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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천연방벽에서 핵종이동  지연특성에 한 연구 황  연구항목 분석

Ⅱ. 목   요성

  

  본 보고서의 목 은 고 폐기물 처분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스웨덴, 스 스, 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 6개국  OECD/NEA, EU 

등 국제 원자력기구들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재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세계 인 연구동향  추세를 악하여 향후 연구 방향과 추

진 략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핵종이동  지연특성과 련된 다양한 분

야들 에서 요한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들 분야에 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

개발 황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  향후 연구 

망에 해서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새로운 연구내용 개발  연구방향 설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Ⅲ. 내용  범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들에 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

다.

핵종이동  지연특성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미

국, 스웨덴, 스 스, 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 6개국  OECD/NEA와 EU 등 

국제 원자력기구들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간략하

게 기술하고자 한다. 

각국의 연구 황 분석에서 작성될 주요 내용은  1) 연구개발 체계, 2) 안 성평

가 련 개발 황, 3) 주요 연구개발 항목/내용/결과, 4) 연구개발 주요 이슈, 5) 

향후 연구개발 계획  망 등과 같은 5개 을 고려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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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이동  지연특성과 련된 주요 10개 연구분야를 선정하여  세계 인 주

요 연구개발 황  국내의 연구개발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 다. 아울러 

해당 분야에서의 주요 이슈  향후 연구 망에 해서도 간략하게 분석하

다. 

핵종이동  지연특성과 련한 동향분석을 해 다음과 같이 10개 주요 연구 

분야를 선정하 다: 1) 지하수 화학: 화학종  용해도, 2) 이류-분산/혼합, 3) 암

반체 확산, 4) 암반 수착, 5) 단열 충   표면 물 수착, 6) 콜로이드 발생  

이동, 7) 미생물  과정, 8) 가스 형성  용해, 9) 핵종의 장기 거동, 10) 핵종거

동 자연유사연구.

Ⅳ. 연구 결과 

  천연방벽에서 핵종이동  지연특성과 련된 연구동향 조사 결과들을 분석한 결

과, 고 폐기물 처분연구와 련하여 향후 집 되어야 할 주요 연구목표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할 수 있었다. 

규모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실증 연구

안 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소를 한 연구

다양한 Safety Case 개발  평가를 한 연구

  아울러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해 수행해야 할 연구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분

야를 제시하 다.

지하연구시설(URL)에서의 실제 처분 조건에서 균열 암반을 통한 핵종이동 실험 

 모델링 연구

실제 처분 조건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발생  이동에 한 장기 실증 연구

실제 처분 조건에서 암반 확산 상 규명을 한 장기 실증 연구

악티나이드  주요 고  핵종들의 용해도  콜로이드 형성 특성 련 연구

암석  토양 등 복합매질에 한 수착특성 규명  모델링 연구

암반 확산에 의한 핵종이동 지연  확산깊이 측정을 한 연구

콜로이드 이동  향 평가 연구

미생물, 가스, 유기물 등의 거동 특성 이해  핵종이동 향 평가 연구

수착  용해도 등 기존 평가자료의 활용방법 개발 연구

고 폐기물의 처분환경에서 장기거동 특성 이해를 한 자연유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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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활용계획  건의사항

  고 폐기물 처분은 고 핵종의 특성 뿐만아니라 그 나라 고유의 지질조건, 

자연환경, 인문사회조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이에 합당한 연구항목을 설정하

고 연구결과를 체계 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장 합당한 처분기술을 개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결국,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과학기

술  안 성을 다양한 기술자료와 기술실증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 으로써 향후 고

폐기물처분에 한 측 가능한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신뢰도 증진, 나아가 원

자력산업 반에 한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의 주요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재 국내 기술의 치를 악할 수 있

으며, 향후 연구 방향  연구항목의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고 폐기물 처분 사업의 계획 수립  정부의 처분정책수립에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 폐기물 처분에 심 있는 학생, 타분야 문가, 정책수립자, 이해당사자들

에게 자연방벽에서 핵종이동  지연 상에 한 유용한 정보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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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nalysis of the Research Status and Topics on the Radio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in Natural Barrier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The objective of this report are not only to understand the current worldwide 

research trend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current research status of 

developed 6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Sweden, Switzerland, France, 

Japan, and Germany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NEA 

and EU, but also to utilize it in planning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and 

establishing the research strategy. 10 research topics important in the field of 

radio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in natural barriers were selected and their 

research status for home and foreign countries was investigated and described. 

