainly assists the general public to understand

the whole series of safety components. To help understanding

two 2-D and 3-D animations illustrating a journey of a nuclide

are developed.

MASCOT-K Update and MDPSA Code Development○
- The effort to improve the function of the MASCOT i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infinite decay member solution for

the case of the congruent release which is crucial to predict the

release of non-IRF elements. To do it firstly the

semi-analytical solutions are derived for UO2 matrix and all

nuclides following this dissolution mode. Then based on the

analytical solution, the corresponding sub-routine in the

MASCOT-K is updated. This new routine enables to predict

the effect of decay chains of 4N, 4N+1 and etc. Using the new

function, the effect of a bentonite barrier is re-estimated.

- Results show that the current bentonite materials are goo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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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rd TRU and some fission products. But it cannot retard the

most important nuclide I-129 which does not sorb on the

bentonite and whose half life time is around 17 million years.

- This means that the peak dose can be reduced by dispersion,

matrix diffusion, and dilution in fractured media and MWCF not

by the buffer, which significantly challenge the role of the

buffer as a migration barrier.

- The results are verified by the independent analytical study.

- Even though MASCOT-K and compartment analysis codes such

as AMBER, GoldSim and Ecolego are excellent for TSPA they

by in heritage possess a certain limitation especially to identify

a proper migration cross sectional area when a relatively big

component intersects with a tiny one such as a fracture.

- It is truly 3D phenomena in nature.

- Always the fracture is not a single feature. Instead there are

series of fractures forming a web or a network. This is also

the 3D feature.

- The major driving force of groundwater, carrier of dissolved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biosphere is the pressure gradient

by the differences in altitudes especially caused by high hills.

- MDPSA is the innovative yet to be fully developed in the future

software to deal with these features. To avoid the complexity of

FEM, it is adopting the CVM which can be extended later with

localized coordinate systems. Traditional CVM approach creates

straightforward ways to derive a set of discretized equations

which translate into a matrix. However, unlike to FEM which

allows both cubical and prism geometries, it only allows the

cube which gives difficulty to model the mountainou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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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PSA is expected to overcome limitations in compartment

models while it successfully deals with natural disruptive events.

- One of the application of the MDPSA in this R&D phase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fault reactivation. Results show that

for given conditions it does not alter the groundwater migration

significantly. This function gives better opportunity to assess

the discrete events in the next phase.

- The MDPSA will be extended in the following R&D phase to

study the effect of brine water intrusion, coupling processes of

decay heats and mechanical stability. Also, more comprehensive

numerical schemes such as the direct solver will be added in

case of the potential failure of the current PCCG option.

- Technical development of the MDPSA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last three years. In the first year the focus is to develop the

backbon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The first step is to find

out the robust numerical scheme which can save the computing

time. The huge numbers of numerical elements and the nature

of PSA push developers to carefully select the numerical

scheme. In addition when the fracture system is added the

problem of the sparse matrix creates a real challenge for

computing time. The PCCG is chosen for this reason and its

well known performance in many areas.

- In the first year the steady state analysis is attempted for the

groundwater flow in a porous medium. But still transient

calculation is done for the radionuclide transport. The program

is verified with several test cases based on the independent

analytical solutions.

- In the second year the transient groundwater analysis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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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dded to the code. Also, the core of the project, introduction

of fracture network and its linkage to the EPM is accomplished.

To avoid heavy traffic for computation, using the geometries of

planes the intersecting fractures are identified and stored. All

non-connected fractures which do not contribute the pressure

distribution are eliminated from the fracture dictionaries.

- Three types of concepts to describe the mass transfer

resistivities are used for user's choice. One of the tasks is to

model the distribution of altitudes. This mission introduces the

concept of active and inactive elements.

- In the 3rd year, the post-processor is developed to illustrate

geometries as solids and planes. the cross sectional view is

provided with VTK technologies.

- The development of MDPSA widens the possibility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effect of potential fault reactivation,

which is one of the interesting subject for the general public.

- MDPSA will be continuously updated throughout the following

R&D phase for detailed study of the THMCRG coupling.

TSPA○
- TSPA is the core of the whole program to challenge the

robustness of the proposed KRS concept. To assess its safety

more than hundred scenarios are developed. In fact they can be

classified into different scenarios and cases with different

parameters. Results imply many key stories. For example, it

turns out that a canister with its lifetime around ten thousand

years shows the same safety performance with that with 300

year lifetime. This clearly indicates that there is no reas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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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such a container by no means. It clearly states two

choices, an inexpensive container with canister half life of 1000

years or a much expensive container like copper canister whose

predicted life time reaches well over millions years, enhancing

the safety factors quite significantly. The same is true to the

chemistry of TRU because TRU is not a major player for

safety. But the geo-hydrological features such as fracture

aperture and MDD turn out to be the significant factor to AID.

- R1 reference scenario is composed of key barriers such as a

container, a buffer, EDZ, a fracture, MWCF and a biosphere,

while in R2 a small domestic well replaces MWCF and a

biosphere.

- Many alternative scenarios are assessed by covering failure of

functions of an engineered barrier such as loss of functions in

a buffer and an initial container failure. The other cases are

natural disruptive cases such as the advent of the ice age. In

addition many cases with different parameter values are studied

to see the impact of parameter value change to the AID.

Biosphere Study○
- Development of the reference template of the Korean biosphere

using AMBER is the key achievement in the field of biosphere

study. SR97 and H12 are the important reference studies to

develop the Korean case. Three groups, farmers, fishers in

groundwater and seawater are receptors of potential doses. The

results of biosphere study create the table of DCF which are

used as the input for TSPA. The receptor concept is based on

the recent ICRP recommendation with domestic food chain and

living pattern data collec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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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the international biosphere data from Bioprota, SR97 and

H12 are applied.

QA System Development○
- The concept of T2R3 developed in the previous R&D phase is

strictly applied for QA throughout five steps of R&D, planning,

execution, documentation, internal and external auditing. To

implement the web based QA system is developed based on the

PBS approach which is common in all project works.

- Eventually the QA system is combined with the PAID so that

user can trace the data and its QA document on line

instantaneously.

V. Proposal for Application

FEP/Scenario Development○
- The KAERI FEP Encyclopedia developed at this R&D phase will

be under extensive review in 2007. More extension is expected

to add up RES and scenarios on the FEAS system. This

activity will gear up the effort to develop the version 2.0 of the

Encyclopedia with more review of the progress on FEP and

scenario development under the programs such as H-17, H22,

SR-CAN and YMP.

- The methodology of the implementation of RES for the scenario

development turns out to be the better way with visual aid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s among matrix elements. However, if

possible, it might be better to develop the supplementary

approach to describe the interactions among FEPs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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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feasible approaches will be the combination of the

global RES with local PID. In this mechanism the interactions

between FEPs in the same elements or adjacent elements can

be explicitly described.

- The approach for AC, AMF RES will be used continuously to

develop the further scenarios and extend the context of the

existing ones in the future.

- All these efforts will be documented inside the CYPRUS+ which

will be on the line up at the end of the 2008.

MASCOT-K Upgrade and MDPSA Development○
- MASCOT-K will still play a key role for the assessment of the

scenarios in the next phase. The results from the MASCOT-K

application will be cross checked by those from GoldSim,

AMBER, CONNECTFLOW and newly developed MDPSA. If

needed some additional features to describe the couple effect of

THMCRG can be added to the MASCOT-K in the future. This

will help the effort to strengthen principles of multiple lines of

the evidence for the safety case.

- As a part of the effort for the safety case, the coupling of

THMCRG processes becomes the center of the spotlight. But to

really address the importance of the coupling,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contribution of its sub-components to the AID.

Unfortunately there is no available tool to suite for this mission.

- But the MDPSA can be a good candidate to be matured as a

key software for this purpose. Already the basic physics are in

the code. The subsequent development for the decay heat using

the same numerical scheme will enable to predict the thermal

impact on the ground migration via viscosity and density.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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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development of mathematical corelation between the

thermal stress and the pore volume and the pressure, it can

assess the THM effect for the porous medium.

- The further theoretical development to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cture aperture and the thermal stress will give

us better chance to extend the numerical capability to

understand the couple processes. There will be more additional

effort to for example to include the effect of the salt water

intrusion, which will require the extensive addition of new

routines for the non-linear problem.

- Finally the remaining tasks will focus on the link between the

geo-chemical codes and the MDPSA to simulate the chemical

evolution in the near field.

TSPA○
- The achievements for the TSPA will be a cornerstone for the

template for GPA in the future. It can be extensively applied to

assess the impact of the pyro over the permanent disposal of

the HLW. More international programs are expected at this

moments for KAERI to join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as one

of the main actors in the near future. Also the approach can be

exported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for the peer review of the

program.

Biosphere Study○
- The methodology development for the biosphere is at the stage

of the maturity. However the new development of the dynamic

biosphere will include biosphere and the rest of barrier for the

safety assessment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for the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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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on of AID. Also, it is expected to predict much lower

AID. The current methodologies are under application for the

LLW repository in Gyeongjoo.

- The dataset collected in this phase will serve as a basis for the

future study. The domestic data can be updated step by step

with the ones from the surveys by Ministry of Heath and

Welfare and the international efforts through the Bioprota.

QA System Development○
- The outstanding achievements on QA by CYPRUS will serve as

a locomotion for the entire program in the next phase. With the

recent approval from the Department of QA in KAERI as an

implementation tool for HLW disposal R&D will accelerate its

full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 The Cyprus is under export. The contract is made between

KAERI and SNL in December 2006 and its draft English

version is shipped to SNL in March 2007. More international

demand will be on the horizon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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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론1

고준위폐기물처분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 기준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년부터1997

차 중장기계획에 의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현재 단계 연구가2 , 3

종료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처분 종합 성능평가 연구는 현재 원전에서 발. ,

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국내 심부지질 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스템

의 확률론적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를 목표로 하여 아래와 같은 에 입각해, RFP

년부터 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다2003 4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시나리오 AC/AMF

개발 및 초기 용기

파손 평가

사고 시나리오 개발AC/AMF

초기용기파손 시나리오 안전성평가

보완된 목록KAERI FEP

40 % 100%

성능평가코드 개발

계획

개발을 위한MDPSA technical

specification

연차별 개발 계획MDPSA

선원항 루틴 개발

15 % 100%

국내 생태계 특성

규명

국내 생태계 섭생 데이터 확보

구획 모델링을 이용한 생태계평가

방법론 도출

10 % 100%

사이버 종합

안전성 평가 플랫폼/

개발 개념 도출

사이버 플랫폼 개념 정립 10 % 100%

설치기반Flow lab

정립

개념 정립 및 차 시작품Flow lab 1

제작
5 % 100%

웹기반 시스템QA

개발

웹기반 시스템 프로그램QA version

개발1.0
20 % 100%

총계 100

표 처분종합 성능평가 중장기 연구 목표1.1.1 2003-2006

차년도 년(a)1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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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년(b) 2 (2004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대안 시나리오

개발AC/AMF

리스트 확장KAERI FEP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빙하기 자료

확보 및 분석

빙하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25 % 100%

다차원 코드개발(I)

: Fracture network

및 모듈PSA

단열 부분 루틴 개발MDPSA

루틴 개발PSA
40 % 100%

시설구축Flow lab
단열매질 모사 장비 구축

시운전을 통한 최적 운영조건 도출
5 % 100%

사이버 종합

안전성 성능 평가/

플랫폼 개발

모듈 개발MASCOT-K Visual

이용 핵종이동 가시화 프VTK test

로그램 개발

15 % 100%

신뢰도safety case

증진방안 수립
현안 정리Stakeholder 5 % 100%

국내 생태계 특성

평가 구축template
개발ACBIO-1 template 10 % 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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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년(c) 3 (2005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처분시스템 종합

성능 평가

자연재해 사건 관련 정리FEP

KAERI FEP Encyclopedia 1.0

자연재해 사건 평가를 위한 방법론

정립

한국형 지질특성 영서형 평가를( )

위한 수리 특성 분석

구획모델을 이용한 한국형 생태계

평가

모델링을 이용한 처분Detailed NF

성능평가

처분장에서의 재포화 시간 산정을

위한 모델링 기법 정립

55 % 100%

사이버 종합 성능

평가 플랫폼 운영

주요 시험 절차서 업로딩

사이버 플랫폼 개선bug

처분 터널 모사 완성 및 핵종VR

이동 가시화 기초 개발platform

단열암반 및 다공암반에서 핵종이동

가시화

20 % 100%

다차원

코드개발 다공(II) :

암반 모델 및

Fracture network

통합

통합 모델 개발

다공 단열암반 접면처리 루틴개발/

천이적 지하수 유동 평가모듈 개발

다공 단열 암반별 천이적 지하수 유/

동 해석 루틴 개발

모듈 개발Matrix Diffusion

라플라스 역변환법을 이용한 루틴

개발

테스트 케이스 개발 및 문서화

지표 지형 모사 케이스 개발

암반 확산 모사 케이스 개발

통합 모델 검증 케이스개발

25 % 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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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년(d) 4 (2006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처분시스템 종합

성능 평가

한국형지질특성 영서형 및 영동형 을( )

고려한 확률론적 종합 안전성 평가

KAERI FEP Encyclopedia

확률론적 기법을 도입한 대안

시나리오별 가상 처분장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대안별 공학적 방벽 개념들에 대한

종합 성능 평가

개발을 통한 모든ACBIO-2 Optima

주요 구획들을 고려한 생태계 선량

환산 인자 산정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Bioprota

Geosphere Biosphere Interface

특성 규명 연구(GBI)

최종 개발 내역 문서화MASCOT-K

및 정리Test case

65 % 100%

평가 결과 가시화

연구

다차원 핵종 이동 평가 결과 가시화

프로그램 개발 : MDPSA

Visualization routine

프로그램 국제 등록MDPSA ( )

핵종 이동 방벽별 데이터 연결 및,

이동 가시화

15 % 100%

Safety case

신뢰도 증진 방안

연구

시설 구축 및 운영Flow lab

운영DFN Flow lab
5 % 100%

사이버 종합 성능

평가 플랫폼 검증

및 보완

사이버 플랫폼 프로그램 국제RnD , (

등록 및 최종보고서), Version 1.0
15 % 100%

총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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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준처분시스템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종합안전성 평가를 위한 QA

및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종합 안전성 평가를 위한 체제 구축 및, MASCOT-K

핵종 이동 모델 개발 확장하여 국산 핵연료 및 단열 암반의 특성에 따른Near-field /

안전성 현안들의 평가 기존의 리스트를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시스템 정, FEP

의 및 부속 을 중심으로 보완하고 이들을 그룹화하고 각 들이 어떤FEP FEP FEP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인지를 도출하여 이를 행렬 형태로 개발 처분장으로부터,

에 이르는 유동 거리 및 단열 암반에서의 수리 특성이 전체 처분 안전성에MWCF

미치는 영향 규명을 통하여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상 핵분열생성물들의 순간 유

출률 의 중요성을 고려한 종합 평가 및 장반감기 핵종들의 영향을 분석하는 생(IRF)

태계 영향 평가와 함께 기준처분시스템의 확률론적 종합안전성 평가를 위해 및QA

데이터 관리 시스템 핵종이동 모델 개발 의 보완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생태계, , FEP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해외 각국의 처분 기술 현황을 분석하

였는바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선진 외국의 경우 자국의 특성에 맞는 처분개념을 확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하연

구시설에서의 실증을 통해 처분개념에 대한 기술성 안전성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 ,

정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원자. , , , ,

력 선진국들의 연구개발 및 관련기술 실용화 도입 과정을 단계 별로 살펴보면,

년대 초중반부터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자국- 1980

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물의 특성과 미래 원전프로그램의 정책 방향 및 자

국 특유의 심부지질학적 특성에 맞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개념을 설정하고,

년대 중반부터는 설정된 자국의 처분개념 및 관련 주요기술의 실증을 위- 1990

한 지하시험시설을 건설 운영 또는 지하연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

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종 시험을 다국간 협력 하에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

며,

또한 국민의 건강과 자연보호를 위한 국가의지를 관련 법률 제정 및 체제정비-

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별 추진 현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미국◦
년부터 기초연구 수행 전기사용량에 부과되는 폐기물 기1950 , (1.0mill/kWh)•

금으로 안정적인 연구재원을 확보

년 핵폐기물관리법 제정1982 (Nuclear Waste Poli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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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야카산 직경 건설 시작1993 ESF( 7.5m)•

년 네바다주 야카산 처분장 최종부지 선정2002•

년 인허가서류 제출예정2006•

년 상용처분장 운영 목표 년경 운영 종료예정2010 , 2110•

스웨덴◦
년부터 기초연구 수행 년 상용처분장 운영 목표1977 , 2020•

원자력발전조건법 을 제정하고 년 방사성폐기물(Stipulation Act, '82) , 1984•

처분관리 책임사항을 강화하는 원자력법 으로 개정(Nuclear Activities Act) .

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법 제정1992•

년 지하터널 건설1992-1995 ASPO•

년 고준위폐기물처분 특별법 제정2000•

캐나다◦
년대부터 기초연구 수행 년 상용처분장 운영 목표1970 , 2030•

지하연구시설 건설1983-1990 (URL)•

년 사용후핵연료 처분개념 및 환경영향평가 연구결과 발표1994•

핵안전통제법 제정 으로 독립적인 인허가 규제시스템 구축('00)•

사용후핵연료 처분법 제정으로 전담기관 및(Nuclear Fuel Waste Act, ‘02)•

처분기금 설치 근거 설정

년 사용후핵연료는 년동안 중앙집중식으로 장기저장 후 심지층 처분2005 60•

하기로 국가관리방안 결정

일본◦
년부터 기초연구 수행 년 상용처분장 운영 목표1970 , 2030 2040• ～

고준위방사성폐액을 유리고화체로 만든 뒤 년 년 이후에 심지층에 처30 50• ～
분하는 기본방침을 채택하여 원자력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94)

특정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 제정 을 통하여 전담기구 및(‘00)•

재원 확보

년 말부터 처분장 부지 공모 시작2002•

년 미즈나미 호로노베 연구용 수직터널 건설 시작2003 / URL•

년 월 조요시 일본 정부에 처분장 후보지역 공모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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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경 상용처분장 운영예정2030•

프랑스◦
년부터 기초연구 수행1970•

년 폐기물처분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 제정1975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Recovery and Disposal of Waste)

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타당성과 국민 합의를 위하여 고준위1991•

폐기물 연구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년간 연구수행 결과를 의회에 보: 15

고토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

년간 처분 연구개발을 수행한 후 연구결과를 년 월 의회에 보고하15 2006 6•

여 년 현장 운영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 확립2025

안전성 평가 코드 개발 적용과 관련한 기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세계 주요 프로젝.

트들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확률론적 평가 방법 적용이 권고되었으며 핵종 유,

출을 상세하게 규명하는 코드 및 핵종 유출 과정을 일반인들이 쉽게 모사할 수 있

는 코드 개발이 병행되어 추진되고 있다 처분 안전성 신뢰성 증진 차원에서 각국.

이 단일 코드에만 의존하는 체제에서 여러 개의 평가 코드를 병행 적용하는

및 를 처분 안전성 평가의 주요 철학으defense in depth multiple lines of evidence

로 채택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기존의 국내 코드인 를 확장한 을 활용하면서 동시에Feflow Feftran

를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피iConnectflow Olkiluoto

닉스 등을 주축으로 한 평가 체계를 일신하여 패키지를 정비하/Far31 Monitor 2000

였으며 규제 기관은 를 활용하여 구획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케이스 모델을Amber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코드들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 GoldSim,

및 영국 와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자신들의Monitor Scientific Quintessa Serco

환경에 적합한 컴퓨터 코드들을 해외 주문 방식으로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국내에,

서도 직접 이들과 상응한 코드들을 개발하고 있다.

처분장 안전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기존의 실증이라는 개념을 대체하여 신뢰

성 증진 개념이 대두되었다 즉 완전한 실증을 통한 처분장 안(confidence building) .

전성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평가결과의 상호비교 자연 유사 등 다, , URL

양한 분야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처분 안전성을 주장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각국 처분 연구 현황 및 안전해석 관련 연구 현황 개요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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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1)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되지 않고 심지층 결정질 암반 내에 처분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는 핀란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장 부지선정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최종 결정된 나라로서 현지 자치체의 승인을 거쳐 년 말에 정부에 의2000

해 처분장을 올킬루오트에 건설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년 월 의회에 의한. 2001 5

승인이 이루어져 년 올킬루오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조사를 위한 지하특성 조2003

사시설 의 건설이 허가되었고 이에 따라 년 처분장의 건설 허가 신(ONKALO) , 2012

청이 이루어지면 년경에 처분장의 운영이 개시될 예정으로 있다2020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대책에 대한 기본방침이 년 폐기물 관리 목표가 정1983

부 결정에 의해 정해진 이후 년 원자력법에서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 취득자가1987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을 지도록 정

해져 있고 이에 따라 개의 전력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서 가 설립되어, 2 POSIVA

최종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처분장의 건설 운영을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에우라요키의 올킬루오토가 년 월에 최종 처분장 부지로 결정된 후 원자력법2000 12

의 규정에 의해 핀란드 의회에 상정되어 년 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이2001 5 ,

결과 년 연말까지 건설 허가 신청을 위하여 지하터널굴착을 포함한 정밀한 부2012

지 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림 은 에우라요키 처분장 내 실증시설. 1.1.1

인 건설 현장을 도시한 것이다ONKALO .

그림 에우라요키 처분장 시설 건설 전경1.1.1 ONKALO

년 월 지층 처분 연구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이 포시바로부터 제안되어 정밀2000 12 ,

조사를 위한 지하 암반특성 조사시설 의 건설이 착수되고 년 이(ONKALO) , 2003

의 건설 허가가 올킬루오토 소재 에우라요키 지방 자치체에서 승인되었고ONK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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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시설은 처분 시설의 일부로서 이용될 예정이다 처분장의 운영 시작 목표는.

년으로 되어 있고 년 일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포시바는 처분장과 캐니2020 , 2003

스터 봉입 시설의 건설 허가를 년에 신청해서 건설 허가 후 약 년간에 걸쳐2012 , 8

봉입 시설과 처분장의 건설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처분장의 운영 개시 목표 연도

는 년으로 되어있다 핀란드의 처분대상 고준위폐기물은 올킬루오토 원자력발2020 . ,

전소 형태 로비사 원자력발전소 구소련 가압수형 원자로 신규의 유(BWR ), ( , VVER),

럽 가압수형 원자로 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로 처분정책은 핵연료를 재처(EPR) ,

리 하지 않고 그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처분하는 직접 처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신설되는 올킬루오토 원자력발전소의 유럽 가압수형 원자로 에서 발생하는 사(EPR)

용후핵연료의 캐니스터는 개의 집합체가 수납될 예정이지만 올킬루오토와 로비이4 ,

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캐니스터는 모두 개의 집합체의12

수납을 고려하고 있고 방사선원자력안전센터 의 안전 평가 보고서, (STUK)

에 의하면 캐니스터의 수명은 만년 이상으로 예측된다(TILA-99) 10 .

핀란드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취득자 와 포르틈파워앤드히트사의 공동TVO

출자 자회사로서 설립된 가 모든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POSIVA

데 연구개발 업무는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컨설팅 회사나 건설업체 등에 위탁을, ,

통해 실행되고 있고 동일한 처분 개념을 가지는 스웨덴이나 스위스 캐나다 등과의, ,

국제 협력에 의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핀란드 기술.

연구센터 는 무역산업성 의 관할 하에 있는 핀란드 최대 규모의 종합(VTT) (KTM)

연구소로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연구 성과는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의 건설에 관한 포시바의 허가 신청서류 등

에 활용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책임자는 그 폐기물 관리계획을 매년 갱신하여.

에 제출하는 것이 원자력령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이 계획에는 연구개발의KTM ,

추진 방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통하여 년. 1992

가 핀란드 심지층 내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 년 년의 연구개발 사TVO “ : 1993 ~2010 (

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 연구개발 계획 을 작성하였고 년 월 개정판을 발행)” , 2000 12

하여 올킬루오토 암반에 대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건설 전 단계에서의 연구개발“ :

및 설계 프로그램 을 공표하였으며 또한 년 월 에 대한 특성 조사” 2003 9 ONKALO

계획서가 공표된 것 외에 년 상세한 결정이후의 진척 상황과 최신 정보를 반, 2000

영한 향후의 연구 계획을 제시하는 올킬루오토 및 로비사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년의 연구 개발 기술 설계 프로그램 이2004-2006 , , (TKS Report 2003)”：
년 월에 발행된 이후 향후 동일한 보고서가 매 년마다 발행될 예정으로 있200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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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온칼로와 올킬루오토 암반에서의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련 보고서1.1.2

스웨덴(2)

개의 원자력 발전 회사가 공동출자 해 설립된 스웨덴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4 (SKB)

가 모든 연구개발 실증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R&D ,

및 전문가와 협력해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주요한 연구 시설로서는,

오스카샴 자치체에 있는 에스페 암반연구소와 캐니스터 연구소 등이 있다 는. SKB

년에 제정된 원자력 활동법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의 연구개발1984

프로그램을 제시한 후 년 계획서를 발표되어 이후 매 년마다 갱신하여 감독기1986 3

관인 와 방사성폐기물 국가평의회 에서 심사를 받아 이 연구 계획서는SKI KASAM

그 후 정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연구개발 프로그SKB

램 프로그램 은 년부터 실증 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실증(R&D ) 1992 (Demonstration) “

프로그램 프로그램 으로 개칭되었다(RD&D )” .

년 월에 작성 공표된 연구개발 실증 프로그램 프로그램 에2004 9 , 2004(RD&D 2004)

의하면 향후의 스케줄에 캐니스터의 제조 및 봉입 기술 등에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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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향후의 프로그램 과 에는 각각 지층 처분 기술 및 중저준, RD&D 2007 2010 “ ” “

위 방사성폐기물시스템 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는 심부처분공처분” . SKB ,

등 각종의 지층 처분이나 감시를 통한 장기 관리 저장 중간 저장시설 을 통, , (CLAB)

한 무기한 저장 등의 대체 기술에 대한 비교 검토를 실시하여 이 결과에 근거해,

사용후핵연료를 지층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년 월 스웨덴. 2001 11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 다만 분리 변환 기술과 심부처분공처분에 대해서는 향후, ,

에도 계속 정보 수집을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은 가 운영 중. 1.1.3 SKB

이거나 운영 예정인 방사성폐기물 관리 주요 시설을 도시한 것이다.

지층 처분장의 설계나 적절한 부지의 선정 그리고 과학적인 처분 관련 연구를 행,

하기 위한 을 건설하는 것이 프로그램 에 포함되어 그 결과 년 에URL R D 86 1986＆
스페섬에서 부지조사가 개시되어 년 말 에스페섬 남쪽에 에스페 암반연구소를1988

건설하는 것으로 가 결정하여 정부 및 자치체는 년 이에 대한 허가를 완료SKB 1990

하여 년간의 건설을 통해 년부터 운영 중에 있고 이 연구소의 프로젝트의 예5 1995 ,

로서는 터널벽 내에 발생하는 교란지역의 굴착 기법에 따르는 비교 시험 조사를,

위한 프로젝트 굴착에 의해서 터널에 유입되는 산소의 지구화학적 조건에ZEDEX ,

따른 반용에 관한 시험 조사를 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폐기물의 발열에 의한REX ,

완충재의 장기 영향 시험 조사를 위한 프로젝트 등이 있다LOT .

그림 스웨덴 관리 시설1.1.3 S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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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스페 암반연구소 전경과 개념도1.1.4

독일(3)

독일은 연방 방사선방호청 이 처분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의 안(BfS) ,

전 방호 및 최종 처분을 위한 연구개발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에 있어서 가BfS

모든 처분장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을 계약에 통해 수행하여 처분 사업에 적용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처분장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기초 연구는,

연방 경제기술성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층 처분 관계의 연구에 관해(BMWi) ,

서는 및 설비원자로 안전협회 연방 지구과학천연자원연구소FZJ, FZK, FZR (GRS),

등을 중심으로 실제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년 월 연방 물리(BGR) . 1977 7 ,

학기술연구소 에 의해 골레벤 최종 처분장 개발 조사 계획이 개시되어 원자력(PTB)

발전소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처분을 위한 센터로서 구상되었고 를· , BMWi

중심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가장 적합한 모암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년 예산상 연구개발비의 가 암염 가 결정질 바위 및 퇴1999 , 25% , 45%

적암 그리고 나머지가 암종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적인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

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전에 암염 광산1965 , ,

이었던 광산을 가 취득하여 년부터 년까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Asse GSF 1967 1977

의 시험적인 처분이 실시되었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로서 조사URL

활동이 계속되다가 년 시작된 대규모 모의 과열 시험을 수행해오다 년 히1990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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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를 정지해 년 에서의 연구가 실질적으로는 종료되었고 이 광산은 년2003 URL 2013

최종적으로 폐쇄될 예정으로 있고 고어레벤에서의 지하 탐사공도 실질적으로는,

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새로운 탐사 활동은 동결되었URL ,

다.

그림 에스페 암반연구소 전경과 개념도1.1.5

스위스(4)

스위스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동조합 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장기(NAGRA)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 및 기술적 기반의 제공 폐기물 관리 개념에 관한 제,

안 처분장 후보 부지 평가 폐기물 목록의 작성 폐기물의 처분의 적절한 형태 등, , ,

폭넓은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는 스위스 연방 정부 등이NAGRA

출자하고 있는 자국 내의 연구소와 국내외의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내의 지질 조사 및 처분의 안전 평가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년URL . 1978

원자력법에 관한 연방 결의 및 정부에 의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허가의 요건으“ ”

로 항구적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최종 처분의 실현 가능성의 실증이 요

구되어 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년 이 계획서의 개NAGRA 1992

정판으로 처분장 및 중간 저장 시설의 필요성 및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스위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개념 및 그 실시 계획 을 공표하였고 년에는“ ” , 1995

지질 조사 계획을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목적 전략 및 일정 지질“ , ,

조사 장기 안전성 및 방사선적 위해도 를 작성하였고 는 또한 지금까지의, " NAGRA

처분 안전성과 실증에 관련한 연구조사 결과를 기술 보고서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그림젤 시험 부지 결정질 바위 및 몬테리 암반NAGRA ( )

연구소 퇴적암의 점토 등의 개의 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림젤 시험 부지( ) 2 URL ,

는 년부터 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이 부지에 대한 조사 활동에는 독1983 NAGRA ,

일 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웨덴 대만 미국 유럽 연합 등이 참가하고 있어, , , , , , ,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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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년까지 진행되어 온 제 단계 연구에 이어 보다 실제의 처분장에 근접2004 5 ,

한 시간 스케일 및 조건에 관한 폐기물 처분개념의 연구에 주목적을 둔 제 단계6

연구 프로젝트가 년 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되어 현재 틈 간격 의 공간 기2003 1 PSG( ( )

하학 콜로이드 형성과 이행 장기의 확산 시험 장기 시멘트 시), CFM( ), LTD( ), LCS(

험 등이 계획되어 있고 원격 조작 정치 시험 및 장기 재료 시험 등의) T-H( ) MTF( )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그림 그림젤 시험 부지와 몬테리 암반연구소1.1.6

특히 몬테리 암반연구소에서는 스위스 국립 수문학지질 조사소 의 관리 하(FOWG)

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년 설립된 이래 도 조사에 참가하고 있고, 1995 NAGRA ,

이곳에서의 실험은 오파리나스 점토층의 지질학 수문지질학 지구화학 및 암석 역, ,

학적 특성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험을 통하여 점토층 특히 오파리나, ,

스 점토내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

다.

프랑스(5)

년 공표된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에 근거하여 산업성 연구성 환경성 감독 하1991 , ,

에 상공업 행정법인 으로 설립되었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 이 지(EPIC) (ANDRA)

하 연구시설을 포함한 심지층 처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는 화강암. ANDRA

매질의 지층 처분에 대해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외국과의 국제 협력에 의한 연, ,

구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는 년 그 연구 성과를 최종보고서로 발간하ANDRA 2005

여 심지층 처분장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원자력청 은 장수명 방사성. (CEA)

핵종의 분리변환 및 방사성폐기물의 컨디셔닝과 장기 지상 저장에 대한 연구를 실

시하고 있는데 년 이 연구 성과를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역시 정부에 제출하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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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법에 의해 고준위 및 장수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를 위해서 상호 관련된 개의 분야 즉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분리 변환 회수를 고3 , ,

려한 지층 처분 그리고 중간 저장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을 정부가 년 연말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 계획은 매 년마다 개정되는 것2006 3

으로 법령화되었다.

따라서 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법에 의해 의 역할이 변경되어2006 ANDRA

는 정부가 년 말까지 결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에 의해 고준위 및ANDRA 2006

장수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 저장 시설 및 회수를 고려한 지층 처분에 관

한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회수를 고려한 지층 처분에 관한 연구는 년에 처분장의 설치 인허가 신청이 이2015

루어지고 년 운영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처분장 부지가 선정되어 처분장 설계가2025

뒤따를 예정이다.

이제까지의 고준위 장수명 방사성폐기물의 지층 처분에 대한 연구개발은 방사성폐

기물 관리연구법에 주요 방침으로서 회수를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지층 처분의

타당성 연구방침으로 정해져 실시되어오고 연구 분야에 대한 전략상의 조정을 위해

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모든 관계자를 모아 후행 핵연료 주기 연1995

구위원회 가 연구성 산하에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의 작업 결과로 연구성(COSRAC) , ,

기술국은 고준위 및 장수명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연구에 관한 년 월 일의, 1991 12 30

법률에 근거한 연구 전략 계획을 년 이후 년까지 매년 결정하는 것으로 하1999 2006

였는데 이 연구 전략 및 계획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연구법으로 관한 연구 활동의,

종합적인 정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 전략 계획에서는 처분장의 설계가 다중 방호 시스템 폐기물 패키지 인공방( ,

벽 천연 방벽 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고 각 조사 부지에 대한 처분장 설계를 정밀, )

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 실시하여

입지 조사 설계 평가 등 개의 항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 3

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연구성의 연구 전략 계획에는 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1991

연구법에 회수 가능한 지층 처분에 관한 요구 사항을 위해 에 대해 지하ANDRA

연구소 및 고준위 장수명 방사성폐기물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하(MOLS) (HAVL)

고 있다.

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연구법 하에 지하 연구소부지가 프랑스 동부의 무즈 오1991 , /

토 마르누 점토층 두 곳에 걸쳐 있는 뷰르가 년 선정되어 년 이 부지에 대· ( ) 1998 1999

한 지하 연구소에 대한 운영허가가 연말까지로 이루어져 건설과 병행하여 카로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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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 옥스포디안 점토질 바위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고 뷰르 지하 연구소에서- ,

는 주로 깊이 에 설치된 실험용 니치와 깊이 의 주시험 터널 및 주시험445m 490m

터널로부터 의 구배로 상하 방향으로 설치된 두 개의 경사터널을 이용하여 실10%

험이 진행되고 있으나 화강암 부지를 대상으로 한 지하 연구소에 대해서는 선정의

단계에서 부터 있어 현지 주민의 강한 반대로 선정 활동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에 의하면 무즈 오토 마르누 부지에 건설되는 뷰르 지하 연구소의 연구 목ANDRA / ·

적과 계획으로는 암반대의 공간 분포를 밝혀 그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

고 안전성 평가 시 고려해야 할 현상적 개념적 혹은 수학적 모델링을 수년에 걸쳐, ,

검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필요시 난이도가 높은 기술적 과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의 실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년 현재 카로비안, 2006 ,

옥스포디안 점토질 바위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의 공간 변동을 연구하는 것이 주목-

적이다.

그림 뷰르 지하연구소 지층 개념1.1.7

캐나다(6)

핵연료폐기물의 장기 관리에 관한 법률 핵연료폐기물법 의 제 조에 의해 새롭게( ) 12

설립된 핵연료폐기물기관 은 심지층 처분 부지 내 저장 집중 저장중 이들(NWMO) , ,

각각의 방법을 단독으로 포함한 방안을 적어도 개씩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검토1 ,

된 복수의 핵연료 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후 한 개를 채용 추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 법률의 시행 후 년 이내에 연방 천연자원장관에 연구 성과를3 ,

제출하게 되어 있어 는 이 법률에 근거해 년 월 최종보고서를 제출, NWMO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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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핵연료폐기물법의 제 조에 근거해 는 년 월 정부에 제출한. 12 NWMO 2005 11

핵연료폐기물 관리 접근 방법에는 기술 실시 스케줄 현지의 중요한 사회 경제적, ,

영향의 최소한 방안 등 다양한 실시 계획을 포함시켰다.

한편 핵연료폐기물법의 제 조는 이 매 년마다 연방 천연자원 장관에게 제18 NWMO 3

출하는 보고서에 선정된 핵연료 폐기물 관리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개년 전략, 5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핵연료폐기물법의 제 조 제 항으로부터 제. 12 (3)

항에 의하면 이 연구개발은 각각 제안된 접근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적인 기(5) , ,

술을 포함해 이렇게 각각 제안된 접근방법이 다른 방법에 대해 편익 위험도 비용, ,

의 비교가 되어야 하고 윤리적 사회적 및 경제적 고려도 이루어지도록 고려되었, , ,

다.

이전에는 핵연료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년의 연방 정부와 온타리오주 정1978

부의 공동 성명에 근거하여 심지층 처분의 연구개발을 캐나다원자력공사 가(AECL)

담당 실시하여 그 성과를 캐나다의 핵연료폐기물의 처분 개념에 대한 환경 영향, “

평가서 로 정리해 공표한 바 있다” .

캐나다의 은 매니토바주의 락두바니 화강암체내 지하 에 건설되어 있고URL 450m ,

그 목적은 처분 후보 모암으로서 캐나다 순상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

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으로는 지표 및 지하의 특성 조사 용질의 이동 연구 지하, , , ,

수의 지구화학 및 미생물관련연구 온도 및 시간에 의존한 암반의 변형 및 파괴의,

특성 분석 제어 굴착 및 폭파 그리고 그 영향 평가 그리고 실링재의 개발과 성능, , ,

평가 등이 포함되었다.

현재 캐나다원자력공사 가 년 제시한 일정에 의하면 은 부지평가(AECL) 1996 URL ,

국면 부지조사 시스템의 설치 부지조사 건설(1980-2011), (1980-1984), (1981-2011),

지상 시설의 건설 지하 시설의 건설 운영(1982-1990), (1982-1987), (1983-1990),

폐쇄 해체 의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은 년 지(1989-2011), · (2011-2014) , AECL 1998

하 연구소의 민영화와 이 위치하는 화이트쉘 연구소내의 연구개발을 종료하는URL

것을 발표하였다 그 후 이 은 온타리오 파워 제너레이션사 에 의해 기금. URL (OPG)

을 제공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이 기금에 대한 종료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에서는 이 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AECL URL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7)

영국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리뷰 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련, (Cm2919) ,

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원자력 산업계 뿐 아니라 규제 기관과 정부도 참여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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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공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연구는 유리 고화한 고.

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환경성 현재의 환경 식량 농촌 지역성( · ·

에 의한 프로그램은 년대에 시작되어 지층 처분 및 해양해저 처분(DEFRA)) 1970 ,

지상에서의 시험 사이트 및 대서양의 후보 사이트에서의 부지조사를 포함하고 있었

지만 환경성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우선한다고 하는 이유로 년대에 중1980

지하였다 왕립 협회 등의 권고를 받아 정부는 년 고준위 방사. (Royal Society) , 1995

성폐기물 처분의 연구전략 책정 프로젝트를 결정하였는데 이 연구전략 책정 프로젝

트는 환경 운수 지역성 과의 계약 하에 가 작성한 최종보고서 고, · · (DETR) QuantiSci “

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이 년 월말에 공표되었다“ 1999 10 .

연구전략 책정 프로젝트 목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

분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만 그러한 지층

처분장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는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후핵연료가 프로,

젝트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장래에 사용후핵연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로서 직접 처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으며 잉여 플루토늄이나 우라늄도 같은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러나 처분장의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개발은 프로젝트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이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에서는 연구개발 필요 사항을 명“ ” ,

확히 하기 위한 기준 폐기물 재고량 데이터에는 고준위 유리고화체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우라늄 플루토늄도 포함되어 있다 또 이 보고서에는 년, , , . 2040

까지 처분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정 기준 시나리오 하에 처분장 개발 이정표로부( )

터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여 구할 가,

능성이 있는 연구개발 영역 대한 제언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사항의.

분류는 최종보고서의 부속 자료 에 나타내고 있는데 제 분류 항목에 있는 연구, 2 , 1

개발 사항 가운데 처분장 개발 프로그램의 개시부터 일 년 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는 리스크와 안전성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회수 가능성 옵션, ,

의 영향 및 처분장 개발 계획을 위한 핵물질 방호 요건 폐쇄 후의 모니터링 전략,

의 구축 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인 차원 의존 시나리오 및 고대 수문, 3

환경의 수문지질학에 의한 복원 결과의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관련으. URL

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의 일환으로 년 스코틀랜드의 올트나블레, 1979

이크나 그 후 하웰에서 다양한 암석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터널의 굴착 프로

그램이 시작되었지만 주민의 반대로 년 중지되었다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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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준위 유리 고화체 저장 시설1.1.8

미국(8)

미국의 고준위 처분 대상 폐기물은 상용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

료 보유분으로서 핵무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로, DOE ,

혹은 선박용 원자로로부터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등 종류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3 .

물에 대한 처분 방침은 년대 핵비확산 정책 등의 이유로 재처리가 금지된 이1970

후 상용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는 행해지지 않고 직접 처분하는 것이다 현, , .

재 미국은 국제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 의 일환으로 핵비확산성이 우수한 재처(GNEP)

리를 포함하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

미국의 처분 개념에서는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내부는 스테인리스

강 외부는 니켈합금으로 된 폐기물 패키지에 함께 봉입되어 지층 처분될 예정이다, .

야카 마운틴에 처분이 고려되고 있는 폐기물의 용량은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상업용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로부터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63,000t,

폐기물 방위 관련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이다 년 월 는 사용후, 7,000t . 2006 4 , DOE

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입법 제안을 연방의회에 제

출하였고 이 중에는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에 규정된 의 처분용량의, (NWPA) 70,000t

상한을 철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제 조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NWPA) 111

최종 처분의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는 가 그, DOE

주체로 되어 있고 특히 제 조에 의하면 내에 민간 방사성폐기물관리국, 304 DOE

이 설치되어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에 근거하여 의 직무를 수(OCRWM) (NWPA) DOE

행하는 것으로 되어 은 캐나다 일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등 각국과, OCRWM , , , ,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협력중이며 연구개발은 대부분 샌디아 국립 연구소를 포

함한 산하의 각 국립 연구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네바다주 야카 마운D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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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 부지 특성 조사를 위해 야카 마운틴 부지 특성 조사 사무소가 현지에 설치되어

현재 처분장 개발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는 연구를 위한 은 별도로 없지만 야카 마운틴 처분장으로 예정된 야카URL

마운틴 부지의 일부 지하 시설에서 부지 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년 이1992

연구 시설 의 건설을 시작하여 년 완료하였다 이 의 심도는 약(ESF) 1997 . ESF 300m

이고 터널의 전체 길이는 약 로 에서 야카 마운틴 지층의 암질이나 수문8km ESF

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히터시험이나 수문실험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림 야카 마운틴 부지와 처분터널 개념1.1.9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은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페기물의 안전한 영구처분과

안전성 평가를 통한 인허가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국가에 적합.

한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 시스템 개념은 각 나라의 자연환경 조건 자국의 원자력,

산업의 특성에 대한 산업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러한 시• •

스템의 장기간에 걸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 고유의 지질 인문사,

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 사

회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질 인문사회적 환경과 이에 맞는 국내

고유의 처분시스템에 대한 사건 수목 개발과 이를 이용한 장기적 처분 안전(FEP)

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및 개별 시나리오들에 대한 평가 개요(Assessment

평가 방법 흐름도 평가 방법론 입력Context), (Assessment method Flow Chart), ,

자료 종합 성능 및 안전성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 및 문서화가 체계적,

혹은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stylized integrated) .

이러한 체계적인 종합 성능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지수문 환경에 처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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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설할 경우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하수 유동을 통한 핵종 이동 시나리

오 및 일부 자연 재해 및 공학적 방벽 기능상실 시나리오에 대해 한국형 처분 개념

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연구의 일환. Safety case

인 혹은 개념에 따라 자연 유사 유동Defense in Depth Multiple Lines of Safety ,

가시화 가시적 설명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Visualization)

있으며 또한 차기 단계 본격적으로 수행될 심지층 처분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수행

되어야 할 연구 항목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처분 종합 성능평가는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를 포, .

함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에는 적어도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이 소요

되는바 이러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개발 운영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그램이 창시된 년대부터 각종 기초. WIPP 70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년대 초반 인허가를 위한 사업에 착수할90

즈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랜 기간 수.

행된 연구 프로젝트가 나름대로의 합목적성을 가지지 못하고 한시적인 관심이나 일

부 과학자들의 개별적인 호기심에 기인해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행

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연구 우선 순위에 대한 확고한 방안(System

을 가지고 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인자에 대해Prioritization)

먼저 연구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경제적인 연구 체계 구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우

선순위 평가를 위해 해외 각국의 모든 사례에서 보듯이 처분 성능 평가 결과가 중

요하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처분 종합 성능평가의 중요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에 있어서 가장 현안은 수십만 년 이상의 장.

구한 세월동안 처분장의 안전성과 성능이 담보되는가에 있다 처분장 안전성은 단.

기간의 실험실 실험이나 현장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없으며 이러한 단기간의 실

험 결과와 함께 보수적인 관점에 기초를 둔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

분장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함으로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국민들.

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처분 종합 성능 평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품질보증시스템을 개발하고 각종 평가 방법론 및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해외 각국은 안전한 처분과 안전성평가를 위한 기술 개

발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과학기술적 동인에 의해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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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처분에 대한 종합 성능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년 동안 아래 항목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추진되었다2003-2007 .

연구 항목 연구 내용

시나리오 개발FEP/

단계 리스트를 보완하여 대안- 1/2 KAERI FEP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다양한 들을 선정함FEP .

개발을 위해 스웨덴 및- KAERI FEP Encyclopedia

미국과 일본 연구 결과들을 심층 검토하고 이를 통한

보강 연구 결과 총 개의 을 수용하는FEP 381 FEP

이 개발되었음 단계KAERI Encyclopedia version 1.0 2

연구에서 개발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그룹끼리 묶어

을 도출한 다음 이를 행렬의 로IFEP RES ODE

활용하여 물리적 방벽을 의미하는 와의 상호 반응LDE

규명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론을 적용해 관련 RES

들을 확장 보완하였으며 특히 체계적인 도출을RES

위해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FEAS

각 요소들은 각각 해당되는 다수의 들을- RES FEP

가리키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전술한

체계적 인 접근 방법을 위해 각 행렬 요소마다 평가“ ”

개요 평가 방법론 흐름도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의,

연결 현황이 프로그램에서 일목요연하게FEAS

표현되었음

대각 요소들의 상호 반응의 연결을 통해- RES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음 이를 위해 에서 먼저FEAS

연결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Sub-scenario

궁극적으로 이를 확장해 전체 시나리오의 연결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처분

종합 성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무엇을 대상으로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고 향후 사업화 및 관련

인허가를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기록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적용함

표 주요 연구 항목 및 내용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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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능 평가 코드

보완 및MASCOT-K

코드 개발MDPSA

연구 항목 단계에서 개발된 성능- 1/2 MASCOT-K

향상을 위해 이산화우라늄 집합체와 다음 단계

연구에서 다루게 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고화체의

용출 현상을 다루는 조화 유출 모듈을 개선해 무한대

붕괴 사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향상함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한 코드 개발-

검증 작업을 완료함

처분 환경은 나 에서 기술하는- MASCOT-K AMBER

바와 같은 차원 환경이 아니라 공학적 방벽에서1

단열로의 이동과 같이 때로는 물질 이동 면적(Mass

이 급격하게 변하는 명실상부한Transfer Area)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또한 천연 방벽은 단일 단열로 표현될 수 없고 일련의-

단열망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Fracture Network)

단열망 내 개개의 단열들은 주변 암반으로 확산

통로를 제공함

우리나라 환경 특성상 처분장은 연안에 위치한 산악-

지형에 위치할 개연성이 있으며 설령 평야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지하 매질 내 지하수 유동은 지표

지형의 굴곡에 따라 이루어 질 것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코드들이 대부분 구획-

모델 개념에 의거하거나 물리적(Compartment Model)

시공간적 좌표에서의 유동을 표현하는 경우 자연 재해

사건과 같은 돌발사건 에 관해 해석할(Discrete Event)

수 없는 프로그램과 같은 한계를MASCOT

극복하고자 실제 차원 환경에서 지하수 및 방사성3

핵종 이동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년간의 연구 기간3

동안 코드 차 개발을 수행함MDPSA 1

코드를 이용해 자연 재해 사건으로 수반되는- MDPSA

단층 재활성화 평가 등 지금까지 를 이용MASCOT-K

평가가 불가능했던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차기 단계에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는 해수- MDPSA

침투 및 지화학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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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능 평가

처분 종합 성능평가 시나리오군을 도출하고- 2006

년 동안 종합적인 성능 평가를 수행할 기준-2007

시나리오군 및 공학적 방벽 성능상실 자연 재해 및,

민감도 시나리오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군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한국형 처분 개념 의 건전성을(KRS)

규명함

생태계 평가

한국형 생태계 평가를 위해 표준적인 평가-

방법 을 코드를 이용 개발함(Template) AMBER

이와 같은 표준적인 평가 방법론에 의거해 농경 집단- ,

담수 어업 집단 및 해수 어업 집단에 대해 ICRP

방법론에 의거 선량 환산 인자(Dose Conversion

를 도출함Factor: DCF)

품질보증시스템 개발

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개념에 입각하여 처분- 2 T2R3

연구에 필요한 품질보증 절차를 확립하고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웹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처분 성능평가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처분 종합 성능평가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와- (PAID)

이러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연결해 에 수록된 각PAID

데이터들의 이력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함

표 주요 연구 항목 및 내용1.1.2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장에 걸쳐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최종적으로2-7

장에서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였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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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시나리오 개발 연구2 FEP,

제 절 서론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과 관련된 체계적인 종합 성능 평가(Total System

를 위해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들Performance Assessment: TSPA)

을 단위 현상 사건 공정 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 (Features, Events, Processes; FEP)

발생 가능성 결과 영향 규제 특정 부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평가한, , ,

후 유사한 들을 그룹화하여 이들 그룹들 간의 상호 반응을 이해하고 이로FEP FEP

부터 처분장으로부터 최종 생태계에 이르는 방사성 핵종들이 이동을 기술하는 시나

리오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년부터 년까지 수행된 제 단계 국가원자력중장1997 1999 1

기연구개발사업 이하 단계 연구 에서 국내 처분 환경에 적합한 들을 개( 1 ) FEP 200

가량 도출한 후 이들을 평가한 바 있으며 선정된 을 조합하여 처분장 방사선적FEP

종합 안전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될 가지 시나리오들을 도출한 바 있다 년부5 . 2000

터 년까지 수행된 제 단계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목2002 2 FEP

록을 약 개 이상 확장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들을 과350 . FEP System(Base) FEP

으로 구분하여 들은 기본 시나리오Probability FEP System FEP (Reference

를 구성하는 으로 들은 대안 시나리오scenario) FEP , Probability FEP (Alternative

들을 구성하는 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목록으로부터 투명한 시scenario) FEP . FEP

나리오 개발 중간 단계로 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RES matrix .

연구팀은 유사 들을 그룹화하여 집단으로 구분한 후 이들FEP Integrated FEP

들이 의 요소 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처Integrated FEP(IFEP) RES matrix (element) .

분장의 주요 방벽들을 의 로 놓고 도출RES matrix LDE(Leading Diagonal Element)

된 들을 이들 의 상호 반응으로 놓아 들을IFEP , LDE ODE(Off Diagonal Element)

도출하였다 이들 요소들의 상호 반응을 연결한 것이 처분 종합 안전성 성능. matrix /

평가에서 필요한 시나리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들로 구성된. System FEP RES

에서 역학적 처분 용기 부식 지하수 이동과 같은 부 시나리오matrix / / (Sub scenario)

들을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선원항으로부터 생태계에 이르는 핵종 이동 시나리오

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종합 안전성 성능 평가를 위해. / /

서는 이들을 자세히 상술한 평가 개요 가 요구된다(Assessment context)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개요를 도출하고 평가 개요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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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평가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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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2 KAERI FEP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종합 성능평가 연구1997

를 수행해 오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폐쇄 후 장기간의 방사선적 안.

전성을 평가 이하 성능평가 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장 폐쇄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 )

한 현상 사건 공정 이하 을 이해하는 것은, , (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FEP)

중요하다 처분장에서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시나리오는 이러한 들의 조합. FEP

으로 표시된다 가령 처분장 폐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용기가 부식되고 부식. ,

된 용기로부터 방사성 물질이 침투 지하수에 용해되어 유출된 후 공학적 방벽과,

천연 방벽을 통과한 후 최종적으로 생태계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는 여러 들의FEP

조합으로 나타난다.

은 이러한 사건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처분장 성능평가를 위해서는FEP

가장 먼저 처분장에서 발생 개연성이 있는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FEP .

년 동안 수행된 단계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국들이 기 도출한 들을1997-1999 1 FEP

선정 평가하는데 치중하였다 단계 연구에서 도출한 리스트의 일[1]. 1 KAERI FEP

부 들은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서 개발한 의 요소들과 대응이 이루어지FEP RES 1:1

지 않고 여러 개의 행렬 요소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들이RES . FEP

보다 세분화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표현된 결과로 특정 단위 사건을 기술한다는

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또한 다양한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기에FEP .

충분한 들이 도출되지 못하여 해외 선진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대안 시나리FEP

오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년 동안 수행된 단계 연구 에서는 들을 세분화하여 하나의 은2000-2002 2 [2] FEP FEP

반드시 요소 하나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RES 1:1 . SR97[3], TILA99[4],

사례 등을 조사하여 추가적으로 들을 도입 선별하여 전체적인 개H12 [5] FEP , FEP

수를 개로 확장하였다341 .

년도부터 수행된 단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대안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2003 3

하여 목록 확장을 시도하여 년도까지 총 개의 을 확보하였으며FEP 2004 381 FEP

년도부터는 자연 재해 사건과 관련된 들을 개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추2005 FEP .

가된 들의 조합으로부터 보다 다양한 처분 안전성 평가 대상 시나리오들이 도FEP

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 중 년까지 수록된 들을 정리하여 처분 안전성2004 FEP KAERI

평가 수목 사전 버전 이하 으로 발간하였다 총 개의1.0( Encyclopedia 1.0) . 381 FEP

이 수록된 는 향후 자연 재해 관련 들과 전체 들에 대해Encyclopedia FEP FEP I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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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재분류 작업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Project Code Waste Type Host Rock EBS Concept

Number

of FEPs Reference

The Joint SKI/SKB Scenario Development Project, 1989 J

Spent

PWR/BWR

Fuel 결정질 암반

내부식성 구리용기, 벤토나이트

완충재가 있는 수직 처분공 158

J Andersson
et al, 1992,
App. A2 & B

NEA Systematic Approaches to Scenario Development, 1992 N

Intermediate

and LLW 강암

I시멘트 그라우팅과 뒷채움재가

있는 동굴에 처분되는 철과 콘크

리트 용기 146
NEA 1992,
Ch 4

HMIP Assessment of Nirex Proposals - System Concept Group, 1994 H

Intermediate

and LLW BVG 응회암

ILW를 위해서는 시멘트 그라우

팅과 뒷채움재가 있는 동굴에 처

분되는 철과 콘크리트 용기 79

Miller and
Chapman
1993

AECL Scenario Analysis for EIS of Canadian Disposal Concept, 1994 A

Spent

CANDU Fuel 캐나다 화성암

벤토나이트 모래 혼합 완충재로

둘러싸인 처분공에 거치되는 앏

은 티타늄 용기 281

Goodwin et
al., 1994,
Sec 4.1 and
App B

Nagra Scenario Development for Kristallin, 1994 K

Vitrified or

Spent

PWR/BWR

Fuel

북부 스위스에

상부 퇴적층이

있는 결정질

암반

벤토나이드 버퍼를 가진 터널에

처분되는 두꺼운 철 용기 79

Miller and
Chapman,
1993

SKI SITE-94 Deep Repository Performance Assessment Project, 1995 S

Spent

PWR/BWR

Fuel

남중부 스웨덴

애스포 지역의

결정질 암반

핵연료, 용기, 벤토나이트 완충

재 및 터널 되채움재 106
Chapman et
al., 1995

US DOE WIPP CCA, 1996 W

CH & RH TRU

Waste 살라도 암염

화학적 완충 역할을 하는 산화 마

그네슘과 파쇄 암염과 이스팔트

재 밀봉재 246

DOE 1996
Sec 6.2, 6.3
and App.
SCR

AECL IRUS 1997 I

Baled and

Bitumenized

LLW from

CRL 대형 사암 지하수 면 위 강화 콘크리트 볼트 166

YMP Site Characterization Plan S

Spent

PWR/BWR

Fuel 응회암 91

DOE 1988
Vol. VII Part
B Sec.
8.3.5.13

Other YMP Documents O

Spent

PWR/BWR

Fuel 응회암 201Barr 1999

Additional YMP FEPs at Jan 19 1999 Workshops

DOE SNF FEPs Y

Spent

PWR/BWR

Fuel 응회암 40
Eide 2000,
Tables 1&2

Additional YMP FEPs at Feb 2-4 1999 Workshops

Waste Form Y

Spent

PWR/BWR

Fuel 응회암 12

by
roundtable
discussion
and
subsequentl
y entered
directly into
database

Additional YMP FEPs at Feb 9-11 1999 Workshops

Disruptive Evemts (I) Y

Spent

PWR/BWR

Fuel 응회암 18

CRWMS
M&O 1998,
Sec 3.1

Additional YMP FEPs at Feb 9-11 1999 Workshops

Disruptive Evemts (II) Y

Spent

PWR/BWR

Fuel 응회암 6

by
roundtable
discussion
and
subsequentl
y entered
directly into
database

표 세계 각국의 처분 연구현황2.2.1 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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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s Categories Headings(*)

0.1 Assessment Issues and Assumptions

0.1.01 Impacts of concern

0.1.02 Timescales

0.1.03 Spatial domain

0.1.04 Repository assumptions

0.1.05 Future human action assumptions

0.1.06 Future human behavior assumptions

0.1.07 Dose response assumptions

0.1.08 Aims of the assessment

0.1.09 Regulatory requirements and exclusions

0.1.10 Model and data issues

1.1 Repository Issues

1.1.01 Site investigation

1.1.02 Excavation/construction

1.1.03 Emplacement of wastes

1.1.04 Closure and sealing

1.1.05 Records and markers

1.1.06 Waste allocation

1.1.07 Design

1.1.08 Quality control

1.1.09 Schedule and planning

1.1.10 Administrative control of site

1.1.11 Monitoring

1.1.12 Accidents and unplanned events

1.1.13 Retrievability

1.2 Geologic Processes and Effects

1.2.01 Tectonic movements

1.2.02 Deformation

1.2.03 Seismicity

1.2.04 Volcanic activity

1.2.05 Metamorphism

1.2.06 Hydrothermal activity

1.2.07 Erosion and sedimentation

1.2.08 Diagenesis

1.2.09 Salt diapirism and dissolution

1.2.10 Hydrologic response to geologic changes

1.3 Climatic Processes and Effects

1.3.01 Climate change, global

1.3.02 Climate change, regional

1.3.03 Sea level changes

1.3.04 Periglacial effects

1.3.05 Glacial and ice sheet effects

1.3.06 Warm climate effects

1.3.07 Hydrologic response to climate change

1.3.08 Ecologic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1.3.09 Human response to climate change

1.4 Future Human Actions (Active)

1.4.01 Human influences on climate

1.4.02 Inadvertent/deliberate human actions

1.4.03 Un-intrusive site investigation

1.4.04 Drilling activities

1.4.05 Mining and other underground activities

1.4.06 Surface environment

1.4.07 Water management(wells, reservoirs)

1.4.08 Social developments

1.4.09 Technological developments

1.4.10 Remedial actions

1.4.11 Explosions and crashes

1.5 Other

1.5.01 Meteorite impact

1.5.02 Species evolution

1.5.03 Miscellaneous (earth tides)

0. Assessment Basis

1. External Factors

표 처분장에서 고려하고 있는 분류2.2.2. YMP FEP



- 30 -

2.1 Wastes and Engineered Features

2.1.01 Inventory

2.1.02 Waste form

2.1.03 Waste container

2.1.04 Backfill

2.1.05 Seals, cavern/tunnel/shaft

2.1.06 Other features (drip shield, invert)

2.1.07 Mechanical processes and conditions

2.1.08 Hydrogeologic processes and conditions

2.1.09 Geochemical processes and conditions

2.1.10 Biological processes and conditions

2.1.11 Thermal processes and conditions

2.1.12 Gas sources and effects

2.1.13 Radiation effects

2.1.14 Nuclear criticality

2.2 Geologic Environment

2.2.01 Excavation disturbed zone

2.2.02 Host rock

2.2.03 Geologic units, other

2.2.04 Discontinuities, large scale

2.2.05 Contaminant transport pathways

2.2.06 Mechanical processes and conditions

2.2.07 Hydrogeologic processes and conditions

2.2.08 Geochemical processes and conditions

2.2.09 Biological processes and conditions

2.2.10 Thermal processes and conditions

2.2.11 Gas sources and effects

2.2.12 Undetected features

2.2.13 Geological resources

2.2.14 Nuclear criticality

2.3 Surface Environment
2.3.01 Topography

2.3.02 Soil

2.3.03 Aquifers / water-bearing features, near surface

2.3.04 Lakes, rivers, streams, springs

2.3.05 Coastal features

2.3.06 Marine features

2.3.07 Atmosphere

2.3.08 Vegetation

2.3.09 Animal populations

2.3.10 Meteorology

2.3.11 Hydrologic regime and water balance

2.3.12 Erosion and deposition

2.3.13 Ecological / biological / microbial systems

2.4. Human Behavior

2.4.01 Human characteristics

2.4.02 Adults, children, infants

2.4.03 Diet and fluid intake

2.4.04 Habits, non-diet-related

2.4.05 Community characteristics

2.4.06 Food and water processing and preparation

2.4.07 Dwellings

2.4.08 Wild / natural land and water use

2.4.09 Rural / agricultural land and water use

2.4.10 Urban / industrial land and water use

2.4.11 Leisure and other uses of environment

2. Disposal System

Domain: Environment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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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ontaminant Characteristics

3.1.01 Radioactive decay and ingrowth

3.1.02 Chemical / organic toxin stability

3.1.03 Inorganics

3.1.04 Volatiles

3.1.05 Organics

3.1.06 Noble Gases
3.2 Contaminant Release/Migration

Factors
3.2.01 Dissolution, precipitation, crystalization

3.2.02 Speciation and solubility

3.2.03 Sorption / desorption processes

3.2.04 Colloids

3.2.05 Chemical/complexing agents, effect on transport

3.2.06 Microbiological / plant-mediated processses

3.2.07 Water-mediated transport

3.2.08 Solid-mediated transport

3.2.09 Gas-mediated transport

3.2.10 Atmospheric transport

3.2.11 Animal, plant, microbe mediated transport

3.2.12 Human-action-mediated transport

3.2.13 Foodchains, uptake of contaminants in

3.3. Exposure Factors

3.3.01 Drinking water, food, drugs, concentrations in

3.3.02 Environmental media, concentrations in

3.3.03 Non-food products, concentrations in

3.3.04 Exposure modes

3.3.05 Dosimetry

3.3.06 Radiological toxicity / effects

3.3.07 Non-radiological toxicity / effects

3.3.08 Radon exposure

3. Disposal System

Domain: Radionuclide

/Contaminant Factors

항목 내용 Group
System Process 생태계를 제외한 시스템 컴포넌트들의 프로세스 기술

Variable/Initial State초기 혹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스템 컴포넌트들의 상태 기술

생태계

외부 요인 처분장의 경계 밖의 요인들과 관련 있는 요인들
Sub-Class 1: 지질적인 프로세스와 영향

구조 지질(융기, 침강, 판 이동,  굽힘 등)
지진 관련
역학적 수리지질학적 영향

Sub-Class 2: 기후 프로세스와 영향
기후 변화 , 일반적 사항
산성비와 영향
동토화와 빙하
기후변화에 따른 수리지질 영향
기후 변화 원인
온실 효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역학적 영향

Sub-Class 3: 미래 인간 활동
처분장으로의 침입
자원: 광물
자원: 석유와 개스
자원: 지열
자원: 물
저장
지표 탐사
지하 폭발
행정( 기록, 마커, 계획, 콘트롤)
Earthmoving/ 지표 분출
오염
도시화
고고학적 발굴
시추, 채광, 폭파 영향

Sub-Class 4: 기타
운석 충돌

평가 기저 향후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없는 FEP

방법론 관련 언급
일반적인 방법론이나 디자인 현안 관련 FEP

평가 기저와 함께  methodology FEP으로 통칭

표 스웨덴 에서 고려한 목록2.2.3 SR-CAN 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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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P No FEP Name
Screening

Decision
Screening Basis

YMP1.2.01.01.00 Tectonic activity large scale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1.01.01
Folding, uplift or subsidence lowers facility with regard

to current water table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1.01.02
Tectonic change to local geothermal flux causes

convective flow in SZ and elevates water table
Exclude Low probability

YMP1.2.01.01.03
Tectonic folding alters dip of tuff beds, changing

percolation flux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1.01.04
Uplift or subsidence changes drainage at the site,

increasing infiltration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1.01.08 Uplift and subsidence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2.01.00 Fractures

Include

existing

characteristics

Exclude

changes to

Low consequence

YMP1.2.02.02.00 Faulting

Include

existing

characteristics

Exclude

changes to

Low consequence

YMP1.2.02.02.05 Faulting/Fracturing Include

YMP1.2.02.02.08 Normal faulting occurs or exists Include

YMP1.2.02.02.09 Strike/slip faulting occurs or exists Include

YMP1.2.02.02.10 Detachment faulting occurs or exists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2.02.11 Dip/slip faulting occurs Include

YMP1.2.02.02.12 New fault occurs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2.02.13 Old fault strand is reactivated Exclude Low probability

YMP1.2.02.02.14 New fault strand is activated Exclude Low probability

YMP1.2.02.03.00 Fault movement shears waste container Exclude Low probability

YMP1.2.03.01.00

Seismic activity (including faulting, hydraulic heads,

recharge-discharge zones, rock stresses, drift

integrity)

Exclude for

indirect effects

Include for

drip shield and

fuel-rod

cladding

Low consequence

YMP1.2.03.02.00

Seismic vibration causes container failure

Exclude TBV

for WP

Include for

drip shield and

fuel-rod

cladding

Low consequence

YMP1.2.03.02.01

Container failure induced by microseisms associated

with dike emplacement
Exclude TBV Low consequence

YMP1.2.03.03.00

Seismicity associated with igneous activity

Exclude for

indirect effects

Include for

drip shield and

fuel-rod

cladding

Low consequence

YMP1.2.04.01.00

Igneous activity (Note: also effects on faults,

topography, rock stressses, groundwater

temperatures & drift integrity)

Include for

direct effects

Exclude for

indirect effects

Low consequence

of Indirect Effects

YMP1.2.04.02.00 Igneous activity causes changes to rock properties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4.02.01 Dike provides a permeable flow path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4.02.02 Dike provides a barrier to flow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4.02.03

Volcanic activity in the vicinity produces an

impoundment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4.02.06 Dike related fractures alter flow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4.03.00 Igneous intrusion into a repository Include

YMP1.2.04.03.03 Sill introduces repository openings Include

YMP1.2.04.04.00 Magma interacts with waste

표 자연 재해 사건2.2.4 YMP 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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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P1.2.04.04.01 Magmatic volatiles attack waste

YMP1.2.04.04.02 Dissolution of spent fuel in magma

YMP1.2.04.04.03 Dissolution of other waste in magma

YMP1.2.04.04.04 Heating of waste container by magma without contact

YMP1.2.04.04.05 Failure of waste container by direct contact with

YMP1.2.04.04.06 Fragment with subsequent damage to waste package

YMP1.2.04.05.00

Magmatic transport of waste

Exclude for
transport in
liquid magma
and other types
of transport
Include for
transport
through eruptive

Low consequence

YMP1.2.04.05.01 Direct exposure of waste in dike apron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4.05.02 Volatile radionulcides plate out in the surrounding rock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4.05.03 Entrainment of SNF in a flowing dike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04.06.00

Basaltic cinder cone erupts through a repository also

entraining waste
Include

YMP1.2.04.06.01 Vent jump Include
YMP1.2.04.06.02 Vent erosion Include
YMP1.2.04.07.00 Ashfall Include
YMP1.2.10.01.00 Hydrologic response to seismic activity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10.02.00

Hydrologic response to igneous activity including
groundwater flow directions, water level, chemistry,
temperature, change in rock properties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10.02.01 Interaction of water table with magma Exclude Low consequence
YMP1.2.10.02.02 Interaction of unsaturated zone pore water with magma exclude Low consequence
YMP2.1.07.01.00 Rock falling (large blcok) Exclude Low consequence
YMP2.1.07.01.01 Rockbursts in container holes Exclude Low consequence
YMP2.1.07.02.00 Mechanical degradation or collapse of a drift Exclude Low consequence
YMP2.1.07.02.03 Rock fall stopes up a fault Exclude Low consequence
YMP2.1.07.02.04 Rock fall in waste and EBS Exclude Low consequence

YMP2.2.06.01.00
Change in stress (due to thermal, seismic, or tectonic
effects) produces change in permeability of faults

Exclude Low consequence

YMP2.2.06.03.00
Change in stress (due to seismic or tectonic effects) alter
perched water zones

Exclude Low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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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선별 연구3 FEP

향후 도출된 들이 과연 평가 대상 시나리오를 구성할 만큼 의미가 있는지를 판FEP

명하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아래 가지 선정 원칙을 활용해 국내 전문가5 FEP

들에 의한 평가가 수행될 예정이다.

발생 확률 이 발생할 확률이 낮을 경우 해당 은 선별에서 제: FEP FEP▶
외함

영향 이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 제외함: FEP▶
특정 부지 연관성 만약 특정 이 처분장과 연관이 없다면 제외함: FEP▶
규제 처분장 부지 선정 기준에 의거하면 처분 부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있을 경우 부지로서의 자격이 없게

된다 가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활발한 단층 활동이나.

화산 활동이 있는 부지는 처분장 후보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특정 부지가 처분장 후보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활성

단층이나 화산 영향과 관련된 들의 발생 확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FEP

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기준에 의거하면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FEP

들은 선별을 통하여 제외되어야 한다 향후 선별 평가 연구에FEP FEP .

서는 그리고40 CFR 197[6], 10 CFR 63[7], 10 CFR 60[8], YVL 8.4[9],

과 국내 관련 기술기준 및 시안들을 이용하여 을Flag Book[10] [11] FEP

선정함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 비록 규제 측면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없:▶
지만 일반인들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이 처분장 안전성을 확신하는데 중

요한 일부 사건들은 포함함

이와 같은 선정 원칙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들은 선정되게 되는 바 이는 아직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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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 현안들을 제기하는 국내 실정을 반영한 결과이다 향후 처분 연구 사업이 진행.

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들과 후보 부지 특성들이 도출되면 목록에KAERI FEP

포함된 일부 들은 탈락할 수 있고 특정 부지 특성을 반영한 들이 추가될FEP FEP

수 있다.

에서는 기존의 설명 방식을 지양하고 설명 부분을 두Encyclopedia FEP (description)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공정 부분에서는 자체의 특성을 상술하였고. (process) 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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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influence) 부분에서는 해당 FEP이 다른 FEP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술하여 향후 이를 기반으로 특정 FEP들 간의 연결 고리를 설정할 수 있게 하

다. 한 최종 개정 일시  참고 문헌과 리자 등을 명기하여 품질보증을 도모하

다.

Site Relevance

BROAD-BASE  FEP LIST
>1,000 Components

Probability 

Regulations 

Consequence 

Site Relevance

BROAD-BASE  FEP LIST
>1,000 Components

Probability 

Regulations 

Consequence 

그림 2.3.1 FEP 선정 요건 도시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FEP 목록의 안은 고  방사성폐기물에 한 NEA[12], 

NIREX[13], SKB[14]의 연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기존 KAERI 

연구의 FEP 데이터[15]를 이용하여 1999년 도출되었다. 이 FEP 목록은 국내 문

가들에 의해 선별되었고 보다 다양한 FEP들을 고려하기 하여 2 단계 연구에서 

SKB 연구[16], BIOMOVS II[17] 보고서들에 수록된 일부 FEP들이 추가된 후 선별

되었다. KAERI FEP 리스트는 처분 과정의 물리  방벽 순서, 즉 폐기물, 용기, 공

학  방벽, 천연 방벽, 생태계, 환경 향 등으로 크게 분류되었고 이와 같은  분

류 아래에 각 방벽별 상세한 FEP들이 각 FEP들의 향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

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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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Purpose and Scope

This Part prescribes rules governing the licensing (including
issuance of a construction authorization) of the U.S. Department
of Energy to receive and possess source, special nuclear, and
by-product material at a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sited, constructed, or operated at Yucca Mountain, Nevada, in
accordance with the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as
amended and the Energy Policy Act of 1992. As provided in 10
CFR 60.1, the regulations in part 60 of this chapter do not apply
to any activity licensed under another part of this chapter. This
part also gives notice to all persons who knowingly provide to
any licensee, applicant, contractor, or subcontractor, components,
equipment, materials, or other goods or services, that relate to a
licensee's or applicant's activities subject to this part, that they
may be individually subject to NRC enforcement action for
violation of § 63.11.

§ 63.2 Definitions

As used in
this part :

Affected Indian Tribe means any Indian Tribe within whose
reservation boundaries a repository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or spent fuel is proposed to be located; or whose
Federally-defined possessory or usage rights to other lands
outside of the reservation's boundaries arising out of
Congressionally-ratified treaties or other Federal law may be
substantially and adversely affected by the location of the
facility if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finds, on the petition of
the appropriate governmental officials of the Tribe, that the
effects are both substantial and adverse to the Tribe.

Barrier means any material, structure, or feature that, for a
period to be determined by NRC, prevents or substantially
reduces the rate of movement of water or radionuclides from the
Yucca Mountain repository 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or
prevents the release or substantially reduces the release rate of
radionuclides from the waste. For example, a barrier may be a
geologic feature, an engineered structure, a canister, a waste
form with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that significantly
decrease the mobility of radionuclides, or a material placed over
and around the waste, provided that the material substantially
delays movement of water or radionuclides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means clearing of land,
surface of subsurface excavation, or other substantial action that
would adversely affect the environment of a site. It does not
include changes desirable for the temporary use of the land for
public recreational other preconstruction monitoring and
investigation necessary to establish backgrou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suitability of the Yucca Mountain site or to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values, or procurement or
manufacture area.

Commission means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or its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Containment means the confinement of radioactive waste within
a designated boundary.

표 미국 규정2.3.1 10 CFR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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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bases means that information that identifies the specific

functions to be performed by a structure, system, or component

of a facility and the specific values or ranges of values chosen

for controlling parameters as reference bounds for design. These

values may be constraints derived from generally accepted

"state-of-the-art" practices for achieving functional goals or

requirements derived from analysis (based on calculation or

experiments)of the effects of a postulated event under which a

structure, system, or component must meet its functional goals.

The values for controlling parameters for external events

include:

(1) Estimates of severe natural events to be used for deriving

design bases that will be based on consideration of historical

data on the associated parameters, physical data, or analysis of

upper limits of the physical processes involved; and

(2) Estimates of severe external human-induced events to be

used for deriving design bases, that will be the region, taking

into account the site

Director means the Director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s Office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Disposal means the emplacement of radioactive waste in a

geologic repository with the intent of leaving it there

permanently.

DOE means the U.S. Department of Energy or its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Engineered barrier system means the waste packages,

including engineered components and systems other than the

waste package (e.g., drip shields), and the underground facility.

Event sequence means a series of actions and/or occurrences

within the natural and engineered components of a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that could potentially lead to exposure

of individuals to radiation. An event sequence includes one or

more initiating events and associated combinations of repository

system component failures, including those produced by the

action or inaction of operating personnel. Those event sequences

that are expected to occur one or more times before permanent

closure of the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are referred to

as Category 1 event sequences. Other event sequences that
have at least one chance in 10,000 of occurring before permanent

closure are referred to as Category 2 event sequences.
Geologic repository means a system that is intended to be

used for, or may be used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in excavated geologic media. A geologic repository includes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and the geologic setting that provides

isolation of the radioactive waste.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means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facility that is part of a geologic repository is

or may be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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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evel radioactive waste or HLW means:

(1) The highly radioactive material resulting from the

reprocessing of spent nuclear fuel, including liquid waste

produced directly in reprocessing and any solid material derived

from such liquid waste that contains fission products in

sufficient concentrations;

(2) Irradiated reactor fuel; and

(3) Other highly radioactive material that the Commission,

consistent with existing law, determines by rule requires

permanent isolation.

HLW facility means a facility subject to the licensing and

related regulatory authority of the Commission pursuant to

sections 202(3) and 202(4) of the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88 Stat. 1244).

Host rock means the geologic medium in which the waste is

emplaced.

Important to safety, with reference to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means those engineered features of the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whose function is:

(1)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that high-level waste can

be received, handled, packaged, stored, emplaced, and retrieved

without exceeding the requirements of § 63.111(b) (1) for

Category 1 event sequences; or

(2) To prevent or mitigate Category 2 event sequences that

could result in radiological exposures exceeding the val-(???)

dividual located on or beyond any point on the boundary of the

site.

Important to waste isolation, with reference to design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and characterization of

natural barriers, means those engineered and natural barriers

whose function is to provide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high-level waste can be disposed of without exceeding the

requirements of § 63.113(b) and (c).

Initiating event means a natural or human induced event that

causes an event sequence.

Isolation means inhibiting th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to:

(1) The location of the reasonably maximally exposed individual

so that radiological exposures will not exceed the requirements

of § 63.111(b); and

(2) The accessible environment so that releases of radionuclides

into the accessible environment will not exceed the requirements

of § 63.1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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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assessment means an analysis that :
(1) Identifies the features, events, processes (except human 
intrusion), and sequences of events and processes (except 
human intrusion) that might affect the Yucca Mountain disposal 
system and their probabilities of occurring during 10,000 years 
after disposal;
(2) Examines the effects of those features, events, processes, 
and sequences of events and processes upon the performance of 
the Yucca Mountain disposal system; and
(3) Estimates the dose incurred by the reasonably maximally 
exposed individual, including the associated uncertainties, as a 
result of releases caused by all significant features, events, 
processes, and sequences of events and processes, weighted by 
their probability of occurrence.
Performance confirmation means the program of tests, 
experiments, and analyses that is conducted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information used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e performance objectives in subpart E of this part.
Permanent closure means final backfilling of the underground 
facility, if appropriate, and the sealing of shafts, ramps, and 
boreholes.
Preclosure safety analysis means a systematic examination of 
the site; the design; and the potential hazards, initiating events 
and event sequences and their consequences (e.g., radiological 
exposures to workers and the public). The analysis identifies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important to safety.
Public Document Room means the place at One White Flint 
North, 11555 Rockville Pike, Room O-1F13, Rockville, MD, at 
which records of the Commission will ordinarily be mad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nd any other place, the location 
of which has been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t 
which public records of the Commission pertaining to a 
geologic repository at the Yucca Mountain site are mad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Publicly Available Records System (PARS) Library means 
the electronic library generated by the NRC's Agency wide 
Documents Access and Management System(ADAMS) to 
provide access to public documents. PARS has full text 
documents which can be searched using specific fields and 
parameters. The public can search, download, print, create 
reports, and order documents online. The PARS Library 
contains publicly available documents created of received by 
NRC since November 1, 1999, as well as some older documents 
that the NRC has retrofit into the collection. PARS is accessible 
from the NRC Web site at http:// 
www.nrc.gov/reading-rm.html.

Radioactive waste or waste means HLW and radioactive 
materials other than HLW that are received for emplacement 
in a geologic repository.
Reasonably maximally exposed individual means the 
hypothetical person meeting the criteria specified at § 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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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iosphere means the description of the environment
inhabited by the reasonably maximally exposed individual. The
reference biosphere comprises the set of specific biotic and a
biotic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but not
necessarily limited to, climate, topography, soils, flora, fauna, and
human activities.

Restricted area means and area, access to which is limited by
the licensee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individuals against
undue risks from exposure to radiation and radioactive materials.
Restricted area does not include areas used as residential
quarters, but separate rooms in a residential building may be set
aside as a restricted area.

Restrieval means the act of permanently removing radioactive
waste from the underground location at which the waste had
been previously emplaced for disposal.

Saturated zone means that part of the earth's crust beneath
the regional water table in which statistically all voids, large and
small, are filled with water under pressure greater than
atmospheric.

Site means that area surrounding the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for which DOE exercises authority over its u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t.

Site characterization means the program of exploration and
research, both in the laboratory and in the field, undertaken to
establish the geology conditions and the ranges of those
parameters of the Yucca Mountain site, and the surrounding
region to the extent necessary, relevant to the procedures under
this part. Site characterization includes borings, surface
excavations, excavation of exploratory shafts and/or ramps,
limited subsurface lateral excavations and borings, and in situ
testing at depth needed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the site
for a geologic repository.

§ 63.4 Communications and records.

(a)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part or in subpart J of
part 2 of this chapter, all communications and reports
concerning the regulations in this part and applications filed
under them should be sent to the NRC as follows:
(1) By mail addressed: ATTN: Document Control Desk;
Director, Office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Washington, DC 20555-0001;
(2) By hand delivery to the NRC's offices at 11555 Rockville
Pike, Rockville, Maryland; ATTN: Document Control Desk:
Director, Office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or,
(3) Where practicable, by electronic submission, for example, via
Electronic Information Exchange, or CD-ROM. Electronic
submissions must be made in a manner that enables the NRC
to receive, read, authenticate, distribute, and archive the
submission, and process and retrieve it a single page at a time.
Detailed guidance on making electronic submissions can be
obtained by visiting the NRC's Wed site at http:// www.
nrc.gov/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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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ach record required by this part must be legible
throughout the retention period specified by each Commission
regulation. The record may be the original or a reproduced copy
or a microform if the copy or microform is authenticated by
authorized personnel and the microform is capable of producing
a clear copy throughout the required retention period. The
record may also be stored in electronic media with the
capability for producing legible, accurate, and complete records
during the required retention period. Records such as letters,
drawing, and specifications must include all pertinent information
such as stamps, initials, and signatures. The licensee shall
maintain adequate safeguards against tampering with and loss
of records. [66 FR 55792, Nov. 2, 2001, as amended at 68 FR
58815, Oct. 10, 2003]

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 (TEDE) means, for purposes
of assessing doses to workers, the sum of the deep-dose
equivalent (for external exposures)and
the committed effective dose equivalent (for internal exposures).
For purposes of assessing doses to members of the public
(including the RMEI), TEDE means the sum of the effective
dose equivalent (for external exposures) and the committed
effective dose equivalent (for internal exposures).

Underground facility means the underground structure, backfill
materials, if any, and openings that penetrate the underground
structure (e.g., ramps, shafts, and boreholes, including their
seals).

Unrestricted area means an area, access to which is neither
limited nor controlled by the licensee.

Unsaturated zone means the zone between the land surface
and the regional water table. Generally, fluid pressure in this
zone is less than atmospheric pressure, and some of the voids
may contain air or other gases at atmospheric pressure. Beneath
flooded areas or in perched water bodies, the fluid pressure
locally may be greater than atmospheric.

Waste form means the radioactive waste materials and any
encapsulating or stabilizing matrix.

Waste package means the waste form and any containers,
shielding, packing, and other absorbent materials immediately
surrounding an individual waste container.

Waste table means that surface in a ground-water body,
separating the unsaturated zone from the saturated zone, at
which the water pressure is atmospheric. [66 FR 55792, Nov. 2,
2001, as amended at 68 FR 58815, Oct. 10, 2003]

§ 63.3 License required.

(a) DOE may not receive nor possess source, special nuclear, or
byproduct material at a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at
the Yucca Mountain site except as authorized by a license
issued by the Commission under this part.
(b) DOE may not begin construction of a geologic repository
operations area at the Yucca Mountain site unless it has filed
and application with the Commission and has obtained
construction authorization as provided in this part. Failure to
comply with this requirement is grounds for denial of a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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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개발 결과4 FEP Encyclopedia

INDEX 1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1.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Waste Type

Reference KAERI

Process
Waste types vary by reprocessing. PWR, CANDU. Metal,

glass and other forms with SF itself can exist.[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ifferent waste types affect the dissolution mechanisms,

thermal loading, nature of solid waste forms, etc.[YSH 30

March 2004]

INDEX 2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1.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ventory

Reference KAERI

Process It indicate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in a particular part

of the waste isolation system. It is usually listed as the

activities (in curies or Becquerels) of each nuclide present. It

is a time dependent quantity. In a potential repository

which shall be in operation in around 2040 around 36,000

MTU, 20,000 MTU from PWR and 16,000 MTU from

CANDU shall be disposed of. These are SF from NPP's to

be in operation by 2015 and SF to be in operation after 2015

is not included in this number. Around 45,500 assemblies of

PWR SF and 820,000 bundles of CANDU SF are considered.

These SF shall be placed inside a container whose material

is not determined yet. However, from preliminary design, the

canister outer diameter is 108 cm and height is 496 cm and

the total weight including waste and insert cast is 31,734 kg.

When a container fails by corrosion or initial defect then

once a confined radionuclide shall be released by dissolving

into intruding groundwater.[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amount of inventory for a specific nuclide determines

the time for dissolution and rates of nuclide release for IRF

nuclides. It affects ultimately the annual individual dose

rate[YSH 30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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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1.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Reference KAERI

Process As time spans after discharge due to the radiation, by

corrosion, contact with air and water and other factors, solid

phase spent fuel becomes loosing its integrity.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of a solid waste form affects

the rate of degradation of spent nuclear fuel, which alters

the dissolution rate of the matrix. It also affects the

mechanical stability.[YSH 30 March 2004]

INDEX 4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1.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Heterogeneity of waste forms (chemical, physical)

Reference KAERI

Process Composition of waste forms differs from place to place due

to the localized burn up difference. First of all, different‐
reactor operating schemes create heterogeneity of residue

enrichment inside spent fuel. Also due to the swelling of

fuels before discharge heterogeneity is created. And

irradiation can alter the shape change at local point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Heterogeneity of waste form causes the IRF dissolution at

the cladding and in the grain boundaries. Some cracks

initiated during the burn up in a reactor acts as the

preferential pathways for nuclides to be released from a

waste matrix.[YSH 30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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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5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1.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onuclide decay and growth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Radioactive decay is a fundamental process that affects all

radioactive (unstable) nuclides. Radioactive decay will change

the inventory of a radionuclide in the waste, and the heat

generation will affect the temperature in the near field and

the stability of the waste form and other materials.[GEN 28‐
26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adioactive decay will change the inventory of a radionuclide

in the waste, and the heat generation will affect the

temperature in the near field and, thus, radionuclide‐
solubility and the degradation of engineered barriers.

[GEN 28 26 March 2004]‐
SKI TR 02:35

INDEX 6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1.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coil of alpha decay

Reference KAERI

Process It creates the possible destruction of the fuel pellet structure

induced by high energy alpha particles from alpha decay. It

could also induce the liberation of atoms from the fuel

structur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Probably unimportant but further investigation might be

needed to see its impact of solubility limits.[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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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42

Final Update 25 March 2004

FEP Number 1.1.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s in the spent fuel radionuclide inventory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initial radionuclide inventory defines the abundance of

every radionuclide species in the spent fuel at the time of

waste emplacement. After emplacement, the initial

radionuclide inventory will change due to radioactive decay

and any nuclear reactions that result from criticality events.

The inventory of the spent fuel will also change as a

radionuclide is released and migrate out of the canister.

[SFL 2 25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Influence Changes to the radionuclide inventory (including abundances

and distributions in the fuel, grain boundaries, metallic non‐
fuel components and gap spaces) act as a primary control on

the release rate of a radionuclide from the waste form and,

thus, on the chemistry of the near field groundwater. [SFL‐
2 25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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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7

Final Update 25 March 2004

FEP Number 1.2.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olysi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Radiation emitted during radioactive decay of unstable

nuclides can cause radiolysis of the groundwater and of

water bearing solid materials. This radiolysis can lead to‐
the formation of oxidants and free hydrogen gas which will

impact on the redox conditions in the near field, loading to‐
a change in radionuclide solubility.[GEN 30 25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Influence Radiolysis will affect the redox conditions in the near field,‐
particularly if insufficient volumes of Fe' are present to react

with the radiologically produced oxidants. The potential

impact will be to create an oxidizing near field which will‐
increase radionuclide solubility. Hydrogen gas will also be

created by radiolysis and this gas potentially may affect

repository behavior. However, other gas production

mechanisms will dominate gas generation, particularly the

anaerobic degradation of iron in the engineered barriers.[GEN

30 25 March 2004]SKI TR 02:35‐

INDEX 8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1.2.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ation damage of the matrix including embitterment

Reference KAERI

Process FEPs related to the effects that result from the radiation

emitted from the wastes that affect the wastes, containers,

seals and other engineered features, and the overall

radiogenic evolution of the near field with time.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adiation damage possibly alters material properties which

affects the sorption behavior of the matrix. Also it affects

the mechanical stability.[YSH 30 March 2004]



- 47 -

INDEX 9

Final Update 2001 Existing FEP

FEP Number 1.2.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H2/O2 Explosions

Reference KAERI

Process The gases may be formed by alpha and beta radiolysis. The
probability that they gather in gaseous form, in an explosive
composition, and in a cavity in the repository area, are
judged to be very small. The fuel itself, the canister or its
corrosion products, the bentonite buffer and surrounding
rocks and groundwater will in general act as a reducing
agent and consume the oxygen.
[YSH 2001]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hould it occur, the energy released is very small and the
canisters, buffer, and backfill are well suited to withstand
the pressure wave initiated. Experience from mining
explosions show the low impact of explosion on rock and
excavations.[YSH 2001]

INDEX 10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1.3.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ecay heat

Reference KAERI

Process
Heat generated by the absorption of energy released by the
decay of a radionuclide. Decay heat affects the effective
stress in rock media adjacent to a canister as well as buffer.
The main contributors of decay heat are short lived
radionuclides such as Cs 137. The effect of decay heat on‐
groundwater flow through the change of effective stress and
pore water pressure becomes significant for early time after
emplacement if the storage time is set to be around tens of
years. Then it sharply reaches the steady state, so after a
thousand years the temperature rise by this decay heat is
less than 5% of the ambient temperature. Since the effect of
the decay heat is limited for very early time, as long as
canisters are intact, the so called THM coupling might not
so be important.[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ecay heat affects the integrity of a waste form. It
determines the thermal loading of a disposal system. It also
creates the change of the diffusion coefficient, solubility
limits, etc.[YSH 30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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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1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1.3.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ermal cracking + Fracturing (mechanical) in containers

Reference KAERI

Process Thermal cracking is the process of initiating the crack in a

waste container by thermal loading and or thermal shock.

[YSH 30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is related to the thermal processes that affect the

containers. However as long as canisters are designed to

meet the thermal criteria of the maximum temperature below

100 the thermal cracking is unlikely in repository℃
conditions[YSH 2000]

INDEX 12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3.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ermal cracking + Fracturing (mechanical) in buffer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engineered features.[YSH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Negligible

INDEX 13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3.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ermal cracking + Fracturing (mechanical) in EDZ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the thermal processes that affect the

EDZ.[YSH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Neg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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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4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3.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ermal cracking + Fracturing (mechanical) in rock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the thermal processes that affect the

rocks.[YSH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

INDEX 15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3.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aterial property changes

Reference KAERI

Process Changes in physical or chemical properties of a materials by

chemical reaction or radiolysis or heating etc. By thermal

stress and possibly potential mechanical stress change by

the opening of tunnels crack initiation can start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s might be affected so that the

structural stability can be questionable in worst

cases.[YSH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
INDEX 16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4.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He Gas Gener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Helium is produced as consequence of alpha decay in the

fuel[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is important only with respect to the pressure build up

inside a canister. KBS 3 calculations showed that the‐
internal pressure will exceed the environmental pressure after

1,000,000 years[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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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7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4.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as gener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Nuclides in the form of gases shall be released to the

outsid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gas generation might impair the buffer, change the

groundwater flow locally and may also provide the source

for gas transport.[YSH 2000]

INDEX 18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4.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olubility within a fuel matrix

Reference KAERI

Process Solubility within a matrix refers to the solubility of species

contained in the fuel matrix in the water entering the

canister after it has failed. It is highly dependent on water

chemistry redox potential and radiolysis.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solubility affects the release of a radionuclide to the

near field[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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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43

Final Update 25 March 2004

FEP Number 1.4.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onuclide release from a spent fuel matrix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majority of a radionuclide the fuel assemblies is

contained within the spent fuel matrix. After canister failure,

when groundwater comes into contact with the spent fuel, a

radionuclide can be released by dissolution and oxidative

conversion of the fuel. The rate of radionuclide release

depends on the groundwater chemistry in contact with the

fuel, the radiation field which controls radiolysis of the

groundwater, and the water turnover in the canister.

Radionuclide release from the spent fuel matrix is the

primary control on the radionuclide content of the

groundwater in the canister.[SFL 40 25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total radionuclide release from the spent fuel matrix

controls the groundwater composition (radionuclide content)

in the canister and in the bentonite buffer and is, therefore,

a primary control on the total releases to the near field‐
rock.[SFL 40 25 March 2004]SKI TR 02:35‐



- 52 -

INDEX 19

Final Update 25 March 2004

FEP Number 1.4.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 & Cs migration to fuel surface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Certain elements in the spent fuel have a tendency to

accumulate at the fuel surface, incracks and pores in the fuel

pellets, and in the gap between the fuel pellets and the

Zircaloy cladding of the fuel rod. When the canister is

perforated and groundwater contacts the spent fuel, these

elements can be preferentially released.

[SFL 27 25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accumulation of elements at the fuel surface and in the

pores, grain boundaries and the gap makes them

preferentially available for release in the groundwater, after

canister failure, provided they occur in soluble forms. [SFL‐
27 25 March 2004]SKI TR 02:35

INDEX 20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4.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crystalliz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Re-crystallization is linked to the solubility phenomena and

changes in water chemistry, in turn coupled to radiolysis.

Re-crystallization may also refer to the long term alteration‐
of a cement matrix, i.e. crystallization of calcium silicate

hydrate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first effect may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close to

the redox front. However, Re-crystallization is a non

conservative assumption as it gives lower values of

solubility.[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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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1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4.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issolution chemistry

Reference KAERI

Process Dissolution refers to dissolution of the fuel matrix. It is

highly influenced by water chemistry and radiochemical

reactions. The dissolution chemistry might be defined as

those chemical conditions that influence the rate of fuel

matrix oxidation, re-precipitation and leaching rate of

uranium. It includes a chemical equilibrium as well as

reaction kinetic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dissolution chemistry, together with solubility and

groundwater exchange rate, decide the near field activity

kinetics.

[YSH 2000]

INDEX 22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4.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amaged or deviating fuel

Reference KAERI

Process The detailed composition of the stored fuel will vary due to

initial enrichment, possible Pu enrichment burn up etc.‐ ‐
Damaged and possibly also extreme high burn up fuel might

have a greater surface exposed to the water penetrating a

canister.[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overall impact will remain within general conservatism

in assessing inventories.[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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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3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1.4.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lease of radionuclides from a failed container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linked to solubility of the fuel matrix, to the binding of
soluble species in the matrix and to the access of water and
its chemical properties.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effect of release resistance may be to reduce the release
of fuel material to the near field.
[YSH 2000]

INDEX 344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1.4.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rrosion of the metal non fuel waste part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Complete fuel elements will be placed in the canister and

these comprise metallic structural parts in addition to the UO

fuel. In contact with groundwater, after canister failure, these

metal non fuel parts will corrode, enhancing groundwater‐
contact with the spent fuel and causing release of the

radioactive activation products they contain.

[SFL 8 26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orrosion of the Zircaloy fuel rods will expose the spent fuel

to the groundwater. In addition, corrosion of the Zircaloy fuel

rods and the other metal non fuel waste parts will release‐
the radioactive activation products they contain and any

radionuclide precipitated or adsorbed onto the metal surfaces.

Corrosion of the metal non fuel waste parts is thus a‐
control on the release rate of a radionuclide from the

canister.

Corrosion of the metal non fuel waste parts will affect the‐
chemistry of the near field groundwater but not as‐
significantly as that caused by corrosion of the canisters.

[SFL 8 26 March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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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45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1.4.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egradation of spent fuel element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spent fuel pellets will be subjected to a variety of

physical and chemical processes which will cause their

degradation over time. This degradation may increase the

surface area exposed to groundwater and thus may increase

the bulk dissolution and radionuclide release rates. Depending

on the geometry of the fuel assemblies and the canister

design, fragments or whole of fuel pellets may come loose

and accumulate in the canister void spaces.

[SFL 13 26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egradation of the fuel pellets can increase the surface area

available for dissolution, conversion and radionuclide release

and, thus, the total release rate from the fuel can be

enhanced.

Mechanical damage can fragment the fuel pellets and they

may fall free and accumulate in the canister void spaces.

However, the reference canister is design in such a way as

to avoid a criticality event from this mechanism.

[SFL 13 31 March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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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46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1.4.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onuclide release from the metal non fuel part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Complete fuel elements will be placed in the canister and

these comprise metallic structural parts in addition to the

UO2 fuel. The metallic components contain various activation

products due to neutron irradiation in the reactor. When

these metallic components begin to corrode, after canister

failure, they will release the activation products to the

groundwater.[SFL 41 31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adionuclide releases from the metallic non fuel components‐
can affect the radionuclide content of the groundwater

(groundwater chemistry) for the soluble species and the

releases from the canister to the buffer.[SFL 41 31 March‐
2004]SKI TR 02:35

INDEX 347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1.4.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otal release from the spent fuel element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total release from the fuel elements involves the release

of a radionuclide from the UO2 fuel matrix, from the gap

between the fuel pellets and the Zircaloy cladding tubes and

from cracks in the fuel pellets, and from the metal non fuel‐
components of the fuel assemblies. These various

mechanisms are a primary control on the total radionuclide

releases possible from the canister to the bentonite

buffer.[SFL 48 31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otal release from the fuel controls the radionuclide content

in the groundwater inside the canister and, thus, the

radionuclide releases from the canister to the bentonite

buffer. The remaining inventory in the waste is controlled

by the total release from the fuel. [SFL 48 31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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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4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anister Type

Reference KAERI

Process Canister life and its capability to retain a radionuclide can be

determined by what kind of materials are applied. Carbon

steel, Nickel alloy, stainless steel, and copper are considered

as prime candidates of a canister material.

[YSH 31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anister type affect the waste container life time which

affects the inventory of a radionuclide at the time of release.

[YSH 31 March 2004]

INDEX 25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Welding

Reference KAERI

Process Welding is the key to ensure the integrity of a waste

container. It limits the potential release of a radionuclide from

a waste container. For copper welding the Swedish and

Finnish welding technology for a lid is different. Welding can

determine the rate of generation of an initially defective

canister.

[YSH 31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Mal welding might cause cracking along welds.

Cracking implies a canister failure which may lead to leakage

of a radionuc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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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6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2.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oor welding

Reference KAERI

Process Due to the improper welding and subsequently poor QA,
some containers have initial defects and thus can not hinder
the release of a radionuclide from the beginning.
[YSH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

INDEX 27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2.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Breakage of welding by dropping

Reference KAERI

Process During the transport of canisters some canisters are
severally damaged by dropping and nuclides can escape from
the cracks caused by dropping after emplacement.
[YSH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potential failure of a waste container might occur
[YSH 13 Dec 2005]

INDEX 28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B I Reactions‐
Reference KAERI

Process Pb I reactions refer to the possibility that iodine is bound‐
to the lead in the filling of the canisters and thus not
subject to release. Several similar reactions, such as I Cu,
Cs Mo etc. are possible but difficult to assess.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reactions will increase the release resistance from the
spent fuel material so that the rate of the IRF release will
be limited.
[YSH 31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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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9

Final Update 24 March 2004

FEP Number 2.2.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ntainer corrosion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Dissolved corroding agents such as chloride, sulfide transport

to a waste surface through buffer. Then pitting corrosion

occurs to penetrate a waste container. If local corrosion

occurs in a large area, then it creates a large hole which

becomes a main release area for a released radionuclide.

Electrochemical gradients may be established in the waste

package and in other parts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where two different metals occur close together in water

saturated conditions or in response to natural electrical

currents in the far field rock. These gradients may affect‐
metal corrosion and dissolution and, possibly, radionuclide

transport.

[GEN 13 24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Localized electrochemical gradients may accelerate corrosion

of the metallic components of the engineered barriers,

although the effect is very difficult to quantify. Large scale‐
electrical currents (telluric currents) theoretically could affect

the mobility of radionuclide by the processes of electro

osmosis and electrophoresis. However, these processes are

unlikely ever to be significant in the repository environment.

[GEN 13 24 March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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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48

Final Update 25 March 2004

FEP Number 2.2.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anister corrosion prior to wetting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void spaces inside the cast iron insert, and between the

insert and the copper shell may contain small amounts of

air, water or vapor when the canister is initially sealed. As

a result, these species may cause some corrosion of the iron

insert and the metallic components of the fuel assemblies

before the copper shell is perforated and groundwater can

infiltrate the canister. The extent of this corrosion prior to

wetting is not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for repository

safety.[SFL 10 25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orrosion prior to wetting inside a sealed canister can have

minor significance for repository evolution. Corrosion of the

inside and outside surfaces of the iron insert may mean that

the lifetime of the canister is very slightly reduced.Corrosion

prior to wetting of the metallic components of the fuel

assemblies may mean that the cladding becomes perforated,

allowing prompt releases (e.g. I) to migrate into the canister

cavity before the canister fails. A radionuclide will thus be

released immediately the canister is breached.[SFL 10 25‐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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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0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2.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anufacturing de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Containers fail in many different modes. The mal‐
manufacturing of canisters can be a reason for failing from

the time of emplacement even though by strict QA the

probability can be lowered to 1/10000. It is the design goal

for the Swedish copper canister which is still difficult to

meet according to Mr. Hedin in SKB[OECD/NEA Meeting

2004 Feb in private conversation] Other reason for failure is

a potential drop during transportation and emplacement into

a drilled deposition hole. The third case is by the corrosion

such as stress corrosion, pitting corrosion, and uniform

corrosion. The last factor is climate change. Advent of

glaciation shall increase the loading on a canister. Even

though a canister can endure this kind of uploading up to a

certain level, if it exceeds the threshold limit, a canister

might experience mechanical failure.

[YSH 31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Manufacturing defects of a canister causes the initial or

early failure of a container function to retain a radionuclide

from potential release to the engineered barrier such as a

buffer.[YSH 31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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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1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2.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riticality

Reference KAERI

Process Plutonium criticality could theoretically occur within the

canister during the first 50,000 years of storage. This would

call for selective dissolution and transport of uranium and

part of the canister filling material. Uranium criticality could

only occur outside canisters. A minimum amount of 4,400 kg

of uranium is needed for criticality. The consequence have

been calculated to be insignificant, max 130 kW power in

one tunnel.[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riticality would impact the radionuclide inventory, its

migration behavior especially in the near field after a

criticality accident and thermal behavior of the repository i.e.

the near field models. The far field and biosphere models

would not be influenced, only some input data of nuclides

and thermal impact.[YSH 31 March 2004]

INDEX 32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2.2.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upled effects(electrophoresis)

Reference KAERI

Process Electrophoresis is the migration of ions in an electrical field.

Probably this can only occur in connection with galvanic

corrosion, i.e. after breach of the canister when migration of

a radionuclide is considered. The effect might possibly

influence the rate of uranium dissolution. This can probably

be calculated and/or tested by lab experiments.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Neg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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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3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2.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ternal corrosion due to wast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only really aggressive components in waste are

halogens (iodine and bromide) and possibly also Se and Te.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ven though its probability of occurrence is low when

happened it will limit the container life time.

[YSH 31 March 2004]

INDEX 34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2.2.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rrosion by impurities

Reference KAERI

Process Pitting corrosion which limits the canister lifetime is caused

by transport of impurities such as Chloride, Sulphate, etc.

Sulphate can be generated in a buffer.[YSH 30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is one of the critical processes to limit the canister life

time.[YSH 2000]

INDEX 35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2.3.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as Generation inside a canister

Reference KAERI

Process Gas can be generated from potential release of He gas filled
in a waste container.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as generation will increase the pressure inside a waste
container. It can act as a repellent force against the
groundwater intrusion. But it can also act as a force to push
out a radionuclide dissolved in ground water inside a waste
container if a waste container is failed by corrosion.[YSH 30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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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6

Final Update 23 March 2004

FEP Number 2.3.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as generation by corrosion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Gas may be generated inside and on the outside surfaces of

the canister by a number of processes such as anaerobic

metal corrosion, and radiolysis. The gas production will

impact on further corrosion of the canister and transport of

water in the canister and the buffer.

[GEN 25 in part 23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as generation at the waste package will impact on several

near field processes. A build up of hydrogen pressure will‐ ‐
act to reduce further metal corrosion rates, although this

might not be significant at the gas pressures expected. The

formation of a separate gas phase in the near field will also‐
impact on the stability of the spent fuel, radionuclide release

from the canister and transport through the compacted

bentonite buffer. Corrosive gases produced by radiolysis may

exacerbate the corrosion of the spent fuel and the canister.

Some gas will dissolve in the groundwater and influence the

groundwater chemistry. For example, a build up of‐
hydrogen could buffer the redox conditions, although this is

not usually accounted for in performance assessments.

[GEN 25 in part 23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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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7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2.3.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as transport in the waste container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Gases will be generated inside the canister by a number of

processes: the most important will be hydrogen production

from anaerobic iron corrosion. At low gas pressures, these

gases may dissolve in the ground waters and escape from

the canister by diffusion or water turnover. At high gas

pressures, gas flow from the canister may occur. Gas escape

from the canister could affect total radionuclide releases from

the canister, groundwater inflows to the canister and, thus,

continued corrosion of the canister and the spent fuel.

[SFL 23 26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as escape from the canister will affect the radionuclide

release rate from the canister, water turnover in the canister,

the rates of corrosion of the spent fuel and the inner

surfaces of the canister, and the groundwater chemistry in

the canister and in the bentonite buffer.

[SFL 23 26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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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49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2.3.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ternal gas pressure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Internal pressure is the gas pressure inside the canister prior

to and after its failure. This gas pressure can affect

corrosion of the canister and of the waste form, and the

migration of water and radionuclides in to and out of the

canister.[SFL 29 26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epending on the balance between gas generation and

escape, the internal pressure may increase or decrease. The

formation of a separate gas phase will limit further aqueous

corrosion of the canister metal, the fuel and the metal non‐
fuel parts. Thus internal pressure can control the rate of

radionuclide escape from the canister. The internal pressure

may also impact on the mechanical stability of the waste

package and of the bentonite buffer. [SFL 29 26 March‐
2004]SKI TR 02:35

INDEX 38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4.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anister movement

Reference KAERI

Process A canister emplaced in a deposition hole moves by improper

emplacement or change of stress. Inadvertent movement may

cause mechanical cracking of a canister or improper

emplacement.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anister movement could affect the mechanical stress around

a deposition hole and in turn create a potential crack or a

micro structure which acts as a preferential pathway for

radionuclide migration.[YSH 31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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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50

Final Update 19 Aug 2004

FEP Number 2.4.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echanical impact on a canister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mechanical impact is the effect of the numerous

combined internal and external forces acting on the canister.

For example the advent of the glaciation increases the stress

to the rock strata and a canister. Depending on the nature

and extent of these forces, they could lead to early failure of

the canister.[SFL 30 31 March 2004 & YSH 19 Aug‐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consequence of the mechanical impact on the canister

may be to reduce the strength of the canister and, therefore,

the duration of containment. Early failure of the canister is

most likely if the mechanical impact is unexpectedly high or

heterogeneously applied. Thus mechanical impact on the

canister has the potential to cause early release of a

radionuclide.

[SFL 30 31 March 2004]SKI TR 02:35‐

INDEX 351

Final Update 24 March 2004

FEP Number 2.4.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duced mechanical strength of a canister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mechanical strength of the canister is largely provided

by the cast iron insert. A reduction of the mechanical

strength can occur due to a number of physical and chemical

processes. The effect will be to limit the canister's

resistance to failure by mechanical impact. [SFL 39 24‐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 reduction in the canister's mechanical strength will make

the canister more susceptible to mechanical impact and can

cause a reduction in the lifetime of the canister, leading to

the early release of a radionuclide.

[SFL 39 24 March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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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9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4.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echanical canister damage(failure) such as dropping

Reference KAERI

Process Improper manufacturing of a canister or ill handling of a

canister such as dropping causes failure or partial damage to

a canister.[YSH 2001]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ropping can break a container or create a micro crack in a

container which becomes weak against any potential

degradation such as stress corrosion, etc.[YSH 31 March

2004]

INDEX 40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4.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Hydrostatic pressure on a canister

Reference KAERI

Process In saturated rocks hydrostatic pressure acts against a

container. This pressure should be considered to design a

container.[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Hydrostatic pressure on a canister affects the design of a

waste container. If it is changed possibly by natural

disruptive events it will alter a stress and a flow filed

around a waste container.[YSH 31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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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80

Final Update 09 Dec 2005

FEP Number 2.4.1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hydrostatic pressure on a canister

Reference KAERI

Process The advent of glaciation de glaciation causes the significant‐
change in the water table level so that the hydrostatic

pressure is changed. And reactivation of faults disturbs

apertures of fractures in a rock which in turn creases

changes in hydraulic pressure in a rock and subsequently

hydrostatic pressure on a canister.

[YSH 09 Dec 200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evere increase in a hydrostatic pressure on a canister

creates potential failure of a container. Also change of it

alters the groundwater flow velocity and a direction.

[YSH 24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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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41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2.4.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welling of corrosion product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solid alteration products generated by the corrosion of

the metal canister have lower densities than the original

metal. As a consequence, metal corrosion is accompanied by

volume expansion, On the outside of the canister, expanding

corrosion products will compress the bentonite buffer and

increase the stresses on the canister. On the inside of the

canister, expanding corrosion products may restrict further

water contact with the metal and spent fuel surfaces.[SFL51

26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n expansion in the volume of metal corrosion products on

the outside of the canister will impact on the mechanical

stresses acting on the canister and the bentonite buffer. In

extreme cases, this could potentially lead to earlier failure of

the canister and a localized decrease in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buffer.

An expansion in the volume of metal corrosion products on

the inside of the canister will lead to a reduction in the

volume of the void spaces, a restriction in the access of

water to metal and spent fuel surfaces and, thus, a reduction

in the rates of further corrosion and radionuclide releases.

The expanding corrosion products in the gap will create

tensile stresses on the outer copper shell, which may lead to

its accelerated failure.

[SFL 51 26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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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42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2.4.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reep of a container by rock

Reference KAERI

Process It means movements in and deformation of the canister

materials by rock stres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canister barrier might be impaired. For copper its

ductility against creep is limited to deformation to a few

percent. The welding zone might be the most sensitive area

against creep.

Also creep leads to loss of ductility.

[YSH 2000]

INDEX 43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2.4.1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reep of a container by buffer

Reference KAERI

Process It means movements in and deformation of the canister

materials by bentonite swelling.[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canister barrier might be impaired. For copper its

ductility against creep is limited to deformation to a few

percent. The welding zone might be the most sensitive area

against creep.Also creep leads to loss of ductility.[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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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44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4.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ermal cracking

Reference KAERI

Process Very high temperature in a brittle material could cause

stress that could lead to cracks. The probability for such

temperatures are to be negligible. Cycling variances of

temperatures could lead to fatigue in the material. But its

frequency must be very high. That temperature changes are

very unlikely in a repository environment.[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rmal cracking can open an already existed micro fracture

in a waste container or potentially create a new fracture,

which would be a pathway for potential radionuclide

release.[YSH 31 March 2004]

INDEX 45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4.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tress corrosion cracking

Reference KAERI

Process In an aggressive environmental and with tension stress on

the material corrosion might occur. Its probability of

occurrence is very low.[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tress corrosion cracking can open an already existed micro

fracture in a waste container or potentially create a new

fracture, which would be a pathway for potential radionuclide

release.[YSH 31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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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46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4.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ation effects on a canister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canister may be exposed to radiation from the spent

fuel or from radionuclide bearing precipitates in the buffer.‐
This radiation potentially can affect the canister metals

causing modifications to their corrosion rate and their

mechanical properties.[SFL 36 31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adiation potentially can affect the canister metals causing

modifications to their corrosion rate and their mechanical

properties, However, laboratory evidence suggests that the

radiation causes very little impact on the metals directly but

can cause a change to the corrosion rate in combination with

chemical attack. Nonetheless, this process is considered to be

insignificant with regards to repository safety. [SFL 36 31‐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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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52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2.4.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onuclide release and transport from a canister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A radionuclide is released from the spent fuel migrates from

inside the canister to the bentonite buffer, after the canister

has been breached. A radionuclide in the form of solutes or

colloids can migrate with the groundwater by diffusion or by

water exchange between the canister and the buffer. A

radionuclide can also migrate in the gas phase. Release and

transport of a radionuclide and other solute species from the

canister will affect the groundwater chemistry (radionuclide

content) inside the canister and in the buffer.

[SFL 49 31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 radionuclide releases from the canister will control the

groundwater chemistry (radionuclide content) inside the

canister and in the bentonite buffer. The removal of a

radionuclide from ground waters adjacent to the spent fuel

will initiate further releases of uranium and other solubility

controlled species from the spent fuel matrix. [SFL 49 31‐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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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53

Final Update 24 March 2004

FEP Number 2.4.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referential pathways in a canister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Once the canister has failed, groundwater, solutes, colloids

and gases will migrate through the canister and eventually a

radionuclide may be released to the bentonite buffer. The

transport pathways through the canister will evolve over

time as void spaces become filled with iron corrosion

products, intruding bentonite, gas bubbles etc. and new

perforations in the canister create additional inflow and

outflow points. As such, preferential transport pathways in

the canister will be generated but these may change with

time.[SFL 34 24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creation and alteration of preferred pathways through

the canister will change the rate of radionuclide release from

the canister due to solute and colloid movement in

groundwater, and as a gas phase. The creation of new

pathways will increase radionuclide release but, if the

pathways later become restricted (e.g. filled by corrosion

products), then the radionuclide release rate may fall. In

addition, preferred pathways will tend to restrict groundwater

access to the spent fuel which will limit continued spent fuel

leaching and radionuclide release.[SFL 34 24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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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54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2.4.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iffusion in and through a canister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A radionuclide released from the spent fuel can migrate from

inside the canister to the bentonite buffer, after the canister

has been breached, by diffusion. In addition, dissolved

species in the ground waters outside the canister can be

transported into the canister by diffusion. Both inward and

outward diffusion of species will affect the groundwater

chemistry (radionuclide content) inside the canister and in

the buffer, and the release from the fuel of solubility

controlled species. [SFL 15 26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iffusion of dissolved species into and out of the failed

canister will affect the groundwater chemistry inside the

canister and in the buffer, and will affect the total

radionuclide release rate from the canister. Diffusion of

species will also affect the spent fuel dissolution rate,

because this dissolution rate is controlled by the solubility

limited behavior of uranium in the groundwater adjacent to

the fuel. [SFL 15 26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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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55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2.4.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olysis inside a canister prior to wetting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void spaces inside the iron insert of the canister may

contain small amounts of water or vapor when the canister

is initially sealed. The intense radiation field inside the

canister may cause radiological decomposition of the water

to generate nitrous and nitric acids. These acids may

accelerate corrosion of the iron insert and the metallic

components of the fuel assemblies, before the copper shell is

perforated and groundwater can infiltrate the canister.[SFL‐
37 26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adiolysis prior to wetting affects local chemical environment

inside the canister before it is perforated. In particular, it

controls the formation of corrosive agents such as nitrous

and nitric acids, and ammonia which will affect corrosion of

the canister prior to water intrusion and, can lead to slightly

earlier canister failure times. [SFL 37 26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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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56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2.4.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onuclide interaction with corrosion product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Corrosion of the canister metals will generate a range of

possible solid secondary alteration products which depend on

the groundwater chemistry. A radionuclide released from the

spent fuel may interact with these alteration products by a

range of processes such as sorption/desorption or

(co)precipitation/dissolution reactions. These interactions have

the potential for significantly controlling radionuclide release

rates from the near field. [SFL 28 26 March 2004]SKI TR‐ ‐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interaction of a radionuclide with canister metal

corrosion products can reduce the radionuclide content in the

groundwater and the radionuclide release rate from the

canister. However, association of uranium with corrosion

products can increase the spent fuel dissolution rate because

this reaction is controlled by the solubility limited behavior

of uranium in the groundwater in the canister. [SFL 28 26‐
March 2004]SKI TR 02:35

INDEX 47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3.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Flow through buffer/backfill

Reference KAERI

Process Flow through buffer/backfill is highly dependent on the

ability of the buffer/backfill to resist piping and subsequent

erosion of ground water. Piping is more likely to occur in a

sand/bentonite mixture rather than in a pure bentonit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Flow through buffer and backfill re saturates them and‐
carry potential impurities which corrodes a waste container.

When re saturated, flow through buffer and backfill acts as‐
a mechanism to deliver released nuclides to an adjacent rock

by dispersion and advection.[YSH 31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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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48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3.1.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crease in flow pass ways in an engineered barrier by

H2O2 explosion

Reference KAERI

Process H2O2 explosion once happened will create a crack inside an

engineered barrier system. However, the amount of H2O2 for

explosion and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H2O2

explosion will be very limited.[YSH 31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f additional flow paths are formed by the potential H2O2

explosion, advection might become the dominant transport

mechanism inside an engineered barrier along a newly

formed preferential pathway.[YSH 31 March 2004]

INDEX 49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3.1.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crease in flow path ways in an engineered barrier by

criticality

Reference KAERI

Process A criticality accident will create the major change on the

properties of an engineered barrier such as a buffer. In such

a case there will be a significant increase in flow paths

inside an engineered barrier. However, the probability of the

criticality incident is very limited.[YSH 30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Once occurred, the increase in flow path ways will accelerate

the migration of a radionuclide to an adjacent rock.[YSH 30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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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50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3.1.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crease in flow path ways in an engineered barrier by poor

design

Reference KAERI

Process Poor design of an engineered barrier creates a channel for

the transport of a radionuclide. For example poor design of a

buffer causes potential heterogeneous swelling in bentonite or

sometimes over swelling of bentonite which then threatens

the mechanical stability in the near field.[YSH 31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Poor design enhances the radionuclide migration in an

engineered barrier. Sometimes it alters the stress in the near

field.[YSH 31 March 2004]

INDEX 51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3.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Reference KAERI

Process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refers to the fact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buffer/backfill and their functional states

under repository conditions during the time period of

geological control. Physical stability is important to support

the waste container without the significant deformation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void either under the weight of

container and other imposed load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the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alters the stress

field.[YSH 31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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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57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3.1.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echanical impact on a buffer and a backfill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mechanical impact is the effect of the numerous

combined forces acting on the buffer and backfill. Depending

on the nature and extent of these forces, they could lead to

an increase in hydraulic conductivity and radionuclide

transport rates.[SFL 31 30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Mechanical impact on the buffer and backfill will directly

affect their properties, such as the hydraulic conductivity.

Initial failure may localize the effects of later processes,

which may result in increased levels of heterogeneity in

buffer and backfill properties. Mechanical impacts on the

buffer and backfill potentially can reduce radionuclide

transport times to the near field rock by increasing‐
transport rates or reducing transport distances(thinning of

the buffer).[SFL 31 30 March 2004]SKI TR 02:35‐

INDEX 52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3.1.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Loss of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by criticality accident

Reference KAERI

Process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of the engineered barriers is

lost by the criticality accident and the disturbed zone with a

higher mass transfer coefficient is creat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 potentially disturbed zone created by the criticality

incident acts as a preferential pathway for a

radionuclide.[YSH 30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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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53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1.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Loss of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by H2O2 explosion

Reference KAERI

Process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of the engineered barriers is

lost by the H2O2 explosion and the disturbed zone with a

higher mass transfer coefficient is creat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xplosion will create the potential pathways in a buffer and

an adjacent rock.[YSH 09 Aug 2004]

INDEX 54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3.1.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Loss of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by poor design

Reference KAERI

Process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referred in (3.1.2) can be lost by

the poor designing so that any potential vacancy and

malfunctioning affect the integrity of a disposal system.[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Influence Loss of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creates the problem on

the structural stability and on the radiological safety by

creating unplanned preferential pathways.[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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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81

Final Update 24 Aug 2004

FEP Number 3.1.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Loss of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by glaci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Glaciation adds up the severe stress onto the geological and

engineered barriers, so that a potential breakdown of a

buffer and a backfill in a localized and an entire region is

feasible.[YSH 24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Loss of long term physical stability by glaciation creates

unexpected pathway for ground water and de stabilizes the‐
positioning of a waste canister.[YSH 24 Aug 2004]

INDEX 55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welling pressure

Reference KAERI

Process Compacted bentonite swells with water uptake and swelling

pressure builds up to 15 MPa under restraint condition. This

phenomena have important effects on mechanical behavior of

an engineered barrier system such as an canister

displacement and compacted bentonite deformation and on

near field conditions for performance assessment. Swelling‐
behavior is influenced by the interdependency of each

combination of thermal, hydraulic, and mechanical

phenomena.However, under normal conditions the hydrostatic

load might be negligibl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welling pressure make bentonite intact to an adjacent

rock.[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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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56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3.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urface diffusion

Reference KAERI

Process Diffusion as a fundamental transport process will certainly

not require any comments. On the other hand, the underlying

mechanisms must be understood in order that the beneficial

and/or detrimental effects of diffusion process can be judged.

One of these proposed mechanisms is "surface diffusion" in

clay materials, which seems to increase rate of transport for

some radionuclides(Cs, Sr) through compacted clay layers. It

is also anticipated to occur in connection with matrix

diffusion.[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urface diffusion gives rise to higher rates of diffusion mass

transport than expected for a cation that takes part in ion

exchange at mineral surfaces. The effect of this might

possibly be accounted for by a judicious choice of transport

parameters (diffusive). However, in order to perform a

logical analysis of the behavior of certain barriers

development e.g. during chemical and physical degradation it

is necessary to use a model that more in detail describes all

aspects of diffusion including "surface discussion". For‐
bounding calculations the available information might well be

sufficient.

[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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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57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3.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Buffer effect on corrosion

Reference KAERI

Process Buffer and backfill materials might influence the rate of

corrosion in the following ways: Initial content of oxidants,‐
e.g., trapped oxygen, sulphides, sulphate, the transport of a

corroding agent to the surface of a container limited by

diffusion in the buffer and backfill and the transport

resistance between a buffer/backfill and the flowing

groundwater,

the buffer influence localized corrosion, on the micro‐
scale(pitting), and on the macro scale(in case of buffer

failur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Poor buffer and backfill characteristics might shorten the

canister lifetime considerably even though its probability of

occurrence is low.[YSH 2000]

INDEX 58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3.2.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nvection

Reference KAERI

Process
Buffer and backfill materials might influence the rate of

corrosion in the following ways: Initial content of oxidants,‐
e.g., trapped oxygen, sulphides, sulphate, the transport of a

corroding agent to the surface of a container limited by

diffusion in the buffer and backfill and the transport

resistance between a buffer/backfill and the flowing

groundwater, the buffer influence localized corrosion, on‐
the micro scale(pitting), and on the macro scale(in case of

buffer failur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rmal effect influence the hydraulic conductivity, rheology,

and swelling capacity of the buffer material.

[YSH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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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59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2.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ifferential thermal expansion and contraction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variety of materials in the near field barriers will have‐
different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Thus, when the

temperature of the near field changes due to the radiogenic‐
heat output, the barriers may expand or contract at different

rates, causing changes to the stresses acting on them.

Spatial variation in temperature in the near field will also‐
cause differential expansion. These processes may cause

minor physical effects on some barriers but their significance

is thought to be small. [SFL 14 02 May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rmal expansion of the near field materials will be‐
greatest for the groundwater in the bentonite pore spaces.

Once the buffer is saturated, expansion of the groundwater

will cause the pore water pressure to rise, forcing the buffer

upwards in to the tunnel backfill and expelling some of the

water to the rock. Other materials have much lower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s and, thus, have little effect on the near

field. Thermal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the near field‐
materials will affect the stresses and pressures in the near‐
field.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buffer could be

affected. [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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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60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3.2.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ermo chemical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Thermo chemical effects refers the FEPs related to the‐
hydrothermal reaction resulting in the mineralogical

alternation of buffer and backfill material that might occur at

excessively high temperature.The bentonite based‐
buffer/backfill material might lose its swelling capacity due

to the hydration of clay. It is known to be more important

in hydrothermal condition rather than in dry heating. The

variation of viscosity is affected by temperature and density.

Fluid pressure changes little as temperature evolves in a

repository so as density and viscosity.[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rmal effect influence the hydraulic conductivity, rheology,

and swelling capacity of the buffer material.[YSH2000]

INDEX 61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3.2.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ermal effects and transport(diffusion)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Thermal effects on transport (diffusion) refers the FEPs

related to the alternation of diffusive transport of

radionuclide through buffer and backfill due to the

temperature elevation under repository environment.[YSH

2000 &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increase in temperature of buffer/backfill would

accelerate the diffusive transport of radionuclide, and then it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release rate of radionuclide

through buffer and backfill.[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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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58

Final Update Aug 2004

FEP Number 3.2.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oret effect in the buffer and backfill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Soret effect is the diffusion of chemical species in
response to the imposition of a thermal gradient.
Theoretically, it has the potential to influence the distribution
of chemical species in the buffer and the backfill during the
early thermal stage after repository closure. [SFL 44 02‐
May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Soret effect is likely to have only a very small
influence on the distribution of a radionuclide within the pore
waters in the buffer and the backfill. Its effect is likely to
be dominated by other transport and retardation
processes.[YSH 09 Aug 2004]

INDEX 359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2.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emperature of the near field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temperature of the near field is controlled by heat‐
generated by radioactive decay in the spent fuel,
superimposed on the natural geothermal conditions, as well
as by the thermal properties of the engineered barriers and
the rock, and the geometry of canister in the repository. The
temperature will initially increase to a peak value and then
decay away over a long period of time. Elevated
temperatures in the near field can affect the rock mass‐
stability, rates of chemical processes, groundwater flow and,
hence, radionuclide transport. [SFL 46 02 May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Most chemical processes and many mechanical/hydraulic
processes are affected by changes in the near field‐
temperature. Thus, the evolving temperature in the near‐
field will affect dissolution of the spent fuel; corrosion of the
canister; mineralogical changes to the buffer, backfill and
near field rock; groundwater flow patterns; and, thus,‐
radionuclide release rates to the far field rock.[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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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60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2.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ermal degradation of a buffer and backfill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Elevated temperature, temperature gradients and changes in

the temperature with time may cause physical and chemical

degradation of the buffer and backfill materials. This may

impact on the chemical, hydrolog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buffer and backfill and, thus, on their

ability to retard radionuclide migration. [SFL 47 02 May‐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rmal degradation of the buffer and the backfill may

affect the mineralogical, hydrological, mechanical and gas

transport properties of the materials. Consequently, this

process has potential significance for the retardation of a

radionuclide. However, most analyses suggest that the extent

of thermal degradation is small.[YSH 09 Aug 2004]

INDEX 62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3.3.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as generation: He production

Reference KAERI

Process Increase in the pressure of He in the near field comes from

two processes. The first one is from the radiolysis of

groundwater. Through this process He is generated in the

near field. However, since the total amount of the generation

is so small and the migration of the light weight gas is so

fast, it might not accumulate in the near field.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He gas generation does not affect radiological and structural

safety.[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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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63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3.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as Generation inside a canister

Reference KAERI

Process To prevent the intruding groundwater the void in a canister

in some countries shall be filled with the He gas which is

known to be very stable. This filling He gas can be released

into the near field when a canister fails. However, its impact

might be negligible.[YSH 2000]

Record

Keeper

Influence Gas generation inside a canister affect the migration velocity

of any residual gas in a spent nuclear fuel.[YSH 09 Aug

2004]

INDEX 64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3.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roundwater flow due to gas production

Reference KAERI

Process Groundwater flow due to gas production refers the FEPs

related to the alternation of groundwater flow rate through

buffer and backfill due to the gas production in the

repository. The gas production in near field might increase

the gas pressure in buffer and backfill. The pressure build‐
up exceeding the confining pressure will form the fissure in

buffer and backfill through which the two phase flow of gas

and water occurs leading to the acceleration of radionuclide

release from the repository.[YSH 09 Aug 2004]

Record

Keeper

Influence The affect of a groundwater flow by gas generation depends

on the pressure build up. The real impact is very‐
limited.[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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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65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3.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icrobiological effects/microbial activity

Reference KAERI

Process Microbiological effects/microbial activity refers the FEPs

related to the gas production from the biological degradation

of organic matter contained in buffer and backfill of the

repository. Whether or not a thriving microbial population

develops depends on factor such as the adaptability of

microorganism and the availability of nutrients. The lack of

organic carbon in deep crystalline rock environment and the

presence of high temperatures and radiation fields should be

consider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Microbiological activities affect the bentonite degradation and

corrosion of a container.[YSH 09 Aug 2004]

INDEX 66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3.3.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Formation of hydrogen gases by corrosion

Reference KAERI

Process Non radioactive gases can be generated in a HLW

repository. Unlike a LILW repository, methane gas shall not

be generated. However, the hydrogen gas shall be generated

by the corrosion of concrete. But the amount of hydrogen

gas shall be limit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Formation of hydrogen gases creates the new or extend the

old path ways for radionuclide transport. [YSH 1 April 2004]



- 92 -

INDEX 67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4.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egradation of the bentonite by chemical reactions

Reference KAERI

Process Degradation of the bentonite by chemical reaction refers the
FEPs related to the loss of swelling capacity of buffer and
backfill due to the mineralogical alteration of buffer and
backfill material in the repository. For the degradation of
bentonite, two mechanism, illitization, in which the swelling
montmorillonite in bentonite can be chemically converted into
non swelling clay illite, and silicification, in which silica in‐
the groundwater is precipitated in and cements the clay
buffer and backfill mass have been identified. When saline
water intrudes the surface, the capability of swelling reduces.
[SFL 3 02 May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bentonite buffer and bentonite rich backfill may be‐
chemically altered due to interaction with the groundwater,
including its dissolved components, adjacent solid materials
and by the thermal load. This will affect the physio‐
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buffer and backfill. [YSH 09
Aug 2004]

INDEX 68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4.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ation effects on bentonite and backfill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Radiation effects on bentonite and buffer refers the FEPs
related to the adverse influence on the sealing performance
of buffer and backfill by high level gamma radiation and‐
alpha radiation emitted from the waste.The radiation from
waste may have an influence on buffer material by two
kinds of mechanism; one is radiation damage on the
crystalline structure of buffer and backfill material and the
other is the change of pore water chemistry by
radiolysis.[YSH 2000]

Record
Keeper

Influence Radiation exposure of the buffer and backfill may affect the
mineralogy and structure of the bentonite. This potentially
could influen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tonite material,
such as the swelling capacity and sorption capacity.
However, laboratory evidence suggests that the process is
insignificant with regards to repository safety. [SFL 35 09‐
Aug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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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69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3.4.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rosion of buffer/backfill

Reference KAERI

Process Erosion of buffer/backfill refers the FEPs related to the

decrease of bulk density of buffer and backfill material due

to the erosion by groundwater flowing around the buffer and

backfill of the repository. The decrease of bulk density of

buffer/backfill increases the hydraulic conductivity leading to

the enhancement of radionuclide release through buffer and

backfill.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barrier in question might be impaired. Redistribution of

material in fractures. The eroding clay acts as an

“engineered” source of colloids.[YSH 2000]

INDEX 70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3.4.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welling of bentonite into tunnels and cracks

Reference KAERI

Process The swelling of the buffer and backfill material is a basic

property, represented in the near field model. Most of

possible, and probable, swelling into cracks and surrounding

tunnels will reduce the groundwater flow to the storage area,

and thus, in this aspect, represent a conservatism in the

model, as long as it is not taken credit for. However, the

contact between the rock and the bentonite is usually

assumed to be perfect which dramatically restricts the

transport from the bentonite into the flowing groundwater.

This restriction will be decreased if the bentonite dose not

fill cracks intersecting the deposition hol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negative aspect would includes swelling into

surrounding cavities to such an extent that the planned high

density is not maintained, and thus not the planned, low

hydraulic conductivity.[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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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61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3.4.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welling of a tunnel backfill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backfill will be a mixture of partially dried bentonite

and an inert filler material. The bentonite will take up‐
water during the re-saturation phase and swell as the clay

minerals adsorb water into their lattice structure. Swelling of

the bentonite will affect properties which are important for

water and gas transport through the backfill and for

radionuclide transport and release.

[SFL 45 31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welling of the bentonite in the backfill will result in gross

changes to the hydraulic properties of the near field, such‐
that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backfill should be

similar or lower than the conductivity of the near field‐
rock. This will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transport of

water, gas and released radionuclides. Swelling pressures will

impact on the rock but the effect should be minimal.[SFL‐
45 31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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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71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3.5.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saturation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After closure of the repository, groundwater will flow from

the re saturating near field rock into the buffer and‐ ‐
backfill causing them to hydraulically re saturate.‐
Groundwater will be taken up by the bentonite In the buffer

and backfill causing these materials to expand, resulting in a

general homogenization of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This re-saturation will impact on the thermal,

hydraulic and stress fields in the near field, and‐
groundwater chemistry. [SFL 42 31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e saturation of the buffer and backfill is required for the

repository system to function in accordance with its designed

performance. Re saturation will impact on most aspects of‐
the near field, including the thermal gradient, the near field‐ ‐
stress field, the hydraulic gradient and flow patterns and the

near field groundwater chemistry.[SFL 42 31 March 2004]‐ ‐
SKI TR 02:35

INDEX 381

Final Update 24 Aug 2004

FEP Number 3.5.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the time of re-satur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Severe change of groundwater table level disrupts the

re-saturation time. For example, if the glaciation advents at

early time, the water table experiences the severe change so

that the re-saturation time is increased.

[YSH 24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the time of re-saturation results in the potential

two phase flow and mechanical instability of a buffer and a

container.[YSH 24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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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72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3.5.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roundwater flow; advection/dispersion (saturated condition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Groundwater flow through the buffer and the backfill will

occur if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these materials are

altered to such an extent that the transport of contaminants

through them becomes dominated by advective processes

rather than by diffusive processes. This might arise due

either to physical or chemical degradation processes, or due

to an initial defect in the emplacement of these

materials.[YSH 2000 & SFL 20 1 April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roundwater flow through the buffer and backfill will allow

the more rapid circulation of groundwater across the entire

near field This will promote changes to the near field‐ ‐
groundwater composition and degradation of the engineered

barriers, including localized corrosion of the copper outer

canister.Once a radionuclide is released from spent fuel,

groundwater flow through the buffer would cause an

increase in the radionuclide release rate to the near field‐
rock. The impact on radionuclide releases due to

groundwater flow through the backfill is not so clearly

defined. The development of fast pathways in the backfill

could concentrate any retardation thus causing the benefits

of dispersion and retardation processes in the backfill

material to be lost. [YSH 2000 & SFL 20 1 April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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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73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3.5.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iffusion (bulk, matrix, surface)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is is a principal transport mechanism of a radionuclide in

buffer/backfill is diffusion, because the buffer/backfill is

emplaced generally for hydraulic conductivity not to be

beyond 10~11 m/sec. The diffusion is a process by which a

radionuclide is transported from one part of a system to

another by random molecular motions. The diffusion in

compacted bentonite used for a buffer/backfill material,

however, is much complicated relative to that in pure water,

as it is affected by several factors, e.g., molecular diffusion,

pore geometry, surface diffusion, and physicochemical

processes such as adsorption, ion exchange, and‐
precipitation. Therefore,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diffusion and measuring accurate diffusion coefficients are

needed for assessing the migration of radionuclide release by

buffer/backfill materials.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iffusion through the compacted buffer and backfill controls

the pore water chemistry in the near field and thus can‐
have an impact on the corrosion and degradation of the near

field barriers. Diffusion through the bentonite buffer is also‐
the primary controlling process for the bulk radionuclide

release rate to the far field and consequently on the far‐ ‐
field groundwater chemistry (radionuclide contents).[GEN 9‐
26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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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74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5.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Unsaturated transport

Reference KAERI

Process Buffer/backfill remains unsaturated for certain period after its
emplacement. The rate of water transport for the period
affects the chemical,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which determine the isolating capacity of buffer/backfill.
When compacted bentonite is emplaced for the buffer/backfill,
water is transported in both the liquid and the vapor phase
and the dominant mechanism of the water transport is
known to be diffusion. The water diffusion is controlled by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water and bentonite
and engineering conditions such as the dry density of
compacted bentonite. Understanding of water diffusion in
unsaturated buffer/backfill is significant to calculate
re-saturation time and to assess the ability of compacted
bentonite to retard water movement. However, the transport
of radionuclide in unsaturated buffer/backfill need not be
considered, because a radionuclide leached from disposed
wastes is transported through buffer/backfill after its
saturation.[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Unsaturated flow affect the velocity and the amount of
radionuclide to be transported.[YSH 09 Aug 2004]

INDEX 75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5.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referential pathways in the buffer/backfill

Reference KAERI

Process Transport through the near field region may take place in‐
possible continuous passages through the buffer, in possible

spaces between buffer and rock, or in spaces between buffer

and canister. The second case is covered by the discussion

in e.g. subsection 3.2.1.1. The third case is considered to be

negligible in a bentonite buffer with high swelling

capacity.[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reation of a preferential pathway in an engineered barrier

accelerates the groundwater flow and radionuclide

migration.[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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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76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3.6.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re-concentr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Precipitation and dissolution refers the FEPs related to the

alteration of radionuclide retardation capability due to

increase or decrease of radionuclide solubility in the pore

water of buffer and backfill.The solubility limit is an

important constraint on the release rate of radionuclide

through buffer and backfill. The solubility of radionuclide

depends on pH, oxidizing and reducing condition, and

chemical species in pore water.[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and

re-concentration alters the concentration of a radionuclide in

a solute phase.[YSH 2000]

INDEX 77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3.6.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re-concentration by different operation phase

Reference KAERI

Process Change of operation phases alters chemical conditions of NF

causing different patterns of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and re-concentration.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chemical conditions of NF causes the change in

solubility limits and sorption coefficients.[YSH 2000 &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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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78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3.6.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orption (linear, non linear, irreversible)‐
Reference KAERI

Process Any mechanism by which a buffer/backfill solid material

removes species from associated fluids (liquids or gases).

This includes absorption, adsorption, ion exchange,

precipitation, and filtration. The usage of the term 'sorption'

arose because the effects of individual mechanism have not

been regularly studied in experiments regarding radionuclide

buffer/backfill material interaction. The sorption process‐
may occur reversibly or irreversibly depending upon the

inherent property of radionuclide and buffer/backfill

material.[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orption of a radionuclide retard the migration of a

radionuclide in a buffer. If the sorption coefficient of a

radionuclide is high, then the speeds of apparent diffusion

and advection become smaller.[YSH 1 April 2004]

INDEX 79

Final Update 09 Aug 20004

FEP Number 3.6.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sorption (linear, non linear, irreversible) by‐

different operation phase

Reference KAERI

Process Change of operation phases alters chemical conditions of NF

causing different patterns of sorption.[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creases change of sorption affecting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in a solute phase.[YSH 09 Aug 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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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80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6.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peci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This is applied to the distribution of a radionuclide between

the range of possible dissolved forms. An estimation of

chemical speciation thus results in concentration or activity

values for all the dissolved species considered. A premise for

speciation calculations is generally the assumption of

thermodynamic equilibrium among the dissolved species.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emical speciation affect the solubility of a radionuclide in

transport.[YSH 09 Aug 2004]

INDEX 81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6.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speciation by different operation phase

Reference KAERI

Process Change of operation phases alters chemical conditions of NF

causing different patterns of speciation.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chemical speciation by different operation phase

affect the solubility of a radionuclide in transport.[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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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82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3.6.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olubility effects (pH and Eh ionic strength, complexing

agents, colloids)

Reference KAERI

Process The solubility limit of a radionuclide M, in a specific type of

water, is equal to the stoichiometric sum of the

concentrations of all M containing species dissolved, if they‐
are in equilibrium with a M containing solid phase. It is‐
known that the maximum concentration of a radionuclide is

strongly dependent on the composition and stability of this

solid phase and may be affected by pH, Eh, the ionic

strength of solution, and so on.[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 solubility limit control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to be

transported in the form of solutes. It determines the mass

release rate at the surface of a waste form. It also

determines the potential precipitation at the waste surface

and an engineered and a geologic medium.

[YSH 10 Aug 2004]

INDEX 83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3.6.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solubility by different operation phase

Reference KAERI

Process Change of operation phases alters the amount of air and

chemical conditions of groundwater in the vicinity of a

deposition hole. The change in the amount of air and

groundwater composition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chemical conditions of a repository which in turn decide the

solubility limits of a certain nuclide.[YSH 2000 &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solubility by different operation phase affect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to be transported in the form of

solutes. It determines the mass release rate at the surface of

a waste form. It also determines the potential precipitation at

the waste surface and an engineered and a geologic

medium.[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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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62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3.6.1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onuclide release and transport from a buffer and a

backfill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A radionuclide released from the canister can be transported

through the buffer and backfill in solution or as a gas, and

possibly also in colloidal form. The mechanisms and rate of

radionuclide transport through the buffer and backfill are

determined largely by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buffer

and backfill materials, mostly the swelling pressure.

Transport through the buffer and backfill controls the release

rate to the near field rock.[SFL 50 30 March 2004]SKI TR‐ ‐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adionuclide transport through the buffer and backfill

controls the groundwater chemistry in the engineered

barriers, the rate of release of solubility controlled species,

and the release rate to the near field rock.[SFL 50 30‐ ‐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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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84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3.6.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lloid transport (inorganic and organic; porous and fractured

media)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Natural colloids are generated by chemical, physical and

microbial processes in a bentonite buffer and a bentonite‐
rich backfill. A radionuclide adsorbs onto these colloids,

which accelerates subsequent transport and reduces

retardation in a buffer, a backfill and possible beyond. [SFL

5 1 April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Once adsorbed to colloids, radionuclide transport and

retardation behavior is significantly changed from that of the

same radionuclide in a solution. A radionuclide bound to

natural colloids formed by erosion of the buffer and backfill

at the interface with the near field rock, is transported by‐
the flowing groundwater. However, a radionuclide in the

form of colloids within the mass of the buffer and backfill is

effectively filtered because the high degree of compaction

practically makes the colloids immobile. [SFL 5 1 April‐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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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85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6.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aturation of sorption sites

Reference KAERI

Process There is a upper limit in a sorption capacity of a buffer
material which is explained in terms of the cation exchange
capacity(CEC) of a the clay mineral component. The clay
mineral also has a minor anion exchange capacity which
however is practically neglected. Most of the important
nuclides adsorb on the clay also for other reasons than ion‐
exchange mechanisms. It is probably due to a large specific
surface of the clay. The risk that the amount of nuclides
released from an eventually damaged canister exceeds the
sorption capacity of a buffer is easily avoided, provided that
the nuclides content and CEC are known.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aturation of sorption site accelerates the radionuclide
migration.[YSH 09 Aug 2004]

INDEX 86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6.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ffects of bentonite on groundwater chemistry

Reference KAERI

Process Bentonite contains impurities such as sulphide, sulphate,
organic compounds, carbonates and Fe(II). The ion‐
exchange capability may also affect the transport of a
radionuclide back through the bentonite to some extent. This
heading refers to the impact on ground water chemistry,
which should be included in the base case description of the
buffer material. The ion exchange properties may also be
beneficial and have a positive impact in cases, when the
groundwater chemistry deviates from the standard
composition.[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ion exchange properties of the bentonite and impurities
such as sulphide, sulphate, organic compounds, carbonates
and Fe(II), will influence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groundwater. This will be in turn have an impact on the
aggressiveness of the groundwater on the corrosion of the
canister.[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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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63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3.6.1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volving water chemistry in a buffer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chemistry of the pore water in the bentonite buffer is

defined in terms of the major and trace element

concentrations, including a repository derived radionuclide,‐
and the major variables (T, Eh and pH) and any chemical

gradients in the bentonite. It is largely controlled by

groundwater bentonite chemical interactions. [SFL 53 26‐ ‐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evolving chemistry of the bentonite pore waters is an

important control on the behavior of the repository because

it impacts most importantly upon the long term stability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components and on the near‐
field solubility of a released radionuclide: It also affects other

processes, including microbial activity in the buffer;

radiological decomposition of water in the buffer; thermal

degradation of the backfill; coagulation of bentonite particles

in the backfill; sorption and de-sorption, precipitation and

dissolution of a radionuclide in the backfill; colloid generation

and stability in the backfill; anion exclusion; the water

chemistry in the canister, the tunnel backfill and in the near

field rock. [SFL 53 26 March 2004]SKI TR 0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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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64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6.1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volving water chemistry in a backfill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chemistry of the pore water in the bentonite rich‐
backfill is defined in terms of the major and trace element

concentrations, including a repository derived radionuclide,‐
and the major variables (T, Eh and pH) and any chemical

gradients in the bentonite. It is largely controlled by

groundwater bentonite chemical interactions.[SFL 54 02‐ ‐
May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evolving chemistry of the backfill pore water is an

important control on the behavior of the repository because

it impacts on the near field solubility of a released‐
radionuclide. It also affects other processes, including the

composition of the water in the buffer and in the near field‐
rock.[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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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65

Final Update 26 April 2004

FEP Number 3.6.1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agulation of bentonite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In a ground or pore water containing suspended bentonite

clay particles, there is sometimes a tendency for the

bentonite particles to coagulate and form larger aggregates.

This process is promoted by an Increase in the salinity of

the solution. Newly formed aggregates may sink due to

gravity and settle to form a bentonite rich sediment. [SFL‐
4 26 April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f a suspension of bentonite can be formed in a water filled‐
void in the near field, and coagulation subsequently occurs,‐
then this will have an impact on the near field groundwater‐
chemistry. Coagulation will limit further erosion of the

buffer/backfill by removing from suspension particles that

could be carried away in the flowing groundwater. It thus

also limits transport of any radionuclide that may be

adsorbed onto those bentonite particles. However, the greater

impact comes about due to an increase in the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remaining bentonite resulting from a

decrease in its density and compaction. In other words, the

significance of coagulation for repository safety is minimal

compared to the impacts of other processes (buffer erosion

and density reduction) that bring about the formation of a

bentonite suspension from which coagulation can take place.

[SFL 4 26 April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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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87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3.6.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edimentation of bentonite

Reference KAERI

Process Sedimentation is the processes where large particles (on a

molecular scale) in a suspension settles due to the gravity

forces and form a sediment. After the sedimentation the

suspension consists of the sediment and a clear, particle‐
free supernatant liqui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 the vicinity of a canister, the effects of sedimentation

may be considered as negligible in comparison with the

processes which dilute the buffer. It should however be

pointed out that sedimentation of water transported buffer

material may play a significant role to block out the path

way for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YSH 2000]

INDEX 88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3.6.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actions with cement pore water

Reference KAERI

Process The cement pore water composition is determined by

reaction with the solid phases. The flowing groundwater will

deplete the pore water of initially dissolved sodium and

potassium hydroxides. The Ca(OH)2 cement component is

dissolved and the pH value begins to be reduced. It affects‐
the solubility limit and sorption coefficient of a radionuclide.

For steel containers, groundwater saturated with dissolved

cement creates pitting corrosion.

[YSH 1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eaction with cement water changes the geochemistry in the

near field and potentially limits the container life time for a

certain container material.[YSH 1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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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89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6.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olysis

Reference KAERI

Process Radiolysis creates decomposition of water molecules by alpha

radiation under deep repository conditions.[YSH 09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adiolysis affect the solubility limits especially that of

uranium.[YSH 09 Aug 2004]

INDEX 90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3.6.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teraction with corrosion products and wast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heading refers to the ion exchange and other‐
interactions between corrosion products and waste and the

bentonite material. These phenomena must be treated

together with the interaction with groundwater, 3.1.3.[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effects of interaction could be degradation of the

bentonite material. The probability of waste degradation in

the bentonite to an extent that this degradation be of

importance, is probably low.[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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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66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3.6.1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as flow through the buffer and backfill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Some gas will be trapped in the buffer when the repository

is first closed. After re-saturation, hydrogen gas will be

generated by anaerobic corrosion of the iron insert. Smaller

volumes of gas may be generated by radiolysis, radioactive

decay and microbial activity, A separate gas phase may form

and, if the gas pressure rises beyond a critical point, may

open pathways in the bentonite buffer and flow through

them. [SFL 24 26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as flow through the buffer will impact on gas pressure in

the canister and, thus, the rate of further corrosion of the

canister and the spent fuel if a gas bubble inside the

canister had shielded these materials from the groundwater.

Changing gas pressure will affect the groundwater chemistry

in the vicinity of the canister and in the near field rock.‐
Gas flow through the buffer may affect the bulk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buffer, including its hydraulic

conductivity, and thus could affect continued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near field.[SFL 24 26 March 2004]SKI TR‐ ‐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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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91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3.7.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Faulty buffer emplacement

Reference KAERI

Process Faulty buffer emplacement refers an incident related to the

possible emplacement of unsuitable buffer/backfill with

density lower than target density, and anisotropic density

distribution. It also includes the occurrence of gap/void at

the interface of buffer/backfill and rock or waste

container.The faulty emplacement of buffer and backfill

might provide the pathway for groundwater flow through

buffer and backfill leading the radionuclide release by

advection, and cause the displacement and settlement of

waste container resulting in the deterioration of long term‐
integrity of buffer and backfill.[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Faulty emplacement of buffer generates a gap between a

waste container and a buffer which acts as a preferential

pathway for groundwater and radionuclide transport.[YSH 7

April 2004]

INDEX 92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3.7.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adequate design: shaft seal and exploration borehole seal

failure

Reference KAERI

Process Shafts and boreholes are not properly sealed or forgotten to

be sealed completely or inadequate sealing materials are

applied.[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When shaft and borehole seals are not functioned then they

will act as preferred pathways for groundwater

intrusion.[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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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93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3.7.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ffects of phased operations.

Reference KAERI

Process Excavation of tunnels is sequentially implemented during

more than 50 year operation time.[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Longer phased operation induces more oxygen to the

adjacent rocks and also alters groundwater flow.[YSH 7

April 2004]

INDEX 94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3.7.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nion ex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major mechanism of anion sorption associated with

buffer/backfill material, because of the availability of

exchangeable OH groups in the bentonite crystal structure.‐
This mechanism is of particular interest in designing

repository buffer/backfill. Anion species of concern may

include TcO42, SeO42, and most importantly I.[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nion exchange impacts the sorption behavior of a

radionuclide in a buffer.[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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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95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3.7.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DZ effect

Reference KAERI

Process Due to the thermal gradient and stress change by

excavation, a so called excavation disturbed zone is

generated in the vicinity rock. The typical thickness of EDZ

by controlled drill and blast is 1 meter and that by TBM is

0.3 meter. In this zone depending on the direction

permeability changes by 0.1 to 100.[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DZ affects the apertures of existing fractures and generates

the new ones. It in turns affects the permeability and the

porosity in an adjacent rock. However the local change of

permeability and porosities are not important. The change of

the connectivity in a rock is more important.[YSH 7 April

2004]

INDEX 96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3.7.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EDZ properties by H2O2 explosion

Reference KAERI

Process H2O2 explosion once happened creates a crack inside an

engineered barrier system. It creates the EDZ in a buffer

and an adjacent rock. However, the amount of H2O2 for

explosion and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H2O2

explosion will be very limited.[YSH 31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DZ affects the apertures of existing fractures and generates

the new ones. It in turns affects the permeability and the

porosity in an adjacent rock. However the local change of

permeability and porosities are not important. The change of

the connectivity in a rock is more important.[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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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97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3.7.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EDZ properties by Criticality

Reference KAERI

Process The criticality incident creates the significant EDZ in the

near field.[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new EDZ by criticality incidents acts as a major

preferential pathway in the near field.