Furthermore, in this report, major issues and future prospect will be briefly 

described through summarizing past research results, resulting in developing 

new research topics, and establishing research direction in the future.     

Ⅲ. Scope and Contents

  This report has mainly focused on the following contents:

Current research status of developed 6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Sweden, Switzerland, France, Japan, and Germany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NEA and EU which are intensively performing 

disposal  researches were investigated and described. 

Current research status for each country was described in terms of following 

5 major respects: 1) R&D structure, 2) R&D status for safety assessment, 3) 



- v -

topics, contents, and results, 4) current issues, 5) future plans and prospects. 

10 research topics important in the field of radio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in natural barriers were selected and their worldwide and 

domestic research status were investigated and described. Besides, major 

issues and future prospects for the selected research topics were also 

analyzed and briefly described. 

The selected 10 research topics in the field of radio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in natural barriers were 1) Groundwater chemistry: chemical 

speciation and solubility, 2) advection-dispersion/mixing, 3) rock matrix 

diffusion, 4) sorption onto rocks, 5) sorption onto fracture filling and coating 

minerals, 6) colloid generation and migration, 7) microbial processes, 8) gas 

formation and dissolution, 9) long-term behaviors of radionuclides, 10) natural 

analogue studies for radionuclide behaviors. 

Ⅳ.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r the investigated research status concerning to 

the radio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in natural barriers, the following 

research goals for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an be proposed as:

Validation studies using large scale underground research facilities

Studies for uncertainty reduction of safety assessments

Studies for the development of various safety cases and their evaluation

  Furthermore, the following research topics were also suggested as research 

topics, which should be carried out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proposed 

goals 

Studies on the radionuclide migration experiments and modelling in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 (URL) considering real disposal conditions .

Long-term validation studies on bentonite colloid generation and migration in 

real disposal conditions.

Long-term validation studies on the rock matrix diffusion in real disposal 

conditions.

Studies on the solubilities and colloid formation of major high-level 

radionuclides containing actin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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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characterization and modelling of the sorption onto composite 

geological media such as rocks and soils

Studies on the retardation of radionuclide migration through rock matrix 

diffusion and the measurements of diffusion depth 

Studies on the colloid migration and its influence on the radionuclide 

migration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s of microbes, gases, and organisms and 

evaluation for radionuclide behaviors affected by those factors

Studies on developing methodologies for utilization the existing databases of 

sorption and solubility 

Natural analogue studies for the understanding of long-term behaviors of 

radionuclides in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environment.  

Ⅴ. Applications and Proposals

  This report can be applied to the followings:

The report will be helpful not only for understanding our current research 

status and technical position but also for establishing future research 

direction and topics by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status and 

trends.

The report will be utilized as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future policy 

and plans of the government concerning for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report will provide students, experts in other research fields, policy 

establisher, and stakeholder who are interested in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ome beneficial information and chance for understanding the 

processes of the radio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in natural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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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배경

  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 방사성폐기물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다. 먼  고 핵종의 경우 환경  인간에 한 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이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험은 이러한 고 핵종들이 심지층 처분환경

에서 매우 복잡하게 거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 핵종들의 지하매질을 

통한 이동특성이나 지하매질들과의 상호작용 등의 거동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 자

료를 획득하지 못하고서는 처분장의 안 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자

력 선진국들은 처분안 성 연구에 있어 이러한 고 핵종들의 환경 거동특성에 

한 연구를 최우선으로 수행해 왔다. 

  악틴족 핵종들을 포함하는 고 핵종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  조건변화에 복잡

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화학종을 가지므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만 분석기술 등 물리화학  방법의 한계로 다양한 연구의 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엔 Time-Resolved 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TRLFS),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LIBD)등 이 를 이

용하는 기술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EXAFS), X-ray 

Absorption Near-Edge Structure(XANES) 등 X-선을 이용하는 기술 등 다양한 분

석방법들이 등장함에 따라 처분연구와 련하여 다방면에 걸쳐 고 핵종거동 

련 연구들이 미국, 일본, 독일, 랑스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을 심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처분장에서 출된 방사성핵종들은 부분 지하수를 따라 천연방벽인 암석 등을 

통해 생태계까지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방사성 핵종들은 이동경로를 따라 이들 암