[YSH 7 April 2004]

INDEX 98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3.7.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EDZ Properties by Poor design

Reference KAERI

Process Poor design of the near field changes the stress field and

creates unnecessary EDZ and alters the properties of the

existing ones. However the probability of its occurrence is

very low.[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change of the EDZ properties influences the

groundwater flow in the near field.[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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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99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3.7.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Uneven swelling of bentonit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swelling of the buffer and backfill material is a basic
property, represented in the near field model. Most of
possible, and probable, swelling into cracks and surrounding
tunnels will reduce the groundwater flow to the storage area,
and thus, in this aspect, represent a conservatism in the
model, as long as it is not taken credit for. However, the
contact between the rock and the bentonite is usually
assumed to be perfect which dramatically restricts the
transport from the bentonite into the flowing groundwater.
This restriction will be decreased if the bentonite doses not
fill all cracks intersecting the deposition hol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negative aspect includes swelling into surrounding
cavities to such an extent that the planned high density is
not maintained, and thus creates the unplanned low hydraulic
conductivity.[YSH 7 April 2004]

INDEX 100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3.7.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ovement of a canister in buffer/backfill by seismic

activities

Reference KAERI

Process This phenomenon is well known and calculation can be

made on the extent of this type of movement. It is of no

importance for the base case calculation. An accelerated

movement could reduce the effect of the bentonite barrier.

This would again probably be a consequence of material

deficiencies or poor quality control.[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anister movement in the buffer/backfill could bring the

canister faster in contact or closer to the bedrock, or creates

the gap between a canister and a buffer and/or between a

buffer and a rock. This creates the unplanned preferential

pathway in the near field.[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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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01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3.7.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ovement of a canister in engineered barriers by poor

design of a repository

Reference KAERI

Process Poor designing of a deposition hole moves a waste after its

emplacement.[YSH 09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Movement of a canister creates a potential cave zone which

acts as a preferential pathway for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YSH 09 Aug 2004]

INDEX 101

Final Update 24 Aug 2004

FEP Number 3.7.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ovement of a canister in engineered barriers by glaci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Glaciation moves a waste container from the original

position.[YSH 24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Movement of a canister in engineered barriers by glaciation

creates EDZ in a buffer and an adjacent rock.[YSH 24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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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02

Final Update 09 Dec 2005

FEP Number 3.7.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Buffer/backfill material deficiencies

Reference KAERI

Process Substantial amount of backfill and buffer materials are not

properly installed initially so that their potential physical and

chemical functions are not provided.

[YSH 09 Dec 200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could cause substantial reduction of the buffer function

and ultimately change the mode of water transport through

the buffer from diffusion to a flow regime.[YSH 2000]

INDEX 103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ock properties (porosity, permeability, discharge zones, DD,

DIP, etc. of fractures)

Reference KAERI

Process Rock properties are the key in groundwater as well as

radionuclide transport. Permeability is the key parameter in

TSPA. Groundwater velocities linearly depend on

permeability of rocks. And accurate measurement of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re is a great uncertainty on the

value of permeability. And distributions of fractures such as

a fracture density, lengths, a dip, a dip direction and an

orientation are important parameters to determine

groundwater flow in crystalline rocks. Also, i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recharge and discharge zones which in

modeling are the key boundary conditions. In additions,

porosity and a dispersion coefficient are important parameters

to be identifi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ock properties such as porosity, permeability, discharge

zones, DD, DIP, etc. of fractures determine the groundwater

flow and associated radionuclide pathways.[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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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04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1.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rock properties by seism

Reference KAERI

Process Seismic events occurs in a repository. It changes the

existing stress field and alters the groundwater flow. The

seismic event is classified as the major alternative

scenario.[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eismic events alter the rock properties such as stress fields,

porosities, sorption capacity when the seismic events create

the thermal loading in a rock, and permeability.

[YSH 7 April 2004]

INDEX 105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1.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rock properties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Long term geologic events such as uplift and erosion alter

the rock properties.[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KAERI

Influence Long term events such as uplift and erosion changes the

water table and groundwater pathways so that parts of the

regions is transformed into the unsaturated medium. Also it

affects the sea level, etc.[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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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06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1.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rock properties by undetected preferential

pathways

Reference KAERI

Process Discovery of undetected preferential pathways enhances the

overall transport pathway properties in rock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rock properties by undetected preferential

pathways accelerates the groundwater flow and associated

radionuclide migration.[YSH 09 Aug 2004]

INDEX 107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eothermal gradient

Reference KAERI

Process Geothermal gradient determines rock properties, which in

turn affect hydro mechanical safety of a repository. For‐
example the geo-thermal gradient changes porosity which in

turn alters permeability and in the long turn affects for

example re saturation time. Unlike Japan we have no‐
severe evidence of a geothermal gradient in Korea except for

some hot spring areas. Therefore, at this stage the effect of

the geo-thermal gradient can be ignored in TSPA.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eothermal gradient affect the stress distribution and

potential groundwater flow. It may also affect the solubility

limit of a radionuclide and diffusion coefficients.[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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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08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Fracture mineraliz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Minerals in ground water of a fracture turn to be solid. This

process affects the ground water chemistry which in turn

changes retardations and a solubility.[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Fracture mineralization affect the sorption.[YSH 09 Aug

2004]

INDEX 109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1.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fracture mineralization by volcano

Reference KAERI

Process Volcanoes affect the fracture mineralization.[YSH 09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fracture mineralization by volcano affect the

sorption.[YSH 09 Aug 2004]

INDEX 110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1.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fracture mineralization by seism

Reference KAERI

Process Seism affects the fracture mineralization.[YSH 09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fracture mineralization by seismic events affect

the sorption.[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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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11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4.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truding dykes

Reference KAERI

Process It could be lumped into the volcanism.[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truding dykes creates a new path way and propagate the

existing one. It also changes the chemical conditions around

it.[YSH 1 April 2004]

INDEX 112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4.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Weathering of flow path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Chemical(water rock) reaction between flowing groundwater‐
and the rock and any fracture minerals will to progressive

changes to the solid phases along the flow path and to its

hydraulic properties. These water rock reactions can impede‐
or enhance radionuclide transport depending on their nature.

[GEN 11 April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Influence Rock water interactions change the radionuclide transport‐
properties of a near and far field rock by potentially‐ ‐
changing the hydraulic properties (groundwater flow system)

of a bulk rock mass and any fractures that is present. In

addition, rock water interactions fix a radionuclide into (or‐
a liberate radionuclide from) the mineral lattice and surface

sorption sites. In general, the neo formed alteration minerals‐
have better sorption properties than the minerals they

replace.

[GEN 11 April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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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13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1.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Undetected fracture zones

Reference KAERI

Process Fracture zones are part of our conceptual model. It is not

clear that possibly undetected features are dealt with in the

"standard" sensitivity/uncertainty analysis. Undetected

features can be analyzed by using the frequency of fracture

zones from other site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probability that there exist an undetected fracture zone at a

given location using the expected frequency of fracture zones

and the observation range of the performed

measurement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Undetected fracture zones accelerate the groundwater flow

and associated radionuclide pathways.[YSH 09 Aug 2004]

INDEX 367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4.1.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Fast transport pathway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Fast pathways for water and radionuclide transport from

depth towards the surface can occur in the form of highly

conductive natural features (such as large fractures) or as

poorly sealed shafts and boreholes. The presence of such

fast pathways could potentially short circuit large regions of‐
the far field rock and lead to early and large releases to‐
the surface. [GEN 35 1 April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f fast pathways occur in the far field rock, they can act as‐
short circuit routes for radionuclide transport to by pass‐ ‐
large sections of the far field rock. They potentially may‐
result in very early and large radionuclide releases to the

surface. [GEN 35 1 April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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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68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4.1.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xternal flow boundary condition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 external flow boundary conditions of the hydro‐
geological system around a repository control the location
and amount of recharge and discharge, and the geometry of
the flow system. The external flow boundary conditions are,
thus, important to modeling groundwater flow and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far field.‐
[GEN 16 1 April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external flow boundary conditions are of primary
significance in performance assessment because they control
the groundwater flow geometry, recharge and discharge
areas, flow path lengths, and flow rates through the
repository and the far field rock and, thus, the transport of‐
a radionuclide to the surface. The changes with time of the
external flow boundary conditions will also be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quantity and location of any discharges. The
development of future climate scenarios allows the impact of
these changes to be assessed.[YSH 2000]

INDEX 114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2.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ermal effects on fluid pressure, density, viscosity changes

Reference KAERI

Process It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influence on an chemical

equilibrium (and reaction kinetics, for that matter) by

changes in temperatur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emperature influences all chemical reaction of importance:

weathering, bentonite degradation, solubility, sorption etc.

The early temperature gradient might cause increased

weathering of silicate minerals and a subsequent precipitation

of silica (colloid formation?) downstream the repository. On

the other hand, precipitation of calcite within the near field

will take place under these conditions.[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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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15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4.2.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ermal buoyancy

Reference KAERI

Process Both the water density and the viscosity depend upon the

groundwater temperature. A temperature field will thus

influence the flow as it changes the mobility of the water

and as the density changes create buoyancy forces. In

reverse, the groundwater flow affects the temperature field

as the flowing water transports the heat through advection.

However, heat is also transported through conduction in both

the water and the solid phase. In very low permeable media,

heat conduction is the dominant heat transport mechanism.

In general, the temperature effects in groundwater flow are

relatively well understood. However, special attention to the

problem is required in relation to coupled thermo hydro‐
mechanical effects. Spent nuclear fuel creates a certain

amount of residual heat (see Trandi SKB TR 8 22). This‐
heat initially raises the temperature at the repository but

later is diminished as the activity of the spent nuclear fuel

declines and the heat is transported away (basically through

conduction in the rock matrix). The temperature increase

produces an upward driving force for the flow. In

calculations made for KBS 3 (Thunvik and Braester SKB‐
TR 80 19) it is concluded that this flow is important up to‐
the first 10000 years. A more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temperature effects may still be motivated.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rmal buoyancy affects the rate of dispersion and

advection in the near field.[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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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16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4.2.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DZ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A Potentially serious complicating factor for flow in a
crystalline rock happens when the rock is deformable. Even
small changes in the fracture openings cause large changes
in permeability as the permeability is proportional to the
aperture cubed. The rock deforms according to the rock
stress field. Changes in the groundwater flow and changes
in the temperature field change the active stress acting on
the rock which in turn changes the groundwater flow. Thus,
the rock deformation, flow and heat transport are coupled
processes. These couplings is of great importance for the
performance of a waste repository. The coupled thermo‐
hydro mechanical effects is important in many scales.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EDZ created around a deposition hole and a tunnel acts
as a pathway for the transport of intruding ground water
and a released out radionuclide.[YSH 1 April 2004]

INDEX 117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2.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M Effects to buffer

Reference KAERI

Process The stress changes induced by excavating the repository and

the canister deposition holes combined with the heat from

the waste will affect the permeability close to the repository.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thermo mechanical hydro aspects in a buffer

alters the mechanical stability of a near field and potential

transport properties.[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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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18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2.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HM Effect to Transport Pathways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yet an un-resolved matter if these changes may disturb
the stability of the repository or cause more regional
faulting. The strong coupling between flow and rock
stress/deformation have been observed in many field
experiments. Still existing hydromechanical models are
basically research tools expressing quantitative behaviors. A
practical problem with coupled hydro-mechanical models is
that they are so complex that only very simplified examples
can be hydro-mechanical. Furthermore, the underlying
constitutive relations for joint deformation has not yet been
validated. The validation exercises currently underway are
related to block experiments with block sizes in the order of
a few minutes. Larger scale experiments are planned but the
validation of the large scale effects are still in its infancy.
See also excavation backfilling effects on nearby rock and
thermo-chemical effect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THM effect creates a new pathway, extends or
broadens the width of the existing one.[YSH 2000]

INDEX 119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2.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서술 induced flow by seism

Reference KAERI

Process There can be natural geothermal flows due for example to
variation in thermal conductivity. Also thermally induced
flows can be induced by heat output from the repository.
Simple estimate should be made from these effects, and
compared with the anticipated natural head gradients for the
various scenarios. It may then be possible to eliminate this
phenomena using the consequence criterion.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Heat generated by the seismic activities increases the
mechanical stresses and in some cases create a new
pathway and reactivate an existing one. It also alters
existing rocks by thermal energy. These phenomena sum as
an external force to stimulate the ground water flow and
associated radionuclide transport.[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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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20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2.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eo thermally induced flow by volcano‐
Reference KAERI

Process Volcanoes affect the groundwater flow patterns.[YSH 09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creates another preferential pathway. [YSH 09 Aug 2004]

INDEX 121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3.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roundwater recharg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processes involved in the abstraction and addition of

water to the zone of saturation; also, the amount of water

added. This does not include water reaching only the belt of

soil water or the intermediate belt.[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echarge accelerates the groundwater flow velocity.[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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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69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4.3.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Hydraulic recharge in a rock adjacent to the near field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After closure of a repository, groundwater will flow from the

saturated far field rock into the void spaces in the near‐ ‐
field and will cause it to become hydraulically re-saturated.

This inflow of water will impact on the thermal and stress

fields and, when in contact with the engineered barrier

materials, will cause them to begin to corrode. During the

re-saturation process, the groundwater chemical condition

will shift from oxidizing in the near field rock to‐
increasingly reducing conditions.[GEN 32 30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e-saturation of the near-field rock will affect the

서술groundwater flow in the near-field rock and the rate of

of the excavations and any buffer and backfill materials in

them. It may also affect the water chemistry in the

near-field rock and the displacement of entrapped air.[GEN‐
32 30 March 2004]SKI TR 02:35

INDEX 122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3.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groundwater recharge by Human intrusion

Reference KAERI

Process Human intrusion affects the pattern of groundwater

recharge.[YSH 09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Human intrusion induces more recharge near to a repository

or eliminate intruding precipitation.[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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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23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3.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groundwater recharge by industrial well

Reference KAERI

Process Human intrusion in the form of an industrial well affects the

pattern of groundwater recharge.[YSH 09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Human intrusion induces reduces the amount of intruding

precipitation.[YSH 09 Aug 2004]

INDEX 124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3.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groundwater recharge by seism

Reference KAERI

Process Seism affects the pattern of groundwater recharge.[YSH 09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eism alter the amount of rainfall recharge to a repository
area.[YSH 09 Aug 2004]

INDEX 125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4.3.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groundwater recharge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Long term geologic effects such as erosion, uplift, etc. affect
the hydrological heads and preferential pathways in a
repository.[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recharge alters the groundwater flow patterns and
boundary conditions for ground water flow.[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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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26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4.3.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groundwater recharge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ffects the hydrological heads and

preferential pathways in a repository.[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recharge alters the groundwater flow patterns and

boundary conditions for ground water flow.[YSH 10 Aug

2004]

INDEX 127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3.1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groundwater recharge by green house effect

Reference KAERI

Process Green house effects increases the annual precipitation.[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lifts the water table and sometimes accelerates the

groundwater flow velocity and pushes the oxidizing surface

water deeper into a geologic medium.[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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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28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4.3.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aturated groundwater flow by advection and dispersion in

porous medium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In Korean geologic repository conditions the rock in the

vicinity of a repository evidently is fully saturated. In

practice in most place in Korea below a few tens of meters

from ground surfaces the groundwater is fully saturated

even though the actual water tables change by seasonal

variation. Groundwater migrates through advection and

dispersion. They are two mechanisms to transport a

radionuclide from a repository to the biosphere.[YSH 7 April

2004]Dispersion is the collective name for the consequences

of a number of processes that cause 'spreading out' of a‐
contaminant plume in all directions, superimposed on the

bulk movement predicted by a simple advection model. It

results in a spatially distributed contaminant plume. [GEN‐
10 30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 high advection velocity and a dispersion coefficient

enhances the groundwater flow and associated radionuclide

transport in a geologic medium.[YSH 7 April 2004]Dispersion

impacts on transport in all parts of the repository system,

although it is of most significance in the far field where‐
dispersion causes the contaminant plume to spread out‐
away from the direction of advection. It thus impacts most

notably on the far field groundwater chemistry (radionuclide‐
distributions, concentrations and gradients) and the bulk

radionuclide release rate (breakthrough curves) to the

biosphere.[GEN 10 30 March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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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29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3.1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lteration in saturated flow in porous media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lifts or lowers the water table. During

glaciation period it freezes the part of groundwater in a rock

also. In Korea during the last 30,000 years, th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as covered with glaciers. Recent study

shows that the Mountain Eunjin in the Pyungnam Province

and the Mountain Keumgang in Gangwon Province were

covered with glaciers. However no evidence is found for the

glaciation in South Korea yet, even though the trace of

glacier migration is witnessed in some areas. Japanese study

by JNC indicates that within the next 100,000 years, new

glaciation will come in Japan. No study is pursued in Korea

yet.[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s in a water table alters the groundwater pathways

and subsequence radionuclide migration. Thick ice sheets

alter the stress field so that the rupture of a canister should

be considered in canister designing.[YSH 7 April 2004]

INDEX 130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3.1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ment of saturated flow in porous media by seism

Reference KAERI

Process Seismic events occurs in a repository. It changes the

existing stress field and alters the groundwater flow. The

seismic event is classified as the major alternative

scenario.[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acts as the preferential pathway.[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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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31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4.3.1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ment of saturated flow in porous media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Long term geologic events such as erosion, uplift, etc. affect

the topology and accelerate groundwater pathways.[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Influence Faster movement of groundwater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enhances the migration of a radionuclide.

[YSH 10 Aug 2004]

INDEX 132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4.3.2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ment of saturated flow in porous media by volcano

Reference KAERI

Process Volcanoes affect the topology and structures of geologic

media and create the preferential pathways which can

accelerate groundwater pathways.[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Faster movement of groundwater by volcanoes enhances the

migration of a radionuclide.[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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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33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3.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aline or freshwater intrusion

Reference KAERI

Process In a coastal repository saline intrudes into rocks and changes

groundwater flow. Saline water is often present at the

repository depths. Change in groundwater salinity will

influence an chemical equilibrium, and salinity gradients

might be of importance for groundwater flow.[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importance for geochemistry in crystalline rock and

canister corrosion is usually considered to be negligible. Up

to now the presence of salinity gradients at or close to the

repository has usually been neglected in flow calculations.

This part of the problem is not a potential scenario, but part

of a modeling uncertainty/approximation. However, one might

consider events when salt(or fresh) water introduce in the

repository area (especially during the re-saturation phase).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 case of saline groundwater

with a sharp boundary to fresh groundwater. According to

present knowledge (SKB) there is a only a small

groundwater flow over the boundary layer. the intermixing

of fluids is according to preliminary data not very

large.[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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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70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4.3.2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roundwater salinity change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Significant changes in groundwater salinity may occur due

to changes in groundwater flow, to the intrusion of marine

recharge waters or to the intrusion of dilute glacial melt

waters. Changes in groundwater salinity will affect

groundwater flow paths, the swelling properties of bentonite,

the degradation of metal components in the engineered

barriers, radionuclide solubility, colloid stability and sorption.

[GEN 6 29 March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ing salinity of groundwater will affect radionuclide

solubility and sorption, colloid stability, the degradation of

engineered barrier system materials and the stability of

bentonite. It may also impact upon groundwater flow.[GEN‐
6 29 March 2004]SKI TR 02:35

INDEX 134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4.3.2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intrusion of water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induces more or less water around a

repository so that the amount of intruding water to a

repository can be affected.[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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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35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4.3.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roundwater flow: fracture advection/dispersion (saturated

condition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Refers to the magnitude, distribution and direction of the

groundwater flow in the near field and far field rock.‐ ‐
Groundwater flow may be altered locally around a repository

both temporarily during the repository construction and

operation stages, and subsequently due to changes in the

engineered barriers or the near field rock; in the far field‐ ‐
due to changes in the stress field and globally due to

changes in the groundwater recharge and discharge. The

groundwater flow may also be affected by gas generation

and flow, and by density changes. Groundwater flow is of

primary significance to the performance of the repository

because it constitutes the major pathway for radionuclide

migration back to the biosphere.

[GEN 23 1 April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roundwater flow is the primary mechanism for the release

and transport of a radionuclide through the far field to the‐
biosphere. It is, therefore, of critical importance in

performance assessment. The nature of groundwater flow

affects the geochemical conditions at the repository and,

hence, the retardation potential for a radionuclide in solution

or associated with suspended colloids and the degradation of

the engineered barriers. The distribution of the groundwater

flow affects radionuclide retardation by determining the

amount of rock surfaces accessible to matrix diffusion and

sorption.Groundwater flow also affects the duration of the

re-saturation phase, the rate of water turnover in the near‐
field and, hence, the near field groundwater composition.‐
Furthermore, groundwater flow affects the rock stresses, the

temperature and gas flow and transport in the rock. The

groundwater flow in the near field rock will affect the‐
re-saturation of the bentonite buffer and the tunnel backfill

and the water flow in them, and may cause erosion of these

materials.[GEN 23 1 April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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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71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4.3.2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terfaces between different waters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There is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interfaces between

ground waters of different composition in the near and far‐
field rock. At these interfaces changes may occur in

서술radionuclide and groundwater flow which could affect

radionuclide transport and release.[GEN 24 1 April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서Waters with different chemistries will affect radionuclide

술and thus radionuclide transport and release. The interfaces

between waters is likely to be a site for preferential colloid

formation. The interface between waters with different

densities may also have an impact on groundwater flow

systems.[GEN 24 1 April 2004]‐
SKI TR 02:35

INDEX 136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3.2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ment of groundwater flow in fractures by seism

Reference KAERI

Process Seism creates a new pathway such as a fracture and/or

activates existing ones.[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nhancement of groundwater flow in fractures by seism

results in faster groundwater and radionuclide migration in

the far field.[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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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37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3.2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ment of groundwater flow in fractures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Long term geological events such as uplifting alters the

stress field. The change in the stress field creates a new

pathway such as a fracture and/or activates existing

ones.[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nhancement of groundwater flow in fractures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sults in faster groundwater and

radionuclide migration in the far field.[YSH 11 Aug 2004]

INDEX 138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3.2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ment of groundwater flow in fractures by volcano

Reference KAERI

Process A Volcano creates a new pathway such as a fracture and/or

activates existing ones.[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nhancement of groundwater flow in fractures by volcano

results in faster groundwater and radionuclide migration in

the far field.[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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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39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3.2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groundwater flow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ffects the location of a water table and

groundwater head distributions. Also a certain climate

change transforms once saturated/unsaturated regions to the

opposite ones.[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groundwater flow by Climate change results in

acceleration or deceleration of groundwater and radionuclide

transport in a geologic medium.[YSH 11 Aug 2004]

INDEX 140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3.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atrix diffusion

Reference KAERI

Process Matrix diffusion is the process by which nuclides in the

water flowing in the rock fissures migrates into the porous

rock by diffusion. It is gover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fracture fillings and the rock mass (porosity and

mineralogy).[YSH 2000]

Record

Keeper
FEP

Influence Matrix diffusion is a very efficient retarding mechanism,

especially for a strongly adsorbed radionuclide. It requires a

special model, but it is not very difficult to account for.

Consequently, limited matrix diffusion is a more realistic

alternative to sorption in fracture surfaces. In principle,

matrix diffusion should be treated likewise both in the far

and near fields in rock close to the waste canisters.

However, the near field individual fractures may be

considered, whereas for the far field a continuum model is

probably sufficient.[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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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72

Final Update 30 March 2004

FEP Number 4.3.2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onuclide dispersion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Dispersion is the collective name for the consequences of a

number of processes that cause 'spreading out' of a‐
contaminant plume in all directions, superimposed on the

bulk movement predicted by a simple advection model. It

results in a spatially distributed contaminant plume.

[GEN 10 30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ispersion impacts on transport in all parts of the repository

system, although it is of most significance in the far field‐
where dispersion causes the contaminant plume to spread‐
out away from the direction of advection. It thus impacts

most notably on the far field groundwater chemistry‐
(radionuclide distributions, concentrations and gradients) and

the bulk radionuclide release rate (breakthrough curves) to

the biosphere.[GEN 10 30 March 2004]‐
SKI TR 02:35

INDEX 141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3.2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ment of matrix diffusion by seism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Seismic events occurs in a repository. It changes the

apertures of existing fractures and creates new fractures and

possibly changes the porosities of surrounding rock matrix.

Higher porosities enhance the matrix diffusion.[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nhancement of matrix diffusion retards the radionuclide

transport in a fracture. A radionuclide diffuse back to a

fracture later when no more radionuclide pass through a

fracture.[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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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42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3.3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ment of matrix diffusion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Long term geologic events such as uplift and erosion alter

the rock properties of surrounding matrix. It affects the

matrix diffusion.[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nhancement of matrix diffusion retards the radionuclide

transport in a fracture. A radionuclide diffuse back to a

fracture later when no more radionuclide pass through a

fracture.[YSH 7 April 2004]

INDEX 143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3.3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ment of matrix diffusion by volcano

Reference KAERI

Process A volcano from seismic events occurs in a repository. It

changes the apertures of existing fractures and creates new

fractures and possibly changes the porosities of surrounding

rock matrix. Higher porosities enhance the matrix diffusion.

Also it alters the chemical conditions in the surrounding rock

matrix and it affects the rate of matrix diffusion.[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nhancement of matrix diffusion retards the radionuclide

transport in a fracture. A radionuclide diffuse back to a

fracture later when no more radionuclide pass through a

fracture.[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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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44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3.3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ment of matrix diffusion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can alter the amount of water available for

matrix diffusion. It can also change the pore velocity in an

adjacent fracture which affect the amount of matrix

diffusion.[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nhancement of matrix diffusion by climate change retards

the migration of a radionuclide in a fractured medium.[YSH

11 Aug 2004]

INDEX 145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4.3.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concentration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A radionuclide may be re-concentrated in the near or far‐
field rock or at the geosphere biosphere interface by‐
physical or chemical processes, such as a precipitation at a

redox front. Subsequent remobilization of a radionuclide due

to changed conditions may give rise to a pulsed discharge to

the surface environment.

[GEN 31 26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e-concentration of a radionuclide and a subsequent release

mechanism may affect local groundwater chemistry and

radionuclide release rates to the surface environment.[GEN‐
31 26 march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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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46

Final Update 17 Aug 2004

FEP Nu mber 4.3.7

Project No PA‐Y‐FS‐01/2005

FEP Name Extreme channel flow 

Ref erence KAERI

Process The water does not flow over a whole fracture plane. This 
fact is often noted by "channeling". However, within this 
term vastly different concepts on how flow occurs are 
possible. One concept of channeling is that each plane 
consists of open and closed parts ‐ for this there also is 
experimental evidence i.e. Abelin et. al. (1987). This concept 
is viewed as an extension of the discrete fracture approach, 
at least if the closed part portion is not too large. There is 
little knowledge on how the fracture transmissivity is 
distributed on a fracture plane. It is clear that the flow 
distribution among the different fractures depends very much 
in the shape of the open parts. To complicate matters 
further this shape depends upon the rock stress field. In fact, 
much basic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a proper way to 
solve this problem. Detailed mapping of a tunnel or a shaft, 
use of a statistical approach to hydraulic and fracture data in 
boreholes and tracer tests are some of the tools available to 
get improved knowledge of the channeling effect. Another 
concept of "channeling" is "extreme channeling" where there 
are a few paths where most of the water flows in the rock 
mass. These paths are either caused by real physical 
conduits "wormholes" in the rock mass or the combined 
effect of a poorly percolating fracture network and the 
hydraulic boundary conditions. The difference between "worm 
holes" and a poorly percolating network is that in the latter 
case, the position and the amount of the important paths 
change totally if the hydraulic boundary conditions are 
changed, whereas in the former case, the flow is always 
confined to the "wormholes". The situation with a poorly 
percolation network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characterize the flow and transport properties of a rock. 
Experiments performed on one scale then cannot be 
extrapolated to a larger scale. A poorly percolating fracture 
network for example results the big uncertainty in the 
transmissivity variance in combination with a large fracture 
size variance and a relatively low fracture density.[YSH 2000 
& 17 Aug 2004]

Record 
K eeper Yong Soo Hwang

Inf lu ence Channeling will increase groundwater velocities but this is 
not the most important effect. More important is that the 
fracture surface "per volume flowing water" available for 
sorption and matrix diffusion decreases. (This effect may 
also enhance the flow of oxidants to the deposition hole.) 
The specific fracture surface available for sorption/matrix 
diffusion is included in the "standard" migration models but 
a well understood treatment if channeling is still lacking. In 
the near zone channeling will make the flow over some 
canister deposition holes much larger than the average flow 
(and v.v. much smaller at some holes). channeling needs to 
be considered when evaluating the time distribution for 
canister failure and the when evaluating the source term (i.e. 
only a percentage of the canister holes will see the large 
flows).
[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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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47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3.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satur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During the re-saturation (and sealing) of the repository flow

directions are different and the hydraulic conductivity is

different (see 4.2.2.1 and also due to partially saturated

fractures). Furthermore, (or especially) the groundwater

chemistry is very different (oxidizing conditions etc.). The

special problems (but also simplifications) associated with the

re-saturation phase should be not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e-saturation accelerates the groundwater transport in a

rock. It also provides more groundwater into a buffer for its

own re-saturation.[YSH 7 April 2004]

INDEX 148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3.3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re-saturation time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lifts or lowers the water table. During

glaciation period it freezes the part of groundwater in a rock

also. Also advent of the green house age accelerates the

re-saturation time. However the re-saturation especially in

the vicinity of a repository is a short term phenomena but

the climate change is longer one.[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re-saturation alters the groundwater migration in

a repository.[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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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49

Final Update 17 Aug 2004

FEP Number 4.3.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ilution

Reference KAERI

Process In this context dilution refers it the dilution of a radionuclide

in the groundwater. In transport modeling there is sometimes

a need to distinguish dilution from dispersion. However in

many cases these concepts are regarded as synonyms.

[YSH 2000 & 17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ilution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annual individual dose

rate.[YSH 7 April 2004]

INDEX 150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3.3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dilution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Dilution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weather. For example

right after the glaciation period, melting of glaciers creates

large volumes of water movement on the surface and under

the ground and certainly increases water dilution volume.

But during the glaciation, the amount of freely moving water

under the surface is smaller so that water dilution volume

becomes decreasing.[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ilution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annual individual dose

rate.[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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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51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4.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eism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Relating to vibrations of the Earth caused by earthquakes.

But earthquakes can create new faulting which shall change

the pathways significantly. This event is suggested to be

assessed independently of normal safety case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eismic events alter the rock properties such as stress

fields, porosities, permeability, sorption capacity when the

seismic events create the thermal loading in a rock.[YSH 7

April 2004]

INDEX 152

Final Update 26 April 2004

FEP Number 4.4.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Faulting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Faulting encompasses both the development of new faults

and the movement on and growth of existing faults Either

of these actions could alter the groundwater flow conditions

and affect the mechanical stability of the rock around the

repository.[GEN 17 26 April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Faulting impacts the hydro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host rock. Movement along pre existing fractures (or‐
formation of new fractures) may create short circuit‐
pathways from the repository through the far field.Faulting‐
also affects the mechanical stability of a host rock and leads

to cave in of the repository excavations.[GEN 17 26 March‐ ‐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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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53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4.4.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gional uplift and subsidence (orogenic, iso static) by‐

climate change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Uplift and subsidence are caused by tectonic and glacial

process, the most significant of which is iso-static rebound

in response to de-glaciation. Land uplift around a repository

leads to a change in the groundwater chemistry, increased

groundwater flow through the repository and erosion rates

and a change in the biosphere characteristics. [GEN 39 26‐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impact of uplift and subsidence on the repository at

depth will be minimal and limited to causing reactivation of

pre existing faults and fractures in the far field rock. At‐ ‐
the surface, uplift and subsidence will cause changes to the

recharge and discharge zones for the groundwater flow

system, changes to surface erosion rat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osphere. Most significant changes will

be due to relative changes in sea level caused by iso-static‐
uplift. [GEN 39 26 March 2004]‐
SKI TR 02:35

INDEX 154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4.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gional uplift and subsidence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The rate of present uplift in Korea is less than 200 meters

per one million years. The uplift and subsidence in this

category is assumed to be slow but steady process.[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egional uplift and subsidence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changes the water table and corresponding groundwater

transport in a geologic medium. If uplift is significant over a

long time period, parts of areas around a repository becomes

inland.[YSH 7 Apri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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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55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4.4.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d rock fracturing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A hard host rock will contain many natural fractures.
However new fractures will be created and some existing
fractures modified due to repository construction and by later
rock movements occurring In response to the stress field.
This enhanced rock fracturing is more likely to occur in the
near field rock.[GEN 14 26 March 2004]‐ ‐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nhanced rock fracturing is concentrated in the near field‐
rock, close to the repository excavations. The primary effect
increases the fracture density and the wetted surface area of
a rock available for interaction with the groundwater and
solutes. The increased fracture density tends to increase the
bulk hydraulic conductivity of the near field rock, compared‐
to the far field rock which influences the transport of a‐
radionuclide released from the engineered barriers. The
increased surface area produces greater numbers of sorption
sites and a larger volume or rock for matrix diffusion. The
freshly exposed minerals increases bulk rock water‐
interaction rate and, if ferrous iron minerals are present,
helps to buffer the redox conditions and, thus, the chemistry
of the near field ground waters.[GEN 14 26 March 2004]‐ ‐
SKI TR 02:35

INDEX 156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4.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d rock fracturing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Long term geological events such as creeping enhances the

rock fracturing due to the stress change.

[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nhanced rock fracturing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creates a preferential pathway for groundwater and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far field.[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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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57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4.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reeping of rock mass

Reference KAERI

Process Creeping of rock mass may occur in concentration with

excavation due to stress changes. These changes create an

unstable situation in the rock mass close to the repository.

However, this effect is probably of minor importance. The

ongoing plate motion induces creep in the rock to a certain

extent. This creates rock stresses that are released through

continuous or discontinuous movements (by sudden stress

releases e.g. earthquakes.) The latter may be the end effect

of creep. Creeping of rock mass is a continuously ongoing

process. Creep should only be related to already formed

discontinuitie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groundwater flow through fractures. If channeling

exists slow ongoing movements can change position of

channeling flow. It may also affect the buffer material and a

waste canister mechanically.[YSH 2000]

INDEX 158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4.5.a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reeping of rock mass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Creeping of rock mass may occur due to the stresses in the

far field as well as the near field.[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When creeping happens it closes open fractures and

sometimes creates new fractures and activates the existing

ones. It would affect the network of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 pathway.[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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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59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4.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Volcano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a primary cause Intruding dykes, which is lumped

into Volcanism. However, the probability of volcanism is

very low. It is screened out due to the low probability in

the time frame of interest.[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Volcanism similarly to seismic events alter the rock

properties such as stress fields, porosities, permeability,

sorption capacity when the it creates the thermal shock in a

rock.[YSH 7 April 2004]

INDEX 160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4.4.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late movements

Reference KAERI

Process This is an ongoing process which is one of the causes for

mechanical instabilities in a repository.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Plate movement if happened alters the stress field,

groundwater flow pathways, etc.[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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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61

Final Update 7 April 2007

FEP Number 4.4.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s of the magnetic field

Reference KAERI

Process Even if there would be a change in the magnetic field it is

hard to find any process that would impac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repository barriers. The working group has

judged this FEP to have extremely low consequences for the

repository.[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the magnetic field alters the geochemical

properties of rocks. If the change happens in regional sense,

it also affects the climate.[YSH 7 April 2007]

INDEX 373

Final Update 24 March 2004

FEP Number 4.4.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as generation in a rock adjacent to the near field

Reference KAERI

Process Gas may be generated In the near field rock by corrosion‐
of steel, radiolysis of pore waters and by microbial
degradation of organics. In addition, for a short period after
closure, air will be present in the rock that can be
considered as a gas source during the re-saturation phase.
This gas potentially may have a small influence on
radionuclide transport and retardation In the near field but‐
the largest gas effect will be from gas formed in the
repository that migrates into the near field.[GEN 20 24‐ ‐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as generation in the near field rock will affect the‐
groundwater chemistry and water flow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far field rock and the engineered barriers.‐
However, the impacts are expected to be very limited and
eclipsed by gas generation in the waste package.Air released
from pores, fractures and cracks after closure will control
the chemistry (especially redox conditions) of the near field‐
for an initial period. This air will also affect a re-saturation
process and its rate.[GEN 20 24 March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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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74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4.4.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as generation in the far field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Gas may be generated in the far field by radiolysis of pore‐
waters and by microbial degradation of organics. This gas

potentially may have a small influence on radionuclide

transport and retardation in the far field but the largest gas‐
effect will be from gas formed in the repository that

migrates into the far field.[GEN 19 26 March 2004]‐ ‐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as generation in the far field rock potentially has an effect‐
on the groundwater chemistry and on far field groundwater‐
flow. However, these impacts are expected to be very limited

and eclipsed by gas generated in the repository which

subsequently migrates to the far field.[GEN 19 26 March‐ ‐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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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62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4.5.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as transport into and through the far field (gas phase and‐

in solution)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Gases may exist In the far field. These gases may be‐
dissolved In the groundwater but they may also occur as

discrete gas bubbles, in which case they will travel through

the groundwater driven by buoyancy These bubbles

potentially may carry a radionuclide and may alter the flow

behavior of the groundwater.[GEN 18 26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a mobile free gas phase in the far field‐
may have significant impacts on radionuclide transport. A

radionuclide incorporated directly in the gas or attached to

the bubble surface will move faster than the mean

groundwater flow rate.Gas bubbles may significantly affect

groundwater flow behavior by changing flow direction, or by

inhibiting or accelerating groundwater flow.[GEN 18 26‐
March 2004]

SKI TR 02:35

INDEX 163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5.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icrobiological/biological activity

Reference KAERI

Process Microbiological processes happen in many places in a

repository. Microbes in far field shall accelerate the

generation of sulfide, a corroding agent for copper canister,

for example.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Microbial and biological activities in the far field do not

affect the safety of a repository. However, a certain

activities enhance the migration of sulfide to a waste

container to corrode it.[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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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64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5.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lloid formation by microbes

Reference KAERI

Process Some microbes assist forming colloid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 radionuclide specially passing through a fracture adsorbs

onto microbes to form a pseudo colloid whose pore velocity‐
is higher than that of groundwater due to the

hydro-chromatic effect.[YSH 11 Aug 2004]

INDEX 165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6.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re-concentr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a FEP related to the dissolution, precipitation and

crystallization of radiotoxic and chemo-toxic species under

repository or environmental conditions. Dissolution is the

process by which constituents of a solid dissolve into

solution. Precipitation and crystallization are processes by

which solids are formed out of liquids. Precipitation occurs

when chemical species in solution react to produce a solid

that does not remain in solution. Crystallization is the

process of producing pure crystals of an element, molecule

or mineral from a fluid or solution undergoing a cooling

proces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When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and

re-concentration occur, it can change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in a solute form. However, since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in a solute phase in the far field is small, the

occurrence of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and

re-concentration may not affect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in migration in reality.[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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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66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6.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patterns of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and re-concentration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lters the chemistry of groundwater which

determines the patterns of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and re-concentration.[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patterns of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and re-concentration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solubility limit and sorption behavior of a

radionuclide.[YSH 11 Aug 2004]

INDEX 167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4.6.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orption (linear, non linear, irreversible)‐
Reference KAERI

Process Sorption is the collective term for the uptake of particles

(molecules, ions, colloids) on the external and internal

surfaces of materials. Sorption of a radionuclide from the

waste can occur on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materials

and their degradation products, as well as on the exposed

mineral surfaces in the near and far field rock. Sorption of‐
radionuclide will retard the migration of those species. [GEN

34 29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orption of a radionuclide on engineered barrier system

materials and their degradation products, and mineral

surfaces will retard a radionuclide. It is thus one of the

primary chemical processes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repository. Sorption will affect the distribution of a

radionuclide in the near and far fields, as well as their‐
concentration in the ground waters. [GEN 34 29 March‐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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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68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6.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sorption (linear, non linear, irreversible)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lters the chemistry of groundwater which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orption.[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sorption by climate change alters the speed of

radionuclide migration in the far field.[YSH 11 Aug 2004]

INDEX 169

Final Update 09 Aug 2004

FEP Number 4.6.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peci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This is applied to the distribution of a radionuclide between

the range of possible dissolved forms. An estimation of

chemical speciation thus results in concentration or activity

values for all the dissolved species considered. A premise for

speciation calculations is generally the assumption of

thermodynamic equilibrium among the dissolved species.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emical speciation affect the solubility of a radionuclide in

transport.[YSH 09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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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70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4.6.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speciation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ffect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groundwater. During the melting of a glacier, for example,

more sub surface water once contained in a glacier‐
penetrates into the water flow system.[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speciation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ground water which alters the behavior in

sorption and solubility limits.[YSH 10 Aug 2004]

INDEX 171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4.6.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lloids effects (including inorganic and organic colloid

transport)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Colloids may be generated by chemical, physical and

microbial processes in the host rock in both the near and

far-fields, and can be transported by groundwater. A

radionuclide adsorbs onto colloids thus providing a

mechanism to increase their transport rates.[GEN 4 29‐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olloids can adsorb a radionuclide thus increasing its

apparent solubility. Once adsorbed to colloids, radionuclide

transport and retardation behavior can be significantly

changed from that of the same radionuclide in solution. A

radionuclide bound to mobile colloids can have earlier and

increased peak arrivals, while a radionuclide bound to

immobile colloids is effectively retarded.[GEN 4 29 March‐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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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75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4.6.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dox front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Redox fronts may be generated in both the near and far‐
fields, at the interfaces between ground waters with different

redox potentials. The location of a redox front may change

with time if one body of water is moving relative to the

other; for example, the redox front generated by the

downward infiltration of oxidizing recharging ground waters.

The generation and propagation of a redox front will affect

radionuclide transport because radionuclide solubility could be

substantially different on either side of the front. This

geochemical instability may also result in the generation of

colloids.[SFL 38 29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establishment and propagation of a redox front in the

near field will affect the rates and mechanisms of corrosion‐
of the spent fuel and the canister. Radionuclide solubility,

speciation and transport will be affected by the development

of oxidizing conditions, although mobilized nuclides will be

precipitated on the reducing side of the front if they diffuse

across the boundary. Colloids may be formed at the redox

front, and the location of the redox front may then affect the

location of colloid formation.[SFL 38 29 March 2004]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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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72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6.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Oxidizing conditions

Reference KAERI

Process This is evidently a special case of redox condition in
general. It might be limited in space and time (e.g. when
considering redox fronts), or it might apply to all of the
migration path through the geosphere. The latter of these
two possibilities should be covered in a separate scenario
(design basis). Since the redox front concept is treated in a
special FEP it is not necessary to lump this FEP.[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Most probable occurrences of oxidizing conditions will only
be of short duration. Due to the presence of ferric iron, a
radionuclide in fact might be more retarded in an oxidized
rock than in a reduced one. However, the source term for
migration is greater by orders of magnitude for a
radionuclide which in the normal case are precipitated at the
redox front (notable examples are Tc and Np). This fact,
coupled with the possible simultaneous occurrence if high
flow rates, is reason enough to study this case more
carefully. The probable short durations of these transients
lead to the assumption that they might have only negligible
effect on the integrated collective dose. Another effect of
oxidizing conditions is the increased rate of copper corrosion,
although most oxygen should be consumed by ferrous iron
and sulphur in reducing valence states and the copper in the
canister itself. Even if the water surrounding the canister
had an oxygen content equal to surface water (10mg/l) there
would not be more than 10 mg/canister with a groundwater
flow of 1 l/canister/year.[YSH 2000]

INDEX 173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6.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Eh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More or less intruding sub surface water to the deep‐
groundwater system alters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water which determines the Eh.[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Eh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solubility limit
and the sorption coefficient of a radionuclide.[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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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74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6.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H deviations‐
Reference KAERI

Process First one must decide the meaning of this FEP. It is clear
that the pH value varies considerably due to "natural"
reasons within a repository and the geosphere. In a Swedish
bedrock the outer limits of this variation is set by the
buffering action of minerals and dissolver carbonates, e.g.
about pH 6.5~10.5. The "natural" variation within these limits
is of course accounted for in any performance assessment.
Thus, in this sense pH deviations belong to the base case.‐
Perturbations of the surface water chemistry shift the
general acidity level towards limits, however. Even so, the
limit is not most probably exceeded. The effect of such
perturbations is treated in a design basis scenario.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is the events of pH deviation. An acidic recharge‐
increases the weathering in the upper layers of the
geosphere. In turn, this influences ground water chemistry in
general not only the acidity. Increase in colloid formation‐
is also a result. Sooner or later, the perturbation spreads to
the repository level and affects the migration pathways
towards the discharge zone. Subsequently, most chemical
processes of importance are affected, although the
consequences are highly variable. Examples are :
buffer/backfill chemistry, redox reactions, solubility and a
sorption equilibrium.
[YSH 2000]

INDEX 175

Final Update

FEP Number 4.6.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crease in pH deviations by climate change

Reference

Process Climate change affects the groundwater chemistry in sub‐
surface and deep ground water. For example, melting of a
glacier and advent of an acid rain certainly change the pH
in sub surface and deep ground water.‐

Record
Keeper

Influence Increase in pH deviations by climate change creates an
uncertainty in predicting a solubility limit and a sorption
coefficient of a radionuc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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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76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6.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groundwater chemistry in nearby rock

Reference KAERI

Process The chemistry of the pore water in the near field rock is‐
defined in terms of the major and trace element

concentrations, including a repository-driven radionuclide, and

the major variables such as Eh and pH and any chemical

gradients. It is largely controlled by rock water interactions‐
and by mixing with waters that have interacted with

bentonite in the buffer and the backfill. It is significantly

altered if chemically different recharge water penetrates to

depth.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water chemistry in a near field rock affects the‐
chemistry of the water in an engineered barrier. It also

affects the degradation rates and processes of the engineered

barrier materials, rock reinforcements, grout and the rock and

fracture minerals themselves.

[YSH 2000]

INDEX 179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7.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Mechanical failure of a repository

Reference KAERI

Process Mechanical rupture may occur due to sudden changes in

stress e.g. earthquakes etc. and due to slow motions (creep)

in the rock mass e.g. loading-unloading and plate motions.

The result is a fracture or a fault. Lack of QA during

excavation of the value can also result in an instant rupture

of the surrounding rock mass (improper rock

enforcement).[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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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80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7.2

P roject No PA‐Y‐FS‐01/2005

FEP  Name Excavation/backfilling effects on nearby rock 

Ref erence KAERI

P roces s  A potentially seriously complicating factor for flow in 
crystalline rock is that the rock is deformable. Even small 
changes in the fracture openings cause large changes in 
permeability as the permeability is proportional to the 
aperture cubed. The rock deforms according to the rock 
stress field. Changes in the groundwater flow and changes 
in the temperature field will change the active stress acting 
on the rock which in turn will change the groundwater flow. 
Thus, the rock deformation, flow and heat transport are 
coupled processes. These couplings may be of great 
importance for the performance of a waste repository. The 
coupled thermo‐hydro‐mechanical effects may be important 
in many scales. For example, the stress changes introduced 
by excavating the repository and the canister deposition 
holes combined with the heat from the waste will affect the 
permeability close to the repository. Furthermore, it is yet an 
unresolved matter if these changes may disturb the stability 
of the repository or cause more regional faulting. The strong 
coupling between flow and rock stress/deformation have 
been observed in many field experiments. Still existing 
hydro-mechanical models are basically research tools 
expressing quantitative behaviors.  Practical problem with 
coupled hydro‐mechanical models is that they are so 
complex that only simplified examples can be studied. 
Furthermore, the underlying constitutive relations for joint 
deformation has not yet been validated.[YSH 2000]

Record 
K eeper

Yong Soo Hwang

Inf luence The skin zone due to excavation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evaluating flow and transport measurements in 
and close to the excavated repository. The stress 
redistribution occurring after backfilling/re-saturation (see 
3.2.1) may affect the flow distribution in the rock and thus 
have implications in the benefit of applying a deposition 
procedure where potential canister holes with large flow are 
avoided. The result of the skin zone (permeability change) 
may be modeled with the "standard" flow/and migration 
models by appropriate changes of the permeability. However,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skin zone, if at all 
possible, require specially coupled hydro‐mechanical 
modeling(e.g. ROCMAS Noorishad and Tsang, 1987). 
Modeling the skin zone development will be very difficult as 
the (generally unknown) undisturbed rock stress distribution 
is needed as input. Alternatively, rough estimates based on 
"field experience" may be used. Skin zone development and 
hydraulic conductivity redistribution are basically near‐zone 
phenomena and need no special attention in the far field 
modeling expect for eventual changes in the source term. 
See also 4.2.7 Thermo‐hydro‐mechanical effects. 
[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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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81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7.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crease in uncertainties in excavation/backfilling effects on

nearby rock by poor design

Reference KAERI

Process Poor design of a repository creates uncertainties to predi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Z and the effect of backfilling. It

can create unexpected vacancies and stresses in the far

field.[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crease in uncertainties in excavation/backfilling effects on

nearby rock by poor design creates ambiguity to assess the

structural and post closure radiological safety of the EDZ

and the backfilling region.[YSH 11 Aug 2004]

INDEX 182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4.7.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emical effects of rock reinforcement

Reference KAERI

Process During excavation the rock around the vault is reinforced.

There is one main reason for reinforcement, that is to

establish a secure environment during operation phase, which

is in the short time perspective (50~200 years). In the

longtime perspective one does not rely on rock enforcement.

The question is instead to minimize foreign material which

could endanger the function of the barriers (rock mass,

bentonite etc.). By going through a QA procedure the choice

of material of enforcement is select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Lack of QA of material of enforcement could in the long

time span lead to an unsuitable chemical environment which

might affect the technical or natural barriers. The chemical

consequence of the enforcement material is similar to the

consequence of left stray materials.[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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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83

Final Update

FEP Number 4.7.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Non sealed repository‐
Reference KAERI

Process At the time of closure of a repository, it is assumed that the

sealing process is forgotten. The probability of this incident

is very low.[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f a repository is not sealed, it creates severe groundwater

intrusion so that the re-saturation time will be minimized

and more corroding agents intrude into the near field. A

radionuclide released from a repository migrates to the

geosphere with a relatively high speed.[YSH 1 April 2004]

INDEX 184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7.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tray materials left

Reference KAERI

Process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there might be possibility

for leaving unwanted materials in the vicinity of the

disposed radioactive waste. The materials can be of many

different kinds and can to some extent affect many of the

important long term processes in the repository such as

canister corrosion and transport mechanisms of a

radionuclid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tray materials left in a repository can be dissolved into the

sub surface water which will eventually join the deep‐
groundwater system. Once joined to the deep groundwater

system chemical substances dissolved from stray material

alters the groundwater chemistry. Then the solubility limit

and the sorption coefficient of a radionuclide can be

affected.[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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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85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4.7.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oorly designed repository

Reference KAERI

Process This belongs to the group of unexpected man made error in‐
the designing step of a repository.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is limit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Poor designing creates unexpected pathways. It also creates

uncertainties in structural as well as post closure/operational

radiological safety.[YSH 11 Aug 2004]

INDEX 186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4.7.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oorly constructed repository

Reference KAERI

Process A poor execution of (a good design of) a repository may

cause enhanced degradation of the engineered barriers and

unwanted alterations in the nearby rock. It also creates the

cracks and other faster moving channels.[YSH 1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causes the less sorption and faster moving groundwater

flow.[YSH 1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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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87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4.7.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Unsealed boreholes and/or shafts

Reference KAERI

Process This is a variant of a non closed repository, even if a non‐
closed repository may include more than unsealed boreholes

and shafts. Unsealed boreholes and shafts affect the stability

of the technical barriers, the transport in the nearby rock

and the transport in the geosphere. Just unsealed boreholes

should be treated separately, also as they are connected with

a water producing well and a geothermal energy production

one.[YSH 1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Unsealed boreholes and shafts act as the major potential

path ways of groundwater intruding a repository and then

carrying out a released radionuclide.[YSH 1 April 2004]

INDEX 188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4.7.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egradation of seals on holes and shafts

Reference KAERI

Process In this context degradation is a physical or chemical process

leading to reduced or completely lost sealing capacity of the

buffer material.[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egradation of seals on holes and shafts causes the faster

groundwater movement along holes and shafts. It also

reduces the sorption capacities of holes and shafts.[YSH 1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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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76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4.7.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egradation of the rock reinforcement and grout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Degradation of rock reinforcements in the repository may

occur by a combination of physical and chemical processes.

The post closure safety of the repository is not, in general,‐
dependent on the functioning of these materials but their

degradation may impact on other parts of the engineered

barriers.[GEN 8 31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egradation of rock reinforcements and grout affects the

groundwater chemistry, notably by buffering the pH (in the

case of cement) and the Eh (in the case of steel). The

changed groundwater may react with other components of

the engineered barriers, most immediately the bentonite

buffer. Anaerobic corrosion of steel reinforcements will

generate hydrogen gas but in smaller volumes than

generated by corrosion of the iron waste packages.Solid

alteration products and precipitates may reduce the porosity

of the bentonite and the rock, and may increase the colloid

concentration. Continued degradation will impact on the

physical stability of the reinforcements and the grouts,

although this is of little radiological significance since they

are not assigned any role in repository safety.[GEN 8 1‐
April 2004]

SKI TR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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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77

Final Update 24 March 2004

FEP Number 4.7.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ave in‐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Cave in or collapse of deposition holes, caverns, tunnels or‐
access shafts in a repository could take plac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is, in turn, might change the properties of

the surrounding rock and the engineered barriers to earlier

or faster radionuclide release. Cave in is, therefore, of‐
potential significance in performance assessment.[GEN 3 24‐
March 2004]

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xtreme cave in occurring close to the waste might impact‐
on the mechanical stability of the engineered barriers and

may lead to early failure of the waste packages, resulting in

early or enhanced radionuclide release, although this is

considered unlikely.Cave in is most likely to affect the‐
hydraulic characteristics of the rock mass at the site of the

collapse. Hydraulic conductivity and the extent of channeled

groundwater flow are both likely to be enhanced by cave‐
in.[GEN 3 24 March 2004]‐
SKI TR 02:35

INDEX 189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lants

Reference KAERI

Process Plants uptake groundwater contaminated by a radionuclide.
Grasses are therefore, transport ways for contaminated
nuclides. They are also consumed by humans and
animals.[YSH 2000 &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Plants are acceptors and donors of a radionuclide in a
biosphere. It receives a radionuclide from air, a soil, a snow,
rain, spay, wind, agricultural and gardening activities etc. It
delivers a radionuclide to a human, an animal, a soil, air,
water and other plant when consumed.[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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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90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plant patterns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Plant patterns change due to the climate change. In the case

of the advent of warmer weathers sub tropical plants are to

be dominant, for example.[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plant patterns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mass

transfer rates between plants and other biosphere

components.[YSH 11 Aug 2004]

INDEX 191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nimals

Reference KAERI

Process Animals eat, drink, and discharge a radionuclid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nimals are acceptors and donors of a radionuclide in a

biosphere. It receives a radionuclide from air, a soil, a snow,

rain, spay, wind, plants, sea products, etc. It delivers a

radionuclide to a human, other animal, a soil, air, water, sea

and plants when consumed.[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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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92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animal patterns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Animal patterns change due to the climate change. In the

case of the advent of warmer weathers more animals

adapted to warmer weathers would be prevailed.[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animal patterns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mass transfer rates between animals and other biosphere

components.[YSH 11 Aug 2004]

INDEX 193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recipitation, temperature and soil water balance

Reference KAERI

Process Water that falls to the surface from the atmosphere as rain,

snow, hail, or sheet. It is measured as a liquid water‐
equivalent regardless of the form in which it fell.[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Precipitation, temperature and soil water balance affects the

sub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migration as well as‐
the growth of vegetables.[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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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94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crease in precipitation, temperature and soil water balance

by green house effect

Reference KAERI

Process Green house effect the change the climate to a sub tropical

one which delivers more rain and hotter air.[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crease in precipitation, temperature and soil water balance

by green house effect changes the groundwater and sub‐
surface water flow. It also alters the daily life style of a

human and an animal along with the cultivation of

vegetables.[YSH 11 Aug 2004]

INDEX 195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1.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precipitation, temperature and soil water balance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ffects the amount of surface and subsurface

water which determine the soil water balance. Also climate

change affects the annual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crease and decrease in precipitation, temperature and soil

water balance by green house effect changes the

groundwater and sub surface water flow. It also alters the‐
daily life style of a human and an animal along with the

cultivation of vegetables.[YSH 12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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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96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cological change (e.g. forest fire cycles)

Reference KAERI

Process Ecological change, such as a forest fire, not only alters

plants and animals but also change the transfer rates and

mechanisms of a radionuclide.[YSH 2000 &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cological change (e.g. forest fire cycles) alters the mass

transfer rates among compartments in the biosphere.[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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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97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5.2.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ermafrost

Reference KAERI

Process There are lot if evidences that Sweden has gone through

several cycle of permafrost during the quaternary period

(last 2 million years) At present, in the Spitzberg area, the

permafrost depth is 450 m, and in Siberia, depth exceeding

1500 m have been reported. Although these latter examples

are possibly permafrost of older ages than last ice age. With

today’s present knowledge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exclude a deep permafrost situation in Swede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consider the potential of permafrost at

repository depth as well as in the surface. As a gross

generalization it is assumed that the limit of permafrost

shows a strong relationship to the mean annual air

temperature isotherm of 1 to 2 degrees C. The depth of frost

penetration is affected by the topography and the thickness

of snow cover. The geothermal gradient is in general in

Sweden today in crystalline rock about 3 degrees C per 100

m with some local variations. This is also a controlling

factor, the lower limit to permafrost approaches an

equilibrium depth, at high the temperature increase due to

earth heat just offsets the amount by which the freezing

point exceeds the mean surface temperatur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Possible potential effects of permafrost are for instance

fracturing or opening of fractures because of water freezing;

compression if backfill and opening of voids at melting;

increasing water flow in the temperature gradient and

potential rapid flow paths; accumulation (concentration) of

gas and a radionuclide below the lower surface of the

permafrost frozen rock mass giving rise to a pulse of a

radionuclide when melting occurs.

[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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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98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2.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cological response to climate, including glacial/interglacial

cycling (e. g. desert form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changes in ecology, e.g. vegetation, plant
and animal population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a
region. The ecology of an environment is linked to climate.
Ecological adaptation has allowed flora and fauna to survive
and exploit even the most hostile of environments. For
example, cacti have evolved to survive extreme heat and
desiccation of the desert environment, and certain plant
species complete their entire lifecycle over very short time
periods following rare rain events in the desert. Some tree
and plant species have evolved to survive natural events
such as forest fires, and may require them to complete their
lifecycl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cological response to climate, including glacial/interglacial
cycling (e.g. desert formation) changes the mass transfer
rates among compartments in the biosphere and the habits
of daily life and diet.[YSH 16 Aug 2004]

INDEX 199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2.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cological response to green house effect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changes in ecology, e.g. vegetation, plant

and animal populations, in response to green house effects in

a region. Ecological adaptation has allowed sub tropical‐
flora and fauna to prevail in Korea during that era and let

the existing flora and fauna survive and exploit under rather

hostile of environments. [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cological response to green house effects changes the mass

transfer rates among compartments in the biosphere and the

habits of daily life and diet.[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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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00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2.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ea level change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FEPs related to changes in sea level, which may occur as a

result of global (ecstatic) change and regional geological

change.The component of sea level change involving the‐
interchange of water between land ice and the sea is

referred to as ecstatic change. As ice sheets melt so the

ocean volume increases and sea levels rise. In the future the

sea level will change both up and down due to glaciations

and warmer periods (polar ice melting). How much, when

and in what direction is not well known. The terms

"transgression" and "regression" are directly coupled to this

phenomena but they also include the change in thickness and

distribution of sediments and changes of faces. It has been

estimated that during the last ice age the sea level of the

oceans dropped about 120 m. The exposed sea bottom

suffered extensive erosion especially close to the ice during

the inter glacial periods (warmer periods) due to a warm

period. Figures mentioned of the amount of sea level rise

varies, 80 m has been mentioned.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in sea level affects groundwater flow and

possibilities for saline groundwater intrusion. It also changes

the coastal biosphere.[YSH 2000 & 16 Aug 2004]

INDEX 201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2.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ea level change by green house effect

Reference KAERI

Process A sea level is increased during the period of green house
effects by the potential melting of glaciers.[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Uplift of in sea level affects groundwater flow and
possibilities for saline groundwater intrusion. It also changes
the coastal biosphere.[YSH 2000 &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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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02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5.2.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esert and un-satur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It seems hard to believe that the climate will change so

drastically even within a million year time scale. Perhaps 6.1

may be screened out on low probability.[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well (5.41) becomes more important. The probability of

very deep wells is large. Unsaturated flow needs special

models which are available but complicated to use. If the

rock becomes unsaturated most of the models and

assumptions both regarding the technical barriers and the

situation in the far field need to be altered.[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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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03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2.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laciations

Reference KAERI

Process During the past earth history there are many evidences for

repeated glaciations periods. Glacial and interglacial periods

have followed each other. Numerous hypotheses have been

put forward in order to account for the appearance of ice

ages in the geological past. It is however acknowledged as

stated by Bjelm(1989) that the ultimate causes of the

Pleistocene glacial and interglacial cycles are the

Milankovitch orbital forcing parameters. These involve the

three cycles of earth/sun geometry that controls the

distribution of solar radiation on earth, the tilt(obliquity) of

the earth's axis, the eccentricity of the earth's orbit around

the sun, and the precession of the equinoxes. These are

continuously ongoing processes. There are no reasons which

excluded that these processes will not happen also in the

future, though human included effects like the "greenhouse

effect" might have an impact on the rate and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next glaciation period. There are scientists

arguing that we already have left the "true" inter glacial‐
conditions behind us and that we have entered the glacial

part of such a cycle. Full glacial conditions may perhaps

according to them lie 40000 80000 years ahead of us or‐
even longer. Today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within

the next one million years Sweden will most probably be

affected by one or more new glaciation period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laciation affects the water table level and the flow velocity.

It also affects the diet, living patterns and an animals &

plants, etc.[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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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04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2.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No ice age

Reference KAERI

Process This is a variation of ice age (not a specific feature, event

or process on the merged list). However, no ice age puts

special demands on how to treat the biosphere not to be

confused with the base case scenario which assumes a

steady biospher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No advent of ice age allows the presence of the present

climate except short periods of green house effects.[YSH 16

Aug 2004]

INDEX 205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2.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reenhouse induced ecological effects (including food

production)

Reference KAERI

Process The green house effect changes the weather pattern of

Korea from the temperate one to sub tropical one so that

the some of vegetables and plants adapted for cooler climate

are expected to be diminished. Also it changes the

precipitation cycle.[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reenhouse induced ecological effects (including food

production) changes the food chain and the groundwater flow

patterns.[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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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06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3.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apillary rise in soil

Reference KAERI

Process Capillary rise in soil might happen in the so called

catchment layer, the layer near to the groundwater surface.

However due to the strong sorption of soil layers, even

though the unexpected capillary rise occurs its velocity to

transport contaminants up to ground surfaces might be slow.

This phenomena can be modeled in the form of biosphere

assessment if a potential pathways are identifi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apillary rise is one of the mechanisms to transport a

radionuclide in unsaturated regions.[YSH 11 Aug 2004]

INDEX 207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3.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capillary rise in soil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apillary rise in soil by climate change occurs depending on

the amount of water available nearby.[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When capillary rise changes it alters the speed of

radionuclide migration in unsaturated media. If ample water

invades, then the unsaturated region is transformed to the

saturated one so that there will be no more capillary

issue.[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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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08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3.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oil properties (type, depth, pore water pH, moisture,

sorption)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ils and sediments

and their evolution. Different soil and sediment types, e.g.

characterized by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organic‐
content, will have different properties with respect to

erosion/deposition and contaminant sorption etc.[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oil properties affect the chemical conditions of pore water

which in turn determines the transport of a

radionuclide.[YSH 11 Aug 2004]

INDEX 209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3.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soil properties by climate change

Reference

Process Soil properties such as mineral contents, pH, etc. are affected

by surface and sub surface water which is determined by‐
climate.[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Influence Change in soil properties affect the chemical conditions of

pore water which in turn determines the transport of a

radionuclide.[YSH 12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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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10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3.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rosion

Reference KAERI

Process Erosion and weathering are processes which lead to the

denudation of the land surface and a reduction in

topography. In Sweden, the most significant erosion events

are associated with glaciation and these potentially may be

of significance to repository safety. Erosion and weathering

may cause modifications to the groundwater flow system.

According to the current measure in Korea the maximum

erosion during the next million year is limited to 200 meter,

which is close to that in Sweden. More study is

recommended to predict the long term erosion rate.[GEN 29‐
1 April 2004 & 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impact of erosion and weathering on the repository at

depth will be minimal.At the surface, erosion and weathering

will cause changes to the recharge and discharge zones for

the groundwater flow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osphere, The most rapid erosion rates will be due to the

processes that occur at the fringes of ice sheets.[GEN 29 1‐
April 2004]

INDEX 211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3.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erosion

Reference KAERI

Process Erosion rate fluctuates depending on weather conditions,

specific location and long and short term geologic

events.[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erosion affects the patterns in recharge and

discharge. It also affect the mass transfer rates between

specific biosphere compartments.[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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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12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5.3.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edimentation in water bodies

Reference KAERI

Process Suspended particles form a new sedimentary layer or attach

to a existing layer. A radionuclide adsorbed on suspended

particles then attach to sedimentary layer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affects the radionuclide transport in a sea, a river, an

agricultural land, etc.[YSH 29 March 2004]

INDEX 213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3.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igenesis

Reference KAERI

Process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that takes place

in sediments or sedimentary rock after formation but before

eventual metamorphism or weathering.[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affects the chemistry of sediments.[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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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14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3.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digenesis by volcano

Reference KAERI

Process Volcano alters the chemical compounds of minerals in the

rock which affects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that takes place in sediments or sedimentary rock

after formation but before eventual metamorphism or

weathering.[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digenesis by volcano affects the chemistry of

sediments.[YSH 16 Aug 2004]

INDEX 215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3.1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digenesis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ffects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which in

turn affects the chemical compounds of minerals in the rock

which affects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that

takes place in sediments or sedimentary rock after formation

but before eventual metamorphism or weathering.[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digenesis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affects the

chemistry of sediments.[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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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16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3.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ccumulation in sediments

Reference KAERI

Process Sedimentation processes accumulate sediments at the bottom

of a river and a sea.[YSH 09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ccumulation in sediments increases the depth of a sediment

layer.[YSH 16 Aug 2004]

INDEX 217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3.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ediment re-suspension

Reference KAERI

Process It re-suspension contaminated sediments due to flowing

water.[YSH 2000 &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ediment re-suspension affect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in suspended particles.[YSH 16 Aug 2004]

INDEX 218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3.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Wet deposition

Reference KAERI

Process Deposition of material on a surface as a result of

washout.[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Wet deposition determine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on

the surface.[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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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19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3.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vapo transpir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Transfer water from the soil to the atmosphere by
evaporation from the soil and transpiration in plants.
[YSH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rate of Evapo transpiration determines the amount of
water contents contaminated by radionuclide in the air.[YSH
16 Aug 2004]

INDEX 220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3.1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nhancement of evapo transpiration by green house effect

Reference KAERI

Process Green house effects result in hotter temperature which
enhances the rate of evaporation from water to the air.[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enhancement of evapo transpiration by green house
effect increases the amount of water contents contaminated
by radionuclide in the air.[YSH 16 Aug 2004]

INDEX 221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3.1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evapo transpiration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results in hotter or colder temperature which
alters the rate of evaporation from water to the air.[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evapo transpiration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amount of water contents contaminated by radionuclide in
the air.[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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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22

Final Update 17 Aug 2004

FEP Number 5.3.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oil fertiliz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Fertilization to soil occurs by residents to cultivate crops and

plants.[YSH 17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Fertilization with contaminated crop residues, ashes, green

manure or cattle manure adds activity to the soil.[YSH 2000]

INDEX 223

Final Update 17 Aug 2004

FEP Number 5.3.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redging of sediments for soil

Reference KAERI

Process Human actions may cause significant movements of soil

materials: dredging of sediments from lakes, rivers and

placement on soil.[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redging of sediments for soil transports a radionuclide from

water environment to soil ones.[YSH 17 Aug 2004]

INDEX 224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5.4.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roundwater discharge (to surface water, springs, and wells)

Reference KAERI

Process Water which fails to penetrate into the subsoil and flows

along the surface of the ground, eventually entering a

surface drainage system.[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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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25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4.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groundwater discharge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ffect the rates of surface and sub surface‐
water penetrating into deep groundwater so that the

discharge rate is also affected. The change in the water

table level by climate change also affects the groundwater

discharge.[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water discharge affects the pathways of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 and the location of a

potential biosphere.[YSH 12 Aug 2004]

INDEX 226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4.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groundwater discharge by greenhouse effect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by green house effects increases the rates of

surface and sub surface water penetrating into deep‐
groundwater so that the discharge rate is also affected. The

change in the water table level by climate change also

affects the groundwater discharge.[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water discharge affects the pathways of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 and the location of a

potential biosphere.[YSH 12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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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27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4.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groundwater discharge by industrial well

Reference KAERI

Process Operation of industrial wells affects the sub surface and‐
deep groundwater so that the discharge rate is also affected.

The change in the water table level by the operation also

affects the groundwater discharge.[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water discharge by industrial wells affects the

pathways of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 and the location

of a potential biosphere.[YSH 12 Aug 2004]

INDEX 228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groundwater discharge by seism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New and activated faults by seismic events change the

groundwater pathways. Therefore the rate and the location

of discharge is changed.[YSH 12Aug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water discharge by seismic events affects the

pathways of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 and the location

of a potential biosphere.[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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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29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groundwater discharge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Stress redistribution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open a

new pathway of groundwater and close an old one.

Therefore the rate and the location of discharge is

changed.[YSH 12Aug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water discharge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affect the pathways of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 and

the location of a potential biosphere.[YSH 16 Aug 2004]

INDEX 230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groundwater discharge by volcano

Reference KAERI

Process New and activated faults by volcano change the groundwater

pathways. Therefore the rate and the location of discharge is

changed.[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water discharge by volcano affects the pathways

of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 and the location of a

potential biosphere.[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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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31

Final Update 13 Dec 2005

FEP Number 5.4.1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groundwater discharge by criticality accident

Reference KAERI

Process New faults by criticality accidents open up the groundwater
pathways. Therefore the rate and the location of discharge is
changed.[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water discharge by criticality events induces the
new pathways of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 and the
location of a potential biosphere.
[YSH 13 Dec 2005]

INDEX 232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Flooding

Reference KAERI

Process Flooding transports and redistributes a radionuclid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Flooding accelerates the amount and the velocity of surface
and sub surface water and a radionuclide.[YSH 16 Aug‐
2004]

INDEX 233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1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crease in flooding by green house effect

Reference KAERI

Process Green house effects result in more precipitation to cause
potential flooding.[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crease in flooding accelerates the amount and the velocity
of surface and sub surface water and a radionuclide.[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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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34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1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flooding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results in change of precipitation to cause

potential flooding or drought.[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flooding affects the amount and the velocity of

surface and sub surface water and a radionuclide.[YSH 16‐
Aug 2004]

INDEX 235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urface water bodies

Reference KAERI

Process The speeds of run off water and other surface water bodies‐
are fast to enhance radionuclide transport. The compartment

model from the conservative point of view should include the

possibility of potential run off from discharged points to

biosphere where people, grass and cattle reside in.[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urface water bodies enhance the migration of water and a

radionuclide.[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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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36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1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crease in surface water bodies by green house effect

Reference KAERI

Process Green house effects result in more precipitation to cause

more surface water.[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urface water bodies enhance the migration of water and a

radionuclide.[YSH 16 Aug 2004]

INDEX 237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2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surface water body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results in less or more precipitation to cause

uncertainties in the amount of surface water.[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surface water body by climate change enhances

the migration of water and a radionuclide.[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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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38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errestrial water use (including well)

Reference KAERI

Process Water use forms a direct pathway for radionuclide to human

beings. Local residents use water from potable wells for

daily drinking, bathing, cleaning, feeding animals, cultivating

grains and other green plants and leisure activities. To

analyze how residents use terrestrial water is very important

in PA.[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errestrial water use (including well) determines the

biosphere compartments and the mass transfer rates among

them.[YSH 16 Aug 2004]

INDEX 239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2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terrestrial water use by industrial well

Reference KAERI

Process Introduction of industrial wells change the amount and the

direction of sub surface water flow.[YSH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terrestrial water use by industrial well affects the

pattern of water consumption by a human, an animal, and a

plant so that the rates of mass transfer among

compartments and the amount of radio elements to be‐
delivered to living species are changed.[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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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40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2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terrestrial water use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such as green house effects and advent of

glaciation changes the amount of terrestrial water.[YSH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terrestrial water use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pattern of water consumption by a human, an animal, and a

plant so that the rates of mass transfer among

compartments and the amount of radio elements to be‐
delivered to living species are changed.[YSH 16 Aug 2004]

INDEX 241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iver flow and lake level changes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errestrial surface water

bodies and their evolution. Streams, rivers and lakes often

act as boundaries on the hydro-geological system. They

usually represent a significant source of dilution for materials

(including) a radionuclide entering these systems, but in hot

dry environments, where evaporation dominates,

concentration is possible. [YSH 2000 &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iver flow and lake level changes affects the water table

level, the amount and the velocity of surface and sub‐
surface water, the discharge points, etc.[YSH 16 Aug 2004]



- 196 -

INDEX 242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2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iver flow and lake level changes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River flow and lake level is determined by surface, sub‐
surface, and deep groundwater. When climate change occurs

the amount and the flow direction of these water systems

change.[YSH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iver flow and lake level changes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water table level, the amount and the velocity of surface

and sub surface water, the discharge points, etc.[YSH 16‐
Aug 2004]

INDEX 243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Human induced changes in surface hydrology

Reference KAERI

Process It may alter groundwater, sub surface and surface water‐
flow. Most of these changes may be covered within a

general uncertainty of groundwater recharge/discharge.[YSH

2000 &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Human induced changes in surface hydrology affects the

water table level, the amount and the velocity of surface and

sub surface water, the discharge points, etc.[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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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44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2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Human induced changes in surface hydrology by industrial

well

Reference KAERI

Process Introduction of industrial wells change the amount and the

direction of surface water flow.[YSH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terrestrial water use by industrial well affects the

pattern of water consumption by a human, an animal, and a

plant so that the rates of mass transfer among

compartments and the amount of radio elements to be‐
delivered to living species are changed.[YSH 16 Aug 2004]

INDEX 378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5.4.2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urface water chemistry

Reference SKI TR 02:35

Process Surface waters are the rivers, lakes, ponds etc. that cover

part of the continental land masses. These water bodies can

act as recharge zones for groundwater and, as such, can be

a control on the far field groundwater chemistry.[GEN 37‐ ‐
1 April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surface water chemistry will affect directly the

chemistry of the recharge and is a primary control on the

chemistry of the far field water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chemically distinct surface waters may

penetrate to depth in the rock where they can mix with the

ambient groundwater changing the far field groundwater‐
chemistry. If this occurs, the surface water chemistry may

affect radionuclide transport and retardation processes in the

far field rock. [GEN 37 1 April 2004]SKI TR 0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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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45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ltered surface water chemistry by humans

Reference KAERI

Process The industry pollution could give rise to considerable change

in surface water chemistry by acidic rain, increased

atmosphere carbon dioxide content, complexing agents in the

surface waters etc. The risk of such a scenario will probably

be negligible, provided the bedrock groundwater flow is

undisturbed, i.e. the groundwater transport time is long and

the bedrock buffering capacity can be taken credit for. The

scenario should however be kept on the list, although only

combined with scenarios, containing groundwater flow to the

repository through unsealed boreholes or shafts. This

combination could probably be out screened at a later

stag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ltered surface water chemistry by humans creates

unexpected precipitation, suspension, sorption of a

radionuclide.[YSH 16 Aug 2004]

INDEX 246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iver meandering

Reference KAERI

Process There are examples in Sweden where major rivers have
changed their position permanently and naturally, e.g.
Klaralven. This process is in the more extreme cases
connected to glaciation periods, but there are example in
historic time where the position is changed through pure
river meandering. In the local scale it is an natural process
for an old river to meander and change its position. The
effect on the hydrology is local and mainly near surface and
may to a certain degree be predicted(topography). In the
future a possible source for change of river flow might be
human induced.[YSH 2000 &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iver meandering affects the rate of sedimentation and flow
direction.[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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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47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2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Long term river meandering

Reference KAERI

Process River meandering is a geologic process which affects the

movement of water and soils. It also affect the location and

the area of land for farming and living.[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Long term river meandering affects the rate of sedimentation

and flow direction.[YSH 16 Aug 2004]

INDEX 248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4.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rtificial mixing of lakes

Reference KAERI

Process Artificial mixing of lakes happens by human actions.

[YSH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rtificial mixing of lakes results in re-suspension of

sediments and the change of flow patterns of lake

water.[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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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49

Final Update 2000 Existing FEP

FEP Number 5.5.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astal waters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coasts and the near

shore, and their evolution. Coastal features include headlands,

bays, beaches, spits, cliffs and estuaries.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processes operating on these features, e.g. active

erosion, deposition, alongshore transport, determine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and may represent a significant

mechanism for dilution or accumulation of materials

(including a radionuclide) entering the system.[YSH 2000]

INDEX 250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5.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Ocean waters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seas and oceans,

including the seabed, and their evolution. Marine features

include oceans, ocean trenches, shallow seas, and inland seas.

Processes operating on these features such as erosion,

deposition, thermal stratification and salinity gradients,

determine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and may represent

a significant mechanism for dilution or accumulation of

materials (including a radionuclide) entering the system.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Ocean water affects the living species in a marine biosphere

and the mass transfer in it.[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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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79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5.5.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arth tide

Reference KAERI

Process Earth tides are small pressure variations in the groundwater

flow system caused by changes to the gravitational field due

to the relative movements of the Earth, the Sun and the

Moon. Earth tides may have an influence on the transport

and retardation of a radionuclide in the far field.[GEN 12 1‐ ‐
April 2004]SKI TR 02:35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arth tides may influence the transport and retardation of a

radionuclide by either enhancing the matrix diffusion process

or enhancing flow through fractures. Although the effect is

real, it is not clear if it is a significant control on

radionuclide transport in the far field.[GEN 12 1 April‐ ‐
2004]SKI TR 02:35

INDEX 251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5.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roundwater discharge to marine waters including coastal

areas

Reference KAERI

Process Pathways of groundwater in many cases are connected to

directly marine or to coastal area. Then the marine biosphere

is set up by this connection and the potential contamination

by marine activities and marine food consumption directly

affects the dose to human being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roundwater discharge to marine waters including coastal

areas induces the radionuclide migration into a marine

environment.[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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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52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5.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stuaries

Reference KAERI

Process Estuaries are affected by potential contamination in marine

environment. In high tide it is flooded by sea water so that

its own biological inhabitants are affected by a radionuclide

in sea water. And sea spray and marine activities such as

fishing, marine sports in the estuary affects the human

being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existence of estuaries affects radionuclide migration.

Inside estuaries mass transfer occurs mainly in the

sediments.[YSH 16 Aug 2004]

INDEX 253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5.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estuaries by long term geologic events

Reference KAERI

Process Continuous migration of soil by water and erosion of

estuaries changes the estuaries.[YSH 11Aug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estuaries by long term geological events affects

radionuclide migration. Inside estuaries mass transfer occurs

mainly in the sediments.[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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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54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6.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on emission

Reference KAERI

Process Radon emission affects the safety during the operational

period. Excavation shall release the once trapped Radon gas

in rock. IAEA become more strict on the underground

working conditions and related standards are known to be

amended soon. When developing the Korean Reference

Disposal System the restriction by the Radon inhalation

should be considered.

[YSH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adon emission affects a human by inhalation.[YSH 16 Aug

2004]

INDEX 255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6.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as discharge

Reference KAERI

Process C14 and the radon gas is released into a biospher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as discharge delivers r radionuclide to a human by

inhalation. Also a radionuclide discharged in the form of a

gas migrates in the biosphere and eventually is consumed by

living species.[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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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56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7.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ritical group

Reference KAERI

Process Group of reference residents to estimate dose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ritical group owns the special habits of life styles and diet

which affect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to the

group.[YSH 16 Aug 2004]

INDEX 257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7.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gestion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treatment of foodstuffs and water between

raw origin and consumption.Once a crop is harvested or an

animal slaughtered it may be subject to a variety of storage,

processing and preparation activities prior to human or

livestock consumption. These may change the radionuclide

distribution and/or content of the product. For example,

radioactive decay during storage, chemical processing,

washing losses and cooking losses during food preparation.

Water sources may be treated prior to human or livestock

consumption, e.g. chemical treatment and/or filtration.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gestion determine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included in

the food, air and water. It damages the internal organs of a

human body.[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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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58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5.7.1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ingestion patterns by green house effect

Reference KAERI

Process Green house effect alters the present day diet pattern to that

of the sub tropical climate.[YSH 29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ingestion patterns by green house effect affects

the annual individual dose.[YSH 1 April 2004]

INDEX 259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5.7.1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ingestion patterns by long term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Green house effect alters the present day diet pattern to that

of the boreal climate.[YSH 29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ingestion patterns by green house effect affects

the annual individual dose.[YSH 1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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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60

Final Update 26 March 2004

FEP Number 5.7.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hal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Once a crop is harvested or an animal slaughtered it may be

subject to a variety of storage, processing and preparation

activities prior to human or livestock consumption. These

may change the radionuclide distribution and/or content of

the product. For example, radioactive decay during storage,

chemical processing, washing losses and cooking losses

during food preparation. [YSH 26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halation of contaminated air with a radionuclide might have

a chance to cause a fatal cancer.[YSH 1 April 2004]

INDEX 261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5.7.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xternal exposure

Reference KAERI

Process Human being can be externally exposed by the radioactive

substances through outdoor activities such as fishing,

farming, leisure activities, gardening, etc.[YSH 29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xternal exposure affects the annual individual dose.[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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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62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5.7.1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external exposure patterns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hange of external exposure patterns by climate change

happens by the change of daily life pattern. One would stay

in a building if it becomes too hot and cold. In this case the

beach activity, farming, gardening and other activities will

change.[YSH 29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external exposure patterns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annual individual dose[YSH 29 March 2004]

INDEX 263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5.7.2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external exposure patterns by green 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Change of external exposure patterns by green house effects

happens by the change of daily life pattern. One would stay

in a building if it becomes too hot and cold. In this case the

beach activity, farming, gardening and other activities will

change.[YSH 29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external exposure patterns by green house effects

affects the annual individual dose[YSH 29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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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64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5.7.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recipitation (meteoric), Wind

Reference KAERI

Process Water that falls to the surface from the atmosphere as rain,

snow, hail, or sleet. It is measured as a liquid water‐
equivalent regardless of the form in which it fell.[YSH 2002]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Precipitation affects the recharge of the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flow, which in turn affects the radionuclide

migration.[YSH 29 March 2004]

INDEX 265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5.7.2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precipitation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Green house effect and glaciation changes the current

precipitation pattern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affects the ground and surface groundwater flow. [YSH 29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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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66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5.7.2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crease in precipitation by green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Greenhouse effects changes the climate pattern to subtropical

one which gives more annual precipitation.[YSH 29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crease in precipitation by greenhouse effects elevates the

water table and potentially increases the groundwater flow

velocity.[YSH 29 March 2004]

INDEX 267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5.7.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howers and humidifiers

Reference KAERI

Process Showers and humidifies redistributes radionuclides and

induces inhalation and contacts a radionuclide. [YSH 2002]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affects the radionuclide transport in a sea, a river, an

agricultural land, etc.[YSH 29 March 2004]

INDEX 268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7.2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showers and humidifiers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ffects the frequencies and amount of

showers and humidifiers.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showers and humidifiers by climate change

increases uncertainties on the radionuclide transport in a sea,

a river, an agricultural land, etc.[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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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69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7.2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showers and humidifiers by green 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by green house effects increases the

frequencies and amount of showers and humidifiers.[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showers and humidifiers by green house effects

increases the rate of the radionuclide transport between air

and a sea, a river, an agricultural land, etc.[YSH 12 Aug

2004]

INDEX 270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7.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uspension in air, Deposition (wet and dry)

Reference KAERI

Process The constructive accumulation, through mechanical or

chemical processes, of material, normally into parallel layers

happens in the air.[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Wet and dry suspension and deposition in the air increase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in the air so that the potential

mass transfer rate between the air and other compartments

in the biosphere may increase.[YSH 12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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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71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7.2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suspension in air, deposition(wet and dry)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lters the amount of water in the air. When

the amount of water contents in the air changes, the rate of

wet suspension is effected. When the climate change alters

the patterns of winds, it affects the wet and dry deposition

also.[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suspension in air, deposition(wet and dry)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transferred from the air to other compartments in the

biosphere.[YSH 12 Aug 2004]

INDEX 272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7.2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suspension in air, deposition(wet and dry) by

green 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by greenhouse may increase the amount of

water in the air. When the amount of water contents in the

air increases, the rate of wet suspension may be increased

too. When the climate change by green house effects alters

the patterns of winds, it affects the wet and dry deposition

also.[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suspension in air, deposition(wet and dry) by

green house effects affect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transferred from the air to other compartments in the

biosphere.[YSH 12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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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73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7.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ssessment endpoints

Reference KAERI

Process The result of assessment, expressed as a calculated

radiological impact or in other terms.The structure of a

model will tend to reflect the results that it is designed to

evaluate. These, in turn, will largely depend on the criteria

(regulatory or otherwise) that are adopted to judge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disposal system for a particular

site, of which the biosphere is a part.[YSH 2001]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ssessment endpoints are the final products of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YSH 29 March 2003 & 16 Aug

2004]



- 213 -

INDEX 274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7.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nnual individual dos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radiation dose to a person, incurred over a year.The

exposed individual must be defined. Inevitably, in waste

disposal assessments, calculations of radiological exposure

need to be based on the adoption of a hypothetical

"representative" individual (typically considered to be a

member of a critical group), designed to demonstrate that

adequate radiation protection is afforded to future

populations. A discussion of the consideration involved in

the identification and definition of critical groups is presented

in Appendix A3 of the report. The "annual" dose must also

be clearly defined as that due to exposure in a 12 month‐
period or (as is more usually the case) the committed dose

from exposure in the same period. Is the annual dose

intended to be representative of the lifetime average

exposure for a particular individual or the maximum dose in

any single year? Apart from consideration of the age at

exposure, this choice also affects how the effects on

exposure of "once in a lifetime" events (floods, major

earthworks etc) are addressed in the overall process system

model. For example, it could be considered inconsistent to

evaluate exposures for different age groups (ie, implicit

maximum annual dose) if parameter values in the system

model are selected so as to represent the long term‐
cumulative effects on radionuclide transport and accumulation

in environmental media.[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nnual individual dose is one of the assessment

endpoints.[YSH 29 March 2003 &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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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75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7.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nnual individual risk

Reference KAERI

Process The radiological risk to a person, averaged over a

year.Annual risk should be defined worth respect to the

consequence of interest (risk of fatality, risk of cancer, risk

of health " detriment" (cf. ICRP 60) etc.) and is normally

taken to correspond to the committed risk from a given

annual dose (i.e. rather than the actual risk of death in a

particular year). Some considerations associated with the

definition of annual individual dose are discussed under the

comments for that FEP. Risk considerations also raise the

more general question of the treatment of uncertainty in

biosphere assessment calculations. For example, to what

extent should uncertainty in the definition of the individual

"at risk" from exposure (due to their location, habits, etc.) be

reflected in the calculation of risk, given that the definition

of the critical group itself is necessarily based on

hypothesis? the aggregation of potential contribution to risk

at any given time from different potential exposure scenarios

(e.g. human intrusion, use of wells, etc.) also presents

potential difficulties in terms of the intention to calculate

individual risk; it is unlikely that a particular individual in

the future would actually be exposed to risks from a variety

of different exposure sources. Again, the desire to evaluate a

particular endpoin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verall format of the assessment calculation.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nnual individual risk is one of the assessment

endpoints.[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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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76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7.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Lifetime individual dos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radiation dose to a person, accumulated over their
lifetime.This endpoint potentially presents fewer difficulties
than the evaluation of an annual dose, since it inevitably
involves averaging over the year on year variability in‐ ‐
factors controlling environmental concentrations of a
radionuclide. There may, however, be modeling problems
associated with identifying appropriate parameter values to
characterize the long term average effects of processes‐
occurring at variable rates. Furthermore, the prospect of
permanent inhabitation of a small area (the region most
contaminates by the release from the repository) by a single
group of individuals for their whole lifetime might, by
comparison with present-day behavior, be considered
extrem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Life time individual dose is one of the assessment
endpoints.[YSH 16 Aug 2004]

INDEX 277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7.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Lifetime individual risk

Reference KAERI

Process The radiological risk to a person, accumulated over their
lifetime.Calculation of lifetime individual risk is not
necessarily as simple as multiplying the lifetime annual dose
by the standard dose to risk conversion factor. A given‐ ‐
exposure incurred in the early years of life may be the same
(in terms of equivalent dose) as one incurred much later, but
the associated risk may be very different both as a result of
the latency of cancer induction risk and the importance of
relative risk factors. Risk criteria are typically expressed in
terms of annualized rather than lifetime risk for ease of
comparison with other risks from human activity and hence
to establish levels of tolerability.[YSH 2001]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Life time individual risk is one of the assessment
endpoints.[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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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78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7.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llective dos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radiation dose integrated over an exposed population.The

calculation of collective dose is critically related to the

assumed size of the exposed population and the timescale

over which integration is carried out, which should be

defined as part of the basis of the calculation. ICRP

recognize the "truncation" of collective dose calculation to

address defined integration times, which can be very

important for the very long timescales associated with, say,

the deep disposal of long lived radioactive waste. The‐
population size of interest may vary from the critical group

(a few to a few tens of people) to the world population (for

globally dispersed a radionuclide such as C 14, I 129).‐ ‐
Models geared towards the evaluation of collective dose for

large population will typically be very different from those

aimed at determining the impact of releases on critical

groups.[YSH 2001]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ollective dose is one of the assessment endpoints.[YSH 16

Aug 2004]



- 217 -

INDEX 279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7.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llective risk

Reference KAERI

Process The radiological risk integrated over an exposed

population.Collective doses (expressed in person Sv)are‐
sometimes multiplied by a dose to risk factor in order to‐ ‐
determine the expected number of health effects (depending

on which risk factor is used) in the exposed population.

Because radiation doses to the most exposed group will

typically be very low for an acceptable disposal facility (<1

mSv per year), the calculation of collective dose to a large

population will generally involve integration over much

smaller individual dose levels. The validity of inferences

drawn from applying linear dose to risk factors to‐ ‐
populations incurring very low levels of exposure is

questionable.[YSH 2001]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ollective risk is one of the assessment endpoints.[YSH 16

Aug 2004]

INDEX 280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7.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dionuclide metabolism

Reference KAERI

Process The processes occurring within an organism by which a

radionuclide is transported and accumulated through different

organs or transported and liberated from the organism.The

internal processes in the organisms will depend upon the

organism and the radionuclid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adionuclide metabolism in a human body determines the

impact of a radionuclide adsorbed to specific organs such as

blood.[YSH 12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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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81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7.1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ermal absorption

Reference KAERI

Process It means absorption of contaminated substances through the

skin.[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ermal absorption is one of the mechanisms for the external

exposure. [YSH 12 Aug 2004]

INDEX 282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8.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eneral human society

Reference KAERI

Proces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human societal context for the

biosphere assessment.A self consistent description of human‐
society should be adopted in relation to climate, landscape,

ecology, the degree of development, etc. An appropriate

means for doing this is the identification of reference

community structures in analogue environments. The

principal features of human society in relation to biosphere

assessment concern the assumption made regarding human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habits leading to

exposure, that are considered under events and

processe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 description on a general human society is the key to

construct the biosphere compartments and conceptual

development of mass transfer among them.[YSH 11 Aug

2004]



- 219 -

INDEX 283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8.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human society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Human societ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During the last glaciation period, old Koreans lived in a cave

and killed animals to get food. No signification agricultural

activities were performed during the glaciation.[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human society by climate change significantly

affect all compartments in a biosphere and corresponding

mass transfer coefficient.[YSH 11 Aug 2004]

INDEX 284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8.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iet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the consumption rates of different products.Specific

habits of the population results in a site specific diet.[YSH

2000 &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 human and an animal diet pattern determine the daily

consumption rate of food, air, and water in the biosphere. It

ultimately determines the annual individual dose rate.[YSH

12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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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85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8.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diet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Due to the climate change a human diet pattern in Korea

alters significantly.[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diet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amount of

foods and water a human and an animal consume in the

biosphere.[YSH 12 Aug 2004]

INDEX 286

Final Update 12 Aug 2004

FEP Number 5.8.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diet by green 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Due to the climate change by green house effects a human

diet pattern in Korea changes from that in the temperate

climate to that in sub tropical one.[YSH 12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in diet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amount of

foods and water a human and an animal consume in the

biosphere.[YSH 12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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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87

Final Update 17 Aug 2004

FEP Number 5.8.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Habit

Reference KAERI

Process A human and an animal have a habit in a life style. For

example, some people in a coastal area might be accustomed

to go for a stroll to the beach. Also, some people eat special

foods only.[YSH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Habits determines the amount of radioactivity that a human

and an animal received from daily life. [YSH 17 Aug 2004]

INDEX 288

Final Update 17 Aug 2004

FEP Number 5.8.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habit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ffects the habits. For example, when the

temperature becomes cold people tend to stop some regular

outdoor activities.[YSH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limate change affects the habits which determines the

amount of radioactivity that a human and an animal received

from daily life. [YSH 17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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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89

Final Update 17 Aug 2004

FEP Number 5.8.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habit by green 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by green house effects affects the habits.

For example, when the temperature becomes hot, people tend

to go swimming more often.[YSH 16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limate change by green house effects affects the habits

which determines the amount of radioactivity that a human

and an animal received from daily life.For example people

tends to enjoy more outdoor activities such as swimming

under hotter climate. [YSH 17 Aug 2004]

INDEX 290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9.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oot uptake

Reference KAERI

Process Uptake of a radionuclide by absorption and biological

processes of plant roots from soil solution and soil

particle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rate of root uptake determines the mass transfer rate

from a soil to a plant.[YSH 16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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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91

Final Update 16 Aug 2004

FEP Number 5.9.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the rate of root uptake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rate of root uptake would be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If the cold weather advents there would be smaller

amount of moisture available for root uptake. On the

contrary, if more precipitation occurs by the warmer

weather, more moisture will be available.[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change in root uptake affects the mass transfer rate

from a soil to a plant.[YSH 16 Aug 2004]

INDEX 292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5.9.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rops

Reference KAERI

Process Crops and other vegetation present in the environment. They

absorb a radionuclide and transfer them humans and animals

when consumed.[YSH 2000 &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 radionuclide transfers from water, soil, atmosphere, etc. to

humans and animals via crops and vegetables.[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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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93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9.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crops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variety of crops would be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If the cold weather advents for example lye would
be cultivated better but rice might not be so.[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crops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food chain for
a human and an animal.[YSH 11 Aug 2004]

INDEX 294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9.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crops by green 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The variety of crops would be affected by the climate

change. During the green house period, rice would be

cultivated easily.[YSH 11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crops by green house affects the food chain for a

human and an animal.[YSH 11 Aug 2004]

INDEX 295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0.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Bioturb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The redistribution and mixing of soil or sediments by the

activities of plants and burrowing animal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Bioturbation transfers a radionuclide among soil layers.[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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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96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0.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take by animal

Reference KAERI

Process Animals intake a radionuclide by ingestions of foods and

drinking contaminated water. Also by inhalation animals

intake them.[YSH 2000 &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take by animal causes internal exposure which eventually

induces the fatal disease. Also exposed animals can be

consumed by a human.[YSH 11 Aug 2004]

INDEX 297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0.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intake by animal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s the life cycles and foods of animals.[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intake by animal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degree of exposure to radiation.[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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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298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0.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Livestock and fauna

Reference KAERI

Process Livestock and fauna are the recipients of contaminated
species in a biosphere. Also when consumed they transfer a
radionuclide to humans and other living species.[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 human and an animal consume livestock and faunas,
which ultimately creates the radiation damage.[YSH 11 Aug
2004]

INDEX 299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0.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livestock and fauna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affects the livestock and fauna which

requires water and nutrition for survival.[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livestock and fauna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consumption of livestock and faunas.[YSH 11 Aug 2004]

INDEX 300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0.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ternal transfer within animal

Reference KAERI

Process The transfer of material from animal feed to tissues which

may be consumed by other biota and human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ternal transfer is a mechanism to transfer absorbed dose to

a fatal decease.

[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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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01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Snow

Reference KAERI

Process Snowfall.[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Snowfall transfer any contaminated species in the air to a

soil, surface water, plants and animals.[YSH 11 Aug 2004]

INDEX 302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1.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snow pattern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frequency of the snow by climate change would be

varied. Also, the amount of snow per one occasion might be

altered.[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snow pattern by climate change affects the life

cycle of vegetables and animals in a winter season. It also

affects the amount of sub surface water.[YSH 11 Aug 2004]‐



- 228 -

INDEX 303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5.11.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snow patterns by green 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The frequency of the snow by green house effect would be

diminished. But the amount of snow per one occasion might

be increased.[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snow patterns by green house effects affects the

life cycle of vegetables and animals in a winter season. It

also decreases the amount of sub surface water.[YSH 11‐
Aug 2004]

INDEX 304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5.1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ainfall

Reference KAERI

Process Precipitation as rain from the atmosphere to the

surfac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ainfall affects the recharge and discharge of groundwater.

It is also a key factor in radionuclide transfer in sub‐
surface areas.[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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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05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5.11.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rainfall pattern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rainfall pattern is affected by the occurrence of the

green house effect and the advent of the glaciation.[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change in the rainfall affects the recharge and discharge

of groundwater. It is also a key factor in radionuclide

transfer in sub surface areas.[YSH 10 Aug 2004]‐

INDEX 306

Final Update YSH 10 Aug 2004

FEP Number 5.11.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rainfall patterns by green 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During the period of the green house effect, more

precipitation is expected.[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More precipitation by green house effect affects the recharge

of groundwater in a repository and the change of mass

transfer coefficients in a biosphere.[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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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07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5.1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vapor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Emission of water vapor from a free surface at a

temperature below the boiling point.[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vaporation is one of the transfer mechanisms from one

compartment such as a land, a river, a sea, etc. to the air to

migrate a radionuclide.[YSH 10 Aug 2004]

INDEX 308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5.11.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evaporation pattern by climate change

Reference KAERI

Process Climate change such as green house effect and glaciation

alters the rate of evaporation. During glaciation it would be

decreased. However, during the period of the green house

effect, it will be increased.[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evaporation affect the movement of a radionuclide

from a river, a sea, etc. to the atmosphere so that the mass

transfer rates in a biosphere would be changed.[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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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09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5.11.10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evaporation patterns by green 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Greenhouse effect warms up the air so that the evaporation

rate would be increased.[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evaporation affect the movement of a radionuclide

from a river, a sea, etc. to the atmosphere so that the mass

transfer rates in a biosphere would be changed.[YSH 10 Aug

2004]

INDEX 310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5.1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cid rain

Reference KAERI

Process Acid precipitation or deposition will produce acidification

complex processes in soil or water bodies.Emission of

sulphur dioxide and nitrogen oxides from man made sources‐
are the precursors of the effect.[YSH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cid rain alter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surface water

which ultimately affects the composition of groundwater.

Acid rain also alters the patterns of plants and life

styles.[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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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11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6.1.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Reference KAERI

Process Investigation to retrieve any archeologically important
matter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create a shorter pathway for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YSH 11 Aug 2004]

INDEX 312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6.1.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Explosions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deliberate or accidental explosions and
crashes such as might have some impact on a closed
repository, e.g. underground nuclear testing, aircraft crash on
the site, acts of war.[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xplosions create a shorter pathway for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 Also chemical substances in the explosion
devices affects the chemistry of water systems.[YSH 11 Aug
2004]

INDEX 313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6.1.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jection wells

Reference KAERI

Process A well is constructed to inject water and liquids.[YSH 2000
& 11Aug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jection wells create a shorter pathway for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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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14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6.1.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Withdrawal wells

Reference KAERI

Process A well is constructed to extract water and other valuable

liquids or gases.[YSH 2000 & 11Aug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xtracting wells create a shorter pathway for groundwater

and a radionuclide.[YSH 11 Aug 2004]

INDEX 315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6.2.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Underground storage

Reference KAERI

Process The emplacement of material in a facility in such a way

that isolation, monitor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uman control are provided, and subsequent action.[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Underground storage alters the groundwater flow patterns in

a repository and may create a shorter pathway to the

biosphere. Also chemical substances stored underground

might affect the chemistry of rocks, soils and groundwater

around a repository.[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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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16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6.2.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Tunneling

Reference KAERI

Process The operation of excavating, driving, and lining tunnels
inadvertently occurs after the closure of a repository.[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unneling alters the groundwater flow patterns in a
repository and may create a shorter pathway to the
biosphere.[YSH 11 Aug 2004]

INDEX 317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6.2.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jection of liquid wastes

Reference KAERI

Process Injection of liquid wastes alters groundwater pathway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jection of liquid wastes contaminates the rocks, soils, and
water systems.[YSH 11 Aug 2004]

INDEX 318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6.3.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ndustrial use of water

Reference KAERI

Process To develop massive industrial water resources, wells can be
drilled and river/lake water can be us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dustrial use of water transfers a radionuclide in potential
contaminated spraying water to humans, animals, crops,
vegetables, soils, etc.[YSH 11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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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19

Final Update 11 Aug 2004

FEP Number 6.3.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Outdoor spraying of water

Reference KAERI

Process Cultivating gardens requires water potentially from

contaminated water source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Outdoor spraying of water transfers a radionuclide in

potential contaminated spraying water to animals, crops,

vegetables, soils, etc.[YSH 11 Aug 2004]

INDEX 320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6.3.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outdoor spray of water by green 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During a warmer green house period, more spray water is

needed to compensate more evaporation.[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crease of spray water increase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transferring from spray water to soils and

plants.[YSH 10 Au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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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21

Final Update 10 Aug 2004

FEP Number 6.3.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outdoor spray of water by green house effects

Reference KAERI

Process During a warmer green house period, more spray water is

needed to compensate more evaporation.[YSH 10 Aug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crease of spray water increases the amount of a

radionuclide transferring from spray water to soils and

plants.[YSH 10 Aug 2004]

INDEX 322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6.3.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Groundwater abstraction

Reference KAERI

Process To produce water, people may drill a small well near to a

repository and use it.[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Groundwater abstraction affects the water dilution,

groundwater flow pathways, etc.[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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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23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6.3.9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of groundwater abstraction by industrial well

Reference KAERI

Process Industrial wells abstract water and alters the groundwater

flow.[YSH 7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Change of groundwater abstraction alters the groundwater

flow velocity and its pathways. It also affects the biosphere

by using water for industrial purpose such as farming,

making products containing a radionuclide, etc.[YSH 7 April

2004]

INDEX 324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6.3.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Human induced actions on groundwater recharge

Reference KAERI

Process A change to the social and/or natural environment caused by

the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ation or disposal of

nuclear fuel waste. Socio economic effect: any social or‐
economic change(s) that can be perceived by those affected

and which is determined to be of importance to them.

Biophysical environment impact: any change(s) in the local

wildlife, plants, soil, water, etc. resulting from a nuclear fuel

waste disposal facility or from associated transportation

activitie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Emplacement of industrial wells, building dams and

reservoirs, extraction of minerals and petroleum, etc. affects

the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flow.[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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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25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6.3.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servoirs

Reference KAERI

Process It is related to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management

including water extraction, reservoirs, dams, and river

management. Water is a valuable resource and water

extraction and management schemes provide increased

control over its distribution and availability through

construction of dams, barrages, canals, pumping stations and

pipelines.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may be extracted

for human domestic use (e.g. drinking water, washing),

agricultural uses (e.g. irrigation, animal consumption) and

industrial use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existence of reservoir affects the regional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flow if they are flown into a reservoir.

Also it affects the contamination pathways in the biosphere

such as leisure activities, irrigation and drink using the

water in a reservoir, etc.[YSH 7 April 2004]

INDEX 326

Final Update 7 April 2007

FEP Number 6.3.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am building

Reference KAERI

Process Construction of structures to retain surface waters.Dam

construction may cause significant movements of solid

material, and modify the structure of the system being

model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effect of dam building affects the regional groundwater

and surface water flow if they are flown into a reservoir.

Also it affects the contamination pathways in the biosphere

such as leisure activities, irrigation and drink using the

water from a dam, etc.[YSH 7 Apri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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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27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6.4.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Flow into fish farming

Reference KAERI

Process Contaminated sea water can be moved into fish farm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changes the radionuclide accumulation in bodies of fish in
a farm.[YSH 29 March 2004]

INDEX 328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6.4.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Irrig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To raise cattle and agricultural products water from
contaminated sources are used.[200 YSH]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rate of irrigation determines the moisture transfer
between the soil and cattle and agricultural products.[YSH 29
March 2004]

INDEX 329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6.4.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ange in irrig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Change in irrigation can happen due to the change of

agricultural items such as rice and vegetables by the

substance change of human daily life and or the climate

change.[YSH 29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change of irrigation changes the moisture migration

from the soil to the animals and vegetables.[YSH 29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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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30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6.4.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lough

Reference KAERI

Process Plough is an agricultural practice, which turns over the

soil.[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changes the mass transfer rate between the soil and

agricultural products.[YSH 29 March 2004]

INDEX 331

Final Update 31 March 2004

FEP Number 6.5.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emographic change, urban development

Reference KAERI

Process In many cases especially along the coastal areas the

population changes have occurred either by social economic

reasons or climate change. Foe example just 2000 years ago

the coastal areas in Northern Africa was cultivated area for

wheat. However due to the climate change it became very

dry and many civilized cities in this region began to loose

population. In Korea any coastal areas have been actively

developed for the last 100 years and many big cities have

been developed. This social phenomena if continuously

happens in the future shall effect the consequence of a

repository, because urban development inevitably needs

additional drinking water sources, nearby farms for milks,

etc.[YSH 2001]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Demographic change and urban development changes the

population density, daily life patterns, etc. so that ultimately

alters the definition of the critical group and the annual

individual dose.[YSH 31 Marc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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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32

Final Update 29 March 2004

FEP Number 6.5.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Post operational control

Reference KAERI

Process Post operational control is needed in many cases. It is aimed

at protecting a repository site from any advertent and

inadvertent damages such as borehole and well drillings and

industrial and leisure uses of the land. [YSH 29 March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and ways of record maintenance

can change the probability of human intrusion and

timing[YSH 2003]

INDEX 333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6.5.3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Undetected past intrusions (boreholes, mining)

Reference KAERI

Process Undetected old mine is one of the concerns in Koreas. Also,

during last ten years ,many unreported borehole drilling for

drinking wells and hot springs have been conducted

nationwide. Especially in the Southeastern area many left

over boreholes are found and these boreholes can be played

a role of the preferred pathways for released contaminants

and infiltration groundwater.[YSH 1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Undetected boreholes and mines act as a potential shorter

pathway for the migration of a radionuclide. Also abandoned

boreholes transport oxidized surface water to deep ground

water systems.[YSH 1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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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34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6.5.4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Repository induced perturb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Due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repository geo‐
hydrological conditions in a repository as well as natural

barriers alters.[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Repository induced perturbation creates new and propagates

existing path ways.[YSH 1 April 2004]

INDEX 335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6.5.5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Loss of records

Reference KAERI

Process Loss of records was a concern in early 90's especially in the

WIPP Project in the U.S. If the records on design and

operation of repositories are lost or the future generation

might not understand the current characters then the future

generation shall have difficultie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a repository. Many researches have conducted to face up

with this incident. However it would be unlikely that the

people in the future who have full technical capability to

access a deep geologic repository do not understand the

nature of a repository even though no records are left.[YSH

1 April 2004]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loss of records might cause inadvertent intrusion to a

repository which creates the shorter path way for the

migration of a radionuclide.[YSH 1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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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36

Final Update 1 April 2004

FEP Number 6.5.6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hemical sabotage

Reference KAERI

Process Intentional sabotage actions to impair the barrier functions of

the repository may be planned (and planted) during the

operation stage. Internal security actions must be taken to

prevent this type of sabotage.[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accident in an operation period harms not only the

mechanical stability of a repository but also chemical

conditions in soil and groundwater.[YSH 1 April 2004]

INDEX 337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6.5.7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Accidents during operation

Reference KAERI

Process It falls out of the scope of its analysis since it only deals

with the operational part of the time scale. As a comment

this problem is discussed in KBS 3 where It is stated that‐
"such mistakes are avoided by the use of a carefully planned

and executed quality assurance program. It should be rather

simple to execute, since the activities connected with the

actual final disposal procedure are uncomplicated and easy to

oversee." The most severe consequence of an accident during

the operational phase would be if the accident leads to an

inability to close the repository. The probability for such an

event is judged to be extremely low.[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Accidents during operation affect mechanical stability and

chemical conditions in a repository.[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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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38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6.5.8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Nuclear war

Reference KAERI

Process Someone could argue, as did KBS 3, that the consequence‐
of the war is greater than the damage on the repository but

damage on the repository may persist much longer time than

the other consequences of the nuclear war. However, nuclear

war implies unintended actions (bomb explosions) against the

repository. Intended actions (e.g. sabotage with nuclear

device) are more harmful and would create similar (but

worse) type of damage. [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Nuclear war damages the underground facilities even though

a repository is located 500 meter depth. Shafts, ramps, and

others are damaged. It also affects the daily life of residents

around a repository such as the change in drinking well

water.[YSH 7 April 2004]

INDEX 339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6.6.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Co storage of other waste‐
Reference KAERI

Process This scenario should be screened out based on the "non

planned options" criterion. Anyone suggesting co storage‐
should have to prove the non negative impact on the source‐
term.[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co storage option affects the planned operation of a‐
repository and geochemical conditions of waste. [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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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340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6.6.2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Near storage of other waste

Reference KAERI

Process If other types of waste is placed in the vicinity of a final

repository for HLW this might affect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groundwater as well as the transport

mechanisms for a radionuclide. The probability for

unintentional siting of repositories for other types of waste

in the absolute vicinity of the HLW repository must for

geometrical reasons be negligible. Intentional siting of such a

repository must also have an extremely low possibility since

the adverse effects then would be known. The overall

judgment is that this FEP could be neglected.[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The near storage option affects the planned operation of a‐
repository and geochemical conditions of waste. [YSH 7

April 2004]

INDEX 341

Final Update 7 April 2004

FEP Number 6.7.1

Project No PA Y FS 01/2005‐ ‐ ‐
FEP Name Decontamination materials left

Reference KAERI

Process Since the decontamination materials are specially made to

release a radionuclide and make term transportable this event

is worse that to leave any other kind of material in the

repository.[YSH 2000]

Record

Keeper
Yong Soo Hwang

Influence It increases the inventories of a radionuclide. If they are not

properly concealed its initial dissolution time into

groundwater is much less than that of a waste container

containing spent nuclear fuel.[YSH 7 Apr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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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결론5 FEP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

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핵종들의 유출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단위현상 사건 공정별로 분류하고 서술한 목록들을 이라 일, , FEP

컬으며 처분장으로부터 최종 생태계에 이르는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을 기술하는,

시나리오를 도출하는데 매우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종합 성능평가 연구의 일환으1997

로 연구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작성되고 수정 보완되어 온 목록들을 취합 정리, FEP ,

하여 으로 발간하였다 의 목록들은KAERI Encyclopedia 1.0 . Encyclopedia 1.0 FEP

처분 과정의 물리적 방벽 순서 즉 폐기물 용기 공학적 방벽 천연 방벽 생태계, , , , , ,

환경 영향 등으로 크게 분류되었으며 각 방벽별 들의 영향과 특성 등을 고려, FEP

하여 다시 세분화되었다 이 목록들은 의 연구 및 중저준위 방. NEA, NIREX, SKB

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기존 연구의 데이터를 근간으로 연구KAERI FEP SKB ,

보고서들의 일부 들이 추가적으로 선별 보완되어 작성되었으며BIOMOVS II FEP ,

총 개로 구성되었다 각 목록들은 그 특성을 상술하는 공정 및 해당 목록381 . FEP

이 타 목록에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술한 영향 부분으로 분리 기술되었으며 이, ,

로 인하여 특정 들 간의 연결 고리 설정이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최종 개정FEP .

일시 및 참고 문헌과 관리자 등을 명기하여 품질보증을 도모하였다.

은 현재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인 에 입력되어Encyclopedia 1.0 Cyber R&D CYPRUS

있으며 향후 연구소에서 도출한 자연 재해 사건 들을 추가 보완하고 각, FEP , FEP

들을 그룹화한 관계를 포함하는 버전으로 수정 보완될 예정이다 이와 같IFEP 2.0 .

이 개발된 들의 조합은 최종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종합 안전성FEP /

성능평가의 바탕이 되는 시나리오의 추가 개발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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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평가 대상 시나리오 선정6

서론1.

사용후핵연료 한국형 처분시스템 의 폐쇄 후 장기적 방사선적 안전성평가를(KRS)

위한 시나리오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기준 시나리오(1)

공학적 방벽 손상 시나리오(2)

자연재해(3)

이외에도 처분장 주변 지역을 자세하게 평가하는 추가 시나리오 집단 및 입력 인자

민감도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집단군들을 포함해 총 여개의 대상 시나리오를100

확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단계 연구 기간 동안 수행토록 하였다3 .

그림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분 용기에 거치된 방사성 핵종은 처분장 폐쇄 후2.6.1

침투한 지하수가 처분 용기를 부식시키고 난 후 점 부식에 의해 유출 경로가 생성

되면 용기 내 구멍 을 통해 공학적 방벽으로 유출된다 벤토나이트 방벽을 확(hole) .

산에 의해 통과한 핵종들은 벤토나이트 방벽과 만나는 단열로 유입되게 된다.

단열 내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은 이류와 분산을 통해 단열 내를 이동하게 되며 이

때 방사성 핵종은 주변 암반으로의 확산을 통해 침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변 암.

반으로의 침투는 방사성 핵종의 단열을 통한 유출 속도를 저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방사성 핵종의 주변 암반으로의 확산되는 양은 주변 암반의 흡착능.

과 확산 깊이 에 의해 좌우된다 만일(capacity) (MDD: matrix diffusion depth) . MDD

가 작은 경우 주변 암반으로의 확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핵종들이 단열을

통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되며 주변 암반의 흡착능이 높은 경우 보다 많은

방사성 핵종이 주변 암반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열 내의 이동이

느려지는 효과를 가진다.

단열을 통과한 방사성 핵종은 로 유입된MWCF(Major Water Conducting Feature)

다 는 심부 지하 환경과 천부 생태계를 이어주는 핵종 이동의 통로로. MWCF

에서는 핵종이 빠른 이류 속도를 가지고 천부 환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MWCF .

게 천부 환경으로 이동한 핵종은 를 거쳐 생태GBI(Geosphere Biosphere Interface)

계로 유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 결정 집단은 크게 농경 집단 담수 어업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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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수 어업 집단으로 나뉜다 생태계 내에서 자세한 핵종 이동은 제 장 생태계, . 4

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Upper Rock Zone

Lower Rock Zone

Middle Rock Zone

Repository

Fa
u
lt
a
n
d
H
a
lo

SW (Well/Lake)

Ocean

EDZ

Upper Rock Zone

Lower Rock Zone

Middle Rock Zone

Repository

Fa
u
lt
a
n
d
H
a
lo

SW (Well/Lake)

Ocean

EDZ

Upper Rock Zone

Lower Rock Zone

Middle Rock Zone

Repository

Fa
u
lt
a
n
d
H
a
lo

SW (Well/Lake)

Ocean

EDZ

그림 처분장으로부터 핵종의 이동 경로2.6.1

전술한 바와 같은 경로를 통해 방사성 핵종이 이동하는 시나리오를 R1(reference 1)

시나리오로 명명하였다 또한 심부 환경에서 단열을 통과한 뒤 로 진입하지. MWCF

못하고 굴착된 소규모 우물을 통해 직접 생태계로 연결된 시나리오를 시나리오R2

라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두 시나리오는 한국형 처분 개념 의 방사선적 안전. KRS

성 평가에서 가장 중추적인 기본 시나리오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지질 조건을 영.

서형 영동형으로 구분해 각각의 연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가, YS, YD

기준 시나리오군을 형성한다 또한 자연 재해 및 공학적 방벽 손상 시나리오 그룹.

군과 함께 주요 입력 인자들의 민감도에 영향을 받는 시나리오군들로 평가 시나리

오군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의 생성을 위해 단계 연구에서는 단계 연구에서 개발한3 2

방법론을 적용하였다RES(Rock Engineering System) .

시나리오 개발2.

전술한 바와 같이 제 단계 연구에서는 방법론에 기초해 시나리오를 개발하였3 RES

다 방법론이란 그림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대각행렬 요소 들로 구성. RES 2.6.2 (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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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들의 상호 반응을 비대각요소 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Feature (ODE) .

들 간의 상호 반응을 도출하고 이들을 연결함으로서 부분적인 시나리오LDE (sub

와 전체 시나리오들을 도출할 수 있다scenar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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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Confineme

nt
STEEL

CANISTER

3.4
Causes
the gap

3.5
Load on
cainster
bottom

3.6
Temperature

gradient

3.7 3.8 3.9 3.10 3.11

4.1 4.2 4.3
GAP

Fe/Cu

4.5 4.6
Temperature

gradient

4.7 4.8 4.9 4.10 4.11

5.1 5.2 5.3
Confinemen

t

5.4
Causes
the gap

CU
CANISTER

5.6
Temperature

gradient

5.7
Cu-ion

excange
Cementatio
n Pressure

5.8
Changes

the natural
flow paths

5.9 5.10 5.11
Repository

layout

6.1
State of
the fuel
Pressure

6.2
State of the

filler

6.3
Thermal

expension

6.4 6.5
Thermal

expension TEMPERATR
E

6.7
Mineral

alteration.
Change of
properties

6.8
Convection

cells

6.9
Formation
fractures.
Change of
properties

6.10 6.11
Repository

layout

7.1 7.2 7.3 7.4 7.5
Confineme

nt

7.6
Temperature

gradient BUFFER/
BACKFILL

7.8
Decides

local
hydrology
+chemistry

7.9 Intrusion
into

fractures

7.10
Swelling
pressure

7.11
Repository

layout

8.1 8.2 8.3 8.4 8.5
Transport

of
corrodants

8.6
Temperature

gradient

8.7
Saturation
Erosion

Mineral alt.
Ion excange

WATER
MOVEMENT

8.9 Fracture
filling

materials
dissolution

precipitation

8.10 8.11
Positioning of

deposition
holes

9.1 9.2 9.3 9.4 9.5 9.6 9.7
Large

movements
may

damage
cainsters

9.8
Fracture
system
decides

water flow

FRACTURIN
G

9.10
Rock

movement
s may give
transient

load

9.11

10.1 10.2 10.3 10.4 10.5
Creep
SCC

10.6 10.7 10.8
Decides the

gradient

10.9
Sealing and

possible
widening of
fractures

PRESSURE
CONSTAN
T LOAD

10.11

11.1 11.2 11.3 11.4 11.5
Damage
during

emplcemen
t

11.6 11.7
Affects

properties

11.8
Chemical
effects-

man made
materials

11.9
Fracture
injections
and plugs

11.10
Repository

depth-
hydrostatic
pressure

CONSTRUC.
EMPLACEMEN

T

 Interaction which should be part of the model chain

 Important interaction - can give effects on other parameters, should be well documented

 Interaction present - influence on other parts of the process system in a limited way and under special circumstances

 Interaction present - influence on other parts of the process system can be neglected

그림 방법론을 이용한 스웨덴 에서 핵종 이동2.6.2 RES SR97 Near Field

시나리오

제 단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전문 프로그램인 를3 FEAS

개발하였다 는 제 절에서 개발된 각종 들을 유사한 성격의 그룹으로 모. FEAS 2 FEP

아 을 구성한 후 이러한 을 요소들로 배치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렇IFEP IFEP RES .



- 250 -

게 배열된 요소들을 상호 반응을 연결해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로 도출되도록RES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을 적용해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전 우선 세계 각국의 처분 안전

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시나리오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림 은 미국 에. 2.6.3 YMP

서 개발한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를 다루는 시나리오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나

라에 적용시켜 본 일례이다.

IRSRs
부지 특성/ 데이
터 수집/ 보고서

기존 TSPA
전문가 의견 도출

PSHA
PVHA

처분장 설계
용기 열화 관련 PMR

마그마 안에서 용기 영향
처분 고화체 열화 관련 PMR

폐기물 입자 크기
EBS 관련 PMR
처분 동굴 열화
평가 입력 자료

FEPs KAERI FEP Encyclopedia

인허가 신청

Disruptive event FEPs

TSPA 및 보고서 부지 특성 보고서

다른 PMRs부지 권고

지진 활동
지진과 구조적 변형 관련 framework 특성 평가

처분 동굴 주변 단층 변위 영향 평가
주변 암반 단층 변위 영향 평가

Disruptive Events PMR (AMRs and Calculations)

화산 활동

화산활동과 관련된 framework 특성 평가

Eruptive 프로세스 관련 특성 평가

처분 동굴로의 암맥 관입 현상 이해

화산 활동에 노출되는 용기 갯수 산정

화산 활동 영향 평가

그림 미국 처분장에서의 자연 재해 시나리오 도출 및 평가 방법2.6.3 YMP

미국 의 경우 자연재해 시나리오 그룹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각 시나리YMP

오에 대한 들을 연결 특정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평가한다 전체적인 자연재해FEP .

사건 평가를 위해서 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바 각각의PMR(Process Model Report)

은 사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자연 재해 사건 목록과 각각의 공정PMR FEP

을 평가하는 로 구성된다 즉 전체적인 사건(process) AMR(Analysis Model Report) .

기록 및 주요 평가 결과는 에 수록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각각PMR

의 사건에 대한 과 에서 상술하는 단계 기술법을 따르고 있다FEP AMR 2 .

표 은 세계 각국들이 다루고 있는 인간 침입 시나리오 개발 현황이다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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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계 각국이 고려하는 인간 침입 시나리오 현황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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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에서는 인간 침입 시나리오에 대한 세계 연구 현황을 파악했으나 국내3

실정에 맞는 인간 침입 시나리오 개발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아직 국

내에서는 인간 침입에 대한 확률 도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이와 같은

인간 침입 시나리오는 향후 처분 대상 후보 부지들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개발

평가할 예정이다.

를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 및 일본 스웨덴 미국의 시나리오 개발 연구들을 조FEAS

합해 단계 연구에서는 그림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나리오군을 구성하였다3 2.6.4 .

그림 단계 연구에서 고려한 시나리오군2.6.4 3

이와 같이 도출된 시나리오군은 지난 단계에서 도출한 가지 시나리오군에 비해1 5

보다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보완된 결과이다 그림 는 지난 단계에서 도출한. 2.6.5 1 5

가지 시나리오군들을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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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기 물 용 기
공 학 적

방 벽
천 연  방 벽 환 경

1 )  현 재  기
후  지 속
2 )  자 연  재
해  불 고 려
3 )  인 간  침
입  불 고 려

폐 기 물 용 기
공 학 적

방 벽
천 연  방 벽 환 경

1 )  현 재  기
후  지 속
2 )  자 연  재
해  불 고 려
3 )  인 간  침
입  불 고 려

폐 기 물 용 기
공 학 적

방 벽
천 연  방 벽 환 경

1 )  현 재  기
후  변 화
2 )  자 연  재
해  불 고 려
3 )  인 간  침
입  불 고 려

폐 기 물 용 기
공 학 적

방 벽
천 연  방 벽 환 경

1 )  현 재  기
후  지 속
2 )  자 연  재
해  고 려
3 )  인 간  침
입  불 고 려

폐 기 물 용 기
공 학 적

방 벽
천 연  방 벽 환 경

1 )  현 재  기
후  지 속
2 )  자 연  재
해  불 고 려
3 )  인 간  침
입  고 려

초 기  조 건  :  처 분 장 은  연 안  지 방  심 도  5 0 0  미
터  결 정 질  암 반 에  건 설  운 영 됨

4 )  자 연  재 해  시 나 리 오

초 기  조 건  :  처 분 장 은  연 안  지 방  심 도  5 0 0  미
터  결 정 질  암 반 에  건 설  운 영 됨

5 )  인 간  침 입  시 나 리 오

초 기  조 건  :  처 분 장 은  연 안  지 방  심 도  5 0 0  미
터  결 정 질  암 반 에  건 설  운 영 됨
용 기  제 작  불 량 으 로  처 분  초 기 부 터  몇 몇  용 기
파 손

3 )  기 후  변 화  시 나 리 오

초 기  조 건  :  처 분 장 은  연 안  지 방  심 도  5 0 0  미
터  결 정 질  암 반 에  건 설  운 영 됨
V a r ia n t  :  용 기  제 작  불 량 으 로  처 분  초 기 부 터
몇 몇  용 기  파 손

1 )  기 준  시 나 리 오

초 기  조 건  :  처 분 장 은  연 안  지 방  심 도  5 0 0  미
터  결 정 질  암 반 에  건 설  운 영 됨

2 )  용 기  초 기  파 손  시 나 리 오

그림 단계 연구에서 고려한 가지 시나리오군2.6.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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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연구에서는 기준 시나리오 외에 대안 시나리오 를 구성하는 방법3 (Alternative)

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안 시나리오들을 발생시키는 특정 들을. FEP

도출하여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와 다른SDF(Scenario Defining FEP) . SFP

간의 상호 반응이 연결된 결과가 대안 시나리오 탄생하게 되었다 표 는LDE . 2.6.2 3

단계 연구 결과 발굴된 를 가지 그룹으로 도출한 결과이다SDF 10 .

Variance
Number

Variance Influence

1 용기 손상 1.1

Container Fabrication Defect
Container Failure: Accidental Damage
Container Failure: Seal
Container Penetration before Closure

1.2 용기 손상으로 인한 용기 수명 단축
2 장기적 기후 변 화 6.6

3.2 지하수면 변화로 수압 변화
3.5 지하수면 변화로 인한 팽윤압 변화
3.6 빙하 등의 형성 용해에 따른 지하수 내 용존 광물 변화로 인한 지하수화학변화
4.6 응력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인 단열 발달 및 응력 재분포로 인한 투수 계수 변화
5.2 응력  과다 상승으로 인한 용기 파손
5.4 응력 변화로 인한 EDZ 내와 부근에서의 역학적 특성 변화
5.6 빙하에 의한 응력 재분포로 단열폭 등 변화
6.3 빙하 형성으로 인한 지하수량 저감으로 인한 재포화 시간 연장
6.4 빙하와의 마찰등으로 인한 침식 등
6.5 빙하 형성으로 인한 지하수 조성 변화에 따른 지하수/암반 상호 반응 변화
6.7 빙하 형성으로 인한 수두 변화로 기인하는 이류 속도 변화

6.8
빙하 형성으로 인한 지하수 충전 배수 패턴 변화 및 이에 따른 지하수 사용 행
태 변화

7.8 오염 형태 변화
3 자연 재해 5.5

1.2 자연 재해로 인한 폐기물 고화체 integrity 손상으로 인한 유출 제한 기능 상실
3.2 자연 재해로 인한 응력 재분배로 기인한 수압 변화
4.6 EDZ 응력 재분배로 인한 투수 계수 변화
5.2 갑작스런 응력 변화에 의한 용기 파손
5.4 주변 암반 응력 재분배로 인한 EDZ 내 응력 변화
5.6 갑작스런 응력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단열 발생
6.7 응력 변화에 따른 단열 폭 변화 등으로 인한 지하수 이류 속도 변화

4 대규모 우 물 6.6

Agricultural Wells: Large Irrigation
Community Wells
Domestic Wells
Military Wells
Wells for D istributed Water Supply
Commercial / Industrial Wells
Wells for Fish Farm Supply
Wells for Recreational Purposes

6.7 지하수 유동 패턴 및 속도 변화
6.8 지하수 충전 배수 변화
7.8 오염 물질 섭취 대상 변화

5 장기적 지질 구 조 변화 5.5 Tectonic Effects: Brittle Deformation
3.2 장기적 응력 재분배로 기인한 수압 변화
5.2 장기적 응력 변화에 의한 용기 파손
5.4 주변 암반 응력 재분배로 인한 EDZ 내 응력 변화
5.6 장기적 응력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단열 발생
6.7 응력 변화에 따른 단열 폭 변화 등으로 인한 지하수 이류 속도 변화

6 단기적 기후 변 화 6.6
3.2 지하수면 변화로 수압 변화
3.5 지하수면 변화 및 염수 성분 변화로 인한 팽윤압 변화
3.6 해수 추가 침투 등에 따른 지하수 내 용존 광물 변화로 인한 지하수화학변화
4.6 응력 재분포로 인한 투수 계수 변화
5.4 응력 변화로 인한 EDZ 내와 부근에서의 역학적 특성 변화
6.5 염수 침투 등으로 인한 지하수 조성 변화에 따른 지하수/암반 상호 반응 변화
6.7 염수 침투로 인한 수두 변화로 기인하는 이류 속도 변화

7
Explosive Disruption of

the ES
Criticality in the EBS

8 마그마
Magma: Deep Intrusion
Magma: Extrusion
Magma: Shallow Instrusion

9 유성/소행성
Meteorite Impact: Repository D isruptive
Meteorite Impact: Repository Non-disruptive

10 공학적 방벽 기능 손상

표 단계 연구에서 도출된2.6.2 3 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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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단계 연구에서는 그림 에 도시된 방법론3 2.6.4 RES

을 적용하였다 그림 은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이며 그림 은 용기 손. 2.6.6 RES 2.6.7

상 시나리오에 대한 이다RES .

폐기물
방사능
영향

방사능
열 영향

개스
열 영향 열 영향

radiolysis
열영향

선원항 Toxicity

용기내
유출 제한

용기
부식

생성물
역학 역학

지하수
화학

유출 억제

Hydrostati
c

Pressure

Buffer/
Backfill

물성변화 팽윤압
지하수
화학

흡착 확산
이류

콜로이드
밀도
변화

EDZ
투수 계수

변화
이동 기구
인자 변화

응력에
의한

용기 파손

역학적
인자

Host
Rock

단열
흡착
확산

대지 사용
인간 침입

핵종 용해
침전

용기 부식 재포화 침식
지하수

암반 반응
지하수

분산
이류

콜로이드
기타

지하수
사용 및

충전 배수

용질 이동 오염

생태계

주 5
4
3
2
1

그림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2.6.6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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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방사능
영향

방사능
열 영향

열 영향 선원항
Toxicity

초기부터 일부 용기
로부터 핵종 유출

대부분의 용기는 부
식 과정 거침

용기
부식

생성물
지하수
화학

유출 억제

Hydrostati
c

Pressure

Buffer/
Backfill

팽윤압
지하수
화학

흡착 확산
이류

콜로이드
밀도
변화

EDZ
투수 계수

변화
이동 기구
인자 변화

응력에
의한

용기 파손

역학적
인자

Host
Rock

단열
흡착
확산

핵종 용해
침전

용기 부식 재포화 침식
지하수

암반 반응
지하수

분산
이류

콜로이드
유입

용질 이동
희석/침전/
섭생/확산
해양생태

계

주 5
4
3
2
1

그림 초기 용기 파손 시나리오에 대한2.6.7 RES

이러한 도출은 전술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되었다 도RES FEAS . RES

출 및 상호 반응 연결을 통해 시나리오가 도출된 후 각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개요

가 기술되었다 표 은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를(AC: Assessment Context) . 2.6.3 AC

요약한 것이다 는 각각의 물리적 방벽에 대해 핵종 이동과 관련된 특징들을 기. AC

술해 이러한 결과가 종합 성능평가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를 바탕으로 종합 성능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AC

을 작성토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AMF(Assessment Method Flowchart)

도출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은 대표적인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개략적인. 2.6.8

를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는 에서 기술된 주요AMF . AMF AC

공정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기술한 것으로 해당 공정을

해석하기 위한 평가 툴 및 입력 자료 현황들을 요약해 어떤 방법으로 특정 공정이

평가되고 있고 미래에 평가될 것인가를 쉽게 파악하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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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년까지 국내에 건설될 원자력발전소는 총 발전량의 를 담당하2015 40%

게 된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 과정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의 형태에 따라 크게 가압경수로 형 사용후핵연료와(PWR)

캔두 형 사용후핵연료로 대별된다 형 원자로는 그 수(CANDU) . CANDU

는 적으나 농축 우라늄 대신 천연 우라늄을 쓰기 때문에 연료 재장전의

주기가 짧아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켜 대략 PWR:CANDU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비는 이다 현재의 연소도 추이를 감안하면50:50 .

년까지 건설 운영될 총 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만 규2015 27 36000 MTU

모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예정이며 년 이후 추가로 준공될 발전2015

소들에서 발생하는 양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다발 형태로 방출되는데. (assembly) (discharge)

형의 경우 한 다발의 무게는 여 킬로그램 형인 경우PWR 700 CANDU

킬로그램 정도이며 현재의 처분장 설계 결과 사용후핵연료는500 PWR

기의 다발이 한 처분 용기에 담겨서 지하 미터 심도의 결정질 암4 500

반에 처분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에는 부터 까지 다양한 방사. C-14 Cm

성 핵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상이 로 구성된 이산화 우90% U-238

라늄이다 방사성 물질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방사성 붕괴를 통하여.

질량이 줄어들면서 다른 방사성 자핵종으로 변환되거나 안정된 원소들

로 바뀌게 된다 폐기물들이 처분장에서 유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

인 바 구체적으로는 조화 유출 고용해도 원소들은 유출1) 2) Gap 3)

일부 용해도가 매우 낮은 핵종들은 최고 용해도 유출 에 의4) radiolysis

한 유출 등으로 대별된다.

용기

폐기물이 심부 처분장에서 격리되게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외부 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분장에서 폐기물의 유출 경로란 크게.

지하수에 용해되어 유출되는 경우와 기체 형태로 유출되는 것이다 대부.

분의 핵종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가 용기 내로 침

투하여 폐기물을 용해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처분장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매우 중요하다 암반으로부터 처분 용기 주변으로 이동한 심부 지.

하수 내에는 미량이나마 용기를 부식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과 용기가 반응하여 용기를 점부식시켜 지하수가 폐기물 내

로 침투하여 이들을 용해시키게 된다 따라서 심부 지하수내 존재하는.

미량의 부식 촉진물과의 부식 반응에 잘 견딜 수 있는 용기 재질을 선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용기의 두께는 부식에 대한 내구성을

보증하는 두께가 됨과 동시에 지하 미터에서 작용하는 지압에도 충500

분히 견딜 수 있어 용기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용기는 뚜껑 이 잘못 용접되거나 산소가 많이 사용되는 용접이 시행(lid) ,

되어 용접 부위가 취약하게 되어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부식이 발생

하여 실질적인 용기 수명이 단축되지 않아야 하며 혹시 용기를 지하 처,

분 시설 내에서 운반 과정에서 실수로 낙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충

격으로 인하여 용기에 손상이 가게 해선 안되며 또한 재료 선정들에서

불량률을 낮추는 품질보증 체제를 갖추는 것도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서.

고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용기 재질로는 구리 스테인레스 타이타늄 등/ /

이며 용기 안은 주철로서 충전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사용후핵

연료 다발 내에도 글래스 비드 등으로 충전하는 경우가 있다.

표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개요 요약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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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방벽

국내 공학적 방벽은 용기와 완충재 그리고 되메움재로 대별된다 완충재.

란 처분공에 거치된 용기와 주변 암반 사이의 빈 공간을 막아주는 역할

을 수행함으로서 용기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자세로 처분되게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팽윤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일 가 높은salinity

바닷물이나 지하수가 침투하는 경우 팽윤압의 상당 부분이 손실되어 용

기가 제 위치에서 이탈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완충재는 수리전.

도도가 낮아 지하수가 용기로 유입되는 량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또,

한 유출된 핵종들이 외부로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핵종들을 흡착

하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계 사고를 예

방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현재 개념에서 사용되고. KBS-3

있는 완충재로는 벤토나이트가 대표적인데 국내에서도 대량의 고품종의

벤토나이트가 포항 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다.

천연

방벽

국내에 존재하는 안정이고 그 분포가 넓은 암반은 결정질 암반인바 대

표적인 것이 심성암 계열의 화강암과 변성암 계열의 화강편마암 등이다.

이들은 현재 국내 처분 개념에서 설정된 약 평방 킬로미터의 처분장4

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단일 암반을 형성하며 수억 년 기간 동안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결정질 암반에는 미세한 지하수 유동 경로가 널.

리 발달해 있는데 이를 단열 라고 한다 단열의 폭은(fracture or fissure) .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 밀리미터이며 수 센티에서 수백 미터 길이로

존재한다 이보다 규모가 큰 것들을 절리 혹은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오랜 지구 역사에 걸친 지구 운동의 결과 탄생한 것으로 지하수

유동의 주요 경로가 된다.

생태계

현재 처분장 방사선적 성능 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생태계는 현재의

인간들의 섭생을 반영한 것이다 먼 미래의 인간의 섭생 생태계를 예측.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위해 현재의 섭

생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 시나리오에.

서는 단층 운동 등과 같은 자연 재해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사

건은 소위 사건들에서 다루게 된다 또한 기후 변화도 현재로서what if .

예측 가능한 것들만 다루도록 한다 인간 침입에 대해서는 기본 시나리.

오에서는 다루지 않되 우물 굴착과 같은 인간 침입은 그 영향이 크므로

별도의 시나리오로 다루며 이에 관한 확률도 평가 조사할 예정이다 그.

러나 소위 와 같은 인간 침입에 관해서는 현재 세계적으로도direct-hit

그 평가 방법 및 규제치에 관한 논의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추후

세계적인 동향을 참고하여 관련 시나리오 및 를 정비할 예정이다A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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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상세 항목

1.2. 방사
능

영향

1.3 방사능
열 영향

1.5 열 영향

1.6 선원항

1.7 Toxicity

2.1 용기내
유출 제한

2.3 부식
생성물

2.6 지하수
화학

2.7 유출
억제

2.7.1 조화유
출

2.7.2
Radiolysis 유
2.7.3 Gap 유

출

2.7.4.  Colloid
유출

3.2
Hydrostati

c

3.5 팽윤압

3.6 지하수
화학

3.7 흡착
확산
이류

콜로이드
4.3 밀도

변화
4.6 투수

계수
변화

U-DEC D

국내 자료 불충분

상동

2006년 모의 평가 완
료

상동

2006년 민감도 분석

상동

D

B

MASCOT-K

Colloid.for

A

B

A 2007년 표준지하수 제정

MDPSA 

A

MASCOT-K A
2006년 새로운 선원항

자료 입수

E

암반 기본 물성 자료
확보

우선 순위

B
국내 지하수 및 암반에
존재하는 부식 촉진물

농도 미 파악

A
Ref 연소도 핵연료 자

료 확보

E

국내 섭생 자료 확보
(보건복지부)

BIOPROTA Databook

D

D

A 국내 섭생 자료 확보

댜양한 연소도 자료 확보

입력 자료 현황 현황 및 향후 계획

2008년 UCB 공동연구

2단계 완료

벤토나이트 기본 물성
자료 확보

3단계 완료
일부 2007년 수행

부식 촉진물질 이동에 따
른 점 부식 평가

각 핵종별 재고량 평가

핵종별 신체 위해도 평가 AMBER

평가 툴

[CANLIFE.for]

개념 모델

방사능 및 그 발생열로
인한 용기 역학 특성 변

화 평가

Buffer 내 투수계수, 공극
률, 확산계수 등에 미치
는 방사능 붕괴열 영향

평가

암반 내 투수계수, 공극
률, 확산계수 등에 미치
는 방사능 붕괴열 영향

평가

ABAQUS

MDPSA

Origen-2

ABAQUS

FLAC-3D, ABAQUS

부식 생성물로 인한 지하
수 및 핵종 이동 패턴 변

화 현상 규명 평가

용기 재질의 용해 유출에
따른 주변 지하수의 Eh,

pH 변화 평가

조화유출 radiolysis 유출
콜로이드 유출 Gap 유출
등으로 인한 핵종 유출

평가

이산화우라늄과의 조화
유출을 통해 용기 밖으로
이동하는 핵종의 유출량

평가

PHREEQ

Alpha radiolysis로 인해
유출되는 핵종의 유출량
고용해도 핵종들의 유출

평가

유사/ 진 콜로이드 형태
로 용기로부터 유출되는
방사성핵종의 유출 평가

지하수 충전으로 인한 수
압 증가 평가

벤토나이트의 포화에 따
른 압력 증가 평가

공학적 방벽에서의 핵종
이 유출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화수 화학 평가

공학적 방벽에서의 흡착
및 핵종 이동 평가

ABAQUS

PHREEQ

MASCOT-K

D

B

A

EDZ 내 암반의 밀도 변
화

E

EDZ 내 응력 변화에 따
른 투수 계수 변화 평가

2009년 MDPSA 개발

향후 국제공동연구

2007년 코드 개발

그림 예시도2.6.8 A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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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동
기구

인자 변화

5.2 응력에
의한

용기 파손
5.4 역학적

인자

5.6 단열

5.6.1. 단열로
부터 주변 암반
으로의 matrix
diffusion 고려

5.6.2. 단열로
부터 주변 암반
으로의 matrix

diffusion
capacity가 제
한된 경우 고려

5.7 흡착
확산

5.7.1 핵종의
암반내 흡착 평

가
5.7.2 핵종의
암반 내 확산
이동 평가

5.8 대지
사용

인간 침입
5.8.1. Human

intrusion

5.8.2. 대지 사
용

6.1 핵종
용해
침전

6.1.1.Stationa
ry redox front
6.1.2. Moving

front
6.2 용기

부식

6.2.1.
Composite 용

기 수명

6.2.2. Carbon
Steel 용기 수

명

6.3 재포화

6.4 침식

2006년 시스템 과제에
서 수행

D

D

ABAQUS
암반 응력의 갑작스런 변
화로 인한 용기 파손 가

능성 평가
암반 및 단열, 절리와 관
련된 역학적 인자와 EDZ

A

D

투수계수를 제외한 핵종
이동 관련 기구인 흡착,
분산 등에 미치는 EDZ

영향 평가

D

MASCOT-K
&

AMBER

MASCOT-K
&

AMBER

A

NAPSAC A
단열을 통한 지하수 유동

평가

Matrix diffusion으로 인
한 안전성 저감 현상 평

가

주변 암반으로 matrix
diffusion이 핀란드의 현
장 시험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한적일 때

그 영향 평가

[MDPSA] C

지하수 침투에 따른 벤토
나이트 완충재의 충전

process 평가
ABAQUS

지반의 침식율 평가를 통
한 천연 방벽의 핵종 이

동 저지능 평가

C

E

영서형 자료 미비

2003년 일부 평가 및
2006년 재평가

상동

상동

[MDPSA] C

2007년 지질팀으로부터
데이터 획득

2007년 실증 실험 계획

상동

Copper-Steel
composite canister에서
의 점 부식율 예측에 따

른 용기 수명 평가

[CanLife.for]

Carbon steel caniser의
용기 수명 평가

[CanLife.for]

A

B

처분장에서의 direct hit
및 near miss 시나리오

(intrusion.for) B

PHRREQ

MASCOT-K
&

AMBER/GOLDSIM

B

A

A 현장실험 예정

대지를 활용한 농경 등으
로 인한 생태계 이동 현

상 평가
AMBER B

국내 실험 자료 미비

실제 종합 성능평가에서는 이와 같이 도시된 개략적인 현상이외에도 보다 자세한

현상들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차기 연구 단계에서 수행 예정.

인 상호 반응이 좋은 예의 하나이다 표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분THMCRG . 2.6.4

장 폐쇄 후에 발생하는 지하수 침투로 인한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재포화를 다루는

데도 복잡한 공정들의 상호 반응이 고려되어야 하며 표 에 도시된 바와 같이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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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붕괴열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도 각 간의 상호 반응은 어떠한가에 대한FEP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체 시나리오와 부분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

해서는 간의 상호 반응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FEP .

번호 프로세스
초기 재포화 및 붕괴열이

영향을 미치는 단계
재포화된 후 붕괴열
영향이 사라진 단계 지진 영향

3
3.1 방사능 저감 및 붕괴열 발생 무시 무시 무시
3.2 붕괴열 이동 시스템 모델 (시스템 모델) 관계 없음

3.3 동결 무시
완충재의 온도가 0도 이상이면 무시
0도 이상인 경우 바운딩 계산 수행 관계 없음

3.4 불포화 상태에서의 지하수 침투 및 유 THM 모델 관계 없음 관계 없음
3.5 포화 상태에서의 지하수 유동 관계 없음 수리전도도가 10-12 m/s 이하이면 무 압력 변화 고려
3.6 기체 이동 및 용해 용해 발생 (용해 발생) (용해 발생)
3.7 파이핑 및 침식 모델 연구 관계 없음 관계 없음

3.8 팽윤 및 질량 재분포
완충재/뒷채움재의 상호 반응 및
열적 팽창을 고려한 THM 모델

침식, 수렴, 부식생성물, 크립, 이온 교
환과 염도, 용기 침강에 따른 팽윤압 변

화에 대한 종합적 평가

완충재/용기/암
반의 종합 평가

의 일부분
3.9 액화 관계 없음 관계 없음 추후 결정 예정

3.10 이류
재포화 과정 중 용해된 물질의 질

량 이동 단순 가정
수리전도도가 10-12 m/s 이하이면 무

시 압력 변화 고려

3.11 분산 화학 모델
화학 모델

시스템 모델
분산 경로의 변

화 고려

3.12 흡착 화학 모델
화학 모델

시스템 모델

3.13 불순물 변화 화학 모델
화학 모델

시스템 모델

3.14 공극수 speciation 화학 모델
화학 모델

시스템 모델

3.15 삼투
시스템 모델
(초기 팽윤)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한 평가

3.16 몸모리로나이트 변화 모델 계산 모델 계산
3.17 콜로이드 유출 및 침식 무시 [M2+]> 1 mM이면 무시
3.18 방사능으로 인한 변화 무시 무시
3.19 공극수의 방사능 분해 무시 무시

3.20 미생물 반응

완충재 밀도가 1800 kg/m3 이상
이면 무시, 그렇지 않은 경우

sulphate 환원에 대한 정량적 평
가 수행

완충재 밀도가 1800 kg/m3 이상이면
무시, 그렇지 않은 경우 sulphate 환원

에 대한 정량적 평가 수행
3A
3A.1 기체 이동 및 용해 관계 없음 실험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한 평가

3A.2 콜로이드 이동 관계 없음

완충재 밀도가 1650 kg/m3 이상이면
무시, 그렇지 않은 경우 sulphate 환원

에 대한 정량적 평가 수행
3A.3 방사성핵종 speciation 관계 없음 실험 데이터에 의한 가정

3A.4 지하수에 용해되어 핵종 이동 관계 없음
COMP23
해석해

3A.5 기체 상태로 핵종 이동 관계 없음 실험 데이터에 근거한 정량적 평가

용기 건전성 유지 단계

용기 파손 발생

표 재포화 공정과 타 공정과의 상호 반응 예시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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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다른 Process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Process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방사능 세기 Y Y

온도 N 무시
수분 분포 Y N
기체 분포 무시 N
수리 변수 N N

완충재 Geometry Y N
공극 Geometry N N

팽윤압 N N
세멕타이트 조성 Y N

공극수 조성 무시
세멕타이트 구성 물질 Y 무시

불순물 구성 물질 N 무시
구조 및 방기 물질 N 무시

표 방사능 관련 공학적 방벽에서의 인자간의 상호 반응 예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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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시나리오 연구 결론7

이와 같은 일련의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연구를 통해 단계 연구에서는 표 에3 2.7.1

도시된 바와 같이 평가 대상 시나리오들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이외.

로 인한 타 대안 시나리오들은 차기 연구 단계에서 평가하기로 한다 이와 같SDF .

이 도출된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 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6 .

전체

번호
분류기준 분류번호 특징

1 R1

자연 유출 단열 용기 수명 년 단열( MDD=1cm 1000

길이 미터 길이 미터 한국형100 MWCF 800 DCF

IRF 10%)

2 R2 소규모 우물 유출
3 YS 영서형 자료
4 YD 영동형 자료
5

6

공학적 방벽

손상

7
초기 용기

손상
R1E1 용기 초기 손상100%

8 R2E1 상동
9 벤토나이트 R1E2F 벤토나이트 흡착능 완전 손상
10 R2E2F 상동
11 R1E2H 벤토나이트 흡착능 반감 손상
12 R2E2H 상동

13 EDZ R1E3T

발파로 발생TBM EDZ 30cm :

공극률과 배 증가Surrounding matrix MDD 10

배 증가 속도 배Fracture aperture 10**0.33 10

증가

14 R2E3T 상동

15 R1E3B

제어 발파로 발생EDZ 1m :

공극률과 배 증가Surrounding matrix MDD 10

배 증가 속도 배Fracture aperture 10**0.33 10

증가

16 R2E3B 상동

표 단계 연구에서 평가 대상 시나리오2.7.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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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
17 RINI 재활성화MWCF fault

18 RINIYS 영서형 확장fault 10m

MF Detailed

Model

19 R1Q1 유출지점에 의한 시나리오Q1 R1

20 R2Q1 유출지점에 의한 시나리오Q1 R2

21 R1Q2
유출지점에 의한 시나리오 으로의Q2 R1 (EDZ

유출이므로 평가 대상 제외

22 R2Q2
유출지점에 의한 시나리오 으로의Q2 R2 (EDZ

유출이므로 평가 대상 제외)

23 R1Q3 유출지저에 의한 시나리오Q3 R1

24 R2Q3 유출지저에 의한 시나리오Q3 R2

25 R1Q4 유출지저에 의한 시나리오Q4 R1

26 R2Q4 유출지저에 의한 시나리오Q4 R2

27 R1Q5 유출지저에 의한 시나리오Q5 R1

28 R2Q5 유출지저에 의한 시나리오Q5 R2

29 R1Q6 유출지저에 의한 시나리오Q6 R1

30 R2Q6 유출지저에 의한 시나리오Q6 R2

31 R1Q7 유출지저에 의한 시나리오Q7 R1

32 R2Q7 유출지저에 의한 시나리오Q7 R2

입력 인자

민감도
33 MDD R1MDD1 5cm MDD

34 R2MDD1 상동
35 R1MDD2 10cm MDD

36 R2MDD2 상동
37 R1MDD3 50cm MDD

38 R2MDD3 상동
39 R1MDD4 1m MDD

40 R2MDD4 상동
41 용기 수명 R1C1 용기 수명 백만년1

42 R2C1 상동
43 R1C2 용기 수명 만년10

44 R2C2 상동
45 R1C3 용기 수명 만년1

46 R2C3 상동
47 R1C4 용기 수명 백년3

48 R2C4 용기 수명 백년3

49 R1QC1 용기 수명 백만년1

50 R1QC2 용기 수명 만년10

51 R1QC3 용기 수명 만년1

52 R1QC4 용기 수명 백년3

53 IRF R1IRF1 IR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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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R2IRF1 상동
55 R1IRF2 값SR97 IRF

56 R2IRF2 상동
57 길이MWCF R1MW1 배 길이5

58 R2MW1 상동
59 R1MW2 배 길이10

60 R2MW2 상동

61 R1MW3 배 길이50

62 R2MW3 상동
63 R1QMW1 배 길이5

64 R2QMW1 상동
65 단열 길이 R1FL1 단열 길이 배2
66 R2FL1 상동
67 R1FL2 단열 길이 배5
68 R2FL2 상동
69 R1FL3 단열 길이 배10

70 R2FL3 상동
71 R1FL4 단열 길이 배0.5

72 R2FL4 상동
73 R1QFL3 단열 길이 배10

74 R2QFL3 상동
75 단열 폭 R1FA1 단열 폭 배10

76 R2FA1 상동
77 R1FA2 단열 폭 배100

78 R2FA2 상동
79 R1FA3 단열 폭 배1/10

80 R2FA3 상동
81 R1QFA1 단열 폭 배10

82 R2QFA1 상동

83

단열에서

지하수 유동

속도

R1FV1 유동 속도 배10

84 R2FV1 상동
85 R1FV2 유동 속도 1/101O

86 R2FV2 상동
87 R1QFV1 유동 속도 배10

88 R2QFV1 상동

89

단열 주변

암반 확산

계수

R1MD1 확산 계수 배10

90 R2MD1 상동
91 R1MD2 확산 계수 배1/10

92 R2MD2 상동
93 R1QMD1 확산 계수 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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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R2QMD1 상동

95

단열 주변

암반 내 분배

계수

R1MK1 분배 계수 배10

96 R2MK1 상동
97 R1MK2 분배 계수 배1/10

98 R2MK2 상동
99 R1QMK1 분배 계수 배10

100 R2QMK1 상동

101
분배MWCF

계수
R1MWK1 분배 계수 배MWCF 10

102 R2MWK1 상동
103 R1MWK2 분배 계수 배MWCF 1/10

104 R2MWK2 상동

105
R1QMWK

1
분배 계수 배MWCF 10

106
R2QMWK

1
상동

107 DCF R1DCF1 SR97 DCF

108 R2DCF1 상동
109 R1QDCF1 SR97 DCF

110 R2QDCF1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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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지하수 유동 평가3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이 생태계로 도달하기까지의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지하 심부에 거치된 방사성폐기물은 거치된 용기를 비롯한 인공 방벽들이 그 기능

을 상실하게 되면 결국 천연 방벽인 암반으로 유출하게 된다 이 유출 핵종들은 포.