석매질과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한 암석매질, 암석균열의 충

물, 지하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콜로이드, 유기물, 미생물 등), 지하수의 지

화학 조건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수천 년 는 수십만 년에 이르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리기간에 

걸쳐 장기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련한 연구 한 매우 장기  에서 바

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재 수행되는 연구들은 이들 상호작용을 어떻게 수학  모

델을 이용하여 정량 으로 측 평가하고, 그 불확실성을 일 것인가에 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 핵종들의 지하매질과의 표면반응( 를 들면, 

수착, solid solution 형성, 콜로이드 형성 등)에 한 분 학  방법들을 활용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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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 의 미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험실 수  연구와 이론  측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Aspö, 스 스는 Grimsel 

Test Site(GTS), 미국은 Yucca Mt. 등을 건설해 장기간에 걸친 핵종이동 장실험

을 수행 이며, 일본은 최근에 Mizunami, Honorobe 등 심부지하시험시설(URL)을 

건설해 고 폐기물 처분개념의 실증을 한 장실험을 본격  시작하는 단계이

다. 

제 2  연구 목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고 폐기물장기 리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제의 

세부과제로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거동을 연구하는 “천연방벽을 이용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유사한 연구들이 1997년 이후부터 

꾸 하게 수행되어져 왔으나, 고 폐기물의 처분안 성 연구에 한 인식부족과 

인력, 산 등의 문제로 선진 외국과는 달리 그동안 주로 안 성 평가 도구  방

법론 확보를 한 소 트웨어  연구에 집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안 성 확보를 

한 분석기술개발 연구나 기술자료 확보를 한 실험  연구는 매우 미흡하 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을 건설하여 

장시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험실  연구에서 장 실증연구로 연구 역이 

차 확 되고 있고, 실험실에서도 고 핵종들과 지하매질과의 상호작용을 체계

으로 연구하기 한 실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확보

한 기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한 산  인력 투자가 꾸 하게 이

루어진다면 선진국에 상당한 수 으로 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핵종이동  지연특성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스웨덴, 스 스, 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 6개국  

OECD/NEA, EU 등 국제 원자력기구들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동향을 조

사·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핵종이동  지연특성과 

련된 다양한 분야들 에서 요한 10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들 분야에 한 국

내․외의 주요 연구개발 황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한 해당 분야에

서의 주요 이슈  향후 연구 망에 해서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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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각국의 연구개발 동향

  제 2 장에서는 핵종이동  지연특성 연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미국, 스웨덴, 스 스, 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 6개국의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ECD/NEA와 EU 등 국제 원자력기구들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동향을 기

술하고자 한다. 

  각국의 연구 황 분석에서 작성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5개 을 고려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연구개발 체계

  2) 안 성평가 련 개발 황

  3) 주요 연구개발 항목/내용/결과

  4) 연구개발 주요 이슈

  5) 향후 연구개발 계획  망

제 1  미국의 연구개발 동향

1. 연구개발 체계

  가.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리 체계

     미국의 방사성폐기물의 리는 여러 기 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방사성폐

기물의 규제  인허가 사항은 주로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담당하고 있고, 폐기물처분에 한 기

술연구  리는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OCRWM(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과 EM(Offi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에

서 담당하고 있다(그림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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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리 체계도

  나. 고 폐기물 리 

     미국의 고 폐기물처분 련 사항은 에 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에서 주 하고 있으며, 이곳의 OCRWM(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에서 사용후핵연료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리를 총 하고 

있다(그림 2.1.2). 이 기 은 핵폐기물정책법안(Nuclear Waste Policy Act)에 의해 

1982년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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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DOE 산하 OCRWM 조직체계도

  다. 연구개발 참여 연구기

    1) Argonne National Laboratory

    2) Idaho National Laboratory

    3)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4)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5)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6)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7) USGS

    8) 기타

2. 안 성평가 련 개발 황

  Yucca Mountain 지하처분장(그림 2.1.3, 2.1.4)을 상으로 다양한 기술이 재까

지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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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Yucca Mountain 지하처분장 미국 내 치도

그림 2.1.4. Yucca Mountain 지하처분장 단면도

  가. 재료 성능

1) Corrosion of metal surfaces covered with particulate and deposits

2) Evolution of corrosion damage by localized corrosion

3) Evolution of environment on metal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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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연방벽