화된 암반 연속면 내의 지하수로 용해되어 확산 분산 이류 등의 반응을 통하여 생, ,

태계까지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지하 암반 내 지하수 유동 특성에 대한 연구는 처.

분장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공질 매질에서의 지하수 유동 해석 코드인 를 이용하여 다공NAMMU

성 매질 암반으로 가정한 평가 대상 지역의 지하수 이동 경향 및 거리 시간 유입, ,

속도 등을 차원 지하수 유동 평가를 통해 산정해 보았다 특히 우(Darcy Velocity) 3 .

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으므로 처분장의 부지 또한 연안 경계 조건의

경우 해수 침입으로 인해 담수 지하수 유동 경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평가도 고려하였다.

는 다공질 매체에서 차원적인 지하수 흐름을 모델링할 수 있는 소프트NAMMU 1~3

웨어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지하수의 불포화 흐름과 열이나 입자의 이동을 포함하.

여 정상 상태와 시간 종속 거동 등을 모델링할 수 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 붕괴.

와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모델링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지층을 모델링하는데 많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에 기반을 두고 있다Method) .

코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를 위해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시NAMMU

험되었고 검증되었으며 실제 심지층 처분 연구를 위한 지하수 유동 해석 코드로 유

럽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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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기본 방정식 및 수치해석 방법1

지하수 유동 지배 방정식1.

지하 매질에서 지하수 및 용질 이동 모델의 지배 방정식을 방정식을 이용하Darcy

여 식 과 같이 잔류 압력 변수(3.1.1) (residual pressure) P R로 나타낼 수 있으며,

q =-
kμ ⋅ (∇ P R - ( ρ l- ρ 0)g )

(3.1.1)

또한 지하수 유체의 연속 방정식은 아래 식과 같다.

∂∂ t
(φρ l)+∇ (ρ lq ) = 0

(3.1.2)

방사성폐기물을 연안에 처분할 경우 또 하나의 변수인 해수의 농도 변화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농도 변수 로 나타낼 수 있다C .

∂∂ t
(φρ lC ) +∇ (ρ lqC )-∇ (φρ lD∇C ) = 0

(3.1.3)

방정식 과 를 조합하면 아래와 같은 지배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3.1.1) (3.1.2) .

∂∂ t
(φρ l) -∇⋅　 ( ρ l

kμ ⋅ (∇P R- ( ρ l- ρ 0)g ) ) = 0
(3.1.4)

방정식 를 저유 계수 를 이용해 고쳐 쓰면 아래와 같다(2) S .

S
g

∂P R

∂t
+φ ∂ρ l∂C

∂C∂t
+∇⋅ (ρ lq)= 0

(3.1.5)

이를 이용하면 압력 방정식은 다음 식처럼 고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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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g

∂P R

∂ t
-∇⋅ (ρ kμ ⋅∇P R)= 0

(3.1.6)

방정식 과 또는 과 에 변수(3.1.3) (3.1.4), (3.1.3) (3.1.6) P R과 들은 비선형C

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실제 연안 처분장에서 지하수 유동 현상을(non-linear)

해석할 경우 상기 두 방정식들을 함께 해석해야 한다.

상기 방정식에서 정의된 잔류 압력은 P R = P T+ ρ 0⋅ g ( z - z 0)로 정의되는데 여

기서 P T는 총 압력이다 또한 는 중력 가속도 는 높이 통상적으로 해수면으로. g , z (

부터의 높이 그리고), z 0
는 기준 높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면 해수면에서 이다( 0) .

일반적으로 지하수 유동 평가 방정식들에 포함된 인자들로는 투수 계수 공극률 유, ,

체의 밀도와 점도 분산 계수 등이 있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

한편 코드에서 모든 입력 데이터들은 단위로 제공된다, NAMMU SI .

투수 계수 투수 계수 는 주어진 암석 종류에 대해서 일정하거나 혹은 위치에(1) : k

대한 임의의 함수일 수 있고 비균질 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암석별(anisotropic) .

로 투수 계수가 균질하다고 가정하였다.

공극률 공극률(2) : φ는 지하 매질이 탄성을 가지므로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처분장에서 핵종 붕괴로 인한 발열이 미미하다고. ,

판단하여 식 과 같이 공극률을 각 매질별로 상수로 가정하였다3.1.7 .

φ = φ 0+ (P
T - P T

0 )
dφ
dP T

(3.1.7)

여기서, φ 0
와

dφ
dP T 는 주어진 암석 종류에 대해 일정하며,

φ는 위치에 대한 임의의 함수이며,

P T
0
는 상수이다.

유체의 밀도(3) ρ l
와 점도 μ 유체의 밀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

1ρ l

=
( 1 - C )

ρ 0 ( 1 + a (P
T - P T

0 ) )
+

C
ρ c0 ( 1 +a c (P

T - P T
0 ) )

(3.1.8)

여기서, a , a c
, ρ 0

, ρ c0
그리고 P T

0
는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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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체의 점도는 상수로 주어진다.

분산 계수 분산계수 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4) : (dispersion tensor) D .

D =
D pτ δ ij+ α Tvδ ij+ ( α L- α T )

v iv j

v

(3.1.9)

여기서, D p
는 물 분자의 확산 계수 이고(molecular diffusion coefficient) ,

τ는 이며 주어진 암반 종류에 대해 일정하다tortuosity .

α T
, α L

은 각각 및 이며longitudinal transverse dispersion length

주어진 암반 종류에 대해 일정하다.

v l
는 공극 지하수 속도(pore water velocity) v의 벡터성분으로

v =
qφ 로 주어진다.

경계조건2.

가 육지 상부 경계 조건.

육지 상부 경계 조건은 지하수위 분포 라인을 따라 설정된다 지하수위 아래에 위.

치한 암석은 잔류 지하수 압력 을 받으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residual pressure)

터 구할 수 있다.

P R = ρ fgz (3.1.10)

여기서 ρ f
는 담수의 밀도이고,

는 중력 가속도g ,

는 해수면으로부터의 표고차이다z .

이와 같은 경계 조건은 모델링에서NAMMU >>VALUE VARYING LINEARLY

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때WITH POSITION . ρ fg는 997.0 × 9.7141 = 9.78

× 10
3 이다 염수에 관한 경계 조건은 으로 놓는다.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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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다지역 상부 경계 조건.

바다지역에서의 경계 조건은 가지이다 하나는 해안의 지표지질에서의 상부 경계2 .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우측 경계 조건이다 먼저 해안의 지표지질에서의 상부 경계.

조건은 기준점으로부터 상부에 위치한 해수의 깊이로 인한 잔류 지하수 압력은 아

래와 같이 표시된다.

P R = ( ρ f- ρ s )gz

(3.1.11)

여기서 ρ s
는 해수의 밀도이다.

따라서 모델링 상에 ( ρ f- ρ s )g =- 25.8× 9.814 =- 2.53× 10 2 이며 해수면에서

의 잔류 수압은 이므로 이다 지하수 유동 모델링에서 필요한 또 다른 경계z = 0 0 .

조건은 염수 농도에 관한 것이다 해안 상부 지질 경계면에서의 는 염수의 농도이. C

므로 아래 식으로부터 이다C = 0.1517 .

1ρ 1

=
Cρ s

+
( 1 - C )ρ f

(3.1.12)

여기서 ρ f는 도 상온에서 담수의 밀도로25 997.0kg/m
3이고,

ρ s는 도 상온에서 염수의 밀도로25 1195.8kg/m
3이고,

ρ l
는 도 상온에서 해수의 밀도로25 1022.8kg/m

3이다.

다 오른쪽 경계 조건.

우측 경계 해수면 아래 지표 심도에서 최하단 지점까지의 라인에 설정되는 오른쪽

경계 조건은 모델링에서NAMMU >> VALUE VARYING LINEARLY WITH

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다 오른쪽 최상부의 고도가 해수면으로부터 미POSITION . f

터 아래이고 최하부의 고도가 해수면으로부터 미터이므로 를r START VALUES

로 를 로 놓으면 된다 또(-f × -25.8 × 9.814) , END VALUES (-r × -25.8 × 9.814) .

한 염수 농도 조건은 바다지역 상부 경계 조건 설정 시와 같이 로 놓는C = 0.1517

다.

해석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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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해석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충분한NAMMU .

구동 시간과 컴퓨터 용량이 주어진 경우 선형 행렬 방정식의 해석에 유용한, direct

방법이고 또 하나는 또는frontal iterative solver semi iterative PCCG

방법이다 거의 모든 실용 예제에서 차원 평(PreConditioned Conjugate Gradient) . 2

가의 경우 방법은 방법만큼 평가 시간이 빠르다 방법은 두 종direct PCCG . PCCG

류로 수행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고 다른GMRES(Generalized Minimum Residual)

하나는 방법이다 은 더 적은 메모리가 요구BicStab(Biconjugate Stablised) . BicStab

되는 반면에 는 비대칭 시스템 예를 들면 커플링된 담수 지하수와 염수, GMRES ,

흐름의 평가에 적당하며 일반적으로 더 정확하다.

간단한 지하수 평가 계산은 선형 방정식이며 해석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러.

나 어떤 경우에는 구현하고자 하는 모델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비선형 방정식

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커플링된 담수 지하수 이동과 해수의 이동 또는.

커플링된 담수 지하수 이동과 열전달 등은 모두 비선형 방정식이다 왜냐하면 염수.

또는 온도는 담수 지하수 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순차적으.

로 담수 지하수 이동에 영향을 끼치고 그 흐름에 의해 염수 또는 열이 이동하게 된

다.

보통 비선형 방정식은 선형 방정식에 비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는 이. NAMMU

러한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으로 몇 가지의 아주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적으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인Newton-Rapson iteration .

방법으로 방정식의 해에 충분히 가까운 가 주어진다면 더욱 빨리 수렴initial guess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예로 담수 염수 커플링 계산을 들 수 있는데 염수 분포 계. ,

산을 위한 이 방법 적용상의 주의할 점은 해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각 오차반복 계산시마다. NAMMU output file

의 값을 체크하여 이 값이 작은 값으로 수렴해 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RSTEP .

값은 반복 계산 동안 미지의 값들 중 하나에서의 가장 큰 변화 정도RSTEP node

를 측정한 값으로 이 값의 정확한 정의는 사용되는 기본 방정식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값은 각 반복 계산에서 산출되고 계산을 반복하는 동안 구하는 해. RSTEP

에 충분히 가깝게 되면 방정식은 수렴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값도 감소하RSTEP

게 된다 실제로는 예를 들어 이번 단계의 반복 계산에서 값이 약. RSTEP 10
-6까지

감소했다면 그 바로 다음 계산에서는 훨씬 더 적은 값을 보여줄 것이라는, RSTEP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해의 변화가 아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

말하면 실제 계산에서 값이, RSTEP 10
-6까지 감소했다면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또한 염수 계산이 정확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파일로 나타. post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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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래프 상의 염수 농도 곡선 분포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염수가 존.

재하는 부분의 를 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 너무FEM grid . FEM grid refined

되거나 너무 하면 값이 발산하게 된다coarse RSTEP .

결과파일4.

코드의 결과 파일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모델링 즉 유한 요소 격자망NAMMU ,

정보와 구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정보와 관련된 파일과 파일이 있다 여기*.md *.gf .

서 확장자 는 모델을 는 예를 들면 입력 자료에서는md , gf , pressure(NAMMU

나 염수 입력 자료에서는 를 의미한다 그리고 계산 시간PRES) (NAMMU CONC) . ,

해의 수렴 여부 값 등 평가 관련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과(RSTEP ) *.out

표현하고자 하는 결과의 그림들을 보여주는 파일인 파일 등이 있post script *.ps

다.

결과 파일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과와 관련된 것이NAMMU PATHLINE

다 계산 결과는 별도로 에 저장할 수 있으며 다른 결과 파일과. pathline stream 34 ,

마찬가지로 입력 자료에서 설정해 줄 수 있다 이 때 파일의 확장자는 통상적으로.

를 사용한다*.p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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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영서형 평가2

그림 평가 대상 지역과 차원 모델링 영역의 비교3.2.1 3

그림 은 고준위 폐기물 심지층 처분 연구를 위한 단계 연구 대상 지역 중에서3.2.1 1

우선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실제 지형과 차원 평가 모델을 비교하여3

나타내었다 이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전시. ,

북서부와 충남 금남면과 접경을 이루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소규모 분지를.

이루는 능선을 경계로 연구소 부지를 거쳐 동진하다가 약 동측에 흐르는 갑천3km

에 합류하여 북진 결국에는 금강 본류에 합류한다, .

지하수 유동 해석에는 코드를 사용하였다 그림 는 수치해석을 위한NAMMU . 3.2.2

평가 지역의 차원 그리드 구성도이다 보다 정확한 지하수 유동 해석을 위해 실제3 .

평가에서는 의 기능을 사용하여 격자망을 세분화하였고 정확한 수치해를NAMMU ,

얻기 위해 격자망 세분화 에 따른 해의 수렴 현상을 면밀히 조사해(grid refinement)

해의 정확성 판별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그림 실제 지형과 차원 그리드 구성도3.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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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평가 지역의 단열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3.2.3 .

그림 단열의 위치3.2.3

지질 조사에 의해 상부 토양층은 약 의 두께로 설정하였으며 상부 암반층은 연45m ,

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까지로 설정하였다 하부 암반층은 경암층으EL. -250m .

로 처분심도를 로 가정할 때 모암의 지하수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EL. -500m

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분한 심도를 고려하여 까지로 설정하였다EL. -1,000m .

표 은 코드를 이용한 지하수 유동 평가 입력 자료인 투수계수와 공극3.2.1 NAMMU

률을 나타낸다.

투수계수(m
2
) 공극률

SOIL 1.0E-13 0.2

UROCK 1.0E-16 0.02

LROCK 8.0E-17 0.02

Fracture 1 1.0E-7 0.02

Fracture 2 1.0E-7 0.02

Fracture 3 1.0E-7 0.02

Fracture 4 1.0E-7 0.02

표 지하수 유동 평가 입력자료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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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에서의 경계 조건으로는 육지 상부에서는 육지 상부 경계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이 외,

의 영역에서는 광역 모델링 해석에 의해 불투수 경계조건 을(no-flow boundary condition)

적용하였다.

그림 와 표 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심도에서의 지하수 유동 경로 및 이동3.2.4 3.2.2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지하수는 하부 암반층과 상부 암반층을 통해 표토층으로 유출되고 있.

다.

그림 임의의 위치에서의 지하수 이동 경로3.2.4

ROCK Travel time (years) Path length (m) Darcy velocity (m/yr)

1

LRock 3.52E+04 1.12E+03 6.36E-04

URock 6.90E+03 2.98E+02 8.64E-04

Soil 2.68E+02 7.25E+02 5.41E-01

2

LRock 3.97E+04 1.16E+03 5.84E-04

URock 8.17E+03 3.08E+02 7.54E-04

Soil 3.23E+02 8.58E+02 5.31E-01

3

LRock 4.41E+04 1.18E+03 5.35E-04

URock 1.00E+04 3.18E+02 6.36E-04

Soil 3.91E+02 1.02E+03 5.22E-01

4

LRock 4.80E+04 1.18E+03 4.92E-04

URock 1.27E+04 3.10E+02 4.88E-04

Soil 5.11E+02 1.22E+03 4.77E-01

5

LRock 5.09E+04 1.14E+03 4.48E-04

URock 9.86E+03 2.85E+02 5.78E-04

Soil 2.30E+02 4.62E+02 4.02E-01

표 지하수 이동 시간 및 거리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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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한국 원자력 연구소 주변의 지하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지하수 유동은3.2.5 .

지형의 국지적인 변화에 의해 이동을 하게 되나 주변의 단열의 위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다.

그림 한국 원자력 연구소 주변의 지하수 이동 경로3.2.5

ROCK Travel time (years) Path length (m) Darcy velocity (m/yr)

1 LRock 1.71E+03 6.64E+02 7.78E-03

URock 1.30E+03 4.30E+02 6.62E-03

Soil 3.27E+00 4.71E+01 2.88E+00

2 LRock 2.51E-03 3.66E+02 2.92E+03

URock 8.78E-04 3.45E+02 7.86E+03

Soil 2.79E-04 4.79E+01 3.44E+04

3 LRock 3.98E+03 5.38E+02 2.70E-03

URock 2.20E-03 5.70E+02 5.18E+03

Soil 5.48E-04 4.85E+01 1.77E+04

표 지하수 이동 시간 및 거리3.2.3

그림 과 표 는 단열 내부에서의 지하수 유동 및 지하수 이동 거리와 시간을 보여주고3.2.6 3.2.4

있다 그림 처럼 처분장이 단열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면 지하수는 주변 암. 3.2.6

반보다 투수계수가 높은 단열을 통해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이동 경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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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열 주변에 처분장이 위치해 있을 경우의 지하수 이동 경로3.2.6

ROCK Travel time (years) Path length (m) Darcy velocity (m/yr)

1 LRock 7.82E+02 2.09E+03 5.36E-02

URock 9.50E-04 3.51E+02 7.38E+03

Soil 1.08E-03 4.88E+01 9.04E+03

2 LRock 4.99E+02 1.96E+03 7.88E-02

URock 9.64E-04 3.59E+02 7.44E+03

Soil 9.44E-04 4.86E+01 1.03E+04

3 LRock 5.56E+02 1.88E+03 6.76E-02

URock 9.47E-04 3.58E+02 7.56E+03

Soil 9.81E-04 4.87E+01 9.92E+03

4 LRock 1.18E+04 1.25E+03 2.14E-03

URock 1.03E-03 2.77E+02 5.40E+03

Soil 7.23E-04 4.77E+01 1.32E+04

표 지하수 이동 시간 및 거리3.2.4

그림 은 지하수의 유동 경로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지하수 유동 속도 벡터3.2.7 ~ 8

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도시된 바와 같이 단열이 위치해 있는 곳의 지하수 유동은 단열. 3.2.7

을 따라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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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지하수 유동 속도 벡터

그림 3.2.8 지하수 유동 속도 벡터

그림 3.2.9는 임의의 치에서 처분장 심도의 지하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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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임의의 위치에서의 지하수 이동 경로3 .2 .9

ROCK Travel time (years) Path length (m) Darcy velocity (m/yr)

1

LRock 9.17E+04 3.54E+03 7.72E-04

URock 1.60E+03 1.83E+02 1.64E-01

Soil 1.24E+01 6.73E+01 4.15E+00

2

LRock 1.19E+05 4.11E+03 6.88E-04

URock 1.26E+03 1.62E+02 2.56E-03

Soil 3.39E-01 1.65E+00 9.72E-01

3 LRock 1.75E+05 4.74E+03 5.44E-04

4

LRock 7.38E+04 3.29E+03 8.90E-04

URock 1.20E+03 1.63E+02 2.70E-03

Soil 1.55E+00 7.49E+00 9.68E-01

5

LRock 4.62E+04 2.52E+03 1.09E-03

URock 1.75E+03 1.98E+02 2.26E-03

Soil 2.22E+01 1.27E+02 1.15E+00

표 지하수 이동 시간 및 거리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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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영동형 평가3

본 연구의 평가 지역은 고준위 폐기물 처분 연구를 위한 연구 지역의 하나인 강원

도 고성지역이다 또 이 지역은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동쪽은 동해와 접해 있으며. ,

서쪽은 태백산맥이 위치해 있다 오른쪽은 바다와 접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평가.

가 필요하며 특히 해안 지역에 지하 동굴을 고려할 경우 밀도가 담수보다 높은 해,

수 침투로 인해 지하수 유동이 변화하고 특히 처분장의 경우 해수가 처분 동굴로

침투할 경우 벤토나이트 방벽의 팽윤을 방해하고 흡착능을 저감시킨다 또한 콘크.

리트 방벽의 열화를 촉진시키고 점부식을 통해 폐기물이 거치된 드럼통을 빨리 부

식시키므로 정확한 지하수 유동 평가를 위해서는 해수 존재를 고려한 경계 조건들

을 설정해야 한다 모델링 대상 지역 선정 시 왼쪽 경계 조건은 높은 산의 존재로.

인해 불투수 경계 조건이 유효하며 육지 상부 지역에서는 지하수위에 따라 경계,

조건이 설정되어야 하며 바다에서는 염수를 고려한 경계 조건이 오른쪽에서는 지,

형 특성을 고려해 불투수 경계 조건이 하부는 불투수층의 존재를 고려해 불투수,

조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경계 조건을 담수와 염수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정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 내 전체 표토층과 암반이.

완전 포화되었다고 가정하고 지하수 유동을 평가하였다.

그림 은 평가 지역의 실제 지형과 모델 지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3.3.1 .

그림 는 평가 지역의 차원 그리드 구성도이다3.3.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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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원 그리드 구성도3.3.2 3

표 은 지하수 유동 평가 입력 자료인 투수계수와 공극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3.3.1 .

토층과 상부 암반층은 각각 와 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하부 암반층은25m 300m ,

고준위 폐기물의 처분심도를 로 가정할 때 모암의 지하수체계에 미치는EL. -500 m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분한 심도를 고려하여 로 설정하였EL. -1,000 m

다.

Item Permeability( )㎡ Porosity

SOIL 1.0E-13 0.1

URock 5.0E-16 0.01

LRock 5.0E-19 0.01

표 지하수 유동 평가 입력 자료3.3.1

그림 는 임의의 위치에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심도의 지하수3.3.3 ~ 3.3.4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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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임의의 위치에서의 지하수 이동 경로3.3.3

그림 처분장 심도에서의 지하수 이동 경로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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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Travel time (years) Path length (m) Darcy velocity (m/yr)

1

LRock 4.88E+05 1.29E+03 2.65E-05

URock 3.56E+03 3.24E+03 9.09E-03

Soil 5.54E+01 4.97E+02 8.97E-01

2

LRock 1.05E+06 1.10E+03 1.05E-05

URock 3.33E+03 2.27E+03 6.80E-03

Soil 5.94E+01 6.21E+02 1.05E+00

3

LRock 1.11E+07 3.83E+03 3.45E-06

URock 3.50E+03 7.41E+02 2.12E-03

Soil 2.05E+02 5.85E+02 2.85E-01

4

LRock 1.30E+06 2.35E+03 1.81E-05

URock 1.19E+03 1.96E+03 1.65E-02

Soil 5.65E+01 5.28E+02 9.34E-01

5

LRock 6.02E+05 1.16E+03 1.92E-05

URock 2.83E+03 1.52E+03 5.36E-03

Soil 5.18E+01 3.13E+02 6.04E-01

6

LRock 2.89E+05 2.86E+02 9.90E-06

URock 2.84E+03 9.92E+02 3.49E-03

Soil 2.47E+00 2.90E+01 1.18E+00

표 지하수 이동 시간 및 거리3.3.2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일반적으로 연안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수 침투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야 한다 처분장이 연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 해수를 고려한 지하수 이.

동 경로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지하수는 바다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3.3.5 ~ 3.3.6 .

있으며 이동 경로 또한 짧게 나타났다 연안 처분장은 처분장이 지역 주민들의 시, .

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만일의 누출 사고 시에도 희석 부피가 매우 큰 바다와 직

접 연결되어 위해를 크게 저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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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수의 영향을 고려한 경우의 지하수 이동 경로3.3.5

그림 해수의 영향을 고려한 경우의 지하수 이동 경로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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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지하수 이동 경로3.3.7

그림 은 해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지하수 이동경로를 나타3.3.7 ~ 3.3.8

내었다 그림 와 그림 에서 나타난 지하수 이동 경로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3.3.5 3.3.7

있으며 이는 국지적인 표고 분포가 지하수 이동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해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지하수 이동3.3.8

경로

표 은 해수의 영향에 따른 지하수 이동 거리와 시간을 나타내었다 해수의 영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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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긴 이동 거리와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ROCK

해수의 영향을 고려한 경우 해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Travel time

(years)

Path length

(m)

Darcy vel.

(m/yr)

Travel time

(years)

Path length

(m)

Darcy vel.

(m/yr)

1

LRock 6.24E+05 2.71E+02 4.34E-06 5.96E+05 3.37E+02 5.66E-06

URock 1.56E+04 1.60E+03 1.02E-03 2.94E+03 4.63E+02 1.58E-03

Soil 4.46E+01 1.31E+02 2.94E-01 7.85E+01 4.69E+02 5.97E-01

2

LRock 1.09E+06 4.82E+02 4.44E-06 1.23E+06 3.56E+02 2.89E-06

URock 6.35E+03 1.40E+03 2.20E-03 8.07E+03 1.47E+03 1.83E-03

Soil 2.76E+02 8.77E+02 3.18E-01 3.84E+01 1.86E+02 4.85E-01

3

LRock 7.82E+05 4.32E+02 5.52E-06 8.86E+05 4.37E+02 4.93E-06

URock 2.86E+03 6.60E+02 2.31E-03 3.40E+03 6.72E+02 1.98E-03

Soil 5.08E+01 8.04E+01 1.58E-01 1.26E+01 8.04E+01 6.40E-01

4

LRock 5.57E+05 6.55E+02 1.17E-05 6.02E+05 3.21E+02 5.33E-06

URock 2.70E+03 6.27E+02 2.32E-03 2.78E+03 7.73E+02 2.78E-03

Soil 5.93E+00 4.80E+01 8.10E-01 2.39E+01 1.66E+02 6.95E-01

5

LRock 9.80E+05 3.57E+02 3.64E-06 1.08E+06 4.40E+02 4.08E-06

URock 2.70E+03 8.79E+02 3.26E-03 2.82E+03 9.52E+02 3.38E-03

Soil 1.10E+01 1.36E+02 1.24E+00 1.10E+01 1.72E+02 1.56E+00

표 지하수 이동 거리 및 시간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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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결론4

종합 성능평가를 위해서 처분장 주변의 지하수 유동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서형의 경우 처분장이 단열 주변에 위치해 있지 않을 때,

지하수가 생태계로 이동하는데 수천 년 이상이 걸리므로 안전성 확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만약 처분장이 단열 주변에 위치해 있을 경우 주변.

암반보다 높은 투수계수를 가지는 단열을 통해 지하수는 빠르게 이동하여 수백 년

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영동형의 경우 처분장이 해안에 위치한다면 지하수는 바다로 이동을 하며 만일의,

누출 사고 시에도 희석 부피가 매우 큰 바다로 연결되어 위해를 크게 저감시킬 수

있다 또한 지하수의 이동 시간도 수천 년 이상이 걸리므로 안전성 확보에 별 무리.

가 없을 것이다.

영동형의 경우가 영서형의 경우보다 지하수의 이동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처분장이 연안에 위치해 있을수록 좀 더 안전성 확보,

가 용이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후 단열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과 모델을 이용하여 좀, DFN EPM

더 자세한 지하수 유동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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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생태계 영향 평가4

제 절 서 론1

우리나라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하여 지하 심부에 스웨덴의 방KBS3

식의 처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심부 처분장은 지표로부[1].

터 대략 정도의 심부 지질환경내의 화강암 모암 내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500m

상된다 처분장에 처분된 캐니스터로부터 지하수에 의해 유출된 핵종은 필연적으로.

인공방벽을 거쳐 암반매질 내 다수 존재하는 단열을 통해 지하수의 유동을 따라 지

하매질과 생태계의 경계 에 도달하여 인간 생(geosphere biosphere interface; GBI)‐
태계로 전이 확산 이동하게 된다 중저준위 처분장의 경우도 현재 진행 중인 천부, .

지하 환경의 사일로형태의 처분장에서 유출된 핵종은 고준위 처분장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처분장 모암의 암반매질 을 거쳐 수리토양대(hydraulic rock domain; HRD)

를 통하여 생태환경으로 유입되어 생태환경에 피폭을(hydraulic soil domain; HSD)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 핵종은 궁극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방사성.

붕괴로 소멸되거나 임해처분장의 경우라면 인근 해양으로 모두 유입되어 먼 바다를

통해 확산되어 나가 소멸된다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상 처분장이 반드시 임해에 근.

접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최장 수십 킬로미터를 넘지 않는 유동로를 따르는 이동거

리를 수백에서 수천 년의 이동시간을 가지며 생태계를 거쳐 해양으로 유입되는 방

사성 핵종은 다양한 섭생 호흡경로나 외부 직접피폭을 통하여 농축을 영위하거나,

민물수산업 혹은 해양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주민에게 피폭을 주는 피폭 경로에 직,

접 관련된 어느 정도는 전형적인 형태로 제한된 피폭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미래에 천공되어 이용될 수도 있는 우물을 통한 관개에.

의한 농작이나 목축 등 육지 생태계를 통한 경작시나리오와 우물물의 직접적인 음

용을 통한 피폭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지하 지질 환경을 갖.

는 화강암 모암내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핵종이 심부 및 천부 지

하매질을 거쳐 궁극적으로 지하매질과 생태계의 접점을 통하여 생태환경으로 진입

하여 여러 생태 피폭 경로를 따라 이동 확산하면서 그 결과로서 인간에게 주는 피

폭을 정량적인 선량률로 계산하여 처분장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규제기준치와 비

교하는 것이 처분안전성 평가의 최종 단계가 된다.

생태계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이동 및 확산에 관한 연구는 원전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위해 이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유사한 방법론으로 접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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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어 온 사례가 있지만 이들 시스템에 관련된 주요 방사성 핵종이나 핵종 각,

각의 이동 특성과 메커니즘 그리고 환경은 상이하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대기와, .

해양을 통한 확산 이동이 주요한 이동 메커니즘일 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는 심부 및 천부 지질환경과 생태환경 등에서의 지하수의 유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핵종이동이 그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된다.

이렇게 매질과 시스템 측면에서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상 핵종의 반감기나

다양한 매질을 거쳐 생태계로의 이동에 걸리는 속도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평가 기

간의 차이 등 처분장의 경우는 원전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의 평가

모델과 방법론을 요구하게 된다.

생태계 평가는 보통 다음과 같은 보편적이지만 필수적인 단계를 거쳐 수행될 수 있

는데 우선 평가 대상이 되는 처분 시스템 주변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 생태계 특,

성들이 자세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지하수가 생태계로 방출 되는 지역. , (discharge)

을 찾아 이곳을 독립된 생태계의 차 선원항으로서 를 파악하고 이러한 지하수2 GBI ,

방출 지점 이후의 생태계에 대한 핵종 전이 및 이동에 관련된 다양한 FEPs

로부터 가능한 핵종 유출 확산 그리고 이에 따(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 ,

른 주민 피폭시나리오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런 다음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개념.

모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하여 전산 모델로 구현한 후 관련

입력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결과로서 피폭 대상 개인당 핵.

종별 연간 피폭선량률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생태계로 유입되는 핵종별

단위 방사능 유출률에 대한 피폭결과로서의 선량률 즉 선량환산인자, (Flux to‐ ‐
가 평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구해진 방사선 피폭 선량률dose conversion factor) .

은 로 유입되는 핵종별 방사능 유출률 값은 이 선량환산인자에 의해 선형적으GBI

로 피폭선량률로 환산되어 이 값이 처분장의 안전성과 처분 시스템에 대한 인간 환

경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방사선적 안전성을 보이기 위해 안전 기준치와의 비교

를 위한 처분안전성의 지표 로 활용된다(Safety indicator) .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이 처분장이 총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생태시스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핵종의 전이 및 이동 경로에 대한 경

로 및 를 고려한 후 생태계모델링을 거쳐 각 핵종별 선량 환산 인자를 도출을FEP

위한 정량적인 평가 수행결과를 생태계 모델링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내

용과 함께 기술하기로 한다 실제 평가 계산을 위해서는 범용구획모델코드. AMBER

를 이용하여 자체 개발된 생태계평가 템플릿 프로그램인 가 이용되었다[2] ACBIO2

는 이전의 일련의 생태계 모델링을 통해 개발된 을 확장한[3-6]. ACBIO2 ACBIO1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생태계 관련 인자를 반영한 템플릿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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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이다.

처분시스템 평가를 위해서는 모델링을 위해 구분한 여러 구획에 관련된 물리적 지,

화학적 입력변수 그리고 피폭경로를 따른 동식물상의 농도 분배 및 다양한 먹이사,

슬에 관련된 여러 섭생관련 입력변수 등 그 종류와 개수에 있어 방대한 입력변수가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입력변수의 변화에 따른 평가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반면.

입력변수가 갖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정량적

인 영향을 평가해보기 위하여 이 보고서를 통하여 선별된 몇몇 파라미터로서 경작

지에 대한 관개율과 면적 핵종의 구획에서의 수착계수 그리고 해양 피폭 집단에, ,

대한 해조류 섭취율의 변화 등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 및 확률론적 계산도 따로 수

행하여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생태계 피폭선량률 계산 모델 및 템플릿 프로그램

는 향후 고준위는 물론 중저준위 처분시스템 생태환경 평가에 범용 적으로ACBIO2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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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생태계 평가를 위한 기본 가정2

평가 대상으로서 생태계는 비교적 정적이며 상대적으로 단순한 지하매질에 비해서,

그 자체로서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동이 심하고 장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환경과,

생태환경에 대한 평가가 되어 예측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또한 미래의 환경변화.

에 따른 불확실성을 필연적으로 내재하게 되어 현 시점에서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시스템이다.

생태계 모델링에 관한 이러한 보편적인 특성 때문에 새로운 기준 개념의 도입이 필

요하게 되어 국제공동연구로 진행되었던 의 연구를 통하여 기준생IAEA BIOMASS

태계 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기(Reference Biosphere) [7].

준 생태계는 처분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생태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핵종으로 인“

한 방사선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일관된 개념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되는 합리적

인 가정과 가설의 집합(The set of assumptions and hypotheses that i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a consistent basis for calculations of the radiological impact

arising from long term release of repository derived radionuclides into the‐
으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년 를 통해 도출된 생태계biosphere)” , 1996 BIOMOVS II[8]

리스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의 처분장에 관련된 제 원칙 등을 고려한FEP , (ICRP) ,

생태계에 대한 기준 시스템을 제시하는 보편적인 방법론(Reference Biosphere

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Methodology) ,

처분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년1999 JNC(Japan Nuclear Cycle

에 의해 마련된 일본의 보고서 나 스웨덴의 여Development Institute) H12 (H12) [9]

러 보고서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평가개념이 그 예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기준 생태계를 가정하여 적용하는데 이는 생[10-11].

태계 조건들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더라도 현재 시점의 조건 및

환경들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확한 입력 자료가 없

고 다른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적합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림 의 도표는 기준 생태 환경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4.2.1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생태계 평가에 대한 평가틀 이 마련, (Assessment context)

되면 표 과 같은 지질환경과 지하수의 유동과 조건이나 지표의 지형지세4.2.1

등 이 시스템이 상세히 파악되어야 하고 처분장의 지질 및 인문사회(topography)

환경을 고려하고 적합한 가정을 통해 와 평가 대상으로서의 피폭 집단을 결정GBI

하게 된다.

피폭시나리오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와 같은 국제 공동연구 등에서 개BIOMOV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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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리스트를 취사 선별하여 평가 대상 생태계에 적합하고 가능한 리스트가FEP ,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기준 생태환경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만들어4.2.1

나가는 과정

피폭 대상이나 피폭집단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핵종이 이동하는 목적지에 최종; 1)

적인 피폭 대상으로서의 피폭 집단과 피폭 위치를 핵종 개개의 특성적인 이동경로

와 관계없이 먼저 선정한 후 이들을 처음부터 결정집단으로 지정하여 이들 집단에

대해서만 피폭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 한편 지하매질과 생태계 접점의 다양성, 2)

을 염두에 두고 개개의 핵종의 지하 및 생태환경에서의 특성적인 전이 및 거동과

여러 섭생경로에 따라 상이한 피폭경로와 섭생경로에 특성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다

양한 피폭 집단들이 서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부지주변 생태영향권

내의 가능한 한 여러 피폭 집단을 복수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이들,

각 집단에 대하여 다른 피폭집단과 달리 배타적인 섭생 및 피폭경로를 상정하여 각

각에 대한 피폭평가를 수행한 후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가장 피폭을 많이 받는 집단

을 결정피폭집단으로 정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핵종이 피폭 경로를 따라 이미 존재하는 결정집단으로서의 피폭 대

상이 있는 위치를 찾아 가 그 집단에게 주게 될 피폭 선량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경

우 그 해당 피폭집단만이 갖는 고유한 피폭 및 섭생경로를 효율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게 된다 실제 섭생에 관계없을 수도 있는 일반적인 피폭경로도 무조건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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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이 그 일례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농축산업을 주되게 영위하는 농,

어민에게 해양에서의 어업활동 등에 의한 발생할 수 있는 해수로부터의 외부 직접

피폭을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가령 어떤 핵종은 해산물 섭취경로에 영향을 더 줄 수 있고, , ,

어떤 핵종은 관개에 의한 경로를 통해 근채류의 섭취에 대해 더 영향을 줄 수 있으

므로 특정 방사성 핵종들이 특정한 피폭 경로를 따라 이동해 나가 최종적으로 도,

달되는 곳에 그 핵종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피폭 대상과 피폭 집단의 종류를 별도

로 위치시키는 방안으로 되는 것이어서 피폭집단을 부지 특성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 방안이 전자의 경우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특히 해양어업 피폭집단인 경우 평가대상 생태계내의 곡류를 반드시

먹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으며 농축피폭집단의 피폭대상도 그 생태계 내의 해산물

을 반드시 먹는다고 볼 필요가 없다 우물을 통한 농축피폭집단은 처분장 환경 내.

해산물도 섭취한다는 가정은 각 피폭집단의 위치를 산정하는 논리로 보아 이 역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폭은 섭생과 호흡 그리고 체외 직접 경로를 통하여 이.

루어지고 각 피폭집단이 위치하는 지점으로 이동 도달되는 핵종에 의한 피폭은 피

폭집단 간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피폭집단은 처분장 환경 내에서.

가능한 모든 위치의 일상생활 집단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 피폭집단은,

각각 가능한 한 처분환경 내 스스로의 피폭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주변에서 생산된

농축해산물을 섭취함으로써 내부 피폭을 받거나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 외부피폭,

을 받게 되므로 자급자족 형태의 섭생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self-sustaining)

다.

이 보고서에서도 후자의 경우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피폭집단,

과 해양어업활동을 주로 하는 피폭집단의 섭생경로 및 피폭경로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어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우리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나 그 외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H12 [9-11].

우리나라의 환경 생태계 섭생 자료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피폭집단의 도출이 필요

하겠지만 평가의 단순화를 위해 국지적 농축산물이나 수해산물의 섭취 방식의 분,

류에 따른 정의를 통하여 집단 내에서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만 한정된 피폭경로를 가정함으로써 가령 농축산업의 경우에는 해산물의 섭취를,

무시하고 해양어업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생태계 내에서의 음용수나 쌀의 섭취는,

무시하는 방법으로 피폭집단별로 타 집단에 대해 폐쇄적인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다.

우리나라와 같이 해안이 내륙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이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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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처분부지가 반드시 임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4.2.2

도 처분장을 빠져 나온 모든 핵종들은 최초 바다로 직접 유출되지 않고 우물 또는,

강과 같은 지표수로 직접 도달 유출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임해처분장의 경우와,

같이 바다로 최종적으로 유출되거나 처음부터 바다를 가능한 로 간주하는 것이GBI

보다 타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GBI

수 있어서 강이나 하천을 통하여 생태계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와 바다로 직접 유

입되는 경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자

세한 부지특성조사 결과를 통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제한해서.

는 강이나 하천 호수 우물 등의 지표수와 함께 바다도 함께 가능한 로 보고, , GBI

이들 를 조합한 몇몇의 경우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 보았다GBI .

그림 처분장 개념과 다양한 형태4.2.2 GBI

가령 임해에 근접한 처분 환경을 고려하는 경우 바다와 처분장 사이에 강이나 호수

같은 지표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농축 집단과 해양어업피폭집단을 두개의 주

요한 피폭집단으로 보아 섭생 및 피폭경로를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게 되지만 장차

처분장 환경 내에 우물이 천공되어 식수나 관개수로 이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

능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처분장이 바다에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경우 또. ,

는 극단적으로 최근접 임해처분장으로 되어 최종 는 바다일 수밖에 없는 경우GBI

도 상정 가능해진다 따라서 처분장 부지 특성조사 결과에 따라 를 면밀하게 결. GBI

정하는 것이 생태계 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피폭 집단의 일반적인 생활양식은 물론 피폭 집단에 속한 개인의 나이와 식

생활 습관 생활양식 등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각 집단의 평균적인 피폭을,

평가하기 위하여 피폭대상은 모두 최대섭취량 호흡량 등에서 보수적인 성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정한 섭생 외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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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집단에 대해 그리 동떨어지지 않는 동일한 생활양식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

이 타당해 보인다.

각 집단의 개인의 최대 피폭 선량은 피폭집단내의 섭생 호흡에 따른 내부피폭 및,

외부 직접피폭 등을 통틀어 모든 경로에 대한 선량의 합으로 계산되어지고 피폭,

대상집단은 전술한대로 모두 자급자족 집단으로 가정하여 평가대(self sustaining)

상 생태계 지역 내에서만 자급하는 농축수산물에만 의존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지중 처분장의 경우 기체 이동 시나리오에 대한 생태계

평가는 무의미하여 배제하지만 생태환경으로 유입되어 지표수나 지표토양에 침적,

되어 있던 방사성핵종의 대기로의 재부유에 의한 피폭이나 해수나 지표수에 의한

어업활동이나 레저 활동 등에 의한 직접적인 외부 피폭은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피폭집단이 해안과 강 호수와 같은 지표수에 그리고 우물이 피폭집단근처에, ,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설정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현재시점은 물론 이 시점,

을 기준으로는 물론 고려하는 미래의 처분환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편적인 가정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형태로서 농축 피폭집단. (Farming exposure

담수어업피폭집단 그리고 해양어업피폭집단group), (Freshwater fishing), (Marine

이렇게 세 개의 피폭집단에 대한 상정이 가능하다fishing exposure group) .

이렇게 상호 배타적으로 고려된 피폭집단으로부터 가장 피폭을 많이 받는 집단을

결정피폭집단으로 선별함으로써 이 결정피폭집단이 받는 선량을 생태계로 유입되는

핵종별 단위 방사능 유출률에 대한 피폭결과로서의 선량률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보수적인 과정이 되는데 이는 처분장의 결과로서 생태계에 나타나는 영향 즉 이동, ,

되어 온 핵종이 피폭을 주게 될 위치에 있는 피폭집단에 대한 선량을 평가할 때,

처분장에서 유출된 특정한 핵종이 생태계로 유입되어 처분장 환경 내 각 피폭집단

에 이르러 다양한 생태 섭생경로를 통해 각 해당집단에 대해 피폭을 주게 되고 이

결과를 이들 집단 간 상호 상대비교를 통해 평가하여 가장 피폭을 많이 받는 집단,

즉 처분장에서 유출된 핵종이 그 결과로서 가장 피폭을 많이 주는 결정피폭집단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표 에 개념모델링을 위한 현재 처분부지가 위치하는 환경에 대한 가정을 약술4.2.1

하였다 이 표에서 보는 대로 그리고 전술했듯이 처분장을 빠져 나온 모든 핵종들. ,

은 바다나 우물 또는 강과 같은 지표수로 직접 도달 유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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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현재의 환경이 처분장운영 폐쇄이후 생태계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

점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동해안 임해 처분장

처분 환경
우물 강물 하천 등 지하수에 의한 관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임해, ,

연안지역이라면 양식장 및 자연어장을 가질 수 있음

지표지형조건

(Topography)

완만한 산악지역에서 해안으로 경사를 갖는 지형으로 처분장과 바

다 사이에 지표수로서 강이나 우물이 존재할 수 있음

기후 현재 한국의 기후와 온도 불변( )

토지 이용
경작지의 경우는 농업 및 목축업 그리고 강과 바다인 경우는 어업,

및 수산업

생활형태

오늘날의 한국 사회 환경으로 해당 지역에서 산출되는

농축수산물의 섭생경로에 의존하는 배타적인 섭취와 현재의

보편적인 생활형태 타 지역 반입 농산물 사용은 반영하지 않음.

표 기준 생태계 평가를 위한 개념 모델4.2.1

한편 처분시스템 내 각 구획으로부터 인간환경으로의 세부 피폭경로 즉, (Pathway),

세 개의 피폭 집단 즉 농축산업 담수어업 그리고 해양 어업집단들에 대한 섭취, , ,

경로들은 그림 과 표 에 요약되어 있다4.2.3 4.2.2 .

섭취경로

(Intake pathway)

농축 피폭집단

(Farming exposure

group)

담수어업 피폭집단

(Freshwater fishing

exposure group)

해양어업 피폭집단

(Marine fishing

exposure group)

섭취

(Inges

tion)

농작물

(Crops)

알곡류- (Grains)

쌀- (Rice)

녹채류- (Green

vegetables)

근채류- (Root

vegetables)

과일- (Fruit)

축산물

수해산물/

(Animal

products/

Aquatic

foodstuffs)

소고기 소간- , ,

우유 (Beef, Cow

liver, Cow milk)

돈육- (Pork)

닭고기 계간- , ,

계란 (Chicken,

chicken liver,

chicken eggs)

민물어류

(Freshwater fish)

민물갑각류

(Freshwater

crustaceans)

생선- (Marine fish)

바다갑각류-

(Marine

crustaceans)

바다연체류-

(Marine mollusks)

해조류- (Seaweed)

기타

(Others)

물 (Water)

흙 (Soil)

물 (Water)

침적물(Sediment)
침적물 (Sediment)

흡입 (Inhalation) 먼지 (Dust) 먼지(Dust) 먼지 Dust

외부피폭

(External irradiation)

물 (Water)

흙 (Soil)

물 (Water)

침적물(Sediment)

물(Water)

침적물(Sediment)

표 피폭 집단별 섭취 경로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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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피폭집단별 섭취 경로도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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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상호 관계 및 생태계 개념 모델링3 FEP

생태계 내에서 방사성 물질의 전이와 이동을 모델링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 생태계 시스템을 이루는 각 요소 즉 구획들 상호간 핵종의 전이와,

이동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계의 평가는 생태시스템을 구획으로 나누어 모델링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는

캐나다 의 스웨덴 그리고 미국 의AECL EIS[12], SKB 91[13], SITE 94[14] EPRI‐ ‐
생태계 평가 등에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15] .

구획모델링은 바다 우물 그리고 바다에서도 해수와 바닥침적층 등 이렇게 물리적, ,

으로 현저하게 구분되는 형태를 따라 구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방법론상으로 편리하

기도 하지만 구획 내에서는 일정한 핵종의 농도나 물성을 갖게 되는 구획모델의 특

성상 생태계 모델링에 있어 보다 타당한 의미를 갖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처분시스.

템이 관련된 생태계의 경우 지표 토양층과 가변 불포화 토양층 강물과 하저 침적,

층 그리고 핵종이 유입해 영향을 받을만한 넓이를 갖는 연안해수층과 그 침전층,

등은 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명확한 구획으로 모델링될 수 있게 된다.

그림 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따라 생태계 평가를 위한 여러 전제조건이나 가정4.2.1

등을 포함한 평가틀과 처분시스템과 처분 부지 특성과 여러 가지 국내외의 리FEP

스트를 고려하여 핵종의 유출 거동 및 이동에 관여하는 을 우선 도출하였다, FEP .

그리고 이들 에 대하여 그 빈도나 발생크기 또는 우리나라의 처분 환경에 비추FEP

어 상대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모델에 포함시켜야 할 만을 반복적인 작업을, FEP

통하여 선별해내고 현재의 처분부지 특성에 맞는 것만을 선별하였다.

선별이 완료되면 이들 에 대한 상호작용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FEP RES

매트릭스 방법 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이(rock engineering system) [16] 4.3.1

나 그림 와 같은 시스템을 도출하여 생태계의 상호반응을 기술할 수 있도4.3.2 RES

록 하였다.

전술한대로의 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명확한 구획으로서의 생태계의 구성요소

를 매트릭스의 주 대각선상에 위치시켜 그림 의 경우는 모두 개의RES 4.3.1 18

를 지표수가 제외된 그림 의 경우는 모두LDEs (leading diagonal elements) , 4.3.2 11

개의 를 선별한 다음 이들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상호반응을 모두 고려LED LDE

하여 부 대각선상에 위치시키고 이 단계에서 선별된 을 각 에 대해 크로스FEP LDE

체크시켜 각 에 대한 상호 반응을 확정시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하면 그림LED .

에서 보는 대로 시계방향으로 두 가 하나의4.3.1 , LDE ODE (off-diagonal element)

를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반응매트릭스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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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표수와 해수 등 모든 가능한 경우가 고려된 평가 대상 기준 생태계에4.3.1

대한 RES

고려된 생태계의 구획은 선원항으로서 우물 강물 그리고 바다 등을 통하여 생태계, ,

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표토하부의 포화 대수대 대수대내의 토양부유물 강물이나, , ,

호수 같은 지표수 강 하저의 침적층 강물내의 부유물 불포화 가변 충전층, , , (vadose

표토 대기 그리고 근해의 해수 와 해수 내 부유zone), (surface soil), , (ocean water)

물 바닥 침전층 동물군 과 식물군 그리고 해저심부, (ocean sediment), (fauna) (flora),

침적층과 먼 바다로 이루어지는 최종 싱크 항으로 이루어져 이들이 각 를(sink) LED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나누어진 구획에서 비롯되는 섭생 및 피폭경로를 통한 핵종의 전이이동에서

도 구획모델의 특성상 대기 동물군 식물군의 경우에 대해 지표 토양(atmosphere), , ,

강과 해양에 존재하는 핵종들의 농도와는 즉각적인 평형에 도달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처분장에서 유출되어 지하 매질을 이동해 나온 핵종이 우물

이나 바다에 도달하고 다시 생태계 피폭 경로를 통하여 확산 전이되어가는 시나리,

오로부터 생태계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를 찾고 생태계로 유입되는 선원항을LDE ,

고려하고 다양하고 가능한 로 부터 구획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최종적으FEPs

로는 인간에게 피폭을 줄 수 있도록 이동해가는 시스템 및 개념적 모델링이 완료되

면 이들 각 구획에서 얻어지는 핵종 농도로부터 인간 피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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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경로를 통한 직접적인 피폭이나 수증기나 대기층 또는 생물군 등 간접적(biota)

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이 및 이동 메커니즘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

해진다.

구획을 따라 생태계 내에서 전이 이동 분포하는 핵종은 다양한 피폭경로를 통하여, ,

섭취나 호흡 그리고 외부 피폭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어 피폭을 주게 된다 곡, .

류와 가금류와 그리고 인간과의 직간접적인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축산물의 경

우 등 복잡한 모델링 방법론과 이에 따른 방대한 자료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평가

하기 위해서는 핵종 이동 경로에 대한 이해와 함께 타당한 피폭 경로 설정과 신뢰

도 있는 데이터가 입력 자료로서 요구된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나 그림 과 같은 반응 매트릭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4.3.1

아니다 부지 특성에 맞도록 선별된 와 이 사이의 반응을 정확히 고려하여. LED LED

생태계 모델링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가령 일례로서 그림 에 보이는 매트릭스. 4.3.1

를 적합한 시나리오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그림 4.3.2

에 나타낸 가 그 한 예이다RES .

이 경우는 핵종이 최종적으로 생태계로 유입되는 목적지로서 두 개의 만이 고GBI

려되는데 유일한 지표수로서의 우물과 함께 처분장이 임해에 위치하는데 따른 바,

다가 그것이다 이 두 에 관련된 피폭 집단은 표 에 나타낸 대로 섭생경로. GBI 4.2.2

와 피폭경로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로를 모식 화하여 그림 에 도시하였다4.3.2 .

그림 지표수가 제외된 평가 대상 기준 생태계에 대한4.3.2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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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농축 피폭집단과 해양어업피폭집단만을 고려하는 경우 피폭집단별 섭취4.3.3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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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수학적 모델링4

그림 과 는 전절에서 논의된 그림 과 그림 의 를 기반으로 생4.4.1 4.4.2 4.3.1 4.3.2 RES

태계 내에서의 핵종이동에 대한 개념모델을 구획모델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은 지표수와 해수 등 모든 가능한 경우가 고려된 그림 의 에 대해 그4.4.1 4.3.1 RES ,

리고 그림 는 지표수가 제외된 그림 의 에 대해 구획으로 도시한 것으4.4.2 4.3.2 RES

로 이들 구획모델은 다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다시 수학적으로 모델링되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 각 구획간의 상호 반응을 수학적인 수식으로 나타내는 수학적 모

델링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

그림 지표수와 해수 등 모든 가능한 경우가 고려된 그림 의 에 대한4.4.1. 4.3.1 RES

핵종 이동 구획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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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표수가 제외된 그림 의 에 대한 핵종 이동 구획 모델4.4.2 4.3.2 RES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수학적인 모델링은 구획모델 내 구획간의 물질 이동에 따른

물질 수지식의 기술과 구획간의 질량전달계수 의 정의를(mass transfer coefficient)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피폭 경로에 대한 수식들은 구획 내에서는 즉각적인 핵종

농도 평형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여 작성된다.

도출된 수식들을 사용한 실제 평가는 범용구획모델링을 위한 프로그램으AMBER

로 개발된 케이스 템플릿 프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전술한대로ACBIO2 .

는 역시 를 이용해 개발된 초기 템플릿 버전 을ACBIO2 AMBER AMBER ACBIO1

기반으로 하여 구획을 늘려 상세한 모델을 반영하여 개발한 것으로 이 두 모델에

대한 계산 결과는 뒤에 따로 논의된다 연구에서도 적용된 는 영국 스. H12 AMBER ,

페인 그리고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 BIOMOVS

를 통하여 여러 다른 생태계 평가를 통해 검증된 코드이다II[17] .

그림 은 구획 모델링을 위한 물질 수지를 이용한 수학적 모델링 개념이다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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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획 간 물질 수지를 이용한 수학 모델링 개념4.4.3

즉 구획 모델링에서 구획 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에 대한 지배방정식 즉 핵종, i ,

질량 [mol] (Ni 보존방정식은 물질수지에 따라 아래 식 과 같이 표현된다) (4.4.1) .

( ) 







+−








++= ∑∑

≠≠ ij

iNiiji

ij

iiMjji
i NNftSMNf

dt

dN
λλ

(4.4.1)

여기에서,

iN 구획 내의 방사성핵종 의 양= i N [mol]

jN 구획 내의 방사성핵종 의 양: j N [mol]

jM 구획 내의 방사성핵종 의 양 핵종 의 모핵종: j M ( N ) [mol]

( )tSi 구획 로 유입되는 핵종 의 선원항 유입률: i N [mol/y]

Mλ , Nλ 핵종 과 의 붕괴상수: M N [y-1]

ijji ff , 구획 에서 구획 로 구획 에서 구획 로 이동하는 핵종의 질량전달계수: j i , i j

[y-1]

식 을 각 구획에 대해 연립하여 얻어낸 연립 미분방정식과 필요한 경계 및(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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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조건 등의 부대조건 을 이용하여 각 구획내의 각 핵종의 질량을(side condition)

구해내고 그런 다음 구획의 부피를 고려하여 각 구획내의 핵종 농도를 구하게 되,

는데 이때 이러한 질량전달계수에 의한 구획간의 질량에 대한 연립미분방정식의,

해와 다시 구획내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 범용 구획모델링 코드 를 효율적AMBER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를 이용하여 구획자료와 입력 자료를 통해 만들. AMBER

어진 템플릿 프로그램으로서 이 연구를 통하여 초기버전 과 보다 상세한ACBIO1

버전 를 차례로 개발하였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는 주로 이 를 활용ACBIO2 ACBIO2

하여 생태계 평가 계산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피폭 대상 집단에 대한 피폭 경로는 세 개의 피폭경로로 구분되어 섭취

와 흡입 에 의한 내부 피폭 과 외부 직접 피(ingestion) (inhalation) (internal exposure)

폭 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세 가지 피폭 경로를 통한 연간 개인(external exposure) ,

피폭 선량은 각 구획의 핵종 농도로부터 아래와 같은 식 로부터 선형(4.4.2)~(4.4.4)

적으로 산출될 수 있다 즉 섭취 에 의한 내부피폭. , (ingestion) , ingD 은 아래 식[Sv/y]

로 산출된다(4.4.2) .

inginging CINGDCFD = (4.4.2)

여기에서

ingDCF 섭취에 대한 선량 환산 인자: (dose coefficient for ingestion) [Sv/Bq]

ING 연간 섭취량: [Kg/y]

ingC 개인이 섭취한 음식 내 핵종의 농도 또는: [Bq/kg Bq/m
3
]

흡입 에 의한 내부피폭(inhalation) , inhD 은 아래 식 으로 산출된다[Sv/y] (4.4.3) .

inhcompcompinhinh COBRDCFD = (4.4.3)

여기에서

inhDCF 흡입에 대한 선량 환산 인자: , [Sv/Bq]

compBR 흡입률: , [m
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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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 점유율: (occupancy), [h/y]

inhC 개인이 흡입한 공기에 존재하는 핵종의 농도 또는: [Bq/kg Bq/m
3
]

한편 외부 직접 피폭(external dose), extD 은 아래 식 로 산출된다[Sv/y] (4.4.4) .

extcompextext CODCFD = (4.4.4)

여기에서

extDCF 외부 피폭에 대한 선량 환산 인자: [(Sv/h)/(Bq/m
3
)]

compO 점유율: [h/y]

extC 외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 또는 흙에 존재하는 핵종 농도: [Bq/m
3
]

이들 각 식에 대한 상세한 모델 식은 다음과 같이 선형적인 식으로 표현될 수 있

다.

음용수 섭취 는 아래 식으로 나타내진다(consumption of drinking water) .

rwingfwrw CDINGD = (4.4.5)

rwD 음용수 소비에 따른 개인 피폭: (individual dose from consumption of

drinking water) [Sv/y]

fwING 개인별 담수의 섭취율: (individual ingestion rate of freshwater) [m
3
/y]

ingD 소화에 대한 선량환산계수: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ingestion)

[Sv/Bq]

rwC 우물에서의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ell water

compartment) [Bq/m
3
]

농작물 섭취 에 따른 개인 피폭은 아래 식으로(consumption of agricultural crops)

나타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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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ingcropcrop CDINGD = (4.4.6)

cropD 농작물 소비에 따른 개인 피폭: (Individual dose from consumption of the

crop) [Sv/y]

cropING 개인별 농작물의 섭취율: (individual ingestion rate of the crop) [m
3
/y]

cropC 농작물내의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crop) [Bq/m
3
]

여기서 cropC 에 대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한다.

( )( )
( )

( ) ( )









 +−
+

−

−+
=

cropcrop

transcrop

rwicropcrop

gssss

sscropcropcrop

crop
WY

FF
Cd

CSFCF
C

1

1

1
µ

ρθ (4.4.7)

cropCF 농작물에 대한 농도 계수: (concentration factor for the crop) [(Bq/kg fresh‐
weight of crop)/(Bq/kg dry weight crop)]

cropF 가공에 따른 농작물의 외부 오염 손실비: (fraction of external contamination

on the crop lost due to food processing) [-]

cropS 농작물에 대한 토양오염: (soil contamination on the crop) [kg dry weight‐
soil/kg fresh weight soil]

ssC 표토층에서의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Bq/m
3
]

ssθ 표토층의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

gssρ 표토층의 입자밀도: (grain density of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kg/m3]

cropµ 농작물의 관개수 흡수비: (interception fraction for irrigation water on the

crop) [-]

icropd 농작물에 대한 관개수 침투깊이: (depth of irrigation water applied to the

crop) [m/y]

rwC 우물물에 대한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ell water

compartment) [Bq/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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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 식물에 대해서 외부오염이 내부로 전이되는 비: (fraction of activity

transferred from external to internal plant surfaces translocation factor) [-]

cropY 농작물 수확률: (yield of the crop) [kg/m
2
]

cropW 풍화에 의한 농작물로 부터의 관개수 제거율: (removal rate of irrigation

water from the crop by weathering processes weathering rate) [1/y]

육류 섭취 에 따른 개인 피폭은 아래 식으로 나타(consumption of animal products)

내진다.

prodingprodprod CDINGD = (4.4.8)

prodD 육류 소비에 따른 개인 선량: (individual dose from consumption of the

animal product) [Sv/y]

prodING 개인별 육류 소비율: (individual ingestion rate of the animal product)

[m
3
/y]

prodC 육류에 대한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animal product)

[Bq/m
3
]

여기서 prodC 는 아래의 식으로 구해진다.

( )
( ) airssana

wsswgssss

ssass
fwarwfoddfoddprodprod COBR

INGC
INGCINGCCFC +

+−
++=

ρθρθ1 (4.4.9)

prodCF 육류에 개한 농도인자: (concentration factor for the animal product)

[day/kg fresh weight of product]‐
foddC 가축사료에 대한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animal

fodder) [Bq/kg fresh weight of fodder]

foddING 가축에 의한 사료의 소모율: (consumption rate of fodder by the animal)

[kg fresh weight/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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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C 우물물에 대한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ell water)

fwaING 가축에 의한 물의 소모율: (consumption rate of water by the animal)

[m
3
/day]

ssC 표토층에서의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Bq/m
3
]

ssaING 가축에 의한 표토층의 토양 섭취율: (consumption rate of soil from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by the animal) [kg wet weight of soil/day]

ssθ 표토층의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

gssρ 표토층의 입자 밀도: (grain density of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kg/m
3
]

sswθ 표토층의 함수 공극률: (water filled porosity of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

wρ 물의 밀도: (density of water) [kg/m
3
]

aBR 가축의 호흡률: (breathing rate of the animal) [m
3
/h]

anO 표토층에서의 가축의 점유시간비: (occupancy time of the animal in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h/day]

airssC 표토층상부 대기 중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air above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Bq/m
3
]

여기서 airssC 는 아래의 식 을 이용하여 구한다(4.4.10) .

( )
( )

ss

ss

ss

gssss

ss
airss dust

R

RC
C

1

1

−
−

=
ρθ (4.4.10)

ssR 표토층의 지연계수: (retardation coefficient for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

ssdust : dust level in the air above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kg/m
3
]

동물들에 의해 섭취되는 사료 는 그 동물들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 평가에(fodder) .

서는 크게 세 가지의 가축 형태로 분류하여 소 돼지 그리고 닭으로 나누었다 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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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목초 를 돼지는 근채류 를 그리고 닭은 곡물 을 사(pasture) , (root crops) (grain)

료로서 섭취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외에 양고기와 개고기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특.

수한 경우이고 보편적인 가축의 형태로는 볼 수 없어 제외하였다.

돼지와 닭의 경우 cropC 항은 식 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만 먹이를 준비하는(4.4.7)

과정에서 따로 손실 은 없다고 가정한다 소와 양의 경(food preparation loss term) .

우에는 foddC 항을 아래의 식 을 이용하여 계산한다(4.4.11) .

( )
( ) pastpastpast

rwipastpast

gssss

sspastpast

fodd
INGNWY

CdCSCF
C

+
+

−

+
=

µ

ρθ1 (4.4.11)

pastCF 목초의 농도인자: (concentration factor for pasture) [(Bq/kg fresh weight

of pasture)/(Bq/kg dry weight of soil)]

pastS 목초 내 토양 오염비: (soil contamination on pasture) [kg dry weight

soil/kg fresh weight of pasture]‐
foddC 목초 내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animal fodder)

[Bq/kg]

pastµ 목초에 의한 관계수 섭취율: (interception fraction for irrigation water on

pasture) [-]

ipastd 목초에 대한 관개수 깊이: (depth of irrigation water applied to pasture)

[m/y]

pastY 목초의 수확률: (yield of pasture) [kg/m
2
]

pastW 풍화에 의한 목초로 부터의 관개수 제거율: (removal rate of irrigation water

from pasture by weathering-weathering rate) [1/y]

N 가축밀도: (stocking density of the animals) [1/m
2
]

pastING 가축에 의한 목초 소모율: (consumption rate of pasture by the animal)

[kg-fresh weight of pasture]

토양 침전물 섭취 에 따른 개인 피폭은 아래 식으로/ (consumption of soil/sediment)

나타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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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sedwgsedsed

sed
ingsedsed

C
DINGD

ρθρθ +−
=

1 (4.4.12)

sedD 토양 침적물 소비에 따른 개인 선량: / (individual dose from consumption of

the soil/sediment) [Sv/y]

sedING 토양 침적물의 개인 소비율: / (individual consumption rate of the

soil/sediment) [kg/y]

ingD 소화에 따른 선량환산인자: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ingestion)

[Sv/Bq]

sedC 토양 침적물내의 핵종 농도: /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Bq/m
3
]

sedθ 토양 침적물의 공극률: / (total porosity of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 ]‐
gsedρ 토양 침적물의 입자 밀도: / (grain density of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kg/m
3
]

sedwθ 토양 침적물의 함수 공극률: / (water filled porosity of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

수산물 섭취 에 따른 개인 피폭은 아래 식으로(consumption of aquatic foodstuffs)

나타내진다.

310−= aquifoodwwingaquifoodaquifood CFCFFDINGD (4.4.13)

aquifoodD 수산물섭취에 따른 개인 피폭: (individual dose from consumption of the

aquatic foodstuff) [Sv/y]

aquifoodING 수산물의 개인 섭취율: (individual consumption rate of the aquatic

foodstuff) [kg/y]

wFF 여과수에 대한 농도비: (fraction of activity in the filtered w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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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 물 구획에 대한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ater

compartment) [Bq/m
3
]

aquifoodCF 수생유기체에 대한 핵종농도비: (concentration ratio for the aquatic

organism) [(Bq/kg-fresh weight of edible fraction of aquatic

organism)/(Bq/l-filtered water)]

여기서 wFF 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ww

w
Kd

FF
α+

=
1

1

(4.4.14)

wFF 물 구획에 대한 수착계수: (sorption coefficient for the water compartment)

[m
3
/kg]

wα 물구획 내 부유 침적물 농도: (suspended sediment load in the water

compartment) [kg/m
3
]

먼지 흡입 에 따른 개인 피폭은 아래 식으로 나타내진다(inhalation of dust) .

airsedsedinhdust COBRDD = (4.4.15)

dustD 먼지흡입에 따른 개인 선량: (individual dose from the inhalation of dust)

[Sv/y]

inhD 흡입에 따른 피폭선량인자: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inhalation)

[Sv/Bq]

sedBR 토양 침적물의 흡입률: / (breathing rate of the human in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m
3
/h]

sedO 토양 침적물의 개인 점유율: / (individual occupancy in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h/y]

airC 토양 침적물층 상부 대기 중 핵종 농도: /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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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Bq/m
3
]

여기에서 airC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여 진다.

( )
( )

sed

sed

sed

gsedsed

sed
air dust

R

RC
C

1

1

−
−

=
ρθ (4.4.16)

sedC 토양 침적물 내 핵종 농도: /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Bq/m
3
]

sedθ 토양 침적물의 공극률: / (total porosity of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

gsedρ 토양 침적물의 입자밀도: / (grain density of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kg/m
3
]

sedR 토양 침적물의 지연계수: / (retardation coefficient for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

seddust 토양 침적물 상부의 먼지 수준: / (dust level in the air above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kg/m
3
]

에어로졸 흡입 에 따른 개인 피폭은 아래 식으로 나타내진다(inhalation of aerosol) .

aerowataeroaeroaeroinhaero TCOAirBRDD = (4.4.17)

aeroD 에어로졸흡입에 따른 개인 선량: (individual dose from the inhalation of

aerosols) [Sv/y]

aeroBR 에어로졸 영향권 내 개인별 호흡률: (breathing rate of the individual in the

area affected by aerosols) [m
3
/h]

aeroAir 에어로졸 영향권 내 공기 중 에어로졸 수준: (aerosol level in the air in the

area affected by aerosols) [h/y]

aeroO 에어로졸 영향권 내 개인의 점유율: (individual occupancy in the area

affected by aerosols)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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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 물 구획 내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ater) [Bq/m
3
]

aeroT 에어로졸 농도 인자: (aerosol concentration factor (sea spray enhancement‐
factor)) [-]

토양 및 침전물에 의한 외부피폭 에 따른 개(External irradiation for soil/sediment)

인 피폭은 아래 식으로 나타내진다.

sedextssedexsed CDOD = (4.4.18)

exsedD 토양 침적층에 의한 외부 개인 선량: / (individual dose from external

irradiation from soil/sediment) [Sv/y]

sedO 토양 침적층 내 개안 점유율: / (individual occupancy in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h/y]

extsD 토양 침적층 내 외부 피폭에 의한 선량환산인자: /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external irradiation from soil/sediment) [(Sv/h)/(Bq/m
3
)]

sedC 토양 침적층 내 핵종 농도: /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Bq/m
3
]

수중피폭 에 따른 개인 피폭은 아래(External irradiation from immersion in water)

식으로 나타내진다.

watextwwatexwat CDOD = (4.4.19)

exwatD 물에 저촉한 경우의 외부피폭에 대한 선량: (individual dose from external

irradiation from immersion in water) [Sv/y]

watO 개인별 물 점유율: (individual occupancy in water) [h/y]

extwD 물에 저촉한 경우의 외부피폭에 대한 선량인자: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external irradiation from immersion in water) [(Sv/h)/(Bq/m
3
)]

watC 물구획 내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ater) [Bq/m
3
]



- 319 -

한편 물질 이동 상수 관련 생태계 내 각 구획사이에서 일(mass transfer coefficient)

어나는 핵종의 이동 및 전이현상에 대한 식은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액상 에서의 관개 에 관한 전이계수는(Liquid phase) (Irrigation)

rw

irr

V

Q

(4.4.20)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irrQ 표토층으로의 관개율: (irrigation rate applied to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m
3
/y]

rwV 관개가 이루어지는 우물이나 강물 등 지표수의 부피: (volume of the water

compartment from which irrigation water is taken) [m
3
]

침수 방출 에 관한 전이계수는/ (Infiltration/Recharge)

sedsedwsed

d

dRd

d

θ (4.4.21)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dd 연간 침투 재충전률: / (annual infiltration/recharge rate) [m/y]

sedRd 침투 재충전을 야기하는 구획 내 지연계수: / (retardation coefficient for the

compartment from which infiltration/recharge is coming) [-]

sedwθ 침투 재충전을 야기하는 함수공극률: / (water filled porosity of the‐
compartment from which infiltration/recharge is coming) [-]

sedd 침투 재충전을 야기하는 구획의 깊이: / (depth of the compartment from which

이고infiltration/recharge is coming) [m]

여기서 sedRd 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 )
sed

sedw

gsedsed

sed KdRd
θ

ρθ−
+=

1
1

(4.4.22)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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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θ 토양 침적층의 공극률: / (total porosity of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

gsedρ 토양 침적층의 입자밀도: / (grain density of the sediment of soil

compartment) [kg/m
3
]

sedwθ 토양 침적층의 함수 공극률: / (water filled porosity of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

sedkd 토양 침적층 내 수착계수: / (sorption coefficient of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m
3
/kg]

홍수 에 관한 전이계수는(flooding)

rw

fw

V

Q

(4.4.23)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fwQ 토양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홍수율: (annual volume of flood water which

infiltrates into soil) [m
3
/y]

rwV 홍수가 일어나는 강물 구획의 부피: (volume of river water compartment from

which flooding occurs) [m
3
]

해수 내 분산 에 관한 전이계수는(marine dispersion)

w

w

V

Q

(4.4.24)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wQ 물 구획내의 배수율: (discharge rate of water from the water compartment to

the downstream water compartment) [m
3
/y]

wV 물 구획의 부피: (volume of the water compartment from which the wate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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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d) [m
3
]

고상 에서의 지표면 침부식 에 관한 전이계수는(Solid phase) (Erosion)

sed

sed

d

E

(4.4.25)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sedE 하저 또는 해양 침적층 내 침식율: (erosion rate for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m/t]

sedd 토양 침적층의 깊이: / (depth of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m]

준설 의 경우에 대한 전이계수는(dredging/meandering)

rs

dm

V

V

(4.4.26)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dmV 준설에 의해 표토에 쌓이는 침적물의 체적률: (volumetric rate of the

sediment deposited in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due to dredging and

meandering) [m
3
/y]

rsV 강하저의 침적물의 부피: (volume of the river sediment compartment) [m
3
]

강 하저에서 강물로 재부유하는 경우(Resuspension from river bed sediment to

의 전이계수는river water)

sed

rsed

d

r

(4.4.27)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rsedr 침적층의 강물로의 재부유율: [m/y]

sedd 토양 침적층의 깊이: / (depth of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m]

해양 침전물에서 강물이나 해수로 재부유(Resuspension from marine bed s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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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의 전이계수는to marine water)

( )
2

1

msedmsed

msedmsed

dRd

BRd −

(4.4.28)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msedRd 해양 침적층 내 지연계수: (retardation coefficient for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

msedB 생태교란에 의한 해양 침적층에서 해수로의 확산계수: (diffusion rate from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to the local marine water compartment

due to bioturbation) [m
2
/y]

msedd 해양 침적층 깊이: (depth of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m]

이고, msedRd 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
msed

msedw

gmsedmsed

msed KdRd
θ

ρθ−
+=

1
1

(4.4.29)

msedθ 해양 침적층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

gmsedρ 해양 침적층의 입자 밀도: (grain density of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kg/m
3
]

msedKd 해양 침적층 내 수착계수: (sorption coefficient of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m
3
/kg]

순침전 에 관한 전이계수는(net sedimentation)

( )
msedmsed

nfmsed

dRd

SRd 1−

(4.4.30)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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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dRd 해양 침적층 내 지연계수: (retardation coefficient for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

nfS 최종 싱크로의 순 침전율: (net sedimentation rate to the final sink

compartment) [m/y]

msedd 해양 침적물 깊이: (depth of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m]

총 침전 에 관한 전이계수는(gross sedimentation)

( ) wwsedw

wgsedw

VKd

ASKd

αθ

α

+ (4.4.31)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wα 물 구획 내 침적물 부하: (sediment load in the water compartment) [kg/m3]

sedKd 물 구획 내 부유물에 대한 수착계수: (sorption coefficient of the suspended

sediment in the water compartment) [m
3
/kg]

gS 물에서 침적물로의 총 침전율: (gross sedimentation rate from the water

compartment to the associated sediment compartment) [m/y]

wA 물 구획의 면적: (area of the water compartment) [m
2
]

wθ 물 구획의 함수공극률: (water filled porosity of the water compartment) [-]‐
wV 물 구획의 부피: (volume of the water compartment) [m

3
]

침전물이동 에 대한 전이계수는(Bed-load)

( )( )
rsedgrsedrsedrsedrsedw

lrsed

VKd

BKd

ρθθ −+ 1 (4.4.32)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rsedKd 하저 침적물에 대한 흡착계수: (sorption coefficient of the river sediment

compartment) [m
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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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 강에서의 침적물 이동률: (bed-load of the river) [kg/y]

rsedwθ 침적물의 포화 공극률: (water-filled porosity of the river sediment

compartment) [-]

rsedwθ 침적물의 총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river sediment compartment)

[-]

grsedρ 침적층의 밀도: (grain density of the river sediment compartment) [kg/m
3
]

rsedV 침적층의 부피: (volume of the river sediment compartment) [m
3
]

액상 에서의 지하수 유동 에 대한 전이계수는(Liquid phase) (groundwater flow)

rsedrsedwrsed

wflow

RV

Q

θ (4.4.33)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wflowQ 강물의 유동률: (volume of water flow) [m
3
/y]

rsedV 강물의 부피: (volume of the river water) [m
3
]

rsedθ 침적층의 총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river sediment compartment) [-]

rsedR 침적층의 지연계수: ( (retardation coefficient for the river sediment

compartment) [-]

우물의 경우에 대한 비 관개수 공급 의 경우 전이계수(Non-irrigation water supply)

는

dw

nirr

V

Q

(4.4.34)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nirrQ 연간 관개를 제외한 우물물 사용량: (annual volume of water abstracted

from deep well compartment for purpose other than irrigation) [m
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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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V 우물의 체적: (volume of the deep well compartment) [m
3
]

에어로졸 에 관한 전이계수는(Aerosols)

lm

aeross

V

QT

(4.4.35)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ssT 에어로졸 농도 인자: (aerosol concentration factor) [-]

aeroQ 해수의 에어로졸의 내륙으로의 공급률: (marine aerosol discharge to land)

[m
3
/y]

lmV 해수체적: (volume of the local marine water compartment) [m
3
].

대수층에서 강물로 유동 에 대한 전이계수(Water flow from aquifer to river water)

는

( ) comp

flow

aqfaqfaqfaqf V

Q

Kdρεε −+ 1

1
 

(4.4.36)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aqfε 대수대의 총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aquifer compartment) [-]

aqfρ 대수대의 밀도: (grain density of the aquifer compartment) [kg/m
3
]

aqfKd 대수층의 흡착계수: (sorption coefficient of the aquifer compartment)

[m
3
/kg]

flowQ 대수층의 체적 유동률: (volumetric rate of water flow from aquifer

compartment) [m
3
/y]

compV 대수층의 체적: (volume of the aquifer compartment) [m
3
]

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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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와 그림 와 같이 강물이나 해수 중에 부유하는 침적물에 대한4.2.2 4.3.2

흡탈착도 따로 고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이[24,26].

모델은 에서 고려되고 있는 모델로 에서는 이와 같은 모델은 고려ACBIO2 ACBIO1

되고 있지 않아 대수대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고 강물이나 해수의 부유물이 따로 고

려되지 않아 강물이나 해수에서 각각의 침적층으로 직접적인 침전과 재부유만을 고

려하고 있다.

와 같이 부유물로의 흡탈착 등 화학적 생물학적 전이를 고려하는 경우 반ACBIO2 , ,

드시 즉각적일 필요는 없지만 강물이나 해수와 부유물간의 평형을 통해 기술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전이계수는

ds

keq

KM
T

2ln

(4.4.37)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sM 강물이나 해수의 체적당 부유물의 질량: (mass of suspended matter per

volume in the water compartment) [kg/m
3
]

dK 수착계수: (distribution coefficient equal to the ratio of the 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olid and soluble) [m
3
/kg]

keqT 흡착평형에 도달하기 위한 반응속도의 반감기= (half-time of the reaction

velocity to reach sorption equilibrium, which is of low importance especially

when it is very short relative to the water or suspended matter residence times

making the equilibration[18]) [y]

한편 다시 해수로 탈착되어 돌아가는 경우에 대한 전이계수는

keqT

2ln

(4.4.38)

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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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생태계 영향 평가5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하여 심부 지질환경을 갖는 화강암 모암 내에 처분장이 위

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몇몇 선별된 시나리오에 대하여 생태계에 대한 환경평가를

수행하여보았다.

지하수에 의해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핵종은 인공방벽을 거쳐 필연적으로 암반 매

질 내에 다수 존재하는 단열을 통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따라 지하매질과 생태계의

경계 로 도달하여 이어 인간 생태계로 전이(geosphere biosphere interface; GBI) ,‐
확산 이동하게 된다.

방사성 핵종은 지표 및 해양생태계에 유입되면서 인간과 동식물군의 다양한 섭생

및 호흡경로와 외부 직접피폭을 통하여 농축피폭집단이나 담수어업 피폭집단 그리,

고 해양어업피폭집단 등 주변 거주 주민에게 피폭을 주게 된다 지표수의 경우는.

비단 하천이나 호수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천공되어 이용될 수도 있는 우

물을 통한 농경작지에 대한 관개나 목축 등 육지 생태계를 통한 경작시나리오와 우

물물의 직접적인 음용을 통한 피폭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전술하였듯 본 생태계 평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계산을 수행하였

다 먼저 시나리오 에서는 그림 과 같이 강이나 호수 같은 지표수가 따로 존. A 4.2.3

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물과 해수를 주요한 로 모델링하였다 시나리오GBI .

는 다시 우물만을 로 하여 생태계로 핵종이 유출되는 경우는 시나리오A GBI A-1,

그리고 해수만을 로 하여 유출되는 경우를 시나리오 로 구분하고 우물과GBI A-2 ,

해수를 모두 로 하여 핵종이 이 두 를 통해 모두 유출되는 경우를 시나리오GBI GBI

으로 재분류하여 각각 평가 해 보았다A-3 .

이 경우 선원항으로서 각 를 통하여 각 핵종이 연간 단위 질량유입률GBI (1 Bq/y)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대한 생태계 평가를 수행하였지만 핵종의

생태계내의 방사성 붕괴 사슬은 앞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모핵종으로부터의 더 이.

상의 자핵종의 생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는 일단 를 통하여 생태계GBI

로 진입하는 모든 핵종에 대한 피폭 환산인자를 제공하기 위한 생태계 모델링에서

붕괴사슬의 영향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 년의 지하매질.

에서의 거동에 비해 이후의 생태계에서의 추가 붕괴사슬은 상대적으로 선량에GBI

많은 기여를 하지 않게 되고 순간적으로 평형에 도달하는 구획모델의 가정 상으로

도 무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지표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강물이나 해수 그리고 대수대내의 부유물도

모델에 포함되는 시나리오 에 대해서는 다시 이와 같은 가정과 달리 생태계 이동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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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중에도 방사성 붕괴사슬도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모든 고려 핵종이 단위.

질량유입률을 갖는 경우로 선원항을 한정하였다.

지표수로서 강물이나 우물을 포함하고 이와 함께 강물과 해수 내 그리고 대수대,

내에서의 침적물이나 토양의 부유물도 고려하여 부유물과 담수나 해수와의 화학적

생물학적 흡탈착 반응을 고려하는 등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 에 대B

해서는 지표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 생태계의 이동 중에도 방사성 붕괴가

여전히 이루어져 붕괴사슬을 통한 자핵종이 생성된다는 가정을 통한 계산을 수행하

였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해수에 대한 에 대한 평가결과는 이 보고서를 통해. GBI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 어느 경우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지만 예시를 위하여 우물만.

을 로 하여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우를 시나리오 로 하고 우물과 강물을 모GBI B-1 ,

두 로 하여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우를 다시 시나리오 로 분류하여 생태계GBI B-2

평가 계산을 수행하였다.

입력 자료는 대부분 공유하지만 시나리오 와 시나리오 가 모델이 서로 상이함에A B

따라 구획자료 등 일부 입력 파라미터를 따로 제시하였고 붕괴사슬의 반영 등 모델

의 다양한 활용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려 핵종도 일부 상이하게 하여 별도의 표로서

제시하였다 섭생자료의 경우도 시나리오 의 경우는 표 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A 4.2.2

자료를 활용한 반면 시나리오 의 경우는 표 의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B 4.2.2

자료 를 사용하였다(MOHW2002 [19]) .

또한 보다 단순한 모델을 갖는 초기 생태계 평가 모델 에 대한 보다 다양ACBIO1

하게 확장된 상세 모델을 갖는 의 정량적 비교를 위한 논의도 뒤에 따로ACBIO2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나리오의 경우든 핵종의 최종 목적지는 바다로 되는데 바다로 유입

된 핵종은 해저바닥으로의 침전과 다시 해수로의 재부유 등의 경로를 가지며 이동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바다 침적층 아래 더 깊은 침적층이나 생태계 모델링 구획을

이탈하는 먼 바다 즉 평가 시스템 밖으로 이동해 나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싱크항으로 정의하였다.

그 외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주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지하수를 따라 일단 생태계 모델로 유입되는 방사성 핵종의 지연 효과는 별도로 고

려하지 않는다 즉 각 구획에 대해 즉각적인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 .

지하수와 관련된 구획내의 핵종들의 농도는 구획을 완전혼합체 로 보(mixing tank)

며 지하수 또는 지표수 구획은 균질하게 즉각적으로 혼합된다 따라서 각 구획은.

부피는 갖지만 그 구획 내에서라면 사실상 동일한 값의 핵종 질량값과 부피에 따른

농도값을 구획내의 어느 지점에서든 갖게 된다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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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간 또는 구획 내의 핵종들의 전달 이동률/ (turn over, precipitation,

등 은 연간 평균값 을 사용한다sedimentation ) (annual mean value) .

각 구획 내의 물수지 는 연간 증발산(water balance) (annual runoff: precipitation ‐
에 의한다고 가정한다evaporation) .

보수적으로 구획 내에서 생물학적 섭취 에 의한 핵종의 고갈 등(biological uptake)

농도의 변화는 없다.

먹이연쇄 에서 핵종 전달은 정상 상태 를 고려한다(food chain) (steady state) .

생태계의 현재 조건과 구획 내 피폭 대상의 생활양식은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

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상상태로 가정한다.

동물의 섭취 경로와는 독립적으로 우유와 고기에 존재하는 핵종 농도는 동일하다고

본다.

음식의 섭취 준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핵종 농도 변화는 없다고 본다.

계산은 피폭이 최대치에 이를 때까지 특정한 시간의 제약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한

다.

핵종은 각각 를 통해 연간 일정한 질량 이 투입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GBI (1Bq/y)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시나리오 의 경우에 대한 생태계 계산1. A

시나리오 의 계산에 고려된 핵종에 대한 입력 자료를 표 에 나타내었는데 피A 4.5.1 ,

폭계수는 나 스웨덴의 에서 사용된 값을 주로 사용하였다 맨 마지막 열에H12 SR97 .

그 출처를 표시하였다 다만 대기나 물속에서 받을 수 있는 체외피폭에 대한 피폭.

계수가 의 경우 의 경우와 달리 값과 값이 따로 구분되어SR97 H12 D_exts D_extw

정하여지지 않아 두 값을 모두 동일한 값으로 사용하였다.

생태계 평가를 위한 데이터들 중 일부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

는 것들이 현시점에서 상당부분에 달해 신뢰도 있는 문헌치나 다른 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지특성조사를 통하여 구한 값이나 활용 가능한 우리나라의.

국지적인 자료들 예를 들어 처분부지 주변의 국지적 자료 음식의 생산 및 소비량, ,

등은 국내에서 발간된 여러 문헌과 통계치들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표 는 보건복지부에서 년도에 실시한 계절별 국민영양조사자료로 부터 가4.5.2 2002

공하여 얻은 식품별 인 일 평균 섭취량 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에서1 1 [19] ( ) 2006㈜
년도에 조사한 원전주변 주민의 음식물 섭취량 평가 보고서 그리고 한국원자력[20],

연구소의 고리주변환경 종합평가 및 관련모델 개발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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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등에서 추출한 자료로서 이 값을 시나리오Draft Report for Comment[22] A

계산을 통해 섭생 입력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시나리오 계산에는 년 계. B 2002

절별 국민영양조사 자료만을 사용하였다(MOHW2002) .

대부분의 섭생자료는 원전주변 음식물 섭취량 평가 보고서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고리주변환경 종합평가 및 관련모델 개발 자

료와 여기에서 누락된 자료는 년 계절별 국민영양조사를 활용하였다 해조류의2002 .

섭취율과 같이 두 자료가 상호 편차를 보임에 따라 섭취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수적인 측면에서 높은 값으로 조사된 음식물 섭취량

평가 보고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령 해양피폭집단에 대한 수산물 섭취자료에.

대해서는 한수원 보고서 에 조사된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수산물류 섭, [20]

취량자료에서 어류 패류 및 갑각류 연체류와 해조류 각각에 대해, , 15.64, 2.36, 1.30

그리고 를 사용하였는데 이들 값은 로 각각 조사된 국6.70kg/y 12.4, 3.9, 1.5, 2.2kg/y

민영양 조사 자료와 대체로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나 해조류의 경우에 대해서는 처

분장 부지 주변의 주민이 전 국민 평균치에 비해 보다 많은 양의 섭취가 이루어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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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D_exts D_extw D_ing D_inh

Reference(Sv h1 / Bq
m-3)

(Sv h1 / Bq
m-3)

(Sv Bq-1) (Sv Bq-1)

Cm-244 0 0 1.20E-07 2.70E-05 [18]

Ac-227 3.90E-14 1.50E-13 4.00E-06 1.90E-03 [9]

Am-241 8.40E-16 6.80E-15 1.00E-06 1.20E-04 [9]

C-14 0 0 5.80E-10 2.00E-09 [18]

Cm-242 0 0 1.20E-07 2.70E-05 준용Cm-244

Co-60 2.80E-13 2.80E-13 3.40E-09 1.00E-08 [18]

Cs-137 5.60E-14 5.60E-14 1.30E-08 9.70E-09 [18]

H-3 0 0 1.80E-11 4.50E-11 [18]

I-129 3.40E-16 3.40E-16 1.10E-07 1.50E-08 [18]

Nb-94 1.90E-13 6.00E-13 1.40E-09 9.10E-08 [9]

Ni-59 0 0 6.30E-11 1.30E-10 [18]

Ni-63 0 0 1.50E-10 4.80E-09 [18]

Np-237 1.50E-15 8.40E-15 1.10E-06 1.30E-04 [9]

Pa-231 3.70E-15 1.40E-14 2.90E-06 3.60E-04 [9]

Pa-233 2.00E-14 7.40E-14 9.10E-10 2.40E-09 [9]

Pb-210 1.20E-16 7.00E-16 1.40E-06 3.60E-06 [9]

Po-210 1.00E-18 3.30E-18 4.50E-07 2.30E-06 [9]

Pu-238 1.30E-17 1.30E-17 2.30E-07 4.60E-05 [18]

Pu-239 5.70E-18 3.50E-17 9.80E-07 1.20E-04 H12

Pu-240 2.80E-18 4.00E-17 9.80E-07 0.00012 [9]

Pu-241 3.60E-19 1.80E-18 1.90E-08 2.40E-06 [9]

Ra-226 2.20E-13 6.90E-13 3.10E-07 2.20E-06 [9]

Ra-228 1.20E-13 3.70E-13 3.30E-07 1.20E-06 [9]

Sr-90 0 0 2.80E-08 3.60E-08 [18]

Tc-99 0 0 6.40E-10 4.00E-09 [18]

Th-228 2.00E-13 6.30E-13 2.00E-07 8.40E-05 [9]

Th-229 3.10E-14 1.20E-13 1.10E-06 5.80E-04 [9]

Th-230 2.30E-17 1.40E-16 1.50E-07 8.60E-05 [9]

Th-232 1.00E-17 7.20E-17 7.50E-07 4.50E-04 [9]

U-233 2.70E-17 1.30E-16 7.20E-08 3.80E-05 [9]

U-234 7.70E-18 6.30E-17 7.10E-08 3.80E-05 [9]

U-235 1.50E-14 6.20E-14 6.90E-08 3.30E-05 [9]

U-236 4.10E-18 4.20E-17 6.80E-08 3.60E-05 [9]

U-238 2.90E-15 1.10E-14 6.70E-08 4.60E-05 [9]

표 계산에 사용된 핵종 자료 및 피폭 계수4.5.1 A (dose coefficient)

이 해조류의 섭취율에 대한 민감도 계산도 수행하여 보았는데 뒤에서 따로 논의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피폭선량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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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foodstuff) 단위 (units) H12
MOHW

2002
NPP2006 성인최대개인

농작물
(agricultural

products)

쌀 (rice) kg-fw/y 59.8 81.9 114.9823 138.46
쌀제외 곡류 (grain) kg-fw/y 28.5 29.6 n/a 50.04
근채류 (root veges) kg-fw/y 47.2 8.9 19.29755 97.90
녹채류 (green veges) kg-fw/y 26.7 98.3 66.2402 126.70
과일(fruits) kg-fw/y 28.5 62.7 35.7189 66.30

축산물
(animal

products)

소고기 (beef) kg-fw/y 8.8 9.7 4.3216 20.70
개/오리고기 (dog &

duck)
kg-fw/y 0.6 0.6 0 0.00

돼지고기 (pork) kg-fw/y 9.5 13.3 9.97545 12.40
닭고기 (chicken) kg-fw/y 7.4 4 3.70475 22.00
소간 (cow liver) kg-fw/y 0.2 6.7 n/d 0.00
닭간 (chicken river) kg-fw/y 0.3 0 n/d 0.00
달걀 (chicken eggs) kg-fw/y 15.4 6.7 4.4603 6.70
우유 (cow's milk) kg-fw/y 46 32.9 12.98305 63.00

민물류
(freshwater

products)

민물생선류 (freshwater

fish)
kg-fw/y 0.4 1 n/d n/a

민물 갑각류 (freshwater

crustaceans)
kg-fw/y 0.2 0.1 n/d n/a

해산물
(marine

products)

바다 어류 (marine fish) kg-fw/y 14.9 12.4 15.64 79.30
바다 갑각류 (marine

crustaceans)
kg-fw/y 2.9 3.9 2.36 12.71

바다 연체류(marine

molluscs)
kg-fw/y 1.8 1.5 1.3 4.89

해조류 (marine plants) kg-fw/y 1.9 2.2 6.7 15.80

기타 (others)

음용수 (water) m3/y 0.61 0.61 0.385 0.61
토양섭취 (soil) kg-fw/y 0.037 0.037 n/d 0.04

표 음식 섭취 자료4.5.2 (Consumption Rate)

주 의 녹채류 의 경우는 김치와 합해진 섭취율이고 의[ ] NPP2006 green veges ( ) NPP2006

미곡류 의 경우는 쌀 와 곡류 이 합해진 섭취율임 또한 성인최대 섭생자료rice ( ) rice ( ) grain( ) .

의 쌀과 곡류는 당초 곡류자료뿐인 것을 의 비율로 나눈 것임MOHW .

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계절별 국민영양 조사 자료는 섭취량에 있어 가장2002

보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가을 지역별 그리고 식품별 인 일 평균 섭취량을 사용하, 1 1

였으며 년 한수원 자료의 경우는 계절 총괄자료로서 따로 성인에 대한 조사가2006 4

이루어지지 않아 세 이상 거주민에 대한 현장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값들은17 .

표에 병기한 의 자료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상호 식생활의H12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은 구획간의 물질 이동을 기술하는 질량전달계수4.5.3 (mass transfer coefficient)

에 관련된 입력 자료로 실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

에서 의 평가에 사용된 값을 주로 준용하였다H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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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는 평가에 사용된 각 구획에 대한 크기를 표 에는 밀도와 공극률 등4.5.4 , 4.5.5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었고 표 에는 각 구획에 대한 수착계수를 나타내었는데4.5.6

이 역시 매질의 공극률을 제외하고는 주로 의 평가에 사용된 값을 이용하였다H12 .

transfer process parameter unit value

Liquid
transfers

irrigation Q_irr m
3
/yr 5.00E+04

infiltration/recharge d_d m/yr 7.00E-01

marine discharge Q_w(marine) m
3
/yr 1.00E+10

Solid
transfers

erosion E_sed m/yr 1.00E-04

resuspension rate from ocean
sediment

rate_Resus 1/y 1.28E-02

diffusion due to bioturbation in
a local marine environment

B_msed m
2
/yr 3.20E-05

gross sedimentation in a local
marine environment

S_g(Marine) m/yr 7.50E-05

Net sedimentation S_nf m/yr 5.00E-05

표 계산에 사용된 구획 간 물질 이동 파라미터4.5.3 A (Parameter involved in

transfer processes between biosphere compartments)

d_comp (m) A_comp (m
2
) V_comp (m

3
)

FinalSink 1.00E+00 1.00E+00 1.00E+00

MarineSediment 5.00E-01 2.00E+06 1.00E+06

MarineWater 7.50E+01 2.00E+06 1.50E+08

SurfaceSoil 5.00E-01 6.00E+05 3.00E+05

Vadose 2.00E+00 6.00E+05 1.20E+06

Well na 1.00E+00 8.67E+02

표 구획 크기4.5.4 (Compartment dimension)

구획

입자밀도

(Grain density,

rho_gsed, kg/m
3
)

공극률

(Total porosity,

theta_sed)

함수 공극률

(Water filled porosity,

theta_sedw)

FinalSink 2.65E+03 3.00E-01 1.00E+00

MarineSediment 2.65E+03 5.00E-01 5.00E-01

MarineWater 2.65E+03 1.00E+00 1.00E+00

SurfaceSoil 2.65E+03 3.00E-01 3.00E-01

Vadose 2.65E+03 3.00E-01 3.50E-01

Well 2.65E+03 3.00E-01 1.00E+00

표 생태구획의 물성4.5.5 (Physical properties for biosphere compartment)



- 334 -

Element

Parameter: Kd_sed [m
3
/kg]

FinalSink
Marine

Sediment
MarineWater SurfaceSoil Vadose Well

Ac 0.00E+00 2.00E+03 2.00E+03 4.50E-01 4.50E-01 1.00E+00

Am 0.00E+00 2.00E+03 2.00E+03 2.00E+00 2.00E+00 1.00E+00

C 0.00E+00 1.00E-01 1.00E-01 1.00E-01 1.00E-01 1.00E+00

Ca 0.00E+00 5.00E-01 5.00E-01 9.00E-03 9.00E-03 1.00E+00

Cl 0.00E+00 1.00E-04 1.00E-04 1.00E-03 1.00E-03 1.00E+00

Cm 0.00E+00 2.00E+03 2.00E+03 4.00E+00 4.00E+00 1.00E+00

Co 0.00E+00 2.00E+01 2.00E+01 6.00E-02 6.00E-02 1.00E+00

Cs 0.00E+00 3.00E+00 3.00E+00 2.70E-01 2.70E-01 1.00E+00

H 0.00E+00 1.00E-03 0.00E+00 0.00E+00 0.00E+00 1.00E+00

I 0.00E+00 1.00E+00 2.00E-02 1.00E-03 1.00E-03 1.00E+00

Mo 0.00E+00 1.00E-01 1.00E-01 7.40E-03 7.40E-03 1.00E+00

Nb 0.00E+00 1.00E+01 1.00E+01 1.60E-01 1.60E-01 1.00E+00

Ni 0.00E+00 2.00E+01 2.00E+01 4.00E-01 4.00E-01 1.00E+00

Np 0.00E+00 2.00E+00 2.00E+00 4.10E-03 4.10E-03 1.00E+00

Pa 0.00E+00 5.00E+03 5.00E+03 5.40E-01 5.40E-01 1.00E+00

Pb 0.00E+00 2.00E+02 2.00E+02 2.70E-01 2.70E-01 1.00E+00

Pd 0.00E+00 5.00E+01 5.00E+01 5.50E-02 5.50E-02 1.00E+00

Po 0.00E+00 2.00E+02 2.00E+02 1.50E-01 1.50E-01 1.00E+00

Pu 0.00E+00 2.00E+03 2.00E+03 5.40E-01 5.40E-01 1.00E+00

Ra 0.00E+00 5.00E+00 5.00E+00 4.90E-01 4.90E-01 1.00E+00

Se 0.00E+00 1.00E+00 1.00E+00 1.50E-01 1.50E-01 1.00E+00

Sm 0.00E+00 2.00E+03 2.00E+03 2.40E-01 2.40E-01 1.00E+00

Sn 0.00E+00 1.00E+01 1.00E+01 1.30E-01 1.30E-01 1.00E+00

Sr 0.00E+00 1.00E+00 1.00E+00 1.30E-02 1.30E-02 1.00E+00

Tc 0.00E+00 1.00E-01 1.00E-01 1.40E-04 1.40E-04 1.00E+00

Th 0.00E+00 5.00E+03 5.00E+03 3.00E+00 3.00E+00 1.00E+00

U 0.00E+00 5.00E-01 5.00E-01 3.30E-02 3.30E-02 1.00E+00

Zr 0.00E+00 1.00E+01 1.00E+01 6.00E-01 6.00E-01 1.00E+00

표 생태구획 매질의 수착계수4.5.6 (Sorption coefficients in biosphere

com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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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나리오 핵종이 우물을 통해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우. A-1:

그림 은 시나리오 즉 가 우물로만 되었을 때 농축피폭집단에 대한 단4.5.1 A-1, GBI

위핵종유출률에 대한 피폭선량률이고 그림 는 해양어업 피폭집단에 대한 단위4.5.2

핵종유출률에 대한 피폭선량률이다.

Cm_244

Pu_240

U_236

Th_232

Ra_228

Pu_241

Am_241

Np_237

Pa_233

U_233

Th_229

U_234

Th_230

Ra_226

U_235

Pa_231

Ac_227

Tc_99

C_14

Co_60

Ni_59

Ni_63

Sr_90

I_129

Cs_137

Pu_239

Nb_94

Pu_238

Cm_242

H_3

Pb_210

Po_210

Th_228

U_238

D_tot[Farming] (Well only)

Tim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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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14

1.0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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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농축4.5.1 ( A-1)

피폭집단에 대한 단위 핵종 플럭스당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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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22

1.0e-21

1.0e-20

1.0e-19

1.0e-18

1.0e-17

1.0e-16

1.0e-15

그림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해양4.5.2 ( A-1)

어업피폭집단에 대한 단위 핵종 플럭스당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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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지하매질에서 우물로만 연간 단위 방사능 만큼 유입되었을 때4.5.1 (1 Bq/y)

시간에 따라 농축피폭집단이 받는 핵종별 선량률 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결(Sv/y) ,

과로 보면 모든 핵종에 대해 연간 단위 방사능 즉 의 방사능이 를 통하여, 1Bq GBI

유입되는 경우 연간 의 선량률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109 Sv/yr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폭에 주로 기여하는 핵종은 이나 등 액티나. Ac-227 Cm-242

이드 핵종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에서도 가 여전히 우물로 되었을 때의 해양어업집단에 대한 피4.5.2 GBI

폭선량으로 그 핵종별 영향이 농축피폭집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량률

이 어느 핵종도 을 넘지 않고 있어 농축피폭집단의 선량률에 비해 상대10-14 Sv/yr

적으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액티나이드 핵종 외에.

같은 핵분열 생성물 등도 비교적 높게 피폭선량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I-129

있다.

그림 에 그림 과 그림 의 결과에 대해 모든 핵종을 종합한 결과를 두4.5.3 4.5.1 4.5.2

피폭집단에 대해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이 결과만으로 농축피폭집단이 결정집단으.

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 에 대해 핵종별로 최대 피폭선량결과를 요약하여 표 과 그림A-1 4.5.7

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시나리오 의 경우 표 의 농축피폭집단의 단위4.5.4 . A-1 4.5.7

방사능 유입당 피폭선량률을 선량환산인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Farming

MarineFishing

D_tot_all (Well only)

Time (Years)
 1  10  100  1000 1.0e+041.0e+051.0e+061.0e+071.0e+081.0e+091.0e+101.0e+111.0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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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18

1.0e-17

1.0e-16

1.0e-15

1.0e-14

1.0e-13

1.0e-12

1.0e-11

1.0e-10

1.0e-09

1.0e-08

그림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4.5.3 (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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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선량환산인자 (Flux-to-dose conversion factor) (Sv/y per Bq/y)

농축피폭집단 (Farming

Exposure Group)

해양어업피폭집단 (Marine Fishing

Exposure Group)

Ac-227 2.36E-09 1.88E-17

Am-241 2.82E-10 5.04E-16

C-14 5.46E-13 2.47E-17

Cm-242 4.64E-11 7.28E-20

Cm-244 6.01E-11 3.86E-18

Co-60 2.32E-12 1.80E-19

Cs-137 9.18E-12 5.92E-20

H-3 5.76E-14 1.12E-20

I-129 7.49E-11 7.58E-17

Nb-94 1.04E-12 3.16E-18

Ni-59 3.45E-14 1.59E-19

Ni-63 8.09E-14 2.27E-20

Np-237 2.81E-10 1.37E-16

Pa-231 1.48E-09 9.84E-17

Pa-233 1.59E-13 7.34E-25

Pb-210 1.43E-09 2.22E-17

Po-210 1.73E-10 1.00E-18

Pu-238 6.58E-11 7.06E-18

Pu-239 2.82E-10 5.67E-16

Pu-240 2.82E-10 4.91E-16

Pu-241 5.39E-12 9.59E-20

Ra-226 1.42E-10 1.65E-16

Ra-228 6.81E-11 9.56E-21

Sr-90 1.31E-11 8.12E-20

Tc-99 3.85E-13 6.93E-19

Th-228 8.94E-11 4.93E-20

Th-229 5.47E-10 2.01E-16

Th-230 7.52E-11 3.49E-17

Th-232 3.77E-10 1.80E-16

U-233 3.43E-11 5.38E-18

U-234 3.39E-11 5.31E-18

U-235 3.29E-11 5.18E-18

U-236 3.24E-11 5.09E-18

U-238 3.20E-11 5.02E-18

표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각 피폭집단에 대한 선량4.5.7 ( A-1)

환산인자 (Flux to dose conversion factors for the Well only GBI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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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only

그림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해양어업 피폭집단에 대4.5.4 ( A-1)

한 선량환산인자

나 시나리오 핵종이 해수를 통해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우. A-2:

그림 는 시나리오 즉 가 바다로만 되었을 때 해양어업 피폭집단에 대4.5.5 A-2, GBI

한 단위핵종유출률에 대한 피폭선량률이다 이 유형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물을 통.

한 생태계로의 핵종유입이 배제되어 있어 따로 농축피폭집단에 대한 고려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게 된다.

기여하는 핵종이 시나리오 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림에서 보면 해양어A-1

업피폭집단에 대한 피폭이 여전히 낮은 값을 유지하긴 하지만 시나리오 에 비A-1

해 다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에 모든 핵종을 종합한 결과를 두 피폭집단에 대해 비교하여 도시하였고4.5.6 ,

시나리오 에 대한 결과를 최대 피폭선량에 대해 요약하여 표 과 그림A-2 4.5.8 4.5.7

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유형 의 경우 표 의 해양피폭집단의 단위 방사능 유입. 2 4.5.6

당 피폭선량률을 선량환산인자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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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17

1.0e-16

1.0e-15

그림 해양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해양어업4.5.5 ( A-2)

피폭집단에 대한 단위 핵종 플럭스당 피폭선량

Farming

MarineFishing

D_tot_all (Ocean only)

Time (Years)

 1  10  100  1000 1.0e+041.0e+051.0e+061.0e+071.0e+081.0e+091.0e+101.0e+111.0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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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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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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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e-18

1.0e-17

1.0e-16

1.0e-15

1.0e-14

그림 해양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해양어업4.5.6 ( A-2)

피폭집단에 대한 단위 핵종 플럭스당 피폭선량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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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선량환산인자 (Flux-to-dose conversion factor)

(Sv/y per Bq/y)

해양어업피폭 집단
Ac-227 1.49E-15

Am-241 2.72E-15

C-14 2.63E-17

Cm-242 3.70E-16

Cm-244 3.78E-16

Co-60 3.37E-17

Cs-137 3.04E-18

H-3 1.21E-20

I-129 7.58E-17

Nb-94 3.25E-18

Ni-59 1.62E-19

Ni-63 3.85E-19

Np-237 1.37E-16

Pa-231 1.03E-16

Pa-233 4.90E-20

Pb-210 1.57E-15

Po-210 6.17E-15

Pu-238 1.41E-16

Pu-239 6.01E-16

Pu-240 6.01E-16

Pu-241 1.16E-17

Ra-226 3.09E-16

Ra-228 3.03E-16

Sr-90 2.65E-19

Tc-99 6.93E-19

Th-228 4.79E-17

Th-229 2.64E-16

Th-230 3.60E-17

Th-232 1.80E-16

U-233 5.39E-18

U-234 5.31E-18

U-235 5.18E-18

U-236 5.09E-18

U-238 5.02E-18

표 해양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해양어4.5.8 ( A-2)

업피폭집단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Flux to dose conversion

factors for the Ocean only GBI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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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양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해양어업피폭집단에 대4.5.7 ( A-2)

한 선량환산인자

이 과제를 통한 계산결과 나타난 내용으로 본다면 어떠한 유형의 경우에 대해서도

우물로만 핵종이 유출되는 시나리오 의 농축피폭집단이 결정피폭집단으로 결정A-1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시나리오 핵종이 우물과 해수를 통해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우. A-3:

그림 은 유형 즉 로 우물과 바다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해양어업 피4.5.8 A-3, GBI

폭집단에 대한 단위핵종유출률에 대한 피폭선량률이고 그림 는 해양어업 피폭, 4.5.9

집단에 대한 단위핵종유출률에 대한 피폭선량률이다 약간 낮은 값을 보이기는 하.

지만 바다로만 를 갖는 시나리오 와 거의 비슷한 해양어업피폭집단에 대한GBI A-2

피폭선량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에 모든 핵종을 종합한 결과를 두 피폭집단에 대해 비교하여 도시하였4.5.10

고 시나리오 에 대한 결과를 최대 피폭선량에 대해 요약하여 표 과 그림, A-3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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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4.5.11 .

따라서 시나리오 의 경우 표 의 농축피폭집단의 단위 방사능 유입당 피폭A-3 4.5.9

선량률을 선량환산인자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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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물과 해양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농축피폭집단에4.5.8 ( A-3)

대한 단위 핵종 플럭스당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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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_228

U_238

D_tot[MarineFishing] (Well+Ocean)

Time (Years)
 1  10  100  1000 1.0e+04 1.0e+05 1.0e+06 1.0e+07 1.0e+08 1.0e+09 1.0e+10 1.0e+11 1.0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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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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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18

1.0e-17

1.0e-16

1.0e-15

그림 우물과 해양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해양어4.5.9 ( A-3)

업피폭집단에 대한 단위 핵종 플럭스당 피폭선량

Farming

MarineFishing

D_tot_all (Well_Ocean)

Time (Years)
 1  10  100  1000 1.0e+041.0e+051.0e+061.0e+071.0e+081.0e+091.0e+101.0e+111.0e+12

D
o
s
e
 p
e
rr
 u
n
it
 i
n
p
u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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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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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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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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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1.0e-15

1.0e-14

1.0e-13

1.0e-12

1.0e-11

1.0e-10

1.0e-09

그림 우물과 해양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해양어업4.5.10 ( A-3)

피폭집단에 대한 단위 핵종 플럭스당 피폭선량의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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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선량환산인자 (Flux-to-dose conversion factor)

(Sv/y per Bq/y)

농축피폭 집단 해양어업피폭 집단
Ac_227 1.18E-09 7.52E-16

Am_241 1.41E-10 1.61E-15

C_14 2.73E-13 2.55E-17

Cm_242 2.32E-11 1.85E-16

Cm_244 3.01E-11 1.91E-16

Co_60 1.16E-12 1.69E-17

Cs_137 4.59E-12 1.55E-18

H_3 2.88E-14 1.16E-20

I_129 3.75E-11 7.58E-17

Nb_94 5.18E-13 3.20E-18

Ni_59 1.72E-14 1.60E-19

Ni_63 4.04E-14 2.04E-19

Np_237 1.40E-10 1.37E-16

Pa_231 7.42E-10 1.01E-16

Pa_233 7.94E-14 2.45E-20

Pb_210 7.16E-10 7.98E-16

Po_210 8.66E-11 3.08E-15

Pu_238 3.29E-11 7.40E-17

Pu_239 1.41E-10 5.84E-16

Pu_240 1.41E-10 5.46E-16

Pu_241 2.69E-12 5.87E-18

Ra_226 7.10E-11 2.37E-16

Ra_228 3.40E-11 1.51E-16

Sr_90 6.53E-12 1.73E-19

Tc_99 1.92E-13 6.93E-19

Th_228 4.47E-11 2.40E-17

Th_229 2.73E-10 2.32E-16

Th_230 3.76E-11 3.54E-17

Th_232 1.89E-10 1.80E-16

U_233 1.72E-11 5.38E-18

U_234 1.69E-11 5.31E-18

U_235 1.65E-11 5.18E-18

U_236 1.62E-11 5.09E-18

U_238 1.60E-11 5.02E-18

표 우물과 해양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각 피폭집4.5.9 ( A-3)

단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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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물과 해양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해양어업피폭집4.5.11 ( A-3)

단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한편 각 유형별 결과 비교를 위하여 그림 에 시나리오 그리고4.5.12 A-1, A-2, A-3

에 대한 피폭선량 환산인자를 함께 도시하였다 이 결과로 본다면 어떠한 유형의.

경우에 대해서도 우물로만 핵종이 유출되는 시나리오 의 농축피폭집단이 결정A-1

피폭집단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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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ing Exposure Group (Well+Ocean)

 MarineFishing Exposure Group (Well+Ocean)

 Farming Exposure Group (Well only)

 MarineFishing Exposure Group (Well only)

 MarineFishing (Ocean only)

Flux-dose-conversion factors for all scenarios

그림 시나리오 의 각 유형별 각 피폭집단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비교4.5.12 A

라 시나리오 에서 주요 입력변수의 영향 평가. A

생태환경평가에는 처분시스템 구획 관련한 물리적 지화학적 입력변수 피폭경로를, ,

따른 섭생관련 입력변수 등 그 종류와 개수에 있어 다양한 입력변수가 요구된다.

이러한 입력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는 입력변수가 갖는 불확실성

에 비추어 상당히 유용하고 필요한 절차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주요한.

파라미터로서 경작지에 대한 관개율과 면적 핵종의 구획에서의 수착계수 그리고, ,

해양 피폭 집단에 대한 해조류 섭취율의 변화에 대하여 그 상대적 결과를 유출된

핵종이 모두 우물을 통하여 생태계로 전이되어 나가는 시나리오 에 대하여 검A-1

토해 보았다.

를 지상내의 우물로만 보는 시나리오 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어 민감GBI A-1

도분석을 위해 선별되었는데 이는 우물을 빠져나온 핵종이 결국 최종 목적지로서의

해양내의 경로를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섭생 및 피폭경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관개율은 정상적인 입력변수일 때 연간 50,000m
3의 값이 외국의 사례를 통한 문헌

치로서 연간 4,400m
3로 줄어드는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 그림 경작면적과 불( 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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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대 면적이 600,000km
2가 20,000km

2로 줄어드는 경우에 대하여 그림 그( 4.5.14),

리고 수착계수의 경우는 표 에 나타낸 값이 모두 으로 되는 경우 즉 모든 고4.5.6 0 ,

려핵종이 비수착성인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4.5.15).

해조류 섭취에 대해서는 표 에서 보는 대로 연간 이 국민영향 보고4.5.2 6.7kg 2002

서의 해조류 섭취량인 연간 으로 변화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검토해 보았다2.2kg

그림( 4.5.16).

구획의 크기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우물의 체적이 867m
3이 8,670m

3

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민감도도 검토해보았다 그림( 4.5.17).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구획의 크기나 관개율 또는 우물의 부피조차도 농축피폭그,

룹에는 그다지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해양피폭집단에

대해서만 보다 뚜렷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몇 핵종의 수착계수와 식품섭취율의 영향이 도표 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

과에 따라 팔라디움 의 매질 내 수착계수와 해양피폭집단의 해조류 섭취율에 대(Pa)

한 의 선량률 결과에 대한 민감도를 검토해보았다Pa-233 .

표 은 해저와 표토층 그리고 불포화층에 대한 의 수착계수의 분포가 삼각4.5.10 , Pa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것인데 이 들 값 중 해저침적물내의 수착계수만을 변화시,

켰을 때의 최대 피폭선량에 대한 민감도를 검토해 본 결과 그림 과 같은 결과4.5.18

를 얻을 수 있었다 수착계수의 영향이 크게 변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착계수의 변화를 따라 값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에 표시된 개의 구획 모두에 대해서 의 수착계수가 표에 나타낸4.5.10 3 Pa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대해 개의 샘플을 방식으로 취해 계산한 결과를 누적100 LHS

분포함수 로도 나타내 보았다(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때 분포내의 어떠한 수착계수를 취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1

10■ -23 의 값보다 높은 피폭선량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Sv/yr per Bq/y)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그림 에서 보는 대로 농축피폭집단에 대해서는. 4.5.19

수착계수의 영향이 선량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그림 의 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축의 변화가 너무 작아 도표4.5.20 CDF . x

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수착계수가 표 에 주어진 대로 전 구획에 걸쳐 변화4.5.10

를 갖는 경우에 대해 피폭선량값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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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m
3
/kg) distribution

Marine sediment 5000 Tri(1000,5000,50000)

Surface soil 0.54 Tri(0,0.54,5)

Vadose 0.54 Tri(0,0.54,5)

표 각 구획 매질 내 팔라디움의 수착계수 분포4.5.10

그림 은 해조류의 섭취율에 따른 해양피폭집단에 대한 피폭선량률의 민감도4.5.16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시나리오 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피폭집단에, A-1

대한 해조류섭취가 삼각분포를 따라 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Tri(1,6.7,100)

개의 샘플을 취한 경우 아이오다인 에 의한 해양피폭집단의 피폭선량률 결과이100 (I)

다.

해조류의 섭취율을 연간 에서부터 까지 섭취한다고 가정하여 삼각분포를1kg 100kg

적용해본 결과 그림 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나타나는4.5.21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가장 피폭을 많이 주는 경우라 해도 로 나타낸. CCD

그림 의 결과로 보았을 때 어느 경우도4.5.22 1 10■ -15 의 값보다(Sv/yr per Bq/y)

높은 피폭선량은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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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ing Exposure Group-Qirr=4,400m3/y

 MarineFishing Exposure Group-Qirr=4,400m3/y

Well only: Irrigation 

그림 시나리오 에서 관개율에 대한 선량환산 인자의 민감도4.5.13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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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 에서 표토층 및 불포화층의 면적에 대한 선량환산 인4.5.14 A-1

자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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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 에서 모든 핵종의 수착계수 변화에 대한 선량환산 인4.5.15 A-1

자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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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 에서 해양피폭집단의 해조류섭취에 대한 선량4.5.16 A-1

환산 인자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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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 에서 우물의 부피에 대한 선량환산 인자4.5.17 A-1

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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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oseMax[Pa_233][MarineFishing] vs Pa_MS_Kd_di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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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 의 경우 해양피폭집단에 대하여 의 수착4.5.18 A-1 Pa-233

계수와 선량환산인자의 상관관계

DOdoseMax[Pa_233][MarineFishing]

Dose per unit input (DOdoseMax) (Sv/y per Bq/y)
1.0e-25 1.0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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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 에서 의 수착계수 변화에 따른 해양어업4.5.19 A-1 Pa-233

피폭집단의 선량환산인자에 관한 누적 분포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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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 에서 의 수착계수 변화에 따른 농축피4.5.20 A-1 Pa-233

폭집단의 선량환산인자에 관한 누적 분포 함수

DOdoseMax[I_129][MarineFishing] vs seaweed_di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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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 의 경우 해양피폭집단에 대하여 해조류섭취율4.5.21 A-1

과 의 선량환산인자의 상관관계I-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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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F-DOdoseMax[I_129][Marine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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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 에서 해조류섭취율의 변화에 따른 농축피폭집4.5.22 A-1

단의 에 의한 선량환산인자에 관한 누적 분포 함수I-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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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의 경우에 대한 생태계 계산2. B

시나리오 의 평가를 위해 시나리오 의 경우와 동일한 입력자료 값을 사용하여B A

계산을 수행하였다.

생태계 이동 분산 중에도 방사성 붕괴사슬도 고려하며 강물과 같은 지표수를 고려

하며 강물이나 해수 그리고 대수대내의 부유물도 모델에 포함하는 시나리오 에B

대해 사용된 핵종을 표 에 나타내었다4.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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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 Daughter ln(2)/half-life Chain

Cm-244 Pu-240 0.0383

4N

Pu-240 U-236 0.000106

U-236 Th-232 2.96E-08

Th-232 Ra-228 4.95E-11

Ra-228 Th-228 0.121

Th-228 NULL 0.363

Pu-241 Am-241 0.0481

4N+1

Am-241 Np-237 0.0016

Np-237 Pa-233 3.24E-07

Pa-233 U-233 9.38

U-233 Th-229 4.36E-06

Th-229 NULL 9.44E-05

Cm-242 Pu-238 0.000147

4N+2

Pu-238 U-234 8.77E+01

U-234 Th-230 2.83E-06

Th-230 Ra-226 9.00E-06

Ra-226 NULL 0.000433

Pu-239 U-235 2.88E-05

4N+3

U-235 Pa-231 9.85E-10

Pa-231 Ac-227 2.11E-05

Ac-227 NULL 0.0318

H-3 NULL 12.33

FP/AP
*

C-14 NULL 0.000121

Ni-59 NULL 9.19E-06

Co-60 NULL 0.132

Ni-63 NULL 0.00722

Sr-90 NULL 0.0238

Nb-94 NULL 2.00E+04

Tc-99 NULL 3.25E-06

I-129 NULL 4.41E-08

Cs-135 NULL 3.01E-07

Cs-137 NULL 0.0231

표 시나리오 계산에 사용된 핵종자료와 붕괴 사슬4.5.11 B

*FP/AP denotes fission product and activated product

이 시나리오에서는 붕괴사슬을 통한 자핵종의 생성에 따른 영향도 모두 고려하게

되는데 모델에 포함된 붕괴사슬은 다음과 같다:

238Pu 234U 230Th 226Ra→ → →
239Pu 235U 231Pu 227A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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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Pu 236U 232Th 228Ra→ → →
241Pu 241Am 237Np 233Pa 233U 229Th→ → → → →
241Am 237Np 233Pa 233U 229Th→ → → →
242Cm 238Pu 234U 230Th 226Ra→ → → →
244Cm 240Pu 236U 232Th 228Ra→ → → →

이들 핵종 각각에 대한 반감기와 붕괴계열자료는 표 에 나타내었다4.5.11 .

한편 표 의 구획간의 물질 이동을 기술하는 질량전달계수4.5.3 (mass transfer

에 관련된 입력 자료의 경우와 달리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물의 연간 유coefficient)

량이나 홍수 그리고 준설에 관련된 입력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 시,

나리오 평가에 사용된 구획간 물질 이동 파라미터를 표 에 나타내었다4.5.12 .

　 Transfer process Unit Best estimate

Liquid transfers

irrigation m
3
/yr 1.50E+04

infiltration/recharge m/yr 7.00E-01

flooding m
3
/yr 1.00E+02

river flow m
3
/yr 6.31E+06

marine discharge m
3
/yr 1.00E+10

Solid transfers

erosion m/yr 1.00E-04

dredging/meandering m
3
/yr 1.60E+00

river sediment suspension m/yr 1.00E-04

river gross sedimentation m/yr 1.60E-03

bed-load kg/yr 1.60E+05

diffusion due to bioturbation in

a local marine environment m
2
/yr 3.20E-05

gross sedimentation in a local

marine environment
m/yr 7.50E-05

Net sedimentation m/yr 5.00E-05

표 시나리오 계산에 사용된 구획간 물질 이동 파라미터4.5.12 B (Parameter

involved in transfer processes between biosphere compartments)[9,23]

이 시나리오 를 통해서도 에 대한 변화에 따른 평가를 별도로 수행하였는데B GBI

시나리오 와 마찬가지로 단위 핵종 질량의 플럭스 의 유출률로 를 통하A (1Bq/y) GBI

여 생태계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즉 강물로만 핵. ,

종이 유입되는 경우 즉 를 강물로만 보는 경우와 강물과 우물로 동시에 핵종이, GBI

유입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때 사용된 구획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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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그림 에 나타내었다4.3.1 4.4.1 .

그림 은 지하매질에서 우물로만 연간 단위 방사능 만큼 유입되었을4.5.23 (1 Bq/y)

때 시간에 따라 농축피폭집단이 받는 핵종별 선량률 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Sv/y) ,

결과로 보면 모든 핵종에 대해 연간 단위 방사능 즉 의 방사능이 를 통하, 1Bq GBI

여 유입되는 경우 연간 10
-15 의 선량률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Sv/yr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폭에 주로 기여하는 핵종도 시나리오 와 마찬가지로. A

이나 등 액티나이드 핵종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Ac-227, Ra-228 Cm-242 .

시간에 따른 선량률이 일단 최고치에 도달하면 이후 최고치의 값을 그대로 유지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최고치의 값을 생태계로 유입되는 핵종의 유출률에

반영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최대 개인 피폭선량률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한편 그림 에서도 가 여전히 우물로 되었을 때의 담수어업집단에 대한 피4.5.24 GBI

폭선량으로 그 핵종별 영향이 농축피폭집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가 높은 값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선량률이 어느 핵Th-229 .

종도 10
-14 을 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농축피폭집단의 선량률에 비해 상대Sv/yr

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 지표수가 존재하는 경우 상당히 중요한 피폭집

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 시나리오의 해양어업집단이 받는 피폭을 나타낸 그림 에서는 같4.5.25 Cm-242

은 핵종이 처음부터 높은 피폭선량률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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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농축피폭4.5.23 ( B-1)

집단에 대한 단위 핵종 플럭스 당 피폭선량(1 Bq/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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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담수어4.5.24 ( B-1)

업피폭집단에 대한 단위 핵종 플럭스 당 피(1 Bq/yr)

폭선량



- 359 -

10
0

10
1

10
2

10
3

10
4

10
5

10
6

10
7

10
8

10
9

10
-21

10
-20

10
-19

10
-18

10
-17

10
-16

10
-15

10
-14

U-236U-233 U-234

Th-232Th-230

Cm-244Am-241

Marine Water Exposure Group (River Water GBI only)

Pu-241

Ni-59
H-3

Pa-233

Tc-99

C-14
Nb-94

Cs-135

Pa-233

Co-60

Cs-137

Sr-90

Np-237

U-235Pu-238

Pu-240

Cm-242

I-129

Th-229

Ra-228

Pu-239 Ac-227

 

D
o
s
e
 r
e
s
p
o
n
s
e
, 
(S
v
/y
) 
p
e
r 
(B
q
/y
)

Time since appearance in GBI, y

Ra-226

그림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해양어업피4.5.25 ( B-1)

폭집단에 대한 단위 핵종 플럭스 당 피폭선량(1 Bq/yr)

그림 은 시나리오 즉 지하매질에서 우물과 강물로 동시에 핵종4.5.26 ~ 4.5.28 B-2,

이 유출되는 경우에 대한 각 피폭집단에 대한 선량률을 나타내었다 우물과 강물로.

각 핵종이 씩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얻은 이 결과도 시나리오 과0.5 Bq/yr B-1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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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물과 강물로 각 핵종이 씩 유입되는4.5.26 0.5 Bq/yr

경우 시나리오 농축피폭집단에 대한 피폭( B-2)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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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물과 강물로 각 핵종이 씩 유입되는4.5.27 0.5 Bq/yr

경우 시나리오 담수어업피폭집단에 대한( B-2)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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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물과 강물로 각 핵종이 씩 유입되는 경우4.5.28 0.5 Bq/yr

시나리오 해양어업피폭집단에 대한 피폭선량(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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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BIO2: River Water GBI

그림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각 피폭집단에4.5.29 ( B-1)

대한 선량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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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인 시나리오 에 대해 모든 핵종을4.5.29 B-1

종합한 결과를 세 피폭집단에 대해 비교하여 도시하였고 이 결과를 다시 최대 피,

폭선량에 대해 요약하여 표 에 나타내었고 그림 에 우물과 강물로 핵종4.5.13 , 4.5.30

이 나누어 유입되는 경우인 시나리오 에 대해 모든 핵종을 종합한 결과를 세B-2

피폭집단에 대해 비교하여 도시하였고 이 역시 요약하여 표 에 나타내었다4.5.14 .

이 표로만 본다면 시나리오 에서는 해양피폭집단이 시나리오 에서는 농축B-1 , B-2

피폭집단이 결정피폭집단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해 보여 이들 결정 집단이 갖는

피폭선량률을 로 들어오는 단위 방사능 유입당 선량을 주는 선량환산인자로 사GBI

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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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BIO2: River Water and Well GBIs

그림 우물과 강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각 피4.5.30 ( B-2)

폭집단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한편 시나리오 와 유사하게 지표수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대수대를 따로 고려하지B

않고 담수나 해수에서의 부유물에 대한 흡탈착을 따로 모델링하지 않는 초기 모델

에 대한 구획모델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보다 단순한 이 모델은 일본ACBIO1 4.5.31 .

의 에서 사용되어진 모델과 유사한 것으로 입력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을 보다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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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 유용한 모델로 생각된다 과 를 비교하여. ACBIO1 ACBIO2

그림 에 요약하였다4.5.32 .

그림 에서 보는 대로 은 단지 개의 구획만을 사용하고 있고 이 보고4.5.31 ACBIO1 6

서를 통한 결과에는 도 강물만을 사용하고 있지만 필요시 우물도 로서 고려GBI GBI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에 대한 모델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담수나 해수에 존재하는 부ACBIO1 ACBIO2

유물이 바로 침전되거나 재부유하는 에 대해 의 경우는 침적물과ACBIO1 ACBIO2

담수나 해수 구리고 부유물간의 삼자 반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이러한 반,

응에 요구되는 입력 자료의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과 같은 단순한 모델이ACBIO1

보다 유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과 표 에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에 대해 모델에4.5.33 4.5.13 ACBIO1

의해 계산된 각 피폭집단에 대한 선량환산인자를 따로 도시하였는데 그림 의4.5.29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시나리오 의 경우의 각 피폭집단에 대한 선량환산인B-1

자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 에 대해서 각 구획에서의 농도와 핵종의 질량분포를 통한 상호ACBIO1 ACBIO2

비교검토 결과는 뒷 절에서 따로 논의된다.

그림 지표수와 해수 등 모든 가능한 경우가 고려되었으나 을 위한4.5.31 ACBIO1

보다 단순한 구획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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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 의 비교4.5.32 ACBIO1 ACB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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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BIO1: River Water GBI

그림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모델에 의해4.5.33 ACBIO1

계산된 각 피폭집단에 대한 선량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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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BIO2

River Water only GBI

Flux to dose conversion factors, Sv/y per Bq/y

Farming Freshwater Fishing Marine Water Fishing

Cm-244 4.23E-17 1.80E-18 2.80E-16

Pu-240 5.08E-17 3.61E-18 1.60E-16

U-236 1.56E-17 1.49E-19 2.18E-18

Th-232 1.23E-16 1.61E-16 5.42E-17

Ra-228 5.29E-16 1.15E-15 6.04E-16

Pu-241 9.59E-19 5.53E-20 1.88E-18

Am-241 3.99E-17 9.00E-18 3.42E-16

Np-237 1.96E-17 8.64E-19 1.38E-17

Pa-233 3.01E-19 8.67E-18 1.17E-18

U-233 1.69E-17 1.62E-19 2.39E-18

Th-229 3.05E-16 1.10E-15 1.51E-16

U-234 1.63E-17 1.55E-19 2.29E-18

Th-230 1.11E-16 1.47E-16 4.94E-17

Ra-226 1.08E-16 1.65E-17 2.46E-16

U-235 1.56E-17 1.74E-19 1.07E-17

Pa-231 3.57E-16 3.76E-16 2.55E-17

Ac-227 5.74E-16 3.18E-16 3.52E-16

Tc-99 2.68E-19 2.08E-21 5.10E-19

Cs-135 9.91E-19 6.05E-19 3.32E-19

C-14 3.79E-19 9.05E-19 2.19E-17

Co-60 1.71E-18 1.85E-18 1.71E-16

Ni-59 2.39E-20 1.05E-21 1.08E-19

Ni-63 5.64E-20 2.50E-21 2.58E-19

Sr-90 1.01E-17 3.38E-19 2.57E-19

I-129 5.23E-17 8.69E-19 2.62E-17

Cs-137 6.43E-18 4.54E-18 1.54E-17

Pu-239 1.96E-16 5.51E-18 4.09E-16

Nb-94 7.36E-19 1.15E-18 1.09E-16

Pu-238 4.60E-17 1.93E-18 9.98E-17

Cm-242 3.52E-16 4.16E-18 1.63E-15

H-3 4.06E-20 3.14E-24 3.99E-21

표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각 피폭집단에 대한 선량4.5.13 ( B-1)

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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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BIO2

River Water and Well

GBIs

Flux to dose conversion factors, Sv/y per Bq/y

Farming Freshwater Fishing Marine Water Fishing

Cm_244 1.29E-14 9.10E-19 1.42E-16

Pu_240 4.47E-13 3.00E-18 1.33E-16

U_236 2.39E-15 1.49E-19 2.18E-18

Th_232 1.34E-12 1.61E-16 5.42E-17

Ra_228 9.16E-12 1.15E-15 7.79E-16

Pu_241 3.76E-16 2.79E-20 9.49E-19

Am_241 4.08E-13 5.65E-18 2.14E-16

Np_237 1.97E-15 8.57E-19 1.37E-17

Pa_233 3.26E-16 5.49E-18 1.15E-18

U_233 2.64E-15 1.61E-19 2.38E-18

Th_229 3.08E-12 1.16E-15 1.61E-16

U_234 2.57E-15 1.47E-19 2.18E-18

Th_230 1.22E-12 1.54E-16 5.19E-17

Ra_226 1.79E-12 1.76E-17 2.69E-16

U_235 3.99E-15 1.74E-19 1.07E-17

Pa_231 3.29E-12 3.89E-16 2.64E-17

Ac_227 2.43E-12 3.32E-16 3.80E-16

Tc_99 5.19E-16 1.96E-21 4.81E-19

Cs_135 4.27E-15 6.02E-19 3.30E-19

C_14 1.74E-15 7.39E-19 1.79E-17

Co_60 4.60E-15 9.28E-19 8.58E-17

Ni_59 1.76E-16 9.62E-22 9.94E-20

Ni_63 1.37E-16 1.35E-21 1.39E-19

Sr_90 6.70E-14 2.07E-19 1.57E-19

I_129 1.78E-15 8.68E-19 2.62E-17

Cs_137 1.37E-14 2.33E-18 7.91E-18

Pu_239 3.15E-13 4.85E-18 3.61E-16

Nb_94 9.81E-14 9.79E-19 9.29E-17

Pu_238 5.07E-14 1.03E-18 5.33E-17

Cm_242 2.56E-16 2.08E-18 8.17E-16

H_3 1.53E-17 2.18E-24 2.77E-21

표 우물과 강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시나리오 각 피폭집단에 대한4.5.14 ( B-2)

선량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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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BIO1

River Water GBI

Flux to dose conversion factors, Sv/y per Bq/y

Farming Freshwater Fishing Marine Water Fishing

Cm_244 4.23E-17 4.12E-19 2.61E-16

Pu_240 5.05E-17 9.25E-20 8.48E-17

U_236 1.56E-17 1.49E-19 1.49E-18

Th_232 7.87E-17 1.16E-20 5.09E-17

Ra_228 2.27E-16 8.46E-18 5.71E-16

Pu_241 9.58E-19 1.78E-21 1.63E-18

Am_241 3.97E-17 5.81E-18 3.34E-16

Np_237 1.96E-17 8.53E-19 1.34E-17

Pa_233 3.02E-19 2.57E-20 3.98E-20

U_233 1.69E-17 1.61E-19 1.61E-18

Th_229 2.08E-16 7.25E-20 1.35E-16

U_234 1.63E-17 1.55E-19 1.55E-18

Th_230 7.18E-17 1.07E-20 4.65E-17

Ra_226 8.95E-17 3.62E-18 2.32E-16

U_235 1.56E-17 1.70E-19 1.50E-18

Pa_231 2.51E-16 1.38E-20 1.93E-17

Ac_227 5.01E-16 3.49E-17 3.29E-16

Tc_99 2.68E-19 2.07E-21 5.10E-19

Cs_135 9.92E-19 6.05E-19 3.20E-19

C_14 3.79E-19 9.05E-19 2.19E-17

Co_60 1.71E-18 8.24E-19 2.13E-17

Ni_59 2.39E-20 7.32E-22 1.08E-19

Ni_63 5.64E-20 1.74E-21 2.57E-19

Sr_90 1.01E-17 3.36E-19 2.55E-19

I_129 5.23E-17 8.68E-19 2.62E-17

Cs_137 6.43E-18 4.01E-18 2.13E-18

Pu_239 1.96E-16 3.62E-19 3.32E-16

Nb_94 7.38E-19 2.64E-19 1.65E-18

Pu_238 4.60E-17 8.51E-20 7.80E-17

Cm_242 3.52E-16 3.43E-18 2.17E-15

H_3 4.06E-20 3.14E-24 3.99E-21

표 우물로만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모델 각 피폭집단에 대한 선량4.5.15 (ACBIO1 )

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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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각 구획별 핵종농도와 질량의 민감도6

각 구획별 핵종의 농도와 질량분포에 대한 민감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에서ACBIO1

로 변환하여 구획수가 변화하는 경우와 구획의 흡착계수가 변화하는 두 경ACBIO2

우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은 전술하였듯 대수대와 부유물을 따로 구획으. ACBIO1

로 모델링하지 않아 개의 구획만을 갖는 반면 는 모두 개의 구획을 갖6 ACBIO2 18

는 보다 확장된 모델이다 흡착계수의 경우는 표 에 주어진 각 구획매질에 대. 4.6.1

한 와 의 흡착계수가 배의 값으로 증가되는 경우에 대하여 검토해I-129 Tc-99 1000

보았다.

그림 에서 그림 는 구획내의 농도4.6.1 4.6.9 (concentrations, Bq/m
3 핵종의 양),

그리고 구획간의 핵종플럭스분포 를 두 개의(amount, Bq), (flux distribution, Bq/y)

선별된 핵종 과 에 대하여 도시하고 있다 이들 핵종은 고준위 폐기물에서99Tc 129I .

주요한 핵종으로 고려되는 장반감기 핵종들이다.

그림 에서 그림 까지는 부유물질이 제외된 에 의한 결과를 보여주4.6.1 4.6.3 ACBIO1

고 있는데 그림 과 흡착계수를 배로 늘린 경우에 대한 그림 를 비교, 4.6.1 1000 4.6.2

해 보면 강물이나 해수에서의 농도는 무시할 정도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획모델이 상당히 변화된 에 의한 그림 와 그림 을. ACBIO2 4.6.4 4.6.6

비교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림 에서 볼 때 흡착이 관련된 모든 구획 즉 침적층과 부유물 등에4.6.6 , ,

서 그림 를 볼 것 그림 를 보고 그림 을 그림99Tc( 4.6.4(a) ) and 129I( 4.6.4(b) 4.6.6

와 비교할 것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4.6.4 ) .

의 에 대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4.6.2 ACBIO1 .

이는 그림 와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핵종이 끊임없이 강물로 유입되어4.6.5 4.6.7

강물내의 핵종의 재고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

물에서 해수로 이전하는 핵종의 플럭스가 다른 경우의 전이 보다 훨씬 커 해수내의

핵종의 농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로 보여진다.

우물과 강물을 함께 로 갖는 다른 경우를 그림 과 그림 에 나타내GBI EH 4.6.8 4.6.9

었다 그림 와 를 비교했을 때 우물로부터 직접 관개를 하는 구획에 대해. 4.6.4 4.6.5 ,

서 핵종의 농도의 큰 변화가 발견되지만 그 외 다른 구획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거,

나 아주 미미한 변화만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로서 우물을 추가, GBI

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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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tments Kd (m
3
/kg)

Tc I

aquifer 10 10

deep sediment 10 10

Marine sediment 0.1 1

Marine suspended 0.1 0.3

River sediment 0.1 0.1

River suspended 0.1 0.3

Sold soil 1 1

Surface soil/ Vadose 0.00014 0.001

표 각 구획에 대한 와 원소에 대한 흡착계수 값4.6.1 Tc I (Kd)

그림 강물로만 핵종이 유출되는 경우의 으로 계산된 각 구획별 핵종4.6.1 ACBIO1

농도 (Bq/m
3
) (a. 99Tc b. 12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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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든 구획에 대해 흡착계수를 배로 늘린 경우 강물로만 핵종이 유출4.6.2 1000

되는 경우의 으로 계산된 각 구획별 핵종 농도ACBIO1 (Bq/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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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물로만 핵종이 유출되는 경우의 으로 계산된 각 구획별 핵종4.6.3 ACBIO1

의 양 (Bq) (a. 99Tc b. 12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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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물로만 핵종이 유출되는 경우의 로 계산된 각 구획별 핵종 농4.6.4 ACBIO2

도 (Bq/m
3
) (a. 99Tc b. 12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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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물로만 핵종이 유출되는 경우의 로 계산된 각 구획별 핵종의4.6.5 ACBIO2

양 (Bq) (a. 99Tc b. 12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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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든 구획에 대해 흡착계수를 배로 늘린 경우 강물로만 핵종이 유출4.6.6 1000

되는 경우의 로 계산된 각 구획별 핵종농도ACBIO2 (a. 99Tc b. 12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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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든 구획에 대해 흡착계수를 배로 늘린 경우 강물로만 핵종이 유출4.6.7 1000

되는 경우의 로 계산된 각 구획별 핵종의 양ACBIO2 (Bq) (a. 99Tc b. 12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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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물과 우물로 핵종이 유출되는 경우의 로 계산된 각 구획별 핵4.6.8 ACBIO2

종 농도 (Bq/m
3
) (a. 99Tc b. 12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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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강물과 우물로 핵종이 유출되는 경우의 로 계산된 각 구획별 핵4.6.9 ACBIO2

종의 양 (Bq) (a. 99Tc b. 12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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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결론7

처분시스템 평가를 위해서는 단위 방사능 유출률에 대한 피폭결과로서의 선량률,

즉 선량환산인자 가 평가 되어져야 한다 구해진(Flux to dose conversion factor) .‐ ‐
방사선 피폭선량률은 로 유입되는 핵종별 방사능 유출률 값은 이 선량환산인자GBI

에 의해 선형적으로 피폭선량률로 환산되어 이 값이 처분장의 안전성과 처분 시스

템에 대한 인간 환경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방사선적 안전성을 보이기 위해 안전

기준치와의 비교를 위한 처분안전성의 지표 로 활용된다(Safety indicator) .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이 처분장이 총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생태시스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핵종의 전이 및 이동 경로에 대한 경

로 및 을 고려한 후 생태계모델링을 거쳐 각 핵종별 선량 환산 인자를 도출을FEP

위한 정량적인 평가 수행결과를 생태계 모델링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내

용이 기술되었다 실제 평가 계산을 위해 범용구획모델코드 를 이용하여 자. AMBER

체 개발된 생태계평가 템플릿 프로그램인 가 이용되었다ACBIO2 .

모델링을 위해 구분한 여러 구획에 관련된 물리적 지화학적 입력변수 그리고 피폭, ,

경로를 따른 동식물상의 농도 분배 및 다양한 먹이사슬에 관련된 여러 섭생관련 입

력변수 등 그 종류와 개수에 있어 방대한 입력변수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입력변수,

의 변화에 따른 평가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반면 입력변수가 갖는 불확실성을 고

려할 필요가 있어 이 보고서를 통하여 선별된 몇몇 파라미터로서 경작지에 대한 관

개율과 면적 핵종의 구획에서의 수착계수 그리고 해양 피폭 집단에 대한 해조류, ,

섭취율의 변화 등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 및 확률론적 계산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생태계 피폭선량률 계산 모델 및 템플릿 프로그램

는 향후 고준위는 물론 중저준위 처분시스템 생태환경 평가에 범용적으로ACBIO2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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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개발5 MDPSA

제 절 서론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종합 성능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년부터 다차원 확률론적 종합 안전성 평가 코드인2003 Multi-Dimensional

코드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Probability Safety Assessment(MDPSA) . Peer

를 통하여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관련 연구에서는Review Safety case

인허가에 필요한 안전성 평가와 더불어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이 있는 자연 재해,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안전성 확인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결정질 암.

반에서의 공학적 방벽으로부터 단열암반 천연방벽으로부터 생태계로의 핵종 이동,

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기존의 안전.

성 평가 방법은 주로 차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1 (Probability Safety Assessment,

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국내 관련 규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확률론적 평가를PSA) ,

위해서는 다차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Multi-Dimensional Probability Safety

코드 개발이 요구되어 향후 국내서 필요한 코드의 기술적Assessment, MDPSA)

목표 및 사용 방안 등을 정리하여 단열 다공 암반에서의 핵종이동 다차원적 확률론

적 안전성 평가 코드 개발 방안을 확립하고 년도에 코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2003

년까지 단계별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코드는2006 . MDPSA Control Volume

에 기반을 둔 수치해석 코드로서 내 의Method waste form UO2 matrix degradation

에 의한 과 의 변화를 정확히 모사할 수 있어 처분waste volume void gap volume

안전성 평가의 핵심인 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source term RMD(Rock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등도Matrix Diffusion) colloid transport

해석할 수 있는 코드로 확장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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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개발 상세 및 평가2 MDPSA

연도별 개발 상황1.

년도 주요 개발 항목

2003

유한체적법에 기초한 안전성 평가 해석 코드 기반 구축-

통계학적 인자 도입에 의한 확률론적 평가 기반 구축-

다공암반 내 이류 흡착에 의한 지연 방사성 붕괴 확산 및- , , ,

분산 등에 의한 핵종이동 현상을, Rock Matrix Diffusion

종합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모듈 개발

다공암반 내 지하수 계산을 위한 의 유동장- CONNECTFLOW

계산 데이터 활용 모듈 개발

2004

및 기반 구축- MDPSA pre post processor

내 독립적 유동 해석 시스템 구축- MDPSA

지표지형 모사 모듈 개발-

개념을 이용한 단열암반 내 지하수 및- flow resistance

핵종이동 모듈 개발

2005

단열 다공암반 통합 모델 개발- -

천이적 지하수 유동 해석 모듈 개발-

모듈 개발- Matrix Diffusion

테스트 케이스 개발-

2006 개발- Pre/Post Processor

표 연도별 개발 추진 항목5.2.1 MDPSA

코드 구조2. MDPSA

그림 은 코드의 전체 구조를 나타낸다 는 추후 지속적인 확5.2.1 MDPSA . MDPSA

장을 위하여 초기부터 모듈타입으로 디자인되어 개발되었다 이러한 모듈은 그 특.

성에 따라 크게 개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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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드의 전체 구조5.2.1 MDPSA

(1) Input module

현재 단계에서는 모듈을 통하여 총 개의 기반의 파일로부터 계input 15 text input

산에 필요한 정보를 읽어 들이며 그 파일 목록은 표 와 같다, input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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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Input 내용

BC_GW.dat 다공암반 내 지하수 경계조건

BC_RNUC.dat 다공암반 내 핵종 경계조건

BCF_GW.dat 단열 내 지하수 경계조건

BCF_RNUC.dat 단열 내 핵종 경계조건

BCFactors.dat 천이적 경계조건

DetFrac.dat 단열 정보deterministic

FracProp.dat 단열 정보stochastic

GridProp.dat 각 별 암반 정의Grid

MDPSA.dat 수치계산 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

RNElemProp.dat 및 정보Radionuclide element

RockProp.dat 암반 물성값 정보

RockRNProp.dat 핵종 의존 암반 물성값 정보

Source.dat 선원항 정보

SrcFlux.dat 천이적 정보Source flux

SrcVolume.dat
천이적 Waste matrix degradation

정보

표 입력 파일 목록 및 해당 내용5.2.2

모듈(2) RUN(PSA)

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생성 및 전체 프로그램 실행을 제어하는 부분으로서PSA

계산 구현 시 매회 계산 초기화를 담당한다PSA .

단열망 구축 모듈(3)

단열망 구축과 관련된 모듈로서 혹은 단열 생성 단열 간deterministic stochastic ,

연결도 검색 단열망 연결 등을 담당한다, .

지하수 유동 계산 모듈(4)

다차원의 다공암반 단열암반 및 다공 단열 암반 내 지하수 계산을 위한 모듈로서, -

현 단계에서는 밀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천이적 지하수 유동 계산을 담당한다.

방사성 핵종 이동 계산 모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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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의 다공암반 단열암반 및 다공 단열 암반 내 방사성 핵종의 이류 분산 확, - , ,

산 현상을 모사한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용기로부터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유출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개의 선원항 모델이 개발되어 있다4 .

모듈(6) post-processing

계산 결과를 를 통해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코드 계산 결과post-processor MDPSA

를 용 입력 자료 형식에 맞도록 출력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post-processor .

지배방정식 및 수치계산방법3.

가 지하수 유동.

다공암반모델(1)

다공암반에서의 유동은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Darcy .

q = -
kμ (∇ P - ρ g ) (5.2.1)

여기서, q 속도: Darcy

k 투수계수 차 텐서: (2 )

μ 유체의 점성 계수:

ρ 유체 밀도:

g 중력가속도:

P 유체 내 압력:

∇ 차원 연산자: 3 del

만일 밀도가 항상 일정( ρ = ρ 0
하다면 식 은 잔류 압력 정의 식 에 의해) , (5.2.1) (5.2.2)

식 으로 정리된다(5.2.3) .

P R = P + ρ 0g ( z - z 0 ) (5.2.2)

여기서 z 0
는 기준 높이를 의미한다.

q =-
kμ ∇ P R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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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두는 식(5.2.4)와 같이 정의 된다.

h=
P
R

ρ
0g

(5.2.4)

식(5.2.4)를 이용하면 식 (5.2.1)을 다음 식(5.2.5)으로 표 할 수 있다. 

q=-K∇h (5.2.5)

여기서 K는 암반의 수리 도도이다. 

 


(5.2.6)

다공암반에서의 유동에 해 기술한 식(5.2.1 혹은 5.2.3)과 질량 보존 방정식(5.2.7)

을 이용할 경우 다공암반에서의 유동을 가장 간단히 모사할 수 있다.

(5.2.7)

여기서, φ : 유효 공극률

t : 시간

식 (5.2.7)은 온도 혹은 해수에서의 변동량으로 인한 도의 상 인 큰 변화량에 

해서도 유효한 일반 인 표 식이다. 해수와 온도가 일정한 경우는 비록 도가 

실제로는 변한다고 하여도 그 값은 압력 변화로 인한 경우보다 매우 작으므로 도

가 일정한 경우라고 부른다. 이 경우 질량 보존 방정식은 다음 식(5.2.8)처럼 나타낼 

수 있다.







∇   (5.2.8)



- 388 -

여기서 Ss
는 지하수의 압축성과 암반의 영향을 나타내는 암반의 이specific storage

다 이 식은 밀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다공암반 내 천이적 지하수 유동을 모델링.

한 것에 사용되었다.

단열암반모델(2)

단열망이 존재하는 경우 지하수는 주로 단열망을 통해 이동한다 다공암반 모델은.

큰 스케일의 암반에서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연결된.

단열망에서 일어나는 유동을 제시하는 단열망 모델은 작은 길이의 스케일에서의 유

동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단열에서의 유동은 다공 암반에 대한.

유동 방정식과 유사한 차원 형태의 지배방정식에 의해 모사될 수 있다 예를 들어2 . ,

정상상태 밀도가 일정한 지하수 유동에 대해 단열에서의 유동은 다음과 같이 묘사

될 수 있다.

∇ 2( ρ 0Tμ ∇ 2P
R)= 0 (5.2.9)

여기서, T 는 단열의 투수계수이며, ∇ 2
는 단열에서의 좌표계의 차원 연산자2 del

이다.

각 단열은 일정한 폭 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열의 투수계수는(aperture) , ‘cubic law'

에 의해 폭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T =
a 3

12

(5.2.10)

여기서 는 단열의 폭이다a .

단열망에 대한 식은 단열이 교차하는 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단열에 대한 유

동 방정식으로 나타난다.

n ∙Q =- n ∙ ρ 0g T

μ ∇ 2h (5.2.11)

여기서, Q는 단열폭을 지나는 유동의 적분한 값과 같은 값을 가지는 단열을 통한

지하수 유출량이며, n은 교차지점의 단열의 법선이다.

밀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열 내 천이적 지하수 유동은 식 의 차원 형태(5.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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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델링된다. 단열에 한 유동식은 다음과 같다.





 

 ∇

∇

  (5.2.12)

여기서 Sf는 암반과 지하수의 압축성을 나타내는 단열의 비 장율(specific storage) 

이다. 

단열의 비 장율은 보통 단열폭에 의존한다. 이러한 의존성을 고려하기 해 다음

과 같은 모델을 이용하 다. 

Sf= ρg(C 1+C 2a
C 3) (5.2.13)

(1) aperture에 비례하는 경우( C 1=0, C 2≠0,C 3=1)

Sf= ρgC 2a (5.2.14)

여기서, C 2는 단열 압축도(fracture compressibility)

(2) aperture 의 선형함수인 경우( C 1≠0,C 2≠0,C 3=1) (5.2.15)

Sf= ρg(C 1+C 2a), C 1은 일반 인 압축도(normal compressibility)

(3) aperture의 지수 승에 비례하는 경우( C 1=0, C 2≠0,C 3≠0) (5.2.16)

Sf= ρgC 2a
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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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종 이동.