    1) Carbon -14 groundwater analyses 

    2) Enhanced retardation of radionuclide transport in fractured fock

    3) Improved characterization of radionuclide retardation in volcanics and      

       alluvium

    4) Integration of site and regional flow models

    5) Large-scale (2 kilometer) natural-gradient tracer test

    6) Matrix/fracture flow in subrepository units

    7) Natural analogue studies of the drift shadow effect

    8) Peñna Blanca natural analogue

    9) Planning for large-scale drawdown test in volcanics

    10) Pore connectivity, episodic flow, and unsaturated diffusion in fractured   
        tuff

    11) Seismic ground motion evaluation workshop

    12) Seismic strong motion generated by dynamic slip on rough faults

    13) Testing the concept of drift shadow

    14) Unsaturated zone workshop/AGU monograph

  다. 방사성핵종 포획제(Radionulcide Getters)

1) Synthesis of organically templated nanoporous tin (II/IV) phosphate for    
       radionuclide and metal sequestration

2) Development of coated mesoporous and small spherical technetium and    
       iodine sorbents

3) Hydroxyapatite for technetium sequestration

4) Exploring the use of manganese oxides as anionic getters

  라. 선원항

1) Actinide thermodynamics at elevated temperatures

2) Chemical and coordination structure of radionuclides: Understanding       
      release pathways

3) Corrosion of spent nuclear fuel: The long-term assessment

4) Dissolution rates in humid air and low water conditions

5) Impact of uranyl alteration phases of spent fuel on mobility of Np and    
      Pu

6) Implications of deliquescence and decay heat on source term 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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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package sequestration of radionuclides at Yucca mountain

3. 주요 연구개발 항목/내용/결과

  부분의 연구는 DOE(Department of Energy)의 주  하에 이루어지며, 천연방벽

에 한 연구는 OST&I(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ternational's)가 

주도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OCRWM(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의 고 폐기물처분 련 계획에 반 되어 활용된다.

  가. 단열암반에서 증진된 핵종이동 지연

      단열에서의 확산(matrix diffusion)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그림 2.1.5). 유

효확산계수(effective matrix diffusion coefficient)를 구하여 단열에서 일어나는 반

인 핵종들의 이동을 결정하고자 하 다. 실내 실험의 암석에서 구한 확산계수 값

들이 Yucca Mountain 지역의 핵종이동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확산계

수 값이 실제 처분장 규모로 용한 결과 수백 배 이상의 차이를 보 다.

1) 확산계수 값의 실험규모에 따른 변화 찰

2) 실험규모에 따른 확산계수 값의 이론 인 변화 이해

3) 실험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값으로 보수 인 안 성평가 

 

그림 2.1.5. Yucca Mountain 지하실험실의 암반 수리  지화학 특성 측정 모습

  나. Carbon-14 지하수 분석

     지하처분장에 흐르는 지하수가 다른 지역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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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방법이다. Yucca Mountain에서 지하수의 이동시간 계산은 이동모델을 사

용하 으며, 입력인자는 다아시 법칙(Darcy's law), 수리 특성값  방사성탄소(
14
C) 

측정값이다. 기본 가정은 지하수에 용존시킨 무기 혹은 유기탄소에서 측정된 

14
C/

13
C비가 방사성붕괴에 의해 차 변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실험은 

미국지질조사소(USGS)와 DRI(Desert Research  Institute)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

다. DRI는 네바다주 학연합기  내 연구기 이다.

  다. In-Drift 화학  환경에 한 증진되고 독립 인 열-수력-화학

(Thermal-Hydrological-Chemical, THC) 과정 모델

     처분장 주변에 높은 농도의 부식성 원소들( : Cl
-
, F

-
, 그리고 Br

-
 등)을 함유

하는 해수가 침범했을 경우, 인공방벽의 부식 가능성을 고려한 실험이다. 침범하는 

해수의 양과 기간 그리고 온도에 의해 일어나는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해수가 가열될 때, 가스가 발생되고 이러한 가스는 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THC(Thermal-Hydrological-Chemical) 모델을 통한 반응 지하수화학  가스 성분 

등을 측할 수 있다. 이 연구는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에서 주도 으로 실험  진행하고 있다.