다공암반모델(1)

다공암반내의 방사성 핵종 α 의 이송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α
β

βββββααααααααα
α

αα φλσφλφφ QCRCRCC
t

C
R ++−∇⋅∇=⋅∇+

∂

∂
∑)()( Dq

(5.2.17)

여기서, αC 방사성 핵종 농도:

αφ 핵종에 대한 유동 공극률: (the flowing porosity accessible to the

radionuclide)

αR 지연계수:

q 비배출율: (the specific discharge)

αD 분산계수:

αλ 붕괴상수:

βC 모핵종 농도 현재 코드에서는 최대 개의 모핵종 고려 가능: ( MDPSA 2 )

βλ 모핵종의 붕괴상수:

βφ 모핵종에 대한 유동 공극률:

βασ 핵종 분지비율: (the branching ratio)

αQ 핵종 선원항:

위 식에서 좌변의 첫째항은 검사체적 내에서의 방사성 핵종 량의 변화율을 의미하

며 두 번째 항은 이류를 의미한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분산 두 번째 항은 방사, . ,

성 붕괴 세 번째 항은 방사성 네 번째 항은 선원항을 의미한다, ingrowth, . αR 은

흡착효과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α

α
α φ

ρ d1
K

R r+=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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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ρ 암반 밀도: , αdK 흡착계수:

분산 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α

αα
αααααα δδ

v

vv
aavaDD

ji

TLijTijij

,,

,,,p,, )( −++=
(5.2.19)

여기서, α,pD 핵종에 대한 공극수 확산계수: (the pore-water diffusion coefficient)

ijδ 크로넥커 델타: ( i≠j이면 δ = 0 , i = j이면 δ = 1 )
α,La 종방향 분산 길이: (longitudinal)

α,Ta 횡방향 분산 길이: (transverse)

이때 핵종이동 속도, ( αv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α
α φ

q
v =

(5.2.20)

단열망 모사용 다공암반모델(2)

거시적 관점에서 볼 경우 다공암반모델은 주로 단열망을 통해 흐르는 지하수를 모,

사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지하수 유동장은 암반투수계수가 아닌.

단열망을 모사하는 유효투수계수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유효투수계수.

는 혹은 등과 같은 코드의 분리단열망 모델을CONNECTFLOW NAPSAC (DFN)

이용한 계산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식 이 단열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이송을 모사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방사성(5.2.17)

핵종에 대한 유동 공극률은 암반의 다공도가 아닌 단열에 의한 유효 다공도를 나타

내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단열에서의 음이온 배척현상을 고려할 필요는 없게 될.

것이며 모든 방사성 핵종에 대한 유동 공극률은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지연효과를, .

적절히 모사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연은 단열벽면으로의 흡착에 의해 발생하며 단열.

벽면으로부터의 흡착을 모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αα ρ d1 KR rf += (5.2.21)



- 392 -

이 식은 전체 암반으로의 흡착을 나타내는 식 보다는 훨씬 작은 지연값을 의(5.2.18)

미한다.

만일 방사성 핵종이 단열암반을 이동한다면 방사성핵종은 단열들 사이의 암반의,

공극 내 정체되어 있는 지하수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암반 확산 과정. (Rock

이하 은 방사성 핵종의 이송을 상당히 지연시킬 것이다 그Matrix Diffusion, RMD) .

것은 방사성 핵종이 암반내의 상당히 큰 공극 체적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방사성 핵종이 더욱 많은 흡착부에 닿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에 대하여 많이 이용되는 간단한 모델은 지하수가 흐르는 등간격의 평행 단열RMD

사이에서 암반으로의 차원 확산을 모사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식 을 다음1 . (5.2.17)

과 같이 수정하여 모사된다.

0

int,2
)()(

=∂

′∂
+++−∇⋅∇=⋅∇+

∂

∂
∑

w

f
w

C

a

D
QCRCRCC

t

C
R ααα

α
β

βββββααααααααα
α

αα

φ
φλσφλφφ Dq

(5.2.22)

여기서, αint,D 고유확산계수: (intrinsic diffusion coefficient for radionuclide α )

a 단열폭:

αC ′ 암반에서의 핵종 농도:

이때 αC ′ 는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βββ
β

βαααα
α

α
α

α αλσαλα CC
w

C
D

t

C
′+′−

∂

′∂
=

∂

′∂
∑2

2

int,
(5.2.23)

이때의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0==′ watCC αα (5.2.24)

dwat
w

C
D ==

∂

′∂
− α

α
α 0int, (5.2.25)

여기서, αα 핵종 수용 지수: (capacity factor for the radionuclide)

d 암반으로의 최대 확산 거리:

선형 평형 흡착 모델에 대하여 핵종 수용 지수는 다음과 같다.

ααα ρφα drm K+= (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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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φm 는 핵종이 접근 가능한 최대 공극률이다.

분리 단열망 모델(3)

단열암반내의 방사성 핵종 이송은 분리단열망 모델을 사용하여 모사될 수 있으며,

이때 까지 고려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RMD .

ααα
β

ββββααααααα
α

α λσλ CDQCRaCaRCaC
t

C
aR ffff

′∇⋅+++−∇⋅∇=⋅∇+
∂

∂
∑ nDQ int,222 2)()(

(5.2.27)

여기서 fn 는 단열에 대한 법선벡터이다.

이 경우 단열 교차부에서의 방사성 핵종 농도 및 교차부를 통한 유속이 서로 다른

단열에서 일치한다면 단열망에서의 방정식은 각 개별 단열들에 대한 유동방정식의

형태로 표현가능하다.

[ ]ααα CaC 2∇⋅−⋅ DQn (5.2.28)

이때 는 다음과 같다RMD .

βββ
β

βαααααα
α

α αλσαλα CCCD
t

C
′+′−′∇=

∂

′∂
∑2

int,
, (5.2.29)

여기서, 단열벽에서는 C α' = C α 이다 이때 가 발생하는 거리는 적절히 제한할. RMD

수도 있다.

다 단열 다공암반 교차면 모델링. -

단열망 생성(1)

실제 단열계에서 개개의 단열은 각각의 물성값에 의해 표현된다 이러한 물성값은.

크기 모양 위치 단열폭 등이다 특정 지역의 모든 단열들에 대해 이러, , , orientation, .

한 인자들은 일정한 분포를 가질 것이다 이상적이면서도 실제에 가까운 단열계를. ,

구성하기 위하여 분포를 정하고 이러한 분포로부터 단열계를 구성한다 실제 계에, , .

서는 물성값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점이 관찰되는 것 중 하나.

는 단열 세트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단열 세트를 구성하는 단열들은 동일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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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유사한 을 갖는다 또한 이러한 단열 세트orientation .

의 특징은 또 다른 세트와 차별화될 것이다 하나의 단열 세트 내에서도 예를 들어.

크기와 단열폭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단열세트의 개념을 확장하여 하나의 확률밀도함수에 의해, ,

결정된 물성값을 갖는 단열들의 집합체로 단열세트개념을 확장하는 것이 유용하다.

에서 가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열 물성값들은 경사MDPSA orientation, (dip),

주향 수리전도도 비등방도 크기 중심 가로세(strike), (transmissivity), (anisotropy), , ,

로 비 등이다 모든 물성값들은 확률분포함수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 인자들을 입력. ,

함으로써 최종 결정될 수 있으며 에서 고려하고 있는 확률분포함수는 표, MDSPA

과 같다 또한 에서는 확률분포함수 이외에도 특정 물성값을 갖는 단열5.2.3 . MDPSA

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단열 물성값을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확률 분포 입력 인자

Constant 균일값

Uniform Min, Max

Log-uniform Min, Max

Triangular Min, Max, Peak

Log-triangular Min, Max, Peak

Normal Mean, Standard deviation

Log-normal Mean, Standard deviation

표 확률분포함수 관련 입력 인자5.2.3

이러한 단열망은 확률밀도함수에 의해 결정된 물성값들을 갖는 단열군들의 집합체

로서 확장하여 모사될 수 있다 즉 각 단열군을 대상으로 단위 체적 내에 존재하는. ,

단열면적으로 정의되는 단열 밀도 를 결정하면 그림 와(Fracture Density, F.D.) 5.2.2

같이 각각 다른 특성의 물성값을 갖는 단열군의 조합으로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단열망을 구성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단열망 중 일부는 그림. 5.2.2(d)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계산영역을 벗어나게 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림 과 같. 5.2.3

은 부단열 개념을 도입하여 각 부단열의 중심좌표가 전체 계산영역을 벗어나는 경

우엔 관련 부단열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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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 D. = 0.5    (b) F. D. = 0.3 (c) F. D. = 0.2  (d) Finally generated fractures

그림 5.2.2 복수개의 단열세트를 활용한 단열망 생성 과정 

inside cal. region
outside cal. region

subfracture

그림 5.2.3 계산 역외곽 단열에 한 trimming 작업 

(2) 단열 간 교차선 검색

지하수가 단열 암반간의 연결면 혹은 단열암반과 다공암반간의 연결면을 통해 흐르

기 해서는 생성된 여러 단열들이 상호간에 충분히 연결되어 거시 인 유동경로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한 유동경로의 존재여부는 단열망을 구성하고 있는 단열들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단열들에 한 통계 입력 자료에 따라 역 유동경로가 

구성될 수도 있고, 단지 국부 으로 고립된 유동 경로만이 구성될 수도 있다. 물론 

계산 역내의 단열 개수가 증가할수록 역의 경로가 형성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따라서 체 유동경로를 구성하기 해서 우선 생성된 단열들 간의 교차선을 검색

해야 하며, 단열들 간 혹은 다공암반과 단열들 간의 연결도에 한 확인  기록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이러한 2차원 단열암반간의 연결망 구성기법에 한 연구는 타원형 단열 

혹은 사각형 단열을 이용하여 수행된 바 있다. 그 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열암반간

의 연결뿐만 아니라 단열암반과 다공암반의 연결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즉 유한체 법에 기 한 수치해석코드에서 단열암반을 사각격자로 모

사하는 경우 다공암반은 육면체로, 단열암반은 2차원의 사각 격자로 표 된다. 이때 

단열암반과 교차하는 다공암반의 교차면에는 추가 으로 교차면과 일치하는 동일한 

크기의 가상의 사각 단열암반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용하면 단열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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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교차면 검색 뿐 만 아니라 단열암반과 다공암반의 교차면 검색에서도 기존의

단열망 검색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교차하는 한 쌍의 단열들마다 그 교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

니다 그러나 전체 단열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그 교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검색 횟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알고리즘이.

고안되었다 우선 직각 격자로 구획된 계산영역을 기준으로 각 격자 블록을 통과하. ,

는 단열군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러한 단열군 목록이 전 격자 블록에 대하여 작.

성되면 각 격자 블록마다 소속 단열군을 상호 비교하여 교차선을 검색한다 교차선, .

검색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 에 교차하고 있는 두 개의 단열 및5.2.4 (A, B)

교차선( X SX E
을 도시하였다) .

그림 단열 교차 상세 개념도5.2.4

차원의 평면으로 모사된 단열 위의 좌표는 단열의 종축 및 횡축 방향에 평행하고2

길이가 각 방향 축의 인 개의 방향벡터 및 중심좌표1/2 2 (V1, V2, V3, V4) (CENA,

를 이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 교차선은 두 평면의 공통부분을 의미하며 식CENB) . ,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5.2.30) .

(5.2.30)

여기서 단열중심좌표 및 각 방향벡터는 단열이 생성됨과 동시에 결정되며, λ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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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A2
, λ B1

, λ B2
는 절대값이 보다 작은 미지수이다 교차선을 표시하는 벡터 형태의1 .

방정식을 방향 성분별로 분리한 후 각 미지수를 하나의 미지수 λ B2
에 대해 정리하

면 최종적으로 식 과 같이 정리된다 단 행렬을 구성하는 세 개의 방향벡(5.2.31) . , R

터는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 만일 독립이 아닐 경우엔 행렬의 구성 벡터를 변환. R

하여 서로 독립이 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세 개의 미지수를 각각 하나의.

미지수 λ B2
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모든 미지수의 절대값이 보다 작다는 초기. 1

조건을 적용하면 그림 와 같이 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5.2.5 λ B2
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결정할 수 있다 만일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λ B2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 단열은 교차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두 단열간의 교차선에.

대한 시점과 종점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단열간의 교차여부가 확인된다 이때 각 교.

차선을 형성하는 단열쌍의 정보를 교차선에 대한 상세 정보와 함께 기록하면 단열

간의 교차선 목록에 대한 상세정보가 구축된다 이들 단열 목록을 기초로 교차선이.

존재하는 부단열을 검색한 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교차선이 존재하

는 부단열의 목록 및 관련 상세정보도 구축할 수 있다.

(5.2.31)

그림 5.2.5 λ B2
의 범위



- 398 -

단열망 구축(3)

단열 목록을 기초로 단열간의 교차선 정보가 확인되면 이들 단열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단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코드에서는 단열간의 상. MDPSA

호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 와 같은 단열 및 교차선에 관련된 변수들5.2.4

을 정의하였다 각 변수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단열의 교차선 정보를 전달하면서 단.

열간의 연결망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 순서는 그림 과 같다5.2.6 .

변수명 정의

IFR 단열 번호

IINT 교차선 번호

ICON(IFR) 각 단열의 연결도

ILSSI(IFR) 단열의 최종 소속 교차선

IPINT1(IINT)

IPINT2(IINT)
각 단열에 연결된 기 검색 교차선

INDMF1(IINT)

INDMF2(IINT)
현 교차선에 소속된 단열쌍 번호

표 단열 교차선 관련 변수5.2.4

그림 단열망 생성 흐름도5.2.6

그림 의 단열망 구축 순서도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 에5.2.6 5.2.7

격자에 생성된 간단한 단열 다공 암반을 도시하였으며 이 단열 다공암반은1x1x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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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개의 다공격자 및 개의 단열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열 은4 3 . (FR1, FR2, FR3)

각각 개의 부단열격자 로3 (F1-1, F1-2, F1-3, F2-1, F2-2, F2-3, F3-1, F3-2, F3-3)

세분되어 있으며 첨자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에서는 다공격자와 단열격, . MDPSA

자가 교차하는 부분마다 가상의 단열격자가 자동으로 추가 생성되도록 되어 있으

며 이로 인하여 각각 다공격자와 단열이 교차하는 개의 면에 가상단열 및, 2 (FR4

이 추가되었다FR5) .

그림 단열 다공암반에서의 개별 격자 및 교차선 구성5.2.7 - index

이때 복수개의 단열이 교차하여 생성되는 교차선은 총 개가 형성되며 전술한 단열4

간 교차선 검색 방법에 기초하여 각 단열의 교차 정보갱신은 그림 과 같이 교5.2.8

차선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의해 구축되며 그 결과는 표 와 같다,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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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선 교차선(1) IINT1 (2) IINT2

교차선 교차선(3) IINT3 (4) IINT4

그림 교차선을 중심으로 한 단열 교차 정보 구축 과정5.2.8

교차선 단열쌍 기 연결된 교차선

IINT INDMF1(IINT) INDMF2(IINT) IPINT1(IINT) IPINT2(IINT)

1 1 3 0 0

2 1 4 1 0

3 2 3 0 1

4 2 5 3 0

표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 단열 간 교차 정보5.2.5

이와 동시에 에는 각 단열을 기준으로 각 단열이 소속되는 최신 교차선ILSSI(IFR)

의 정보가 저장되게 되며 그 정보는 표 과 같다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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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 IFR 최신 소속 교차선 : ILSSI(IFR)

1 2

2 4

3 3

4 2

5 4

표 각 단열별 최신 소속 교차선 정보5.2.6

각 단열간의 연결도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경계조건

이 인 단열 혹은 다공격자와 단열격자가 교차하는 부분의 가상Dirichelete (Dummy)

단열을 검색하여 연결도 정보 갱신을 위한 초기 시작 단열로 지정하고 연결도,

를 한 단계 증가시킨다 연결도 갱신 이후에는 각 단열을 순차적으로(ICON(IFR)) .

검색하면서 최신의 연결도를 갖는 단열을 검색하여 해당 단열이 소속된 교차선

에 소속되어 있는 단열 교차쌍 중 추가로 연결된 신규 교차쌍이 존재(ILLSI(IFR))

하는 경우 해당 단열의 연결도 및 신규 교차쌍 존재 유무 정보(ICON(IFR))

를 갱신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단열을 대상으로 신규 교차쌍이 존(LNEW) .

재하지 않을 때까지 연결도 정보를 갱신하면 최종적으로 각 단열의 순차적인 연결

정보가 파악되어 단열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5.2.7 .

단열 : IFR 연결도 : ICON(IFR)

1 2

2 4

3 3

4 1

5 5

표 각 단열별 연결도 정보5.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연결 정보를 바탕으로 단열 간 혹은 단열 다공암반 교-

차부에서의 유동저항을 산출한다.

유동 저항 개념 모델(4)

다공암반모델 및 단열암반모델의 각 격자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며 이,

때 각 격자에서의 유출입량은 항상 보존된다.


  





  





   





   





   

 
  

   (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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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격자면에서의 유출입량은 다음과 같은 압력차 및 유동저항 개념으로 표현“ ”

될 수 있다.

두 평판 사이의 차원 유동(a) 1 등가 유동 회로 모델(b)

그림 차원 유동 및 등가 유동 회로 모델 개념도5.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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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리전도도의 주방향은 각각 주축의 방향과 평행하다는 가정 하에 수리전도도

의 주방향 성분만 고려할 경우 격자면에서의 수리전도도는 각각 격자면에 인접한

두 블록에서의 수리전도도의 조화평균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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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유동저항을 표현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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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열 간 교차면의 유동 저항(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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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분리단열망 모델에서의 비교차 및 교차 블록5.2.10

차원으로 모사된 단열들은 각각 다수개의 직각 격자블록으로 구분되어지며 일부2 ,

격자 블록은 그림 과 같이 또 다른 차원 단열과 일부분이 교차하는 블록을5.2.10 2

포함하기도 한다 이때 교차면을 통과하는 유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ijfklgklgijf

ijfklg

klgijf
RR

PP
Q

,,,,,,

,,

,,, +

−
−=

(5.2.36)

여기서 는 각 단열의 이름, f, g ,     은   는 각각 단열 및 단열 중심선f g

으로부터 교차선까지의 유동저항을 의미한다 또한 및 은 각 격자블록에서의. ij kl x,

방향 색인을 나타낸다y .

이 경우 교차선이 존재하는 격자 블록내의 지하수 흐름은 단열에서 교차선으로 유f

입되는 동안은 수렴하게 되며 교차선으로부터 단열로 유출되는 동안은 발산하게, g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교차선이 격자 블록면과 임의 각을 이루고 있으.

며 이 경우 투수계수는 비등방성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등방성 투수계수의 좌표, .

계는 적절한 변환을 통하여 등방성 투수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좌표계

( x'y' 로 변화시켜야 한다) .

′ 



′
 ′



′
 ′  (5.2.37)

만일 교차선의 길이( l' 가 격자블록의 중심선 길이) (′ 에 비해 작은 경우 유동은 교)

차선 부근에서 방사상의 유동 으로 모사될 수 있으며 동일 위치에서의(radial flow) ,

압력은 로그형태로 변화한다 여기서 격자 블록중심으로부터 교차선까지의 거리.

( 2d' 는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차선이 격자 블록 중심에 위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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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엔 거리 및 유동저항은 없을 것이며 반대로 중심에서 멀리 위치하는 경우엔,

거리 및 유동저항은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다 본 계산에서는 이러한 거리에 대해.

중심선으로부터 격자 경계에 이르는 거리의 배를 이용하였다0.5 .

초기 좌표계 좌표변환 모델링(a) (b) (c)

그림 단열 교차 블록에서의 유동 저항 유도 개념도5.2.11

전술한 방법으로 단열에 대해서도 유동저항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교차선에서의 총g ,

유동저항은 단열과 단열의 유동저항의 합으로 표현되지만 본 논문에는 지면 관f g ,

계상 단면의 유동저항만을 표시하였다f .

         

 
  

 
(5.2.38)

       

′ ′
′
′
′  (5.2.39)

만일 교차선의 길이가 격자블록면의 길이와 거의 대등한 경우는 교차선으로의 유동

은 차원으로 모사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유동저항은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1 ,

다.

       




′ ′ (5.2.40)

단열 및 다공암반 교차면의 유동 저항(6)

연속다공체와 분리단열망이 연결된 암반에서는 복수개의 단열이 하나의 다공체에

연결된 경우 각 단열에 유량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 각 단열로의 유출량에 분율

(  을 곱해주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이 분율은 균일한 값 단열의 개수) . ,

( 에 반비례한 값 혹은 투수계수) , (  에 비례한 값 등을 갖도록 모델링하였다) .

또한 다공체와 단열 연결부위의 유동 수렴 혹은 발산에 따른 추가적인 교차면 저“

항 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공체와 단열 연결부위의 교차면 저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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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차선을 포함하는 단열망 격자블록에서와 마찬가지로 비

등방성 투수계수가 등방성 투수계수로 표현될 수 있도록 좌표변환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계된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5.2.41)

여기서 ′   이다.

이 경우 변환 전의 좌표축을 기준으로 l y 및 l z 성분을 갖는 교차선은 변화된 좌표

계에서 그 길이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5.2.42)

초기의 연속다공체 분리단열망 공존블록은 전술한 일련의 좌표변환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 1
2
Δx', l' , ∆   ∆′∆′′인 블록으로

모사될 수 있다.

x∆

y∆

'x∆

z∆
'z∆

'y∆

'21 x∆
l 'l

∗∆y

ξ∗∆y21

'l

초기 좌표계 좌표변환 모델링(a) (b) (c)

그림 단열 다공 격자에서의 접면 유동 저항 유도 개념도5.2.12 -

이때 분리단열망 연속다공체 공존블록은 방향의 블록크기 및 방사상의 유동 영- x'

역간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그림 과 같은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5.2.13 2 . (a)

의 경우 방사상의 유동은 1
2
ξΔy *×l'×

1
2
Δy* 영역에서 발생하지만 의 경우엔, (b)

1
2
Δx×l'×Δx'영역에 한정되어 발생한다 여기서. , ξ는 경험에 의존한 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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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2
Δx'> 1

2
Δy *ξ (b) 1

2
Δx'< 1

2
Δy*ξ

그림 단열 다공 격자 접면에서의 유동 형태 분류5.2.13 -

따라서 두 경우에 대하여 각각 유동저항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단. ,  는 단열간

극을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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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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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4)

라 지하수 유동 계산 절차.

코드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도출MDPSA Darcy

된 지배방정식을 기초로 하여 그림 와 같은 순서에 의해 최종적으로 전체 계5.2.14

산 대상 영역에서의 유속분포를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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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드에서의 유속 계산 순서도5.2.14 MDPSA

마 최종 구성. Matrix

그림 와 같이 단순한 차원 단열 다공암반을 대상으로 전술한 절차에 의해 단5.2.15 1 -

열간의 연결 정보를 구축하고 연결부에서의 유동저항을 산출하면 최종적인 계산,

대상 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내에서 점선사각형내의 값은 각각 연Matrix . Matrix

결부에서의 유동저항을 나타낸다 만일 계산 대상이 차원인 경우엔 주대각 행렬이. 3

형태로 나타나며 그 이외의 부분에 각각 불특정하게 분산되어 있는heptadiagonal ,

복잡한 형태의 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는 를 이용하여matrix matrix PCCG solver

계산하게 된다.



- 408 -

그림 차원 단열 다공암반 내 격자 구성 및 최종 구축된 형태5.2.15 1 - matrix

바 계산결과.

다공암반 모델을 이용한 계산(1)

코드의 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해석해가 존재하는 단순한 다공암반을 대MDPSA

상으로 해석해와 코드를 활용한 수치계산결과를 각각 비교 검토하였다 계MDPSA .

산 대상 영역 및 계산에 사용된 물성값은 각각 그림 및 표 과 같다 이5.2.16 5.2.8 .

때 각각 방향 및 방향에 수직한 면에 대해서는 조건을 가정하였다y z no fl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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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계산 대상 좌표계5.2.16

항 목 값

총길이(Length of domain ) 10
4

수두차(Head drop across the domain) 50

중력가속도(Gravitational acceleration) 9.81

지하수밀도(Groundwater density) 998.3

공극수 확산계수(Porewater diffusion coefficient) 10
-9

암반 투수계수(Rock permeability) 10
-11

유동공극률(Accessible flowing porosity) 0.01

종방향 분산길이(Longitudinal dispersion length) 50

횡방향 분산길이(Transverse dispersion length) 10

지연계수(Retardation) 1

지하수 점성계수(Groundwater viscosity) 10
-3

암반확산거리

(Available distance for diffusion into the rock matrix)
100

확산계수(Intrinsic diffusion coefficient) 5x10
-11

표 계산에 이용된 물성값5.2.8

Comparison of analytic and MDPSA concentrations for the fifth test case

with correction for numerical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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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석해 및 코드 결과 비교5.2.17 MD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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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지형에 대한 해석해는 수치적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역변환된Talbot

변환을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 및 해석해 결Laplace , MDPSA

과를 그림 에 비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해와5.2.17 . MDPSA

코드 계산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리 단열망 모델을 이용한 계산(2)

전술한 바와 같이 코드에서는 추계론적 방법에 의한 분리 단열 생성 및MDPSA

이들 단열들에 의한 분리 단열망 구축이 가능하다 표 는 단열 생성을 위하여. 5.2.9

입력된 물성값들을 나타내며 그림 은 최종적으로 생성된 단열망 구조를 나타, 5.2.18

낸다.

Fracture 1 Fracture 2

Value(PDF) Value(PDF)

ratio 0.8 0.2

Size 1.0(Constant) 0.1~1.0(Uniform)

Aspect ratios 1.0(Constant) 0.5(Constant)

Strike -15~15(Uniform) 75~105(Uniform)

Dip 70~90(Uniform) 10~20(Uniform)

Rotation 0~180(Uniform) 0~180(Uniform)

Transmissivity 1E-12(Lognormal) 1E-10(Lognormal)

표 단열망 구성에 사용된 각 단열세트의 물성값5.2.9

그림 최종 생성된 분리단열망5.2.18

복잡하게 연결된 분리 단열망에서의 압력 및 시간에 따른 농도분포를 그림 에5.2.19

도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해석해를 계산하여 코드 계산결과와 직접. MD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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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림 중에는 코드 계산에 의한 압력 분포 및MDPSA

시간에 따른 핵종 농도 분포의 변화만을 도시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변,

화를 관찰할 수 있다.

(a) Pressure distribution (b) Concentration distribution

그림 분리단열망 내 압력 및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변화5.2.19

단열 주변에서의 지하수 유동장 모사 성능 검토(3)

코드 성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에 도시한 바와 같은 지표지형MDPSA 5.2.20

및 수직단열을 포함한 차원 지형을 대상으로 코드 및 대표적인 다공암반2 MDPSA

내 지하수 유동 해석용 상용코드인 를 활용하여 각각 계산을 수행하고 그NAMMU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은 계산 대상 지형 및 경계 조건을 도시한 것으로서. 5.2.20

지표면의 경우 높이에 따른 압력 분포값을 할당하였으며 최대지점과 최저지점의 높

이차는 이다 본 평가에서는 지표면 내 전체 표토 층과 암반이 포화되었다고 가50m .

정하므로 육지 상부 경계 조건은 지하수위 분포 라인을 따라 설정된다 지하수위.

아래에 위치한 암반은 잔류 지하수 압력 을 받으므로 아래와 같은(residual pressure)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P R = ρ fgz (5.2.45)

여기서 ρ f는 담수의 밀도이고 는 중력 가속도 는 해수면으로부터의 표고차이다, g , z .

그리고 평가 영역 오른쪽과 왼쪽 경계는 지형 특성을 고려해 불투수 경계 조건이,

하부는 불투수층의 존재를 고려해 불투수 경계 조건이 설정되었다 또한 단열은 중.

앙부 외에 양 측면으로 단열 후광 지역 이 각각 발달한 것으로 설정하였(fault halo)

다 그림 중 단열폭은 단열 후광 지역 폭은 양 측면으로 각각 씩을 가정. 10m, 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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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각 암반의 물성값은 표 과 같다5.2.10 .

그림 계산 대상 지형 및 경계 조건5.2.20

항 목 투수계수(m
2
) 다공도 단열폭(m)

다공암반 1.0E-15 0.03

단열후광지역(Halo) 1.0E-14 0.03

단열 1.0E-13 0.03 10

표 암반별 물성값5.2.10

코드와 코드의 경우 각각 유한체적법 및 유한요소법MDPSA NAMMU (FVM)

에 기초한 코드로서 각 코드를 통해 생성된 격자는 그림 과 같다(FEM) 5.2.21 .

그림 코드 및 코드의 격자 시스템 비교5.2.21 MDPSA NAM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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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각 코드를 통해 계산된 압력 분포를 비교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5.2.22 , .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코드 모두 압력 분포는 정상부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 골

짜기에 근접할수록 낮아지는 지표지형효과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두,

결과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 Overal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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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ocal distribution at Z=-200m

그림 압력분포 비교5.2.22

그림 은 각각 지하 높이에서 각 지점별 유동경로를 비교5.2.23 200m, 500m, 800m ,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심도에 관계없이 두 코드의 유동.

경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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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심도별 유동경로 비교5.2.23

그림 심도별 이동거리 및 시간 비교5.2.24

그림 는 두 코드에 의해 계산된 지하수 이동 경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비교를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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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번까지의 위치에서 지표까지 지하수가 이동하는 거리 및 시간을 심(1)~(14)

도별로 비교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코드를 이용해 산, .

출한 이동거리 및 시간이 평균적으로 정도의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것을2%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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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3 MDPSA Pre & Post Processor

1. MDPSA Pre Processor

코드의 경우 그림 과 같이 총 개의 입력파일을 필요로 하며 각 파MDPSA 5.3.1 15 ,

일마다 수십여 개의 입력값들을 할당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입력파일들은 모두.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개의 파일을 수정 작성하면서 상호 연관text ,

되어 있는 입력값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기반. , text

의 입력체제의 경우 에 익숙한 일반 사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친숙도도 떨어진GUI

다 따라서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사용자가 이용.

하기 편리한 를 구축하기 위해 자바개발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환경에서GUI eclipse

을 개발하였다pre processor ver 1.0 .

그림 입력파일목록5..1 MDPSA

가 주요 화면 구성.

메인화면(1)

최초 프로그램 실행시의 메인화면은 그림 와 같다 만일 이전에 작업하던 프로5.3.2 .

젝트가 존재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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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기 화면5.3.2

파일메뉴(2)

파일 메뉴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 파일 등을 생성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 ,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파일 메뉴5.3.3

프로젝트 메뉴(3)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컴파일할 때 사용하는 메뉴이다open, clo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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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로젝트 메뉴5.3.4

편집기 메뉴(4) MDPSA

각 프로젝트에서 핵종 단열 격자 비정상 경계조건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 , ,

거나 속성을 볼 때 사용하는 메뉴이다.

그림 편집기 메뉴5.3.5 MDPSA

나 프로젝트 생성과 관리.

프로젝트 생성(1)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에는 의 를 이용해도 되고 도구모음FILE MENU New

의 버튼을 이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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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로젝트 메뉴5.3.6

그림 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의 첫 화면인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5.3.6 file,

등의 원하는 형태의 개체를 추가할 수가 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고folder . MDPSA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의 이름과 저장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으며next> default

은 변경이 가능하다location .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난 직후의 화면구성은 그림 과 같으며 크게 부분으로5.3.7 , 4

나누어진다 좌측상단은 현재 프로젝트내의 파일들을 볼 수 있는 부분 좌. navigator ,

측하단은 부분 우측상단은 프로젝트내의 개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개체 리outline ,

스트부분 우측하단은 와 각 개체의 속성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 task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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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로젝트 메뉴5.3.7

프로젝트 생성 시에는 자동적으로 핵종 단열 기본격자 경계조건 인자들이 생성되, , ,

며 각 개체별로 하위개체를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의 크기를 변화시키면 자동적. grid

으로 이 생성된다cell .

프로젝트 관리(2)

우측상단메뉴를 통해 생성된 프로젝트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통해 새로운

핵종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element, solution group, ,

도 있다.

그림 핵종 개체 추가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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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가된 개체에 대한 를 확인하고 편집하는 화면은 그림 와 같다property 5.3.9 .

그림 핵종의 물성값 편집5.3.9

그림 은 단열 개체 추가 화면을 도시한 것이다 단열에서도 핵종에서와 마찬5.3.10 .

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새로운 확률론적 단열 및 결정론(stochastic)

적 단열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단열에(deterministic) , .

서의 각 물성값 편집 화면은 그림 과 같다5.3.11 .

그림 단열 개체 추가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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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열 물성값 편집5.3.11

격자와 관련해서는 그림 와 같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새로운 선원항5.3.12

개체를 추가할 수 있으며 각 개체의 물성값 편집이 가능하다, .

그림 선원항 개체 추가5.3.12

전술한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코드 계산에 필요한 개의 입력파일이MDPSA 15

완성되게 된다.

2. MDPSA Post Processor

코드의 계산결과는 확장자가 인 형태의 파일로 생성된다 이러MDPSA dat ASCII .

한 연속된 수치 결과들은 별도의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거쳐서 가시화 될 수 있

다 본 과제에서는 코드 사용자들이 코드 계산결과를 보다 쉽게 가시화할. MDPSA

수 있는 전용 를 개발하였다 는 를 기post processor . MDPSA post processor VTK

반으로 추후 추가적인 확장이 용이하도록 모듈 타입으로 개발되었다.

의 메인 화면은 그림 과 같다 상단에 표시된 아이콘MDPSA post processor 5.3.13 .

들은 좌측부터 각각 그래픽 파일 열기 스케일 및 기타 주요 기능 조정 초기화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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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파일 저장 이동 궤적 파일 명령을 수행한다 화면의 하단좌측에는 계, . PSA

산일 경우 여러 계산별 결과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가 마련되어realization

있으며 에 있는 버튼을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계산 결과를 단계별로 확, time steps

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속성메뉴의 경우 화면상에 도시하는 물성값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상단의 메뉴 중 두 번째 아이콘의 경우 계산 결과를 수정하여 상세하게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는 그림 에 도시되어 있다 의5.3.14 . coloring

경우 스케일별로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며 은 사용자가 원, stripping

하는 부분만큼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여주는 기능이며 의 경우 특정, slicing

단면을 도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은 전술한 기능을 활용하여 표현. 5.3.15~17

된 차원 지형의 계산결과이다3 .

그림 초기 화면 및 속성 메뉴5.3.13 MDPSA post processor



- 424 -

그림 및 메뉴 화면5.3.14 coloring, stripping slicing

그림 유동 벡터 표현5.3.15 그림 단열망 표현5.3.16

Results

(a) Overall Distribution

(a) Rock Property

(b) Pressure Distribution

(c) Pressure Isosurface

그림 를 활용한 차원 결과5.3.17 MDPSA post processor 3



- 425 -

제 절 결 론4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처분환경에서의 지하수 및 핵종 이동을 모사할 수 있는 다

차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코드를 개발하였다 본 개발을 통하여 분리 단(MDPSA) .

열간의 연결 관계 정보를 파악하고 상호 연결 관계로부터 최종적으로 단열망을 구

축하는 방법을 정립하였다 또한 단열암반과 다공암반을 동시에 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열 다공암반의 연결면에서의 유동저항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

정립된 방법들 및 기본 지배 방정식을 기초로 하여 단열 다공암반에서의 지하수 및-

핵종이동을 모사할 수 있는 유한체적 수치해석 코드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코드의 수치계산결과를 해석해 및 기타 상용 수치해석 코드 계산결과와MDPSA

비교하여 기본적인 코드 성능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코드의 데이MDPSA . MDPSA

터 입력 및 결과 출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및 를 개발하였다pre post processor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코드는 열해석 모듈 해수 침투 모듈 응력 해석MDPSA , ,

모듈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개발을 통하여 향후 국내 처분환경에 적합한 확률론적

안전성 종합 평가 코드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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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종합 성능 평가6

제 절 연구개요1

본 절에서는 제 단계 연구에서 수행된 처분 종합 성능평가 연구 결과를 어떤 방식3

으로 수행했는가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그림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률론적. 6.1.1

종합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각 단위 현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종합 성능평가를 위한 평가 코드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즉 장에서 기술. 2

한 바 있는 과 이를 연결한 시나리오 개발 연구가 먼저 선행되어 어떤 사건 연FEP

계도에 대해 종합 성능평가를 수행할 것이며 그 내용은 어떠하며 어떤 방법으(AC),

로 평가를 수행할 것인가 가 도출되어야 한다(AMF) .

즉 먼저 특정 사건을 어떻게 시나리오화 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이런 시나리오에 대

해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수학적 모델링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

고 나면 정량적 평가를 위해 입력 자료를 문헌 조사 및 랩 및 현장 실측 등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 이. (uncertainty)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불확실성 발생 요인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불확실성 어떤 자연 현상을 특정 시나리오로 재구성하면서 일부 사건(1) :

을 축약 혹은 누락할 수 있음

모델링 불확실성 설정된 시나리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2) :

수식으로 표현해야 하는바 이러한 수식으로의 표현 과정에서 일부 공정들은 생

략되거나 간략화될 수 있다.

입력 자료의 불확실성 입력 자료 값에는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특(3) :

정 시료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은 종합 성능평가의 모든 곳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와 같은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단계 연구에서는 민3

감도 평가와 함께 주요 입력 인자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종합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및 시나리오 개발과 함께 단위 현상에 대한 이해가FEP

필요하다 먼저 어떤 종류의 어느 정도 량의 방사성 물질이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 ,

는가 하는 핵종 재고량 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inventory) .

후핵연료 내 방사성 핵종의 형태와 량은 계산으로부터 쉽게 산출될 수ORIGE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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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핵종 재고량은 일반적으로 연소도 초기 농축도 노심 장전 기간 원자로형에. , , ,

따라 결정되게 된다 제 단계 연구에서는 년까지는 기존의 계산. 3 2006 ORIGEN-2

결과를 핵종 재고량 자료로 사용했으나 년 중반부터는 시스템 과제에서 생산한2006

최신 핵종 재고량 자료를 기준으로 입력 자료를 표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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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종합 성능평가를 위한 단위 연구와 전체 평가와의 연계도6.1.1

방사성 핵종들이 거치되어 있는 용기는 처분 안전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

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 재질로서 스테인리스강 티타늄강 혹은. ,

구리와 철을 고려한다 이러한 물질을 사용할 경우 용기 수명은 대부분의 경우 스.

트레스 부식이나 점 부식 등의 부식 현상에 의해 좌우되고 일정량의 용기는 제작

불량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저지하는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용기를 상정하여 용기의 평균.

수명을 미국 등의 사례를 기준으로 년으로 상정하였고 스웨덴의 제작 경험 등1,000

을 통해 불량 용기의 발생 확률을 로 가정하였다 또한 구리 용기 등 용기 수1/1000 .

명이 긴 용기를 도입할 경우를 가정해 처분 용기의 수명을 년에서1,000 1,000,000

만년 사이로 가정하고 이러한 처분 용기 수명이 전체 종합 성능평가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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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처분 용기 수명 값은 본 단계 연구에서는 대부분 해외 문헌 조사치를3

원용하였는데 향후 단계 연구에서는 점부식과 처분 용기 수명과의 상관관계 모델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지수문 환경 조건에 맞는 처분 용기 수명을 산정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내 존재하는 고체 상태의 방사성 핵종을 생태계로 이동시키는 기구는

지하수 및 공기일 것이다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완전 포화 상태를 이룬.

암반 내에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내 방사성 핵종을

유출 운반시키는 기구는 지하수 유동일 것이다 처분장 운영 기간 동안 처분장 주.

변 암반은 지하수가 빠져나가 불포화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장이.

폐쇄된 후 수십 년 이래 지하수가 처분장으로 침투해 주변 암반과 벤토나이트 완충

재를 재포화시킬 것이며 지하수를 통해 운반된 클로라이드 황 등 부식 물질들은,

스테인레스 철 구리 용기들을 부식시킬 것이다 이러한 부식 물질과의 반응을 통, , .

해 용기 표면에서는 점부식 이 활발히 일어날 것이며 지속적인 점(pitting corrosion)

부식 결과 용기는 궁극적으로 관통되어 핵종 이동을 저지하는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것이다 점부식 면적에 따른 핵종 누출량에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분자 크기의 용액에게 미세한 점부식 면적도 상당히 크므로 점부식이 일단 용기를

관통한 이상 처분 용기 전체가 방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지하수는 이와 같이 용기 기능을 상실케 하고 사용후핵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우라늄을 용해하기 시작한다 환원 조건에서 이산화우라늄의 최고용해.

도는 정도로 매우 낮다 따라서 이산화우라늄 내 존재하는 대부분의 핵종은1 ppm .

이산화우라늄의 용해율에 좌우되어 유출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을 조화 유출

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화 유출을 통해 유출되는 핵종들의(congruent release) .

유출률은 이산화우라늄의 양이 전체 사용후핵연료의 이상을 차지하고 이의 최95%

고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조화 유출을 따르는 핵종으로는.

와 일부 핵분열 생성물이 있다 이와 반면에 일부 핵종은 원자로 가동 중 이산TRU .

화우라늄 결정질에서 빠져 나와 피복관 근방까지 도달해 있거나 이산화우라늄 결정

사이 입자 경계면 에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핵종의 대표적인 것(grain boundary) .

들로는 이 있다 이렇게 이산화 우라늄 내부에서I-129, Cs-135/137, Tc-99, Sn-126 .

탈출한 물질들은 이산화우라늄의 용출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자신들의 최고 용해

도에 의해 용출률이 결정되는바 이러한 용출 현상을 갭 유출 현상이(gap released)

라 부른다 갭 유출 현상을 따르는 핵종들은 그 재고량의 일부는 이산화 우라늄 내.

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탈출해 자유롭게 용해되는데 이와 같

이 이산화우라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용해가 가능한 비율을 IRF(i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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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두 유출 기구이외에도 다른 유출 기구가release fraction) .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산화우라늄의 최고용해도가 산화환경의 경우 매우 상.

승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핵종의 유출률은 이산화우라늄의 유출률에 의존하지 않

고 핵종 자신의 최고 용해도에 의해 좌우되는 최고용해도 유출(solubility limited

현상을 따르게 된다 그림 에 도시된 종합 성능평가 코드인release) . 6.1.2

등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다른 유출 현상을 핵MASCOT-K, GoldSim, AMBER[1]

종 별로 모사하도록 개발되었다.

침투된 지하수는 핵종을 상기 가지 기구로 유출시킨 후 점부식을 통해 생성된 용3

기 구멍을 통해 핵종들을 벤토나이트 공학 방벽으로 확산에 의해 유출시킨다 칼슘.

벤토나이트로 구성된 두께를 가지고 있는 벤토나이트 방벽은 투수성이 낮아50 cm

핵종의 유출을 저지시킨다 또한 핵종 흡착 능력이 뛰어나 핵종들의 이동을. TRU

상당 시간 저지시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그러나 와 같은 핵분열 생성물의. I-129

경우 벤토나이트의 흡착능력이 떨어져 핵종 이동 지연 효과가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학적 방벽이 를 흡착할 수 있는 로서의 역할을 수행I-129 getter

하도록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첨가제를 부가하는 방안이 향후 연구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 공학적 방벽을 확산으로 이동한 핵종들은 천연 방벽과 공학적 방벽의 경.

계면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경계면에는 굴착으로 인한 교란이 발달한 지역. (EDZ:

이 존재하게 된다 스웨덴 실증 시험에서 규명된Excavated Disturbed Zone) . As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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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종합 성능평가 코드 일람도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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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르면 의 두께는 통상 굴착의 경우 굴착의 경우 로EDZ TBM 30cm, CB 1m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굴착 교란 지역 이외에 처분 터널 바닥을 따라 이 발달. EDZ

할 수 있다 이 은 처분 터널을 타고 연결되어 핵종이 이러한 으로 유입되. EDZ EDZ

는 경우 긴 이동로 로 작용을 해 안전성을 저감할 수 있다(pathway) .

을 통과한 방사성핵종들은 주변 암반이나 단열로 유입된다 주변 암반은 일반EDZ .

적으로 지하수 유동 속도가 매우 낮으므로 대부분의 핵종들은 단열로 유입되게 된

다 실상 단열의 두께는 마이크로미터에서 밀리미터로 매우 작으나 이러한 단면이.

핵종 이동을 주도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단열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은 이류와 분산을 통해 단열을 이동하게 된

다 또한 방사성 핵종들은 단열 표면에 흡착되어 핵종 이동 속도가 저감되기도 하.

며 주변 암반으로 확산에 의해 유입된다 이때 주변 암반으로 유입되는 핵종의 량.

은 확산 깊이 와 주변 암반의 핵종 저지능 공극률과 확산 계수에 의해 좌우(MDD) ,

된다 가 큰 경우 보다 많은 핵종들이 주변 암반으로 유입되어 단열로의 핵종. MDD

이동은 상대적으로 저감되게 된다 사암과 같은 경우 가 이상 되기도. MDD 50 cm

하나 화강암반의 경우 수 센티미터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단열을 통해 이동한 핵종은 궁극적으로 단열과 만나는 로 유입되게 된다MWCF .

는 심부 암반과 천부 암반 사이의 지하수 유동의 주요 통로로 이류 속도가MWCF

매우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를 비교적 짧은 시간 내 통과한 방사성 핵종. MWCF

을 용해한 지하수는 궁극적으로 생태계에 도달하게 된다[2].

이와 같은 지하수 유동 현상을 장기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처분 종합 성능 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즉 다른 매질 별 이동 시간 과 이동 길이. (travel time) (path

를 산정하여 이를 종합 성능 평가 코드의 입력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다length) .

현재 처분 종합 성능 평가 코드로 사용하고 있는 MASCOT-K, AMBER, GoldSim

은 지하 환경을 차원이 아닌 차원으로 간략화해서 표현한다 간략화된 지하 매3 1.5 .

질에서의 지하수 유동은 결론적으로 이동 시간과 이동 길이로만 표시된다 따라서.

와 같이 차원 지하수 유동 평가 결과는CONNECTFLOW, MODFLOW, FEFLOW 3

이와 같은 간단한 결과로 축약되어 종합 처분 성능평가의 입력 자료로 활용된다. 3

장에서 계산된 지하수 유동 영향 평가 결과는 이와 같이 종합 성능평가에 활용된

다.

지하수 유동 영향 평가와 함께 중요한 단위 현상 평가가 지화학 평가이다 심부 지.

하수 조성에 따라 각 방사성 핵종들의 최고 용해도와 핵종 이동 지연 계수는 달라

진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위 현상 평가가 생태계 평가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

명은 장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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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단계 연구 결과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형 처분 개념 연구 결과인3 KRS

와 관련 입력 자료 그리고 제 장에서 설명된 처분 종합 성능평가 대상 시나리오들2

에 대해 정량적인 연간 개인 선량률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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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시나리오별 평가2

서론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종합 성능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는 확률론적 종합 안전성 평가 코드인 를 개발하고 독립적인 해석해와MASCOT-K

수치 코드를 이용하여 개발된 세부 모듈 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림(module) .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갭 유출 관련 개발 결과와 독립적인 해석해6.2.1 MASCOT-K

를 이용한 평가 결과는 동일하여 갭 모듈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그MASCOT-K .

림 는 조화 유출 관련 코드 개발 결과를 독립적인 해석해와 검토6.2.2 MASCOT-K

한 것으로 내 조화 유출을 해석하는 모듈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MASCO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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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석해에 기초한 독립적인 코드와의 비교 평가를 통한6.2.1

갭 모듈 건전성 검증 결과MASCO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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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석해에 기초한 독립적인 코드와의 비교 평가를 통한6.2.2

조화 유출 모듈 건전성 검증 결과MASCO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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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해석해를 통해 검증된 를 이용해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자MASCOT-K

해외 유관 평가 프로그램들과 검증 연구를 제 단계 말 수행하였는데 그림 에2 6.2.3

도시된 바와 같이 와 등의 해외 코드는 유사한 평가 결과를MASCOT-K AMBER

나타낸다.

그림 단계에서 수행된 코드 비교 연구 결과6.2.3 2

또한 세계 각국의 안전성 평가 결과물들과 비교해 종합 성능평가 결과가 타당한지

를 비교 검토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는 세계 선진국들의 평가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은 세계 각국의 평가 결과와 우리나라 평가 결과. 6.2.1

를 비교한 것이다.

13 900I1292.5 . 10-7PICNIC/STMAN

13 900I1292.3 . 10-7AMBER

13 900I1292.6 . 10-7MASCOT-K

1 400I1292.7 . 10-7SPA – VTT

14 400Ra2261.5 . 10-6SPA – IPSN

15 600I1291.0 . 10-5SPA – GRS

3 600I1291.4 . 10-6SPA – ENRESA

4 000I1295.0 . 10-8SR97

40 000Cs1355.0 . 10-9H12

No of CanistersNuclidePeak Dose Rate (Sv/yr)Study

13 900I1292.5 . 10-7PICNIC/STMAN

13 900I1292.3 . 10-7AMBER

13 900I1292.6 . 10-7MASCOT-K

1 400I1292.7 . 10-7SPA – VTT

14 400Ra2261.5 . 10-6SPA – IPSN

15 600I1291.0 . 10-5SPA – GRS

3 600I1291.4 . 10-6SPA – ENRESA

4 000I1295.0 . 10-8SR97

40 000Cs1355.0 . 10-9H12

No of CanistersNuclidePeak Dose Rate (Sv/yr)Study

표 세계 고준위 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 결과 비교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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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연구를 통하여 총 개의 다른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성능 평가를H12 37

수행한 바 있으며 본 연구진도 년 차적으로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안전2005 1 30

성을 평가해 의 건전성을 규명한 바 있다 그림 는 일본 의 안전성 평KRS . 6.2.4 H12

가 결과를 그림 는 년 차 평가 결과를 요약 도시한 것이다, 6.2.5 2005 1 .

그림 일본 에서 고려한 시나리오 평가 결과 요약도6.2.4 H-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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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MDD10cm
R1MYCLT
R1ref
R1Ref1DifIRF
R1TenHigherKd
R1TenHigherVFrac
R1tenK
R1TenLargerb
R1TenLessGap
R1TenLongerF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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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ref
R2SR97IRF
R21e4YCLT
R21e5YCLT
R21MYCLT

그림 년도 수행한 차 단계 종합 성능평가 결과도6.2.5 200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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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기준 시나리오 평가2. MASCOT

가 개요.

기준 시나리오는 한국적 지수문학 특성들을 반영한 것으로 년까지 국내에 건설2015

운영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가압 경수로 및 사용후핵연료를(PWR) CANDU

화강암반과 같은 결정질 암반에 처분했을 경우 이로 인한 미래의 지역 주민들의 연

간 개인 피폭 선량을 예상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 용기가 심부 지하수 내 함유된 불순물들과의 반응에 의해 부식하여 지하수가

처분 용기 내 거치되었던 방사성 핵종들을 용해시켜 유출하게 된다 방사성 핵종들.

은 갭 및 조화 유출에 의해 처분 용기로부터 주변 벤토나이트 공학적 방벽으로 유

출된다 갭 유출을 하는 핵종들로는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그림 에. I-129, Cs-135 6.2.6

도시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내 결정 내부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미량이 피복관

주변으로 이동하거나 입자 경계면 로 이동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사(grain boundary) .

용후핵연료 내 결정 내에 존재하지 않고 입자 경계 면이나 피복관 부근에 존재하는

핵종들을 갭 핵종이라 부르고 이러한 핵종들은 침투 지하수에 의해 외부로 쉽게 유

출되게 된다[3].

그림 갭 핵종들의 사용후핵연료 내 분포도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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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산화 우라늄 결정 내부가 아니라 입자 경계 면이나 피복관 주위에 있

는 비율을 이라 한다 의 비율이 높을수록 이로IRF(Instantly Released Fraction) . IRF

인해 연간 개인당 피폭 선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초우라늄.

핵종들은 이산화 우라늄 결정 내부에 존재하며 갭 핵종들도(Transuranic: TRU)

대부분의 양이 결정 내부에 존재한다 이산화 우라늄 결정 내부에 존재하는 핵종들.

이 외부로 유출되기 위해서는 침투 지하수와 반응해야 하는데 이러한 핵종들은 결

정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산화 우라늄에 포위되어 있어 이산화 우라늄이 용

해되지 않고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이산화 우라늄 내에 이러한 핵.

종들이 균일하게 존재한다면 이들의 유출률은 이산화 우라늄의 유출률에 의해 지배

된다 이러한 유출 현상을 조화 유출 라고 한다. (congruent release) .

갭 및 조화 유출 기구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은 확산 현상을 통하여

처분공 내 처분 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벤토나이트 방벽을 통과한 후 주변 암반으로

이동하게 된다 방사성 물질들은 우리나라의 처분장 대상 후보 암반인 화강암반 내.

단열을 따라 확산과 이류 분산 현상으로 이동한 후 대수대 로 유입되고 대/ (aquifer)

수대로 굴착된 음용수 채취 목적의 소규모 우물을 통해 인간 생태계로 이동 된다.

이렇게 이동되는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평가한 후 생태계에 대한 선량 환산 인자

들을 이용하여 연간 개인 피폭 선량을 예측할 수 있다(dose conversion factor) .

기준 시나리오는 다시 과 시나리오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시나리오는 처R1 R2 . R1

분공 주위의 암반에 존재하는 단열대가 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MWCF MWCF

에 우물을 굴착한 경우이며 시나리오는 처분공 주위의 암반에 존재하는 단열대, R2

에 바로 우물을 설치한 경우를 모사하였다 이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하다.

나 갭 모델.

갭 유출 현상 수학적 모델을 위한 개념은 그림 에 도시되어 있다 처분 용기6.2.7. .

내 거치된 사용후핵연료 내부에 존재하는 빈 공간 에 만큼 존재하(void volume) IRF

는 갭 핵종들은 일정한 공극률과 확산 계수를 가지는 벤토나이트 공학적 방벽을 확

산을 통해 이동하다 주변 암반으로 유입되어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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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ister Pore  

Water 

Bentonite 

Buffer 

Host 

Rock 

x →  ∞  

Volume: V0 

Concentration: C0 

Mass: M 0 

Diffusion: D1 

Retardation: R1 

Porosity: ε1 
Concentration: C1 

Diffusion: D2 

Retardation: R2 

Porosity: ε2 
Concentration: C2 

x = -L x = 0 

Area: A  Area: A  

그림 갭 유출 현상 개념도6.2.7

그림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갭 모델의 중요한 물리적인 방벽은 다음과 같다6.2.7 .

갭 부피 갭 유출 핵종들이 존재하는 장소(1) :

완충재 갭 핵종들의 유출을 저지하는 특성을 가짐(2) :

암반층 핵종 유출이 확산에 의해 좌우된다고 가정함(3) :

핵종 유출을 모사하기 위한 지배 방정식 및 경계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갭 내 핵종의 농도 방정식:

C 0=
M 0

V 0

(6.2.1)

갭 내 핵종의 질량 보존 방정식:

dM 0

dt
= ε 1A D 1

dC 1

dx |
x =- L

- λ M 0 (6.2.2)

공학적 방벽 내 확산에 의한 핵종 이동 방정식:

R 1

∂C 1∂ t
= D 1

∂ 2 C 1

∂ x 2 -λ R 1 C 1 -L<x<0 (6.2.3)

암반 내 확산에 의한 핵종 이동 방정식:

R 2

∂C 2∂ t
= D 2

∂ 2 C 2

∂ x 2 -λ R 2 C 2 0<x<∞ (6.2.4)

용기 표면에서의 농도 연속 방정식:

C 1 | x =- L = C 0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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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방벽과 암반의 접면에서의 농도 연속 방정식:

C 2 | x = 0= C 1 | x = 0 (6.2.6)

공학적 방벽과 암반 접면에서의 선속 연속 방정식:

F = - ε 2A D 2

d C 2

dx
| x = 0 =- ε 1A D 1

d C 1

dx
| x = 0 (6.2.7)

무한대 떨어진 곳에서의 농도 방정식:

C2 0 as→ x → ∞ (6.2.8)

이들 식들을 변환하면 아래와 같다Laplace .

C 0 =
M 0

V 0

(6.2.9)

( s + λ ) M 0 = ε 1A D 1

d C 1

dx
| x =- L + I in it (6.2.10)

R 1 (s + λ ) C 1 = D 1

d 2 C 1

d x 2 -L<x<0 (6.2.11)

R 2 (s+ λ ) C 2 = D 2

d 2 C 2

d x 2 0<x<∞ (6.2.12)

C 1 | x = - L = C 0 (6.2.13)

C 2 | x = 0 = C 1 | x = 0 (6.2.14)

F = - ε 2A D 2

d C 2

dx
| x = 0 = - ε 1A D 1

d C 1

dx
| x = 0 (6.2.15)

C2 0 as→ x → ∞ (6.2.16)

변환된 방정식은 선형 계 상미분 방정식이므로 아래와 같은 두 개의 기Laplace 2

저 의 조합으로 해가 구성된다(basis) .

Φ 1=
R 1 (s+ λ )

D 1

Φ 2 =
R 2 (s+ λ )

D 2

(6.2.17)

C 1 = a 1 e
- Φ 1 x + b 1 e

Φ 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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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 = a 2 e
- Φ 2 x + b 1 e

Φ 2 x (6.2.18)

식 내 미지수들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경계 조건들을 활용하면 종합 성능(6.2.17)

평가에서 필요한 벤토나이트 충전재와 암반 경계면에서의 단위 시간당 질량 유출률

을 구할 수 있다.

F = A I in it
2μ - vΦ 1 ε 1 D 1

+
μ + vΦ 2 ε 2 D 2

(6.2.19)

여기서

μ = [ ( s + λ ) V 0+ ε 1A D 1 Φ 1 ] e
Φ 1 L

v = [ ( s + λ ) V 0- ε 1A D 1 Φ 1 ] e
- Φ 1 L

다 조화 유출 모델.

붕괴 사슬을 고려한 에서 조화 부 모델은 그림 과 같다MASCOT-K 6.2.8 .

 
Canister 

(Fuel) 

Bentonite 

Buffer 

Further 

Buffer 

x → ∞ 

Release Rate: J  
Decayed 

Inventory: M 

Diffusion: D 

Retardation: R 

Porosity: ε 
Concentration: C 

Same properties as 

true buffer 

x = 0 x = L 

Area: A Area: A 

그림 차원 조화 유출 모델 개념도6.2.8

조화 부 모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용기 내 우라늄의 용해도 최고치에 의해 좌우되는 사용후핵연료 고화체(1)

의 유출 현상 모사

침투 지하수에 의해 조화 유출을 따라 용기로부터 유출된 핵종들이 완(2)

충재로 유동하는 현상 모사

벤토나이트 방벽 내의 핵종 이동은 확산이 주류임(3)

벤토나이트 방벽은 이류 분산으로 핵종을 이동시키는 암반으로 둘러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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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음

이 모델 영역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직교 좌표 상에서 사용후핵연료.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우라늄 수식에서는 라고 표시 의 최고 용해도에 의한( U )

용해 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수식이 개발되고 이로부터 도출된 이산화 우라늄의 유

출률에 의해 좌우되는 기타 핵종들의 주변 벤토나이트 방벽으로의 유출률을 평가하

기 위한 수학적 모델이 개발된다.

핵종 유출을 모사하기 위한 지배 방정식 및 경계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용기 공학적 방벽 경계에서의 농도 연속 방정식- :

C u | x = 0 = C *
U (6.2.20)

공학적 방벽 내 확산에 의한 핵종 이동 방정식:

R U

∂ C U∂ t
=D

∂ 2 C U

∂ x 2 - λ U R U C U (6.2.21)

무한대 떨어진 곳에서의 농도 방정식:

CU 0 as→ x → ∞ (6.2.22)

유출률 방정식:

J U =- εAD d C U

dx
| x = 0 (6.2.23)

총 붕괴 핵종 질량 방정식:

M U = M
0
U e

- λ U t (6.2.24)

조화 유출률 결정 방정식:

α = J U

M U

= J U
e

μ U t

M 0
U

(6.2.25)

본 모델링에서는 최고 용해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식들.

을 변형하면 아래와 같다Lapl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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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 | x = 0 =
C *

U

s
(6.2.26)

R U (s+ λ U ) C U = D
d 2 C U

d x 2 (6.2.27)

C U 0 as→ x → ∞ (6.2.28)

J U =- εAD d C U

dx
| x = 0 (6.2.29)

α = J U ( s
' )

M 0
U

여기서, s '= s - λ U (6.2.30)

상기 상미분 방정식의 해는 아래와 같다.

Φ U =
R U (s+ λ U )

D
(6.2.31)

C U =
C *

U

s
e

- Φ U x (6.2.32)

그러므로 변환된 단위 시간당 이산화 우라늄의 유출률은 다음과 같다Laplace .

J U =- εAD d C U

dx
| x = 0= εAD C *

U

s
Φ U = εA C *

U D R U

s+ λ U

s

(6.2.33)

따라서 이산화 우라늄의 조화 유출률은 다음과 같다.

α = εA C *
U

M 0
U

D R U
s

s- λ U
(6.2.34)

조화 핵종 유출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여기서는 과 같이 명명된 핵. 1, 2...... N

종들의 단일 붕괴 사슬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 있다.

붕괴 방사성 핵종에 대한 질량 방정식:

M n ( t ) = ∑n
i = 1

B n i e
- λ i t (6.2.35)

핵종 유출 방정식:

J n= α M n (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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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계수인Batemen Bni 는 붕괴계수와 초기 핵종 질량에만 의존한다 상기.

식들을 변환하면Laplace

J n = εA C *
U

M 0
U

D R∑n
i= 1

B ni

s+ λ i

s+ λ i- λ U
(6.2.37)

이 식은 완충재 내 핵종 이동식에 대한 내부 경계조건으로 이용된다flux .

공학적 방벽 내 확산에 의한 핵종 이동 방정식:

R n

∂ C n∂ t
= D

∂ 2 C n

∂ x 2 - λ n R n C n + λ n - 1 R n - 1 C n - 1 (6.2.38)

용기와 공학적 방벽 접면에서의 유출률 방정식:

- εAD d C n

dx
| x = 0 = J n (6.2.39)

무한대 떨어진 곳에서의 농도 방정식:

Cn 0 as→ x → ∞ (6.2.40)

공학적 방벽으로부터의 단위 시간당 유출되는 핵종 의 질량 방정식n :

F n =- εAD
d C n

dx
| x = L (6.2.41)

이 식들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Laplace .

R n ( s + λ n C n = D
d 2 C n

d x 2 + λ n - 1 R n - 1 C n - 1 (6.2.42)

- εAD
d C n

dx
| x = 0= J n (6.2.43)

C n 0 as→ x → ∞ (6.2.44)

F n =- εAD
d C n

dx
| x = L (6.2.45)

이들 식에 대한 일반해는 다음과 같다.

Φ i=
R i ( s+ λ i )

D
(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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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n = ∑n
i = 1

f n i e
- Φ iL (6.2.47)

여기서,

f nn =
λ n - 1 R n - 1 f n - 1 , i

R n ( s + λ n ) - R i ( s + λ i)
n>i (6.2.48)

라 모델 구성 및 평가. MASCOT-K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의 구성은 아래 그림 및R1, R2 MASCOT-K 6.2.9

과 같다6.2.10 .

c1

CONTAINMENT

c4

CONTAINMENT

c3

CONTAINMENT

c2

CONTAINMENT

candu_gap

BACKFILL WITH
GAP

rock

FRACTURED
GEOSPHERE

candu_cong

CONGRUENT

pwr_gap

BACKFILL WITH
GAP

pwr_cong

CONGRUENT

dist

DISTRIBUTOR

edz

FRACTURED
GEOSPHERE

mwcf

POROUS
GEOSPHERE

well

DOSES

그림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서브 모듈 구성도6.2.9 R1 MASCO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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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ONTAINMENT

c4

CONTAINMENT

c3

CONTAINMENT

c2

CONTAINMENT

candu_gap

BACKFILL WITH
GAP

rock

FRACTURED
GEOSPHERE

candu_cong

CONGRUENT

pwr_gap

BACKFILL WITH
GAP

pwr_cong

CONGRUENT

dist

DISTRIBUTOR

edz

FRACTURED
GE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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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OUS
GEOSPHERE

well

DOSES

그림 시나리오 평가를 위한 서브 모듈 구성도6.2.10 R2 MASCOT-K

마 입력 자료.

아래 표들은 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입력 자료들을 열거한 것으2006 KRS

로 년도 수행된 제 차 종합 성능평가에서는 및 를 이2006 2 MASCOT-K AMBER

용한 안전성 평가 연구에서 동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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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 (2007-01-09-dkcho)

Nuclide Inventory in PWR Fuel

discharge burnup: 45GWD/MTU
units of concentrations: grams
basis =1MTU

Nuclide Inventory in CANDU Fuel

discharge burnup: 7.5GWD/MTU
units of concentrations: grams

time (years): 40

nuclide nuclide atomic massg/MTU-PWRmol/canister-PWR IRF_Fractionnuclide nuclide g/MTU-CANDUmol/canister-CANDU
ac227 Ac_227 227 5.75E-07 4.67E-09 0 ac227 Ac_227 2.55E-08 6.37E-10
am241 Am_241 241 1.45E+03 1.11E+01 0 am241 Am_241 2.03E+02 4.77E+00
am243 Am_243 243 2.02E+02 1.53E+00 0 am243 Am_243 2.67E+00 6.24E-02
c14 C_14 14 1.72E-01 2.26E-02 10% c14 C_14 1.02E-01 4.15E-02
cl36 Cl_36 36 4.06E-01 2.08E-02 0 cl36 Cl_36 3.06E-01 4.82E-02
cm245 Cm_245 245 3.04E+00 2.29E-02 0 cm245 Cm_245 1.09E-03 2.52E-05
cm246 Cm_246 246 4.95E-01 3.71E-03 0 cm246 Cm_246 1.10E-04 2.53E-06
cs135 Cs_135 135 5.27E+02 7.20E+00 10% cs135 Cs_135 2.77E+01 1.16E+00
cs137 Cs_137 137 6.65E+02 8.95E+00 10% cs137 Cs_137 1.15E+02 4.77E+00
i129 I_129 129 2.44E+02 3.49E+00 10% i129 I_129 4.39E+01 1.93E+00
nb94 Nb_94 94 6.43E-04 1.26E-05 0 nb94 Nb_94 1.32E-04 7.95E-06
ni59 Ni_59 59 1.60E-01 5.01E-03 0 ni59 Ni_59 1.26E-01 1.21E-02
ni63 Ni_63 63 2.46E-02 7.20E-04 0 ni63 Ni_63 1.78E-02 1.60E-03
np237 Np_237 237 7.34E+02 5.71E+00 0 np237 Np_237 3.60E+01 8.63E-01
pa231 Pa_231 231 1.33E-03 1.06E-05 0 pa231 Pa_231 8.81E-05 2.16E-06
pd107 Pd_107 107 3.12E+02 5.37E+00 0 pd107 Pd_107 5.51E+01 2.92E+00
pu238 Pu_238 238 2.18E+02 1.69E+00 0 pu238 Pu_238 3.21E+00 7.66E-02
pu239 Pu_239 239 6.09E+03 4.70E+01 0 pu239 Pu_239 2.55E+03 6.06E+01
pu240 Pu_240 240 2.72E+03 2.09E+01 0 pu240 Pu_240 9.94E+02 2.35E+01
pu241 Pu_241 241 2.46E+02 1.88E+00 0 pu241 Pu_241 3.54E+01 8.33E-01
pu242 Pu-242 242 7.79E+02 5.94E+00 0 pu242 Pu-242 6.29E+01 1.48E+00

ra226 Ra_226 226 4.61E-06 3.76E-08 0 ra226 Ra_226 9.33E-09 2.34E-10

ra228 228 0.00E+00 0.00E+00 0 ra228 0.00E+00 0.00E+00
se79 Se_79 79 6.59E+00 1.54E-01 10% se79 Se_79 1.14E+00 8.19E-02
sm151 Sm_151 151 1.48E+01 1.81E-01 0 sm151 Sm_151 1.92E+00 7.19E-02
sn126 Sn_126 126 2.62E+01 3.83E-01 0 sn126 Sn_126 5.04E+00 2.27E-01
sr90 Sr_90 90 2.70E+02 5.53E+00 10% sr90 Sr_90 4.59E+01 2.89E+00
tc99 Tc_99 99 1.04E+03 1.94E+01 10% tc99 Tc_99 1.96E+02 1.12E+01
th229 Th_229 229 1.53E-06 1.24E-08 0 th229 Th_229 3.67E-08 9.08E-10
th230 Th_230 230 2.58E-02 2.07E-04 0 th230 Th_230 7.36E-05 1.81E-06
th232 Th_232 232 6.71E-03 5.33E-05 0 th232 Th_232 8.79E-04 2.15E-05
u233 U_233 233 1.15E-02 9.13E-05 0 u233 U_233 4.19E-04 1.02E-05
u234 U_234 234 2.60E+02 2.05E+00 0 u234 U_234 1.22E+00 2.96E-02
u235 U_235 235 8.11E+03 6.37E+01 0 u235 U_235 2.21E+03 5.34E+01
u236 U_236 236 5.47E+03 4.27E+01 0 u236 U_236 7.49E+02 1.80E+01
u238 U_238 238 9.27E+05 7.18E+03 0 u238 U_238 9.85E+05 2.35E+04
zr93 Zr_93 93 6.31E+02 1.25E+01 0 zr93 Zr_93 1.07E+02 6.52E+00

표 핵종 재고량 자료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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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Cs_Reducing

[mol/m3]

Ac 3.00E-09

Am 2.00E-09

C 7.00E-05

Cl -1.00E+00

Cm 2.00E-09

Cs -1

I -1

Nb -1

Ni 2.00E-05

Np 5.00E-09

Pa 2.00E-08

Pd 3.00E-07

Pu 1.00E-10

Ra 1.00E-06

Se -1

Sm -1

Sn -1.00E+00

Sr 1.00E-04

Tc 4.00E-08

Th 6.00E-10

U 1.00E-08

Zr 1.00E-04

표 환원 환경에서 최고 용해도 값 자료6.2.3

주 은 용해도 제한치가 실질적으로 없음을 표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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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fracture

retardation
kd_backfill
[m3/kg] kd_buffer [m3/kg] kd_rock [m3/kg]

Surface
Soil Vadose

River
Sediment

Marine
Sediment

Ac 2.16E+03 3.00E-01 3.00E-01 4.00E-02 4.50E-01 4.50E-01 1.00E+02 2.00E+03
Am 2.16E+03 3.00E-01 3.00E-01 4.00E-02 2.00E+00 2.00E+00 1.00E+02 2.00E+03
C 6.44E+00 0.00E+00 0.00E+00 1.00E-04 0.00E+00 0.00E+00 0.00E+00 0.00E+00
Cl 1.04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Cm 2.16E+03 3.00E-01 3.00E-01 4.00E-02 4.00E+00 4.00E+00 1.00E+02 2.00E+03
Cs 2.70E+03 2.00E-01 2.00E-01 5.00E-02 2.70E-01 2.70E-01 2.00E+00 3.00E+00
I 1.04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Nb 1.08E+03 2.00E-02 2.00E-02 2.00E-02 1.60E-01 1.60E-01 1.00E+01 1.00E+01
Ni 5.40E+03 5.00E-02 5.00E-02 1.00E-0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Np 1.08E+04 1.00E-01 1.00E-01 2.00E-01 4.10E-03 4.10E-03 5.00E-01 2.00E+00
Pa 2.70E+03 5.00E-02 5.00E-02 5.00E-02 5.40E-01 5.40E-01 5.00E+03 5.00E+03
Pd 5.50E+01 1.00E-03 1.00E-03 1.00E-03 5.50E-03 5.50E-03 2.00E+00 5.00E+01
Pu 2.70E+04 3.00E-01 3.00E-01 5.00E-01 5.40E-01 5.40E-01 1.00E+02 2.00E+03
Ra 1.08E+04 1.00E-01 1.00E-01 2.00E-01 4.90E-01 4.90E-01 1.00E+00 5.00E+00
Se 2.80E+01 0.00E+00 0.00E+00 5.00E-04 1.50E-01 1.50E-01 1.00E-02 1.00E+00
Sm 1.08E+03 2.00E-01 2.00E-01 2.00E-02 2.40E-01 2.40E-01 1.00E+02 2.00E+03
Sn 5.50E+01 1.00E-03 1.00E-03 1.00E-03 1.30E-01 1.30E-01 1.00E+01 1.00E+01
Sr 2.71E+02 5.00E-02 5.00E-02 5.00E-03 0.00E+00 0.00E+00 0.00E+00 0.00E+00
Tc 2.70E+03 1.00E-02 1.00E-02 5.00E-02 1.40E-04 1.40E-04 1.00E-01 1.00E-01
Th 1.08E+04 3.00E-01 3.00E-01 2.00E-01 3.00E+00 3.00E+00 5.00E+03 5.00E+03
U 5.40E+03 5.00E-02 5.00E-02 1.00E-01 3.30E-02 3.30E-02 5.00E-02 5.00E-01
Zr 1.08E+04 2.00E-01 2.00E-01 2.00E-01 6.00E-01 6.00E-01 1.00E+01 1.00E+01

표 매질에서의 분배 계수 값 자료6.2.4

Parameter Name 2007 value (cho>AMBER>etc) Value (Dr.Hwang) Unit

Number of Canister, PWR 11375 11,375 [-]

Number of canister, CANDU 2529 2,529 [-]

Thickness 0.5 3.80E-01 [m]

Gap volume 4.54E-01 [m3]

Cross sectional area 1.68E+01 [m2]

Porosity 0.41 3.00E-01 [-]

Diffusion coefficient 0.000378 1.26E-03 [m2/yr]

Density 1600 1.80E+03 [kg/m3]

Waste form radius 0.51 4.00E-01 [m]

Matrix solubility 1.51E-04

Flow velocity 0.7 7.00E-01 [m/yr]

Dispersion coefficient not const 7.00E+01 [m2/yr]

Fracture aperture 0.0001 1.00E-04 [m]

Retardation in fracture not 1.0 1.00E+00 [-]

Matrix diffusion distance 5.00E-01 5.00E-01 [m]

Length 20 1.00E+02 [m]

Matrix porosity 0.002 2.00E-03 [-]

Density 2650 2.70E+03 [kg/m3]

Diffusion coefficient 1.00E-06 1.00E-06 [m2/yr]

Length 8.00E+02 [m]

Travel time 4.00E+01 [yr]

Dispersion coefficient 1.60E+03 [m2/yr]

Porosity 5.00E-02 [-]

Diffusion coefficient 3.15E-03 [m2/yr]

Pure diffusion coefficient 0.032 [m2/yr]

Backfill

GW

Source

Buffer

Fractured Rock

MWCF

표 주요 방벽별 입력 인자 자료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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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가 결과.

시나리오 평가 결과(1) R1

아래 그림들은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대안 시나리오 평가R1

결과들을 도시한 것이다 모든 평가 결과 피크치를 생산하는 핵종은 로 판명되. I-129

었으며 이외에도 핵분열 생성물들의 영향이 크고 들에 의한 영향은 수백만 년TRU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그림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6.2.11 R1

평가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12 R1C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13 R1C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14 R1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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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15 R1C4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16 R1DCF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17 R1E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18 R1E2F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19 R1FA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20 R1F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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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21 R1FA3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22 R1FL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23 R1FL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24 R1FL3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25 R1FL4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26 R1F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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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27 R1FV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28 R1MD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29 R1MDD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30 R1MDD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31 R1MDD3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32 R1MD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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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33 R1MW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34 R1MW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35 R1MW3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36 R1MWK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37 R1MWK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38 R1R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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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39 R1RF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40 R1E2H

시나리오 결과(2) R2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에서 단열을 통해 이동한 핵종이 로 유입되는R2 R1 MWCF

대신 소규모 우물로 유입되는 시나리오이다 본 평가에서 사용한 데이터 값 범위에.

서는 의 유동 속도가 빨라 방벽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MWCF

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시나리오 평가 결과와 대. R2 R1

동소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41 R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42 R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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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43 R2C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44 R2C3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45 R2C4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46 R2DCF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47 R2E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48 R2E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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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49 R2E2H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50 R2E3B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51 R2E3T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52 R2FA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53 R2FA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54 R2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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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55 R2FL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56 R2FL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57 R2FL3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58 R2FL4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59 R2FV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60 R2F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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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61 R2IRF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62 R2MD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63 R2MD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64 R2MDD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65 R2MDD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66 R2MD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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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67 R2MDD4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68 R2MK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69 R2MK2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70 R2IRF1

그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6.2.71 R2IR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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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상세 모델링 및 시나리오별 평가3. AMBER

가 서론.

심부 지질환경 내 결정암류의 모암 내에 위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처

분된 폐기물 내의 핵종은 지하수와의 접촉이 시작되면 처분용기를 나와 주변 환경

으로 유출하게 된다 유출된 핵종은 지하수의 유동을 따라 특성을 갖는 인공 및 천.

연방벽의 매질을 따라 궁극적으로 지표에 도달하여 인간 생태계로 전이 이동하게,

되고 생태계로 유출된 핵종은 인간에게 시간에 따른 정량적인 영향으로서 피폭을

주게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이 처분장이 총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처

분 시스템에 대해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별하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관련된 핵종의 전이 및 이동 경로에 관한 을 인지 도출하여 구획 모델링을 거FEP

쳐 이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한 템플릿 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시나리ACGEO

오 평가를 수행하여 보았다.

개발된 템플릿은 동적 구획모델ACGEO (Amber Case for GEOsphere modeling)

링을 가능하게 하는 범용 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케이스 파일로서 처분AMBER

장 근계영역에 대한 상세모델링을 통하여 처분장내 핵종이동을 계산하고 선량 환산

인자를 통한 피폭선량을 계산해주게 된다 여러 가지 관련 파라미터에 대해서 확률.

론적 평가도 가능하게 하는 케이스 템플릿 프로그램으로서 템플릿은 최소ACGEO

한의 수정 및 독립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입력 파일의 상호 공유를 통하여 처분시스

템의 안전성 평가 및 설계인자의 피드백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는 그 자체로 다양한 구획간의 동적 질량 이동에 관한 모델링에. AMBER

유용하여 생태계 모델링 등에도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며 생태계 평가를 위한

템플릿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ACBIO .

이 연구를 통해서는 이와 같이 앰버를 활용하여 개발된 처분장 안전성 평가 케이스

템플릿 프로그램 를 이용하여 표 과 같이 선별된 시나리오ACGEO 6.2.6 TSPA 2006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나 모델링 및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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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특징 및 입력인자 민감도

R1Q1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1 R1

R2Q1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1 R2

R1Q3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3 R1

R2Q3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3 R2

R1Q4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4 R1

R2Q4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4 R2

R1Q5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5 R1

R2Q5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5 R2

R1Q6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6 R1

R2Q6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6 R2

R1Q7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7 R1

R2Q7 근계영역 유출지점에 대한 시나리오Q7 R2

R1QC1 용기 수명이 만년으로 변화하는 경우의 시나리오100 R1

R1QC2 용기 수명이 만년으로 변화하는 경우의 시나리오10 R1

R1QC3 용기 수명이 만년으로 변화하는 경우의 시나리오1 R1

R1QC4 용기 수명이 백년으로 변화하는 경우의 시나리오3 R1

R1QMW1 길이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MWCF 5 R1

R1QFL3 단열 길이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10 R1

R2QFL3 단열 길이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10 R2

R1QFA1 단열폭이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10 R1

R2QFA1 단열폭이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10 R2

R1QFV1
단열에서의 지하수유동 속도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10 R1

시나리오

R2QFV1
단열에서의 지하수유동 속도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10 R2

시나리오

R1QMD1 단열주변 암반 내 확산계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10 R1

R2QMD1 단열주변 암반 내 확산계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10 R1

R1QMK1 단열주변 암반 내 분산계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10 R1

R2QMK1 단열주변 암반 내 분산계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10 R2

R1QMWK1 분배계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의 시나리오MWCF 10 R1

R1QDCF1 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SR97 DCF R1

R2QDCF1 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SR97 DCF R2

표 에 의해 평가된 시나리오6.2.6 ACGEO TSP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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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 고려된 처분시스템은 년 말에 제안된 한국형 처분시스템 로2006 (KRS)

서 그림 에 구획모델링을 위한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근계영역에서 원계영역6.2.72 .

으로의 핵종의 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단열이나 단열군에 대한 분포도 그림 6.2.73

에 따로 나타내었다.

그림 구획모델링을 위한 처분6.2.72

시스템 모식도

그림 처분시스템에 관련된 핵6.2.73

종 유출지점으로서의 단

열의 분포

처분장은 처분용기와 처분공을 채우는 완충재 처분터널을 채우는 뒷채움재(buffer),

그리고 처분터널의 천정에 형성될 수 있는 터널 크라운 등 근계영역 요(backfill),

소와 근계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단열대나 단열 그리고 터널 굴착 시에 발생,

할 수 있는 등의 구획으로 모델링되고 이렇게 모델링된 여러 처분장 구성요소EDZ

들 간의 핵종의 이동 즉 핵종의 플럭스는 두 구획간의 이동저항, (transport

과 용량인자 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이동저항은 다시 구resistance) (capacity factor) ,

획간의 접촉면적이나 확산거리와 확산계수 등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용량인자는 구

획에 대한 분산계수와 밀도 그리고 공극률 등에 의해 결정되어지게 된다.

그림 는 이렇게 구성된 구획과 구획간의 핵종플럭스를 나타낸 그림이다 표6.2.74 .

은 계산 결과를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별로 피폭선량을 최대로 받는 경우에6.2.7

대한 선량률을 요약한 것이고 다시 이 결과를 상호비교를 위해 그림 에 도시6.2.75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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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처분시스템을 나타낸 구획과 각6.2.74

구획간의 핵종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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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Time (Years)
Peak Exposure Dose

(Sv/y)

R1Q1 4862.6 1.24E-05

R2Q1 3777.78 1.48E-05

R1Q3 5.56E+04 5.95E-07

R2Q3 5.56E+04 5.95E-07

R1Q4 7333.33 8.98E-06

R2Q4 6444.44 9.86E-06

R1Q5 5.56E+04 1.56E-06

R2Q5 5.56E+04 1.56E-06

R1Q6 5.56E+04 1.46E-06

R2Q6 5.56E+04 1.46E-06

R1Q7 4666.67 3.75E-06

R2Q7 5555.56 3.21E-06

R1QC1 1.05E+06 8.23E-07

R1QC2 1.07E+05 9.82E-06

R1QC3 1.29E+04 1.19E-05

R1QC4 3777.78 1.23E-05

R1QMW1 4862.6 1.24E-05

R1QFL3 3.43E+04 5.50E-06

R2QFL3 2.89E+04 5.63E-06

R1QFA1 2000 2.06E-05

R2QFA1 1555.68 2.25E-05

R1QFV1 1830.74 2.13E-05

R2QFV1 1555.68 2.29E-05

R1QMD1 4666.67 1.15E-05

R2QMD1 1830.74 2.11E-05

R1QMK1 3511.19 1.48E-05

R2QMK1 3777.78 1.48E-05

R1QMWK1 5555.56 1.24E-05

R1QDCF1 4862.6 1.15E-03

R2QDCF1 3511.19 1.37E-03

표 각 시나리오별 최고치에 도달시간에 대한 최대피폭선량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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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각 시나리오별 최대 선량률 비교6.2.75

한편 그림 은 표 에 기술된 각 시나리오별로 모든 핵종에 대하여6.2.76 ~ 6.2.93 6.2.7

시간에 따른 피폭선량률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및 계산 결과6.2.76 R1Q1 R2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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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및 계산 결과6.2.77 R1Q3 R2Q3

그림 및 계산 결과6.2.78 R1Q4 R2Q4

그림 및 계산 결과6.2.79 R1Q5 R2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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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및 계산 결과6.2.80 R1Q6 R2Q6

그림 및 계산 결과6.2.81 R1Q7 R2Q7

그림 계산 결과6.2.82 R1QC1 그림 계산 결과6.2.83 R1QC2



- 469 -

그림 계산 결과6.2.84 R1QC3 그림 계산 결과6.2.85 R1QC4

그림 계산 결과6.2.86 R1QMW1

그림 및 계산 결과6.2.87 R1QFL3 R2QF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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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및 계산 결과6.2.88 R1QFA1 R2QFA1

그림 및 계산 결과6.2.89 R1QFV1 R2QFV1

그림 및 계산 결과6.2.90 R1QMD1 R2QM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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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및 계산 결과6.2.91 R1QMK1 R2QMK1

그림 계산 결과6.2.92 R1QMWK1

그림 및 계산 결과6.2.93 R1QDCF1 R2QDCF1

다 결론.

본 장에서는 앞서 개발된 시나리오들을 토대로 입력 자료와 지하수 유동 평가KRS

결과와 생태계 평가 결과 자료를 이용한 종합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두. R1, R2

가지 기준 시나리오와 공학적 방벽 손상 등의 시나리오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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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연간 개인선량률의 최고치는 대부분의 경우 5x10
-6 를 넘지 않아 현재Sv/yr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기준치인 10
-4 를 무난히 만족하는 것으Sv/yr

로 판명되었다 이는 본 연구진에서 조화유출 등 실제 처분장에서의 유출 현상을.

모델링함으로서 모델 등 너무 보수적인 모델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wash-off

으로 판단된다 표 은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6.2.8 .

전체

번호
분류기준 분류번호 특징

Peak

Time
Peak Dose 비고

1 R1

자연 유출 단열(

용기 수명MDD=10cm

년 단열 길이 미터1000 100

길이 미터MWCF 800

한국형 DCF IRF 10%)

1400 2.634e-6

2 R2 소규모 우물 유출 1400 2.635e-6

3 YS 영서형 자료
4 YD 영동형 자료
5

6

공학적

방벽

손상

7

초기

용기

손상

R1E1 용기 초기 손상100% 400 2.634e-6

8 R2E1 상동 400 2.635e-6

9
벤토나이

트
R1E2F

벤토나이트 흡착능 완전

손상
1400 2.633e-6

10 R2E2F 상동 1400 2.635e-6.

11 R1E2H
벤토나이트 흡착능 반감

손상
1400 2.633e-6

12 R2E2H 상동 1400 2.635e-6.

13 EDZ R1E3T

발파로TBM EDZ 30cm

발생:

Surrounding matrix

공극률과 배 증가MDD 10

Fracture aperture

1400 2.633e-6

표 시나리오별 최고 연간 개인 선량률 및 발생 시간 요약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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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증가 속도10**0.33 10

배 증가

14 R2E3T 상동 1400 2.635e-6.

15 R1E3B
제어 발파로 EDZ 1m

발생:
1400 2.633e-6

16 R2E3B 상동 1400 2.635e-6.

자연

재해

17 R1N1 재활성화MWCF fault

18 R1N1YS 영서형 확장fault 10m

NF

Detailed

Model

19 R1Q1 4862.6 1.24e-5

20 R2Q1 3777.78 1.48e-5

21 R1Q2 n/a n/a to EDZ

22 R2Q2 n/a n/a to EDZ

23 R1Q3 5.56e4 5.95e-7

24 R2Q3 5.56e4 5.95e-7

25 R1Q4 7333.33 8.98e-6

26 R2Q4 6444.44 9.86e-6

27 R1Q5 5.56e4 1.56e-6

28 R2Q5 5.56e4 1.56e-6

29 R1Q6 5.56e4 1.46e-6

30 R2Q6 5.56e4 1.46e-6

31 R1Q7 4666.67 3.75e-6

32 R2Q7 5555.56 3.21e-6

입력

인자

민감도

33 MDD R1MDD1 5cm MDD 1300 3.394e-6

34 R2MDD1 상동 1250 3.406e-6

35 R1MDD2 1cm MDD 10000 8.125e-6 Se-79

36 R2MDD2 상동 10000 8.144e-6 Se-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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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음 단계 연구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아래 그림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차기 단계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의 경우 뿐 아니라

처리 기술을 상용화 할 경우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로 한다 따라서pyro .

이를 위해 차기 연구 단계에서는 폐기물의 용해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평pyro

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와 종합 성능평가를 위한 모델 구성도6.3.23 KRS A-K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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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개발7 CYPRUS

제 절 서 론1

처분장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처분 종합 성능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는 선별 시나리오Assessment; TSPA) FEP(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

생성 평가 절차서 개발 적절한 수(scenario) , (Assessment Method Flow chart; AMF) ,

학 모델 및 계산 코드 개발 입력 데이터 생성 안전성 평가 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code) , ,

포함한다 특히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상호 독립적인 단위 현상 사건. , ,

공정 으로 구분하여 이로부터 최종적인 핵종 유출 과(Features, Events, Processes; FEP)

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보다 투명하게 수행되고 전문가들뿐만 아

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웹을 기반으로 연구 결과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국제

연구를 통하여 T2R3(Traceability, Transparency, Review, Reproducibility,

개념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의 신뢰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Retrievability) .

한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웹 기반 품질보증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한 바 있다 여기서(web) .

말하는 품질보증이란 시스템과 그 구성요소가 지정된 품질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스럽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계획된 체계적인 행동이라 정의

된다.

기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웹기반 품질보증시스템인 은 인터넷 네Web-based QA System

트워크 라는 물리적인 기반위에 를 이용하(internet network) IT(Information Technology)

여 개발된 업무 지원 시스템이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들은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보의 통합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렇게. ,

따로 개발된 시스템들은 각기 다른 프로세스에서 따로 운영됨으로 인해 업무처리 효율의 저

하를 야기한다 실제 서로 분리된 데이터들이 서로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

의 측면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사용자 또한 모든 시스템 평가절차를 하나의 통합,

된 형식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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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통합 시스템 개발2

연구목적 및 내용1.

본 연구에서는 각기 따로 개발된 평가시스템과 산재되어 있는 시스템 즉, FEP(Features,

과 평Evensts and Processes)/Scenario/AC/AMF System PA Database, QA System,

가 코드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 있는 처분정보 관리시스템, CGS(Common

를 구축하였다Ground System) .

먼저 시스템의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이로부터 각각.

의 시스템에 관한 설계 방식과 운영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종합적인 처분정보 관리체,

계 구축을 위한 최적의 방법론을 결정하였다 통합 구축방법론은 그 타당성과 적용성을 면.

밀히 검토하여 인터넷 기반의 로 결정하였다 가 구축되면 사용자들은(internet) CGS . CGS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접근하여 하나의 통합 환경에서 모든 처분 정보

를 활용할 수 있다.

처분 안전성에 관련된 연구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초기 연구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쌍

방향 전략적 계획을 수립했다 그림 은 정보 전략의 수립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처. 7.2.1 ,

분 연구에서는 전략수립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대상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 또한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처분 연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연구역량을 관심분야로 집중하고. ,

웹기반의 성능평가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

그림 정보수집 및 전략 수립 계획 순서도7.2.1

본 통합시스템은 크게 가지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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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D

- FEAS

- Assessment

- Web-based QA

- Documentation

그림 는 통합시스템의 초기화면으로 상단에 각각의 모듈들을 배치하였다 각 모듈별로7.2.2 .

사용자의 권한이 틀리기 때문에 각 모듈에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초기 화면7.2.2 CYPRUS

통합시스템에서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PAID (Performance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조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기Assessment Input Data) .

존 시스템과 품질보증절차 개발에 따른 통합화에 의한 기능 축소로 기존의 업무 프PAID

로세스는 품질보증절차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능 축소에 따라. ‘Input

업무를 비롯한 몇 가지 프로세스를 정리하였다Data’ .

기존의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방식은 단계별 검색 방식으로 비효율적이며 사PAID

용자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자 편의성과 효과적인 데이터베

이스 검색이 가능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검색 모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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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 성능평가 체제는 과학적인 현상 규명보다는 시나리오로부터 평가까지의 과정을 비교

적 상세하게 보여줌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처분장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

여 처분장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행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한 업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 개발- FEAS(FEPs to Assessment context through Scenarios)

추가 수정 삭제 알고리즘 고안 및 구현FEP , ,•

생성 수정 삭제 알고리즘 고안 및 구현RES matrix , ,•

시나리오 생성 수정 삭제 알고리즘 고안 및 구현, ,•

생성 수정 삭제 기능 구현AMF(Assessment Method Flowchart) , ,•

시나리오 각각에 대한 기능구현FEP, RES, Reporting•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대한 좀 더 높은 신뢰성 투명성 그리고 활용성을 보장받기 위해,

기존의 웹기반 품질보증시스템인 위에 와 에 관한Web-based QA system PAID FEAS

품질보증시스템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절차서를 검토하고 이를 어떻게 품질보. QA ,

증시스템에 적용시켰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및 와 품질보증시스템은. PAID FEAS

별개의 시스템으로 존재하던 기존 품질보증시스템을 바탕으로 와 를 포함하는PAID FEAS

새로운 품질보증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림 에 새롭게 개발된 전체 시스템. 7.2.3

의Cyber R&D Platform for Radwaste disposal in Underground System(CYPRUS)

구조가 나타나 있다.

PA codes FEAS

PA calculation

Web-based QAPAID

FEP/Scenario

Data Base QA records

PA data

Datadata

통합시스템

Report, etc.

OS     : Windows IIS
DBMS : MS Access
Language : ASP
DBMS : MySQL
Language : PHP

CYPRUS

PA codes FEAS

PA calculation

Web-based QAPAID

FEP/Scenario

Data Base QA records

PA data

Datadata

통합시스템

Report, etc.

OS     : Windows IIS
DBMS : MS Access
Language : ASP
DBMS : MySQL
Language : PHP

PA codes FEAS

PA calculation

Web-based QAPAID

FEP/Scenario

Data Base QA records

PA data

Datadata

통합시스템

Report, etc.

OS     : Windows IIS
DBMS : MS Access
Language : ASP
DBMS : MySQL
Language : PHP

CYPRUS

그림 시스템 개념도7.2.3 CYP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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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평가시스템 즉7.2.4 , FEP(Features, Events and

과 평가 코드 등을Processes)/Scenario/AC/AMF System PA Database, QA System,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EP Scenario AC
AMF

system

PA

Database

QA

System

Workflow System

평가 코드

Cyber R&D Network

그림 처분 관련 종합 정보 시스템 개념도7.2.4

2. PAID(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

처분 종합 성능평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입력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는 이러. PAID

한 입력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하여 편리하고 일관되게 해당 데이터들,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며 그림 는, 7.2.5

구성을 나타낸다 본 시스템은 품질보증시스템에서 입력된 데이터 중 최종PAID .

승인 과정을 거친 관련 데이터만이 최종 저장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에PAID , . PAID

서 모든 데이터들은 처분 시스템별로 분류된 뒤 각 처분 시스템별 특징(Material

과 해당 처분 시스템에서의 각각의 데이터별 특징 에 따른Name) (Parameter Name)

을 이용해 세부적인 분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의 모“Two Folder System" . PAID

든 데이터들은 에 따른 데이터 검색 기능에 의해 편리하게“Two Folder System"

검색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품질보증시스템에서 적용된 품질보증 절차 등의 정, (1).

보도 검색된 데이터 화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합 서버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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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스템에서 성능평가 입력 데이터 확인 예시7.2.5 PAID

내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PAID Nuclide Inventory, Nuclide Half-life, Near Field, Far

의 가지 분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데Field, Biosphere, Physical Constant 6 . PAID

이터베이스의 개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불필요한 메뉴와 코드의 삭제를 통한 시스템 최적화이고 둘째 검색 기능의 개선을, , ,

통한 사용자의 편리성 증대이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품질보증절차에 의한 데이터 관리 개념의 도입으로PAID

인해 기능 전환이 필요하게 되어 검색 기능이 강화된 단순 조회 시스템으로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시스템은 의 윈도우즈 환경에서 운영된다 본 연IIS(Internet Information Service) .

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품질보증절차에 따른 데이터 관리 개념을 도입하PAID

였다 시스템에 품질보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데이터의 신뢰성 투명성 그리. PAID ,

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시스템은 단순 조회 시스템. PAID

으로 기능을 축소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검색 기능을 개선하였다 다음은 기존의 검색 기능을 나타내PAID .

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데이터 분류 체계에 따른 단계별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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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키워드 검색 기능- (keyword)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데이터 분류체계에 따른 단계별 검색 기능은 기존의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색 기능의 부재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 페이지의 성격에

맞는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개선하였다 그림 은 단계별 검색 기능과 페이지별 성격에. 7.2.6

맞는 필드 검색기능이 혼합된 메뉴화면이다(field) ‘Normal Search’ .

그림 에서의 화면7.2.6 PAID Normal Search

개선된 검색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간단하게 데이터 분류 체계와 키워드 및 검색조건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의 전환 없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조회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조건들은 입력한 그대로 같은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은 키워드 검색 기능을 가진 메뉴를 개선한 화면을. 7.2.7 ‘Search a Word’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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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의 검색 화면7.2.7 PAID Word

이러한 두 가지 검색 모듈 즉 검색 기능을 포함한 단계별 검색 기능과 검색 조건과 결과,

화면이 같은 화면에 나타나는 키워드 검색 기능은 모두 사용자의 편리성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 PAID

스에서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회결과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그림 과 같이 조회. 7.2.8

결과 화면에서 물성치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입력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필드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데이터 입력양식과 조회결과 양식을 통일.

한 결과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조회결과 화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

또한 이 화면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데이터가 입력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데이터

이력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더욱더 풍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 PAID

스 시스템의 조회결과 화면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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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세 정보창7.2.8 PAID

3. FEAS(FEP to Assessment through Scenario development)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위 현상 사건 공정들의 조합으로 다, ,

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처분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

를 수행하여야 한다 웹기반 프로그램은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들인. FEAS

상호 독립적인 단위 현상 사건 공정들에 대한 선정과정을 구현한다 또한, , . RES(Rock

방법론을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기본 방법론으로 하여 최종 시나리Engineering System)

오 도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로부터 평가대상 시나리오를 확정한다 마지막으로 시.

나리오 및 모델 불확실성에 관한 평가 방법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종합 안전성 평가 코드

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웹기반 시. FEAS

스템의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웹서버- : IIS(Internet Information Server) 5.0

개발언어- : PHP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MySQL

그림 는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속성들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7.2.9 FEAS .

의 테이블들은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프로세스를 표현하며 단위 프로세FEAS

스의 속성들이 각각 테이블의 구성요소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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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속성7.2.9 FEAS

시스템은 를 바탕으로 평가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크FEAS FEP Encyclopedia

게 및 로 구성되어 있다FEP, RES&Scenario&AMF EX_FEAS .

가 리스트. FEP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단위 현상 사건 공정들이 선정되면 이들, , FEP

에 대한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보여준다 현재 에는 총 개의 이. CYPRUS 381 FEP

등록되어있다.

알파벳 순서별 리스트 그림(1) ( 7.2.10)

이름의 알파벳 순서 오름차순 별로 나타내었으며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다FEP ( ) FEP .

방벽별 리스트 그림(2) ( 7.2.11)

개의 공학적 방벽 폐기물 용기 지하수 용질 이동8 ( , , Buffer/Backfill, EDZ, Host Rock, ,

과 생태계 의 구성 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벽별 리스트 검색이 가능하다) FEP FEP .

리스트 그림(3) Base FEP ( 7.2.12)

은 용기 부식 등과 같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며 들로 기Base FEP Base FEP

본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리스트(4) Probabilistic FEP

은 지진 장기적 기후 변화 등과 같이 일어날 확률이 보다 낮은 사건Probabilistic FEP , 1

을 의미한다 이들 들은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이는 다음과 같. Probability FEP

이 세분된다.

리스트 그림- Scenario Defining FEP ( 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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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그림- Dependent FEP ( 7.2.14)

그림 알파벳 순서로 정렬된 목록7.2.10 FEP

그림 공학방벽별로 정렬된 목록7.2.11 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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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록7.2.12 Base 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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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나리오 정의 목록7.2.13 FEP(SDF)

그림 목록7.2.14 Dependent FEP



- 492 -

위 그림에서 개별 을 웹에서 클릭하면 그림 와 같이 해당 에 관한 상세 정보FEP 7.2.15 FEP

들이 도시되며 각 과 관련된 를 클릭하면 관련 를 볼 수 있다, FEP RES RES .

그림 상세 설명 및 관련7.2.15 FEP RES

나. RES&Scenario&AMF

그림 은 내 목록을 도시한 것이다 현재는 시나리오7.2.16 CYPRUS RES . Reference

이외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 등록된 상태이며 각 시나리오에 대해 지하3 RES ,

수 역학적 변화 용기부식 핵종이동 등 총 개의 목록으로, , Radiolysis, , 5 Sub RES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를 클릭하면 시나리오가 구성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RES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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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록7.2.16 RES Matrix

그림 은 인터넷 기반의 에서 상호 반7.2.17 FEAS RES (Rock Engineering System,

응 행렬 방법을 이용한 지하수 시나리오의 구성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해당) “ ” .

화면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지정된 스토리 시나리RES “scenario” “ (

오 구성 순서에 따라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누적되면서 화면에 나타)” RES

나며 최종적으로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여기서 각 구성 요소들의 색깔은 처분. RES

종합 성능평가와 관련된 중요도를 표시하며 는 중요도가 매우 높음 이며 은“5” “ ” “1”

중요도가 매우 낮음 을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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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를 활용한 시나리오 개발7.2.17 RES

그림 은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으로부터 시나리오까지의 구성 과정7.2.18 FEAS . FEP

그리고 관련 평가 방법 흐름도 등을 좀 더 쉽게(Assessment Method Flowcharts; AMF)

도출하고 이와 같은 작업 과정을 처분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선별과정 각 과 구성을 위해FEAS FEP , FEP RES

그룹화된 에 관한 상세 정보 각 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 각 관련FEP(IFEP) , FEP , FEP

규제 해당 시나리오의 행렬 관련 시나리오에 대한 주요 평가 개요, RES , (Assessment

평가 방법 시나리오 평가의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Context; AC), ,

하였다 본 시스템은 품질보증시스템에서 입력된 데이터 중 최종 승인 과정을 거친. FEP,

시나리오 및 관련 데이터만이 최종 저장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에 저장된 모든RES, , . FEAS

데이터들 은 관련 및 시나리오와 연동 되어 있다 목록 에서 개별FEP (3) RES (1) . FEP (3)

에 연계되어 있는 와 시나리오의 이름을 클릭 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FEP RES “ ”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는 구성 요소별 관련 목록 과 와 관련된(1) . RES RES FEP (3) RES

를 한 화면에서 해당 메뉴의 클릭 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관련AC, AMF(4) “ ” . RES

시나리오 등의 정보는 구성 요소별로 각각 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FEP, , AC, AMF RES

를 통해 서로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 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시나리오 구성. 7.2.17

과정은 관련 의 요소들을 시나리오 구성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보여줌으로써 나타낼RES

수 있다 시나리오 관련 데이터들과 도 해당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각각의(2, 5). FEP A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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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과 관련되어 연동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 어떤 데이터를 검RES (3-4). FEAS

색하더라도 서로 관련된 시나리오 그리고 평가 관련 와 등의 확인이FEP, RES, , AC AMF

가능하다.

그림 시스템의 세부 구조7.2.18 FEAS

다 의 추가. RES/FEP

행렬 혹은 을 추가 생성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품질보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RES FEP

양식은 그림 와 같다 우측 하단의 첨부양식 을 클7.2.19 . Record Submittal Form (FEAS)

릭하여 행렬 혹은 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림 에는 를 추가 생성하는 순RES FEP . 7.2.20 RES

서를 도시하였다 초기에 추가 예정인 항목이 인지 인지를 결정한다 의. RES FEP (1). RES

경우 기존의 행렬을 이용하여 생성할 수도 있고 새로운 행렬을 생성할 수 있다RES , RES

또한 정방형의 의 행과 열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3). RES (4).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의된 행렬의 기본 정보 제목 및 설명 를 입력하고 행렬이 기본 시( ) (5)

나리오인지 대안 시나리오인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성된 행렬의 요소들은 행렬의 위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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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번호와 입력을 위한 추가 버튼으로 구성된다 생성하고자 하는IFEP ‘ ’ (7). RES

행렬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을 추가하기 위해 각 요소들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IFEP ‘ ’

해당하는 을 구성하는 들을 선택 하고 중요도 를 결정한다 이러한 순서에 의IFEP FEP (8) (9) .

해 최종적으로 행렬의 이 완성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를 완성할 수 있다1.1 RES .

그림 양식7.2.19 Record Submittal Form

(1) (2) (3)

(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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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그림 은 을 추가 생성하는 순서를 도시한 것이다 와 마찬가지로7.2.21 FEP . RES

우측 하단의 첨부양식 을 클릭하여 을 선택한Record Submittal Form (FEAS) FEP

후 나타나는 화면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를 클릭한 후 나타나는Add FEP Data(1)

화면 에서 추가예정 이 해당되는 주분류 및 부분류를 결정한다 그 후에 나타(2) FEP .

나는 추가 화면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면 이 추가되게 된FEP FEP

다 이때 주분류 및 부분류의 경우 해당되는 분류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용.

자는 주분류 혹은 부분류를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그림 는 주분류. 7.2.22

에 소속된 라는 부분류 항목을 추가 생성한 예를 나타낸다waste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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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그림 추가 방법7.2.21 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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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그림 의 분류항목 추가 방법7.2.22 FEP

전술한 방법으로 추가되고 품질보증을 거쳐 최종 승인된 목록은 그림 과 같으며FEP 7.2.23

명령을 클릭하여 각 목록의 상세를 열람할 수도 있다view FEP .

그림 최종 승인된 목록7.2.23 FEP



- 500 -

4. Web QA System

가 개요.

일반적으로 품질보증이란 시스템과 그 구성 요소가 지정된 품질 요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스럽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신뢰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계획된 체

계적인 행동이라 정의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서의 품질보증은 개념에 입각한 보다 엄격한 프로T2R3

젝트 계획 실행 문서화 내부 검토 외부 검토라는 연구의 다섯 단계에 모두 적용, , , ,

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여 연구 업무 기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자료 보존을

꾀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부록 에 규정된 원자력 시설 품질보. 10CFR50 B

증과 관련된 가지 원칙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18

바탕으로 새로운 품질보증 절차서 를 개발하(Quality Assurance Procedure : QAP)

고 구체적인 활용을 위한 보조 도구로서 새로운 기록 형식을 개발하였다.

Applies 1. Organization

Applies 2. QA Program

N/A 3. Design Control

Applies 4. Procurement Document Control

Applies 5. Instructions, Procedures, Drawings

Applies 6. Document Control

Limited 7. Control of Purchased Materials, Equipment, and Services

Limited(samples only) 8.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Materials, Parts, and Components

N/A 9. Control of Special Processes

N/A 10. Inspection

N/A 11. Test Control

Applies 12. Control of Measuring and Test Equipment(M&TE)

Limited(samples only) 13. Handling, Storage, and Shipping

N/A 14. Inspection, Test and Operating Status

N/A 15. Nonconforming Materials, Parts or Components

Applies 16. Corrective Action

Applies 17. QA Records

Applies 18. Audits

표 부록 에 제시된 품질보증 원칙 재검토7.2.1 10CFR50 B

현재 초기 연구 단계인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서는 원자력 시설의

상용화에 적용되는 에 규정된 모든 항목들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10CFR50 .

참여 연구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원칙에 충실한 품질보증 체계 개발T2R3

을 위해서는 그림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가지 품질보증 원칙을 재편하7.2.24 18

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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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처분 연구에 맞게 수정된 품질보증 원칙7.2.24

그림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부록 에는 설계 관련 규제 운영 등의7.2.24 10CFR50 B ,

초기 단계 처분 연구와는 무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품질보증 원칙들이 많

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정의한 품질보증 대상인 연구 업무.

들에 적용하기 위해 전술한 다섯 가지 연구 업무 제 단계에 맞춰 품질보증 원칙을

재구성하였다 먼저 연구 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서 연구 계획 수립과 인력 관.

리와 관련된 품질보증 원칙이 요구되면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구매 연구 수행 절, ,

차 기기 샘플 소프트웨어 컨트롤 과학적 조사 평가 조사 컨트롤이 필요하며 문, , , , , ,

서화를 위해서는 문서 컨트롤이 내외부 검토를 위해서는 수정 관련 행위 기, , QA

록 검토 관련 품질보증 원칙들이 요구된다, .

세부적인 품질보증 원칙 및 이에 따른 도출을 위해 부록 에 규정QAP 10CFR50 B

된 제반 사항들을 처분 연구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림 는 조직과. 7.2.25

관련된 원칙이 어떻게 수정되었는가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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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에 수록된 기관 관련 원칙들의 수7.2.25 10CFR50 B

정사항

이와 같이 에서 규정된 원자력 시설 관련 품질보증 원칙들은 초기 단계인10CFR50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맞게 모두 수정되었다.

현재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품질 체계에서는 품질보증 업무

의 절차 및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한다 이러한 품질보증 업무의 절차를.

라고 하고 이를 기록하여 남기는 서류나 문서의 형태를 또는 품질QAP QAP form

보증 절차서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들의 종류와 각각의 제목은 다음의. QAP

표 와 같다 실질적인 품질보증 업무에서는 를 중심으로 한 품질보증 절차7.2.2 . QAP

서의 작성 승인 보존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웹기반 워크 플로우, , .

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품질보증시스템도 품질보증 절차서를 중심으로 개

발되었다 품질보증 절차서 이외에도 세부 연구 결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안전성 평.

가 결과들을 보존하기 위해 품질보증 절차서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사용하는 주요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및 세부 실험별로 각 프로그램들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서를

개발하였는바 이 중 성능 평가와 관련된 프로그램 실행 기록서를 살펴보면,

등 여섯 가지 프로ABAQUS, Connectflow, MASCOT-K, 3DEC, FLAC3D, UDEC

그램에 대한 기록양식들이 개발되었으며 이 밖에도 각 실험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양식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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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Name
Associated

Procedure

Work Planning Document Template QAP 1-2

Qualification and Training Form QAP 2-1

Individual's Training Records Archival Form QAP 2-1

Receipt Inspection QAP 4-1

Procedure Approval Form QAP 5-1

Document Review and Comment Form QAP 6-1

Controlled Document Distribution/Recall Form QAP 6-2

Calibration Request Form QAP 12-1

Calibration Check Sheet QAP 12-1

Equipment Inventory and Calibration Schedule QAP 12-1

Corrective Action Request QAP 16-1

Corrective Action Plan QAP 16-1

Corrective Action Verification QAP 16-1

Records Submittal Form QAP 17-1

Record Deficiency and Justification Form QAP 17-1

Requirements Document Review Criteria Checklist QAP 19-1

Verification Validation Plan Reviewer's Criteria

Checklist
QAP 19-1

Design Document Reviewer's Criteria Checklist QAP 19-1

Implementation Document Reviewer's Criteria

Checklist
QAP 19-1

User's Manual Reviewer's Criteria Checklist QAP 19-1

Validation Document Reviewer's Criteria Checklist QAP 19-1

Software Installation and Checkout Form QAP 19-1

Change Control Form QAP 19-1

Software Problem Report and Evaluation Form QAP 19-1

Chain-of-Custody Form QAP 20-2

표 개발된 및 번호 목록7.2.2 QAP

나 웹기반 품질보증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발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적합한

원칙 및 체계를 이용하여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QA QAP

기반 품질보증 체계를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원칙들.

이 도출되었다.

모든 관련 문서는 세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리된다(1) QA .

사용자는 시스템 관리자 세부 프로젝트 생성자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며 각 사(2) , ,

용자 계층에 따라 프로그램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문서는 모두 기록되며 수정을 요할 시에는 기존 생성된(3)

문서를 이용하여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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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서들은 검토 승인 후 검토자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4) .

프로젝트 관련 문서 생산 및 전달을 위해서는 널리 적용되고 있는 워크 플로우(5)

개념을 이용한다(Workflow)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웹기반 프로그램이 설계 개발되었다.

웹기반 품질보증 업무 기본 구성(1)

웹을 기반으로 하는 품질보증 업무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오프라인

기반의 품질보증 업무 자체를 온라인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현재 수행되는 모든 문서화 작업들을 프로세스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문,

서화 체계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품질보증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웹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웹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은 여타의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 /

이 가지는 별도의 모듈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단지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S/W

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버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해당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환경을 벗어나서 거리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 가. LAN

지 이점들이 있다 다만 서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인터넷이 가진 익명성과 개방.

성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보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적인 웹사이트가 아니라 보안이 중시되고 비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러,

한 문제들이 대두된다.

앞서 살펴본 기본적인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자료의 품질보증의 과정에 따라 웹

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개념도를 도출하면 그림 과 같7.2.2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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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웹기반 품질보증 업무 절차 개념도7.2.26

품질보증 절차와 관련된 문서들은 과 파일을 이용하여 하이퍼텍스트로HTML pdf

연결되어 있고 관련 폼 및 메모를 위한 저장고 가 있으며 이 밖에 안전, (repository) ,

성 평가 관련 응용 프로그램들은 필요시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특히 중요한 품질보증 절차서. (QAP 1-1, QAP 1-2, , QAP…

실행 데이터 및 프로그램 실행 결과서 들은 웹 기반 양식을 통해서 자료의20-2),

입력 수정 저장 검색이 가능하고 담당자간의 업무 프로세스는 워크 플로우에 의, , , ,

해서 자동으로 업무가 전송되고 처리되어 및 에 저장하도록 하여 이DB repository

미 실행이 끝나거나 처리된 결과에 대해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은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워크 플로우 엔진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Application ,

서 업무를 처리하고 워크 플로우 엔진과의 연동을 담당한다 그 외에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할당 규칙을 변경하고 워크 플로우와 관련 를 관리하며 업무, history

수행 관련 통계 자료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Super Admin, Admin,

로 사용자를 분류하여 체제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관리는User , Password Super

이 연구 활동에 필요한 프로젝트 생성은 만이 해당 폼 작성 및Admin , Admin ,

는 각 등이 하도록 설계하여 문서 생산에서의 계획성을 보장하고 작성된View User

문서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워크 플로우를 적용한 품질보증시스템 구조(2)

워크 플로우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위 업무를 일련의 프로세스로 간

주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업무들을 모두 프로세스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주제인 방사성폐기물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 자체를 프로세스화 함으로써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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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플로우의 구조에 맞추고 이를 프로그램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품

질보증 업무 전체 중에서 품질보증 절차서들의 흐름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품질보증 업무의 진행은 최초 기안자가 기 개발된 문서 형식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

성하고 이를 확인자나 결재자에게 송부하여 수정 지시나 결재를 받는 형식으로 진

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확인 진행 과정 또는 피드백 과정은 모두 직접. ,

전달하거나 메일 이용을 통해 가능하다 만일 결재자가 문서의 수정을 요청하면 최.

초 작성자만이 기존 생성된 문서를 이용하여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 자에 의3

한 기록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품질보증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 이와 같은 문서 작성 승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명이라는 절차를7.2.27 . ,

통해 문서 작성 승인을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서명은 미리 저장되어,

간단한 클릭에 의해 문서에 기록되도록 설계되었다 품질보증시스템 내 입력된 정.

보는 각 프로젝트 별로 생성된 문건 등이 에 저장되며 저장된 내용은 프repository ,

로그램 내 프로젝트 리스트 화면을 클릭하면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생성자 각, (

성명 최초 프로젝트 생성일 최근 프로젝트 수정일 프로젝트에 관한 간단Admin) , , ,

한 설명 등이 화면에 나타난다 일단 생성된 프로젝트는 기록 보존을 위해 원칙적.

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나 부득이 한 경우 의 권한으로 삭제 가능하도, Super Admin

록 하였다 은 별도로 고안된 문서 번호 체계에 따라 해당 의. Super Admin Admin

요청 시 문서 번호를 생성하여 에게 등으로 통보하면 해당 에Admin E-mail , Admin

게 이 프로젝트 명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해당 프로젝트 참여자 들을(User)

결정하여 그들만이 특정 프로젝트 내 사용될 문서들을 기록 수정할 수 있게 한다, .

그림 품질보증 절차서 작성 과정 도식도7.2.27

이와 같이 품질 업무 절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들을 프로세스화하여 업무의 절

차를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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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현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수동적으로 수행되

는 방식들을 자동화하고 그 외 추가적인 업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웹 기반 워크

플로우 시스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모든 품질보증 업무 관련 문서나 품질보증 절차서는 진행된 프로젝트 폴더에 저-

장되어 사후 관리 검색이 용이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 업무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나 품질보증 절차서 등은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웹을 통하여 직접 입력 수정 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 절차서의 최초 작성자는 절차서 작성 시에 결재나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결정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임의로 차기 담당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

한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재 방식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할당되는 작업 완료 후에 차기 담당자나 결재자에게-

업무를 진행 또는 인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초에 품질보증 절차서를 작성한 외에도 도중에 확인이나 점검하는 자가 수정이-

나 추가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전의 확인자나 최초 작성자에게 자

동으로 통지가 가능해야 하며 최초 작성자만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시스템은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 각자의 권한을 부여하며 각자가 해야 할 업무에- ,

대해서도 자동 통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허가된 사용자들에 한해서만 내용이 통지되고 허가-

된 사용자라도 각자의 권한에 따라 허가되는 업무의 종류나 빈도가 제한되어야

한다.

상기 개념을 근간으로 워크 플로우 엔진이 가져야 하는 기능들은 사용자의 권한 설

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업무를 할당 및 부여하고 업무의 우선순,

위를 파악하며 이를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성된 품질보, .

증 절차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의 부당한 접근 또한 막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개념을 도식화하면 그림.

과 같다7.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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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웹기반 품질보증시스템 전체 구성도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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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 워크 플로우 품질보증 절차서(3)

앞서 기술되었던 품질보증 절차서는 나 와 같은 파일의 형태로 작성되고 있doc pdf

다 이러한 파일의 형태로 절차서를 보관하는 것도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것만으로.

도 원활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차후에 필요한 파일을 찾아.

본다거나 원하는 부분을 발췌하기 위해서는 절차서의 내용을 문서 형태의 파일로

보존하는 방식보다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워크 플로우를 기반으로 하는 웹사이트 형

태의 품질보증시스템이고 그 토대가 데이터베이스이므로 현재 문서 파일 형태로 작

성이 되고 모든 품질보증 절차서의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 작성되도록 하였다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 웹을 토대로 하였으므로 작성.

하는 절차서는 문서 파일의 형태에서 즉 일반적인 웹 페이지의 형식으로 바html,

꾸고 사용자는 해당 난에 알맞은 내용을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될 품질보증 절차서는 현재 원자력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업무에

따라서 가지로 대분류되어 그 아래에 품질보증 절차서들을 저장하고 해당 업무 발6

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절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 표,

에 요약된 바와 같다7.2.3 .

개발된 품질보증 절차서들은 상위 개념인 프로젝트가 설정되어야 비로소 작성될 수

있다 따라서 품질보증 절차서 작성 시에는 기존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작성을 하든.

지 혹은 신규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그 프로젝트 내부 폴더에서 작성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자료들은 차후에 수정이나 추가될 수 있고 검색 기능을,

통하여 쉽게 관련 자료들을 추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는 문서 형태의 품질보증 절차서 와 웹 페이지 형태로 다시 만7.2.29 (pdf form)

들어진 품질보증시스템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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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d

Procedure
Form Name

Form

Name

일반적 업무

시작 전 계획

단계에서 작성할

Work control

용 form

Work planning Document Template form0102a

Qualification and Training Form form0201a

Individual's Training Records Archival Form form0201b

Receipt Inspection form0401a

Procedure Approval Form form0501a

문서 및Review

중앙 집중식

관리용

Document Review and Comment Form : DRC form0601a

Controlled Document Distribution/Recall Form form0602a

Records Submittal Form form1701a

Record Deficiency and Justification Form form1701b

실험 장비 외부

검교정용

Calibration Request Form form1201a

Calibration Check Sheet form1201b

Measuring and Test Equipment Inventory and

Calibration Schedule
form1201c

업무 내외부/QA

용Audit

Complete form

세트

Corrective Action Request form1601a

Corrective Action Plan form1601b

Corrective Action Verification form1601c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및 활용

Requirements Document Review Criteria Checklist form1901a

Verification Validation Plan Reviewer's Criteria

Checklist
form1901b

Design Document Reviewer's Criteria Checklist form1901c

Implementation Document Reviewer's Criteria

Checklist
form1901d

User's Manual Reviewer's Criteria Checklist form1901e

Validation Document Reviewer's Criteria Checklist form1901f

Software Installation and Checkout Form form1901g

Change Control Form form1901h

Software Problem Report and Evaluation Form form1901i

자산 현황

파악용
Chain of Custody Form form2001a

표 역무별 관련 품질보증 절차서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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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및 웹형식 으로 작성된 품질보증 절차서7.2.29 PDF(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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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플로우를 이용한 품질보증시스템 구축(4)

전술된 워크 플로우의 인터페이스 개념에 따라서 웹 기반 품질보증시스템은 프로세

스 정의 도구, workflow system engine, worklist handler & user interface,

및 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세스 정의 도구는 업무 흐름application, database client .

을 워크 플로우 상에서 정의하는 기능으로 프로세스 정의 언어 객체 관계 모델 스, ,

크립트 등으로서 구성된다 기본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웹을 기반으로.

한 워크 플로우 시스템이므로 워크 플로우 엔진의 구조들은 Visual Basic Script,

등의 인터넷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여 작성되고 기존의 문서JAVA ,

및 파일화되어 있던 품질보증 자료들을 화하여 작성된 워크 플로우 엔진과Database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연동에 의한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였다 워크 플로우 엔진.

과 의 조합은 복잡한 업무에 있어서 명확한 설계와 효과적인 관리를 제공하DBMS

는데 특히 엔진은 업무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로직으로서 조건에 따른 업무의 분

배 분기 업무 전달 확인 및 저장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

그림 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웹 기반 품질보증 프로그램의 시스템의 초기 화7.2.30

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본 시스템에서 실제로 워크 플로우가 진행되는 과정은 주.

로 품질보증 절차서와 실험 데이터 및 프로그램 실행 결과서의 흐름을 통해서 구현

된다 그림 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초기 접속 화면으로 품질보증 워. 7.2.30

크 플로우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자들의 인증을 받는 화면이다 원칙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연구소 내의 허가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적으로 만들어진 시

스템이기 때문에 와 그에 해당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였ID

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웹이 가지는 개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적으

로 사용자들 각자에게 유일한 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이를 통해 시스템 내부에ID

접근하도록 하고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에 한해 접근을 제한하고 중요한 자료나 결

과에 대한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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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품질보증시스템 초기 화면7.2.30

그림 은 로그인 과정을 통과한 후 처음 시스템의 내부에 접속하였을 때 나타7.2.31

나는 화면이다 사용자가 로그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시스템은 접속한 사용자의 권.

한이나 설정 등을 파악하여 사용자를 인식한 후에 최초로 부분에는QAP Overview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품질보증 업무의 간단한 예와 해당하는 폼 및 절차서 양

식 등을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제공한다 새로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문서 형태의 파.

일에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서 파일이 필요한 사용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링크를 통하여 폼들을 보여준다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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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로그인 후 시스템 내부 접속 화면7.2.31

그림 는 초기 화면 후에 화면 상단 메뉴의 를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7.2.32 My Work

화면이다 기본적으로 워크 플로우의 의 형태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로그인. Worklist

과정에서 확인된 사용자의 담당 업무와 현재 업무의 진행 상태 그리고 새로운 업,

무의 내용들이 나열된다 사용자는 이러한 업무의 목록들과 새로 도착한 업무들을.

바탕으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고 부가적으로 메시지의 기,

능을 추가하여 사용자들 간의 간단한 대화 기능 또한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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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및 관련 화면7.2.32 Worklist Message Ⅰ

그림 은 현재 에 나타난 업무 목록 중에서 새로 도착한 업무 하나를7.2.33 Worklist

클릭하였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다 현재의 사용자에게 업무가 도착하기 전에 해당.

업무를 해결했던 사용자의 아이디 또는 이름이 표시되고 해당하는 폼의 명칭을 제

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 등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업무 내용을 파.

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화면에서 부분의 해당 폼 이름을 클릭하면. Form View ,

이전에 작성되었던 폼을 현재의 화면으로 가져와서 에서 바로 해당 업무의Worklist

수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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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및 관련 화면7.2.33 Worklist Message Ⅱ

그림 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상단의 메뉴 중 를 선택7.2.34 Project

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다 모든 관련 들은 특정 프로젝트의 하위 개념. QAP Form

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없이 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Form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이미 진행된 프로젝트를 선택하거.

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그 하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생.

성 시에는 프로젝트의 명칭 및 해당 프로젝트의 세부사항들을 입력하고 사용할,

들을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이렇게 정해진 들 내에서 해당 프로Form . Form

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프로젝트에 필요한 들이나 세부사, Form

항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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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 화면 및 프로젝트 화면7.2.34 (a) lis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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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는 현재까지 개발된 품질보증 절차서 목록이다7.2.35 .

그림 개발된 목록7.2.35 QAP Form

그림 은 와 관련된 개 이상의 중에서 자격 및 훈련7.2.36 QAP 30 Form (Qualification

에 해당하는 의 일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폼들은 일반and training) QAP 2-1 .

적인 파일의 형태로 전송될 수도 있지만 현재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는 원칙

적으로 폼의 내용이나 양식들의 구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들은 한번 작성

된 폼에 대해서도 색인이 가능하다 그림 은 가지 분류 중 문서 및. 7.2.37 6 Preview

중앙 집중 관리용 의 제어된 문서 배포 및 회수 업무와 관련된 절차서를 도시form

한 것으로 그림 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7.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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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웹 기반 품질보증 절차서 양식7.2.36 (QAP 2-1 Qualification and Training)

그림 웹기반 품질보증 절차서 양식7.2.37

(QAP 6-2, Controlled Document Distribution and Recal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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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개발된 일부 들을 도시한 것이다7.2.38~7.2.41 QAP .

그림 외부 검교정용 중 교정 요청7.2.38 Form

관련 절차서(QAP 12-1)

그림 업무 내외부 용 절차서7.2.39 /QA Audit (QAP 16-1)



- 521 -

그림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및 활용 절차서7.2.40 (QAP 19-1)

그림 자산 이동 현황 파악용 절차서7.2.41 (QAP 20-01a)

그림 는 에서의 의 예를 캡처한 화면이다7.2.42 Program Run List ABAQUS . QAP

에서와 마찬가지 방법의 입력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을 저장한다Form . QAP

이나 의 입력 후 또는 확인 후에는 상위 결재자에게Form Program Run List Form

을 재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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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로그램 수행 결과물 기록서 화면7.2.42 ABAQUS

그림 은 중에서7.2.43~7.2.47 Program Run List Connectflow, MASCOT-K, 3DEC,

에 해당하는 의 형태를 도시한 것이다RLAC3D, UDEC form .

그림 실행 기록서7.2.43 Connect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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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행 기록서7.2.44 MASCOT-K

그림 실행 기록서7.2.45 3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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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실행 기록서7.2.46 FLAC3D

그림 실행 기록서7.2.47 UDEC

워크 플로우에서 문서나 업무가 이관될 때 관련 담당자들이 확인 서명을 위해서 서

명 위치에 본인의 서명을 사전에 입력해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림.

은 의 작성자 및 검토자가 확인한 결과이다7.2.48 QA Form .



- 525 -

그림 사용자 및 승인자 서명 예시도7.2.48

그림 는 품질보증 업무 수행에 표준으로 사용되어 시스템 내에서 전반적인 업7.2.49

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Glossary, Organization, RAM

등에 관한 화면을 나타낸다(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 .

관련 화면(a) 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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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업무 관련 조직도(b)

그림 및 품질보증 업무 관련 조직도7.2.49 Glossary

그림 은 시스템 내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등록하는 화면이다 사용7.2.50 .

자 등록은 관리자용 툴의 일부로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무분별한 사용자의 등록을 막도록 하였다 그리고 표 와 같이. 7.2.4

사용자를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사용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였다3 .

그림 사용자 등록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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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QA 사용자 권한

관리자 (Admin)

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번호 및- PL

을 생성하고 해당 사용자들이 접근하도록 권한 부여Form

작성된 관련 관리- Form DB

프로젝트 관리자

(Project Leader

: PL)

에 의해 생성된 특정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및- Admin Form

생성 요청User

들이 송부한 에 관한 승인 및 불승인시 의견을- User Form

로 전달Message

작업자 (User) 에서 부여받은 업무 관련 의 생성 및 수정 삭제- PL Form

표 사용자 권한7.2.4

5. Documentation

기능은 기존의 에서 품질보증 절차를 거쳐서 최종 기록Documentation CYPRUS ,

저장된 자료들 중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들만을 선택 취합하여 독립된 문서로 편집,

출력하기 위한 기능이다 그림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7.2.51 PAID documentation,

등 총FEP documentation, Assessment documentation, Scenario documentation 4

개의 으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Documentation .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Documentation .

그림 초기 화면 구성7.2.51 Documentation

가. PAID Documentation

그림 는 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와 같은 초기화7.2.52 PAID Documentation . (a)

면에서 제목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검색창 이 나온다 이를 활용하+ PAID (b) .

여 사용자가 원하는 분류를 결정하면 목록이 검색 되며 이들 목록 중 사용data (c) ,

자가 원하는 항목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에 해당 가 추가Documentation data (d)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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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작성 방법7.2.52 PAID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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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EP Documentation

그림 은 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와 같은 초기화면7.2.53 FEP Documentation . (a)

에서 제목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목록 이 나오는데 이러한 기존 목+ FEP (b)

록 중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에 해당Documentation FEP

이 추가 된다 이는 기존의 과 동일한 인터페이스이다. PAID Documentation . FEP

에서는 최종 작성된 문서내의 이나 관련 를 클릭할 경우 세documentation FEP RES

부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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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작성 방법7.2.53 FEP documentation

다. Assessment Documentation

은 그림 와 같이 부분이 콤보박스로 구현Assessment Documentation 7.2.54 Scenario

되어 현재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모든 평가 대상 시나리오의 목록 중에 한 개를 선

택할 수 있다 또한 를 클릭하면 현재 문서상에 첨부된 결과 파. Import Image QA…

일 중에 확장자가 인 파일의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클릭하여 해당 결과jpg

그래프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수적으로 간단한 평가의견을 첨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완성된 을 보면 관련 나 를 볼 수 있는. Documentation RES SCENARIO

링크를 제공한다.

그림 입력 창7.2.54 Assessment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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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cenario Documentation

전술한 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코멘트를 입assessment documentation

력하면 해당 시나리오와 연관 있는 와 시나리오의 순서를 모두 볼 수 있AC, AMF

다.

그림 입력 창 및 최종 삽입된7.2.55 Assessment document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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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결 론3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분장 건설 운영 폐쇄에 따른 안전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화되고 투명

한 관리체계의 수립이 요구되며 이는 곧 품질보증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함으로 가,

능하다 본 연구는 품질보증 절차서를 국내 연구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이를 웹 기.

반 워크 플로우의 형태로 구현하여 사용자들 상호간에 업무 성과물들이 원활하게

통재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보다 객관화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서 구축된 품질보증 체계를 토대로 개념에 입각하여 웹 기T2R3

반 품질보증 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FEP(Features, Events and

과 평가 코드 등Processes)/Scenario/AC/AMF System PA Database, QA System,

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를 구축하였으며 그 기대성과CYPRUS ,

는 아래와 같다.

기존의 품질보증 체계가 웹 기반으로 구현됨으로써 관련 연구원들이 보다 쉽고1) ,

투명하게 접근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성능 평가 관련 자료 생산 플로우에 따라서 입력 자료 생산이 체계적으로 수행2)

가능하다.

생산된 결과물에 대한 승인 불승인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자료의 신뢰성이 향상3) ,

된다.

워크 플로우의 수립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조직과 정보 시스템을 통합4)

하여 조직 구성원 및 내 외부와의 협업을 원활하게 한다.•

처분장의 설계 안전성 평가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절차에 품질보증 개념5) , ,

을 접목시켜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안전

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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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8

제 장에서 서술된 는 년까지 수행된 처분 종합 성능평가의 단계 연1 RFP 2004-2006 3

구 수행의 지침이 되었다 과제의 최종 목표인 한국형 처분시스템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와 차기 단계에서 수행될 핵연료주기 관련 처분 안전 해석과 관련해 한AFCI

국원자력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항목을 설정하고 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

해 노력하였다 특히 고유 기술 확립을 위해 처분 종합 성능평가 기술 전 분야 중.

선별된 분야에 대해서는 금번 단계 종료 후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였다.

다음은 장에서 전술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팀에서 설정한 세1

부 연구 분야를 기술한 것이다.

기술명
단계 시작 전 기술

수준

단계 종료 후 기술

수준

시나리오 개발FEP/ 세계 수준 80% 세계 수준 100%

평가 코드 개발 세계 수준 70% 세계 수준 90%

성능 평가 세계 수준 80% 세계 수준 100%

생태계 평가 세계 수준 80% 세계 수준 100%

지하수 유동 경로 평가 세계 수준 75% 세계 수준 100%

데이터 관리 및 품질보증 체계 개발 세계 수준 75% 세계 수준 100%

결과 가시화 세계 수준 30% 세계 수준 70%

표 처분 종합 성능평가 기술 수준 비교8.1.1

구체적으로 처분 종합 성능평가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 성과를 구축하였다.

단계 리스트를 보완하여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다양한 들1/2 KAERI FEP FEP

을 선정하였다 특히 개발을 위해 스웨덴 및. KAERI FEP Encyclopedia SR-97

최근 연구 현황 미국 연구에 대한 종합 보고서와SR-CAN , WIPP FEP YMP FEP

개발 보고서 및 일본 연구 결과들을 심층 검토하고 이를 통한 보강 연구H-12 FEP

결과 총 개의 을 수용하는 을 개발하였다381 FEP KAERI Encyclopedia version 1.0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차기 단계에서 수행될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평가를 통

해 신뢰성이 증진되도록 제안되었다 단계 연구에서 개발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2

그룹끼리 묶어 을 도출한 다음 이를 행렬의 로 활용하여 물리적 방IFEP RES ODE

벽을 의미하는 와의 상호 반응 규명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론을 개발한 바 있는LDE

데 이는 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유력한 방법으Bottom-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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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이러한 방법과 정반대로 일본의 는 방식의 시나리오. JAEA Top-down

도출을 시도하고 있는바 개별 사건 연결을 통해 전체 시나리오 도출을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방법론의 우수성을 강조할 수 있다 각 요소들은 각각 해당KAERI . RES

되는 다수의 들을 가리키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프로그램 상에FEP FEAS

서 특정 요소를 클릭할 경우 이와 관련된 들이 모두 도시되도록 하였다RES FEP .

전술한 체계적 인 접근 방법을 위해 각 행렬 요소마다 평가 개요 평가 방법론 흐“ ” ,

름도 등이 도출되어 일반인들이 규제 전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구진이 특정 시

나리오를 평가하려는지 계획 단계서부터 쉽게 파악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적용한 바

이는 현재 연구진이 채택하고 있는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외부 검토(Planning)

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념에 입각한 철저한 품질보증이 가능(External Audit) T2R3

케 하였다 들간 혹은 요소간의 연결 현황이 프로그램에서 일목요. FEP RES FEAS

연하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일부 요소의 경우 해당 들의 수가 많아 각. RES FEP

들간의 연결 항목이 방법 적용상 자세히 표현되지 못하는 일부 단점이 있FEP RES

어 차기 연구 단계에서는 요소 내에서의 상호 반응은RES PID(Process Influence

방법론에 의해 보다 자세하게 표현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예정이다Diagram) .

대각 요소들의 상호 반응의 연결을 통해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RES .

먼저 지하수가 처분장으로 침투해 처분 용기를 부식시키고 방사성 핵종을 유출시키

며 유출된 방사성폐기물이 용기 벤토나이트 완충재, , EDZ(Excavated Disturbed

천연 방벽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태계로 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Zone),

표현하는 기능을 프로그램에서 도입하고 이를 이용해 먼저 연FEAS Sub-scenario

결용 프로그램이 개발하였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론을 확장해 전체 시나리.

오의 연결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처분 종합 성능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무엇을 대상으로 이러한 평가가 이

루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향후 사업화 및 관련 인허가를 위해서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이 모두 기록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였다.

단계에서 개발된 성능 향상을 위해 이산화우라늄 집합체와 다음1/2 MASCOT-K

단계 연구에서 다루게 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고화체의 용출 현상을 다루는 조화

유출 모듈을 개선해 무한대 붕괴 사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향상하고

이를 이용해 공학적 방벽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등. 4N, 4N+1

초우란계열 원소 들의 유출률이 사용후핵연료의 를(Transuranic Element: TRU) 96%

차지하는 이산화우라늄 집합체에 의해 결정 된다는 사실로부터 무한대 붕(Control)

괴 사슬에 대한 조화 유출 현상을 기술하는 수식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공학적 방벽의 평가 결과 핵종에 대해MASCOT-K . 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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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내에서 고려 중인 칼슘 벤토나이트가 의 이동의 지연시키는 효과가 탁TRU

월함을 정량적으로 증명하였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에 대해서는 기존의 벤토나이트 방벽이 핵종 지연 기능을 수행하지I-129

못함을 다시 한 번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의 비교를.

통한 코드 개발 검증 작업을 완료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심지층 처분 환경은.

나 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은 차원 환경이 아니라 공학적 방MASCOT-K AMBER 1

벽에서 단열로의 이동과 같이 때로는 물질 이동 면적 이 급격(Mass Transfer Area)

하게 변화하는 명실상부한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천연 방벽은 단일.

단열로 표현될 수 없고 일련의 단열망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Fracture Network)

한 단열망 내 개개의 단열들은 주변 암반으로 확산 통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환.

경 특성상 처분장은 연안에 위치한 산악 지형에 위치할 개연성이 있으며 설령 평야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지하 매질 내 지하수 유동은 지표 지형의 굴곡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코드들이 대부분 구획 모델. (Compartment

개념에 의거하거나 물리적 시공간적 좌표에서의 유동을 표현하는 경우 자연Model)

재해 사건과 같은 돌발사건 에 관해 해석할 수 없는 프(Discrete Event) MASCOT

로그램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차원 환경에서 지하수 및 방사성 핵종 이동3

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년간의 연구 기간 동안 코드 차 개발을 수행하였3 MDPSA 1

다 기술적으로 코드 개발은 총 년 동안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먼저 차년도에. 3 . 1

는 정상 상태 에서 지하수 및 방사성 핵종의 유동 및 천이적 상태에서(Steady-state)

에서 방사성 핵종의 유동을 다공암반(Transient-state) (Equivalent Porous Medium:

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기존의 상용 코드들이EPM) . Connectflow

개념을 이용해 지하수 유동을 평가하고 도출된 지하수 을 통streamline streamline

해 핵종이 이동한다는 개념을 지향하고 실제 자연에서 발생하는 바와 같이 방사성

핵종은 이류 와 분산 을 통해 이동한다는 개념을 채택하였다(Advection) (Dispersion) .

이를 위해 다시 유속이 지하수 유동 평가를 통해 평가되어 방사성 핵종 이동의 유

동 속도록 활용되었다 이번 단계 개발에는 가 적용. CVM(Control Volume Method)

되었는데 은 코드 개발이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수치계산을 위한 요소CVM

의 불규칙성을 허용하지 못해 지표 지형 상의 표고차를 반영하는데 문제(Element)

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차년도 연구에서 요소를 활성 요소 와 비. 2 (Active Element)

활성 요소 로 구분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일부 해소되었으나 궁극(Inactive Element)

적으로는 지역좌표계 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성능 향상은 차(Local Coordinate)

기 연구 단계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차 년도에는 차년도 연구 결과를 확장해 천. 2 1

이적인 지하수 유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코드를 확장 개발하였다 또한 국MDP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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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단열 암반을 모사하기 위해 단열망 개념을 도입하였다 단열망은 다공암반망과.

혼재되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혼재로 인해 수학적으로 관련 행렬은 조밀화 되

지 못하게 되어 수치 해석상 문제점과 상대적으로 긴 해석 시간을 요하게(Sparse)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대신 행렬 해석 방법을 도입. Direct solver PCCG

해 해석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다공 매질과 단열 매질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두 매질간의 물질 전달 계수 를 어떻게 설정하는(Mass Transfer Coefficient)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두 매질을 각각의 독립적인.

계산 영역으로 놓고 계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인 압력과 플럭스를 비교하고 수렴하

지 않은 경우 다시 오차반복법 을 이용 경계면에서의 두 자유도(Trial and Error)

값이 수렴할 경우까지 반복 평가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법과(Degree of Freedom)

확률론적 방법을 함께 적용하기에는 현재의 컴퓨터 용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

기회로 해석에서 이용하는 전기 저항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전기 저항 개.

념 적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연결된 단열들의 종합적인 저항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

이다 현재의 지식으로는 모든 경우를 만족하는 저항 개념 개발이 불가능한 바.

코드 개발에서는 가지 다른 전기 저항 개념을 도입해 코드 사용자가 상MDPSA 3

황에 따라 적절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드를 이용해 자연. MDPSA

재해 사건으로 수반되는 단층 재활성화 평가 등 지금까지 를 이용 평MASCOT-K

가가 불가능했던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차기 단계에서 지속적인 개.

발을 통해 는 해수 침투 및 지화학 영향 등 를 평가할 수 있도록MDPSA THMCRG

관련 이론 조사 등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은 를 이용한 단열망. 8.1.1 MDPSA

해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를 이용한 단열 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 해석 결과 예시도8.1.1 MDPSA

체계적인 종합 성능평가를 위해 대상 시나리오군을 도출하고 년 동안 종200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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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성능 평가를 수행함 기준 시나리오군 및 공학적 방벽 성능상실 자연 재해,

및 민감도 시나리오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군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한국형 처분

개념 의 건전성을 규명하였다 먼저 기준 시나리오로서 시나리오를 도(KRS) . R1, R2

출하였는바 시나리오는 처분용기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이 공학적 방벽과R1

단열 암반을 거쳐 를 통해 최종적으로MWCF(Major Water Conducting Feature)

생태계에 도달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단열 암반을 통과한 방. R2

사성 핵종이 로 진입하지 못하고 소규모 우물을 통해 선량 집단으로 이동하MWCF

여 음용수 및 관개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와 같은 기준 시나리오.

외에 초기 용기 파손 등 공학적 방벽 기능상실 시나리오군 빙하기 도래 등 자연재,

해 시나리오군 등과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군 등 백 여 가지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1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일본 가 연구에서 개 미만의 시나리오를 평가한JNC H-12 40

것보다 훨씬 다양한 시나리오를 평가하도록 해 개념의 건전성이 보다 다양하KRS

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확률론적 평가를 통해 주요 인자들을 도출해 차.

기 단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자 값들이 우선적으로 도출되도록 하였다 표 는. 8.1.2

금번 단계 평가 대상 시나리오들을 열거한 목록이다.

전체

번호
분류기준 분류번호 특징

1 R1

자연 유출 단열 용기 수명 년 단열( MDD=1cm 1000

길이 미터 길이 미터 한국형100 MWCF 800 DCF

IRF 10%)

2 R2 소규모 우물 유출
3 YS 영서형 자료
4 YD 영동형 자료
5

6

공학적 방벽

손상

7
초기 용기

손상
R1E1 용기 초기 손상100%

8 R2E1 상동
9 벤토나이트 R1E2F 벤토나이트 흡착능 완전 손상
10 R2E2F 상동
11 R1E2H 벤토나이트 흡착능 반감 손상
12 R2E2H 상동

13 EDZ R1E3T

발파로 발생TBM EDZ 30cm :

공극률과 배 증가Surrounding matrix MDD 10

배 증가 속도 배Fracture aperture 10**0.33 10

증가

표 평가 대상 시나리오 목록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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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률과 배 증가Surrounding matrix MDD 10

배 증가 속도 배Fracture aperture 10**0.33 10

증가
14 R2E3T 상동

15 R1E3B

제어 발파로 발생EDZ 1m :

공극률과 배 증가Surrounding matrix MDD 10

배 증가 속도 배Fracture aperture 10**0.33 10

증가

16 R2E3B 상동
자연 재해

17 R1N1 재활성화MWCF fault

18 R1N1YS 영서형 확장fault 10m

NF Detailed

Model

19 R1Q1

20 R2Q1

21 R1Q2

22 R2Q2

23 R1Q3

24 R2Q3

25 R1Q4

26 R2Q4

27 R1Q5

28 R2Q5

29 R1Q6

30 R2Q6

31 R1Q7

32 R2Q7

입력 인자

민감도
33 MDD R1MDD1 5cm MDD

34 R2MDD1 상동
35 R1MDD2 10cm MDD

36 R2MDD2 상동
37 R1MDD3 50 cm MDD

38 R2MDD3 상동
39 R1MDD4 1m MDD

40 R2MDD4 상동
41 용기 수명 R1C1 용기 수명 만년100

42 R2C1 상동
43 R1C2 용기 수명 만년10

44 R2C2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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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평가 결과 예시도 시나리오8.1.2 DCF ( B-2)

단계 연구에서 개발된 개념에 입각하여 처분 연구에 필요한 품질보증 절차2 T2R3

를 확립하고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웹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처분

성능평가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처분 종합 성능평가 입력 자료 데.

이터베이스 와 이러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연결해 에 수록된 각 데이터들(PAID) PAID

의 이력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림 은. 8.1.3

의 초기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CYPRUS .

그림 초기 화면도8.1.3 CYP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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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병행해 방사성 핵종의 지하 매질에서의 이동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2

원 및 차원 만화 영상물을 연구 연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3 (Animation) 2005-2007

발하였으며 지하 처분장의 처분 용기 거치 과정을 보여 주는 가상현실(Virtual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단열 암반에서의 핵종 이동 현상을 알기 쉽Reality) .

게 보여 주기 위해 화강암 판 및 구슬을 이용한 시각화 시스템을 개발해 지하 배

질에서 발생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핵종 및 지하수 유동 현상을 쉽게(Preferential)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처분용기에서의 차원 핵종 이동 모사8.1.4 3

이와 같은 연구결과물들은 현재 수행 중인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활

용되고 있고 년 주 한기에서 수행한 처분장 안전성 사전 예비평가 사업에도2004 ( )

적용된바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 년 처분 종합 성능평가는 과학재단 주관. 2006

연구결과 평가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년 월에는 연구 결. 2006 12

과의 하나인 를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에 상용 수출하였다 이외에도 핵CYPRUS .

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국제 협력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지역 국가 간의 처분

안전성 현안을 토의하는 을 년 창설하는데 주요 멤버로 참여했으며EAForum 2006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연구 기관인 일본 와의JAEA

공동 워크샵을 연례화하여 개최하고 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본격적인 장기 인적2007

교류를 추진해 연구개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와의. IAEA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처분 안전성평가 기술이 동남아 국가들에게 이전되어 각국

의 처분 프로그램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번 단계 연구 결과물의 활용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은 다음 연구 단계에서 핵연료주기 기술이 처분에 미치는pyro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금번 단계에서 개발된 는 년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FEP Encyclopedia 2007

평가에 활용될 예정이며 또한 본격적인 및 등의 보완FEP SR-CAN SR-Site FEP



- 544 -

을 통해 다음 단계에서 으로 보완될 예정이KAERI FEP Encyclopedia version 2.0

다 금번 단계에서 적용된 방법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RES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이러한 방법은 개별 간의 상. FEP

호 반응을 정확하게 기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는 금번 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방법론에 기초를 두되 각 세부적인 들의RES FEP

연결 관계를 표시하는데 보조적으로 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연구 단계PID .

에서 개발된 등의 방법론은 다음 단계에서 활용되어 각 시나리오RES, AC, AMF

별로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를 기술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RES, AC, AMF .

같은 시나리오 관련 기술 결과는 차기 단계에서 개발될 의 문서FEP, CYPRUS +

화 기능을 통해 각 평가 시나리오마다 정형화된 보고서 형태로 출력되도록 개발되

는데 활용될 수 있다.

를 활용한 종합 성능평가는 차기 연구 단계에서도 여전히 종합 성능평MASCOT-K

가의 중추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그 평가 결과는 다음 단계에서는

등을 이용한 평가 결과와 비교되어 처분 안전성에 대한GoldSim Multiple Lines of

를 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평가에서evidence .

상호 반응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인자들이 연간THMCRG .

개인선량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미시적인(Annual Individual Dose; AID)

관점에 집착해 각각의 인자들을 평가하는 방법은 효율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바

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려면 상호 반응이 에 미치. THMCRG AID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 확보가 중요하며 이와 함께 상THMCRG

호 반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상호 반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 초기부. MDPSA THMCRG

터 고안되고 있다 다음 단계 연구에서 단계적인 해수 침투 영향 방사성 붕괴열 영. ,

향 등 각종 상호 반응 요소들을 에 접목함으로서 차세대 종합 안전성 평가MDPSA

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MDPSA .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종합 성능 평가 방법론은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방법론의 로 사용되는데 손색이GPA(Generic Performance Assessment) template

없다 다음 연구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개발된 의 대상으로. GPA template

핵연료 주기 방법론들의 처분에 미치는 영AFCI(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기 환원 반응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의 금속체화에 대한 처분 영향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며 그 뒤를 이어 전기

정련 및 제련 등 나머지 고온 건식 과정 에 대한 처분 영향(refining) (winning) (pyro)

평가를 통해 이러한 개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py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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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년 초 을 이용. 2007 GoldSim

하여 이들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template .

차 연구개발 단계에서 개발된 생태계 평가 은 전통적인3 template well stylized

로서 이를 이용한 생태계 영향 평가는 차기 단계 및 기타 프로젝트에서도template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금번 연구 결과 탄생한 는 경주 처분장. template

생태계 영향 평가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금번 단계에서 축적된 보건복지부.

습생활 관련 데이터 데이터 북들은 다음 단계에서도 계속 사용될 예정이, Bioprota

다.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품질보증시스템은 연구소 내 품질보증실로부터 고준위 방사

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년도 중반에 확인 받2006

았는바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한 연구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이 적극적으로 추

진될 것이다 이와 함께 품질보증시스템을 포함함 종합 처분 안전 해석 정보 시스.

템인 는 년 월 미국 샌디아 연구소로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CYPRUS 2006 12

년 월 프로그램 영문화 과정이 종료되어 샌디아 연구소에 우송되었으며2007 3 2007

년 월 관련 현지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는 가 모든 회원국들에서6 . IAEA CYPRUS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바 향후 적절한 조치를 통해 원자력중장기연구를

통해 개발된 가 국제 사회의 처분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CYPRUS .

이와 같이 는 차기 단계에서 더욱 개발되어 평가 문서화 등이 모두 한 프CYPRUS ,

로그램에서 가능하도록 확장될 예정이다.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주제코드INIS

KAERI/RR-2767/2006

제목 부제/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개발
처분종합성능평가 연구: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황용수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

연 구 자 및 부 서 명
강철형 이연명 한지웅 최종원 한필수 박정화 정미선, , , , , ,

방사성폐기물처분연구부( )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행년 2007

페 이 지 p.545 도 표 있음 없음( O ), ( ) 크 기 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 )
보고서종류

비밀여부 대외비 ( ), 급비밀__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줄내외(15-20 )

리스트를 보완하여 대안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총 개의 다양한 들을KAERI FEP 381 FEP

선정하여 을 개발하였다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그룹끼리KAERI Encyclopedia version 1.0 .

묶어 을 도출한 다음 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IFEP Bottom-up .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론을 확장해 전체 시나리오의 연결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처분 종합성능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인들도 무엇을 대상으로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고 향후 사업화 및 관련

인허가를 위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기록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였다 기.

존의 코드들이 대부분 구획모델 개념에 의거하거나 물리적 시공간적 좌표에서의 유동을

표현하는 경우 자연 재해 사건과 같은 돌발 사건에 관해 해석할 수 없는 프로MASCOT

그램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제 차원 환경의 단열 다공암반에서 지하수 및 방사성3 -

핵종 이동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코드 차 개발을 수행하였다 처분 종합 성능 평MDPSA 1 .

가 시나리오군을 도출하고 종합적인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기준 시나리오군 및 공학적

방벽 성능 상실 자연 재해 및 민감도 시나리오 등 여러가지 대안 시나리오 군들을 도출,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한국형 처분 개념의 건전성을 규명하였다 한국형 생태계.

평가를 위해 표적적인 평가방법을 코드를 이용 개발하고 이와 같은 표준적인AMBER

평가 방법론에 의거해 농경집단 담수 어업집단 및 해수 어업집단에 대해 방법론, ICRP

에 의거 선량 환산인자를 도출하였다 개념에 입각하여 처분 연구에 필요한 품질. T2R3

보증 절차를 확립하고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웹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플랫폼을R&D

확장하여 처분성능평가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명키워드

단어내외(10 )
종합성능평가 품질보증시스템FEP , RES , , M DPSA , AM BER , T2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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