1) 처분장 주 의 해수 가열에 의한 산성가스 생성  이동

2) 부식 생성물 측

  라. 화학  유사성을 이용한 방사성 용질과 콜로이드의 이동 특성의 결정을 한 

장 연구

     단열을 따라 이동하는 핵종  콜로이드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장에서 시약

을 지하수에 주입하고 강제 회수하는 방법을 통한 실험을 실시하 다. 핵종들의 흡

착  탈착과 콜로이드의 필터링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 심있는 핵종원소는 우

라늄(U), 넵티늄(Np), 그리고 테크니슘(Tc)이다. 장 실험에서는 유사핵종을 사용

하 으며, 포화 에서 실시하 다. 실험에 참여한 연구소는 LBNL(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NWRPO(Nye County Nuclear Waste Repository Project Office) 3개 기 이다.

4. 연구개발 주요 이슈

  가. 시멘트 물질 련 기술들

     본 연구는 경제성 있는 고규산염(high-silica) 시멘트물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

는 것이다. 이 물질은 지하수의 pH  Eh의 변화를 감소시켜주고 폐기물용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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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완화하며 핵종들의 이동을 억제한다. 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상당

히 렴하고 강한 재료이면서 지속성이 뛰어나다. 본 연구는 ORNL, UT, UC 

Berkeley, 그리고 Minatom 4개 기 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나. 로   원격제어 취  기술

     로   원격장치를 개발하여 지상  지하에서의 작업을 효율 으로 수행할 

목 을 가지고 있다. 지상에서의 작업은 사용후핵연료를 조사하거나 분류  포장

하는데 이용되고, 지하에서는 핵연료의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보다 효율 으로 작업

하기 해 사용된다. 이 연구는 Idaho National Laboratory와 Sandia National 

Laboratory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 용  기술

     폐기물 용기의 용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하에서 장기간 안정하게 폐

기물 용기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연구한다. 다양한 용 과정을 통해 최

종 인 처분용기를 제조한다. 개발비용 보다는 최 의 기술을 개발하기 해 마감용

, 안정성, 효율성  장기지속성 등을 으로 개발한다.

5. 향후 연구개발 계획  망

  미국은 지 까지 수리지구화학 인 연구에 많은 투자와 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동안 모델링을 통해 지하수의 흐름을 시뮬 이션하고 이동속도  침투량 등을 

계산하 다. 하지만, 처분장에 한 연구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미생물에 한 연

구이다. 유카산 처분장의 지하수 가 매우 낮아서 재까지 미생물의 향을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 으로 볼 때 침출된 핵종들이 스며들어 지하수에 녹아

들면서 다양한 생물학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추후에 유카산 처

분장의 미생물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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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스웨덴의 연구개발 동향

1. 폐기물 리체계 

  법에 의해 원자력발 소운 기 들이 페기물 리  처분을 책임지도록 되어있

다. 그래서 원자력발 소들이 합동으로 스웨덴 핵연료  폐기물 리회사(SKB, 

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mpany)설립하여 사용후핵연료

와 운   방사성폐기물, 발 소해체폐기물들을 리  처분을 담당하도록 하

다. 

  방사성폐기물 리에 책임 있는 스웨덴 기 들은 그림 2.2.1과 같다. 스웨덴 원자

력발 시찰원(SKI, Swedish Nuclear Power Inspectorate)과 스웨덴 방사선방호기구

(SSI, Swedish Radiation Protection institute)는 원자력안 과 폐기물 리, 방사선

방호를 책임지는 기 이다. 스웨덴 방사성폐기물국가 원회 (KASAM,National 

Council for Nuclear Waste)는 1985년에 설립되어 국가기 에 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조언을 하는 독립된 문 원회이다. SKI와 SSI는 인허가 담당기 과 국민에

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 기 의 추천에 근거해 정부는 모든 폐기물시설에 

인허가를 허가하며, 천층처분 시설의 경우에는 SSI가 인허가를 담당한다(그림 2.2.1 

참조).

그림 2.2.1. 스웨덴 방사성폐기물 리 국가 체계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 에 1-5년간 장한 후 앙집 장시설인 CLA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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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년간 간 장하며 냉각시킨 후 심지층에 최종처분 정이다.

  2020년에 상용처분장을 건설 운 할 정이다. 상기 문기 들로 구성된 원회 

평가를 근거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 방법으로 KBS-3 모델을 수락했다. 

이 방법은 스웨덴 결정질 암반층 약 500m 심도에서 벤토나이트 토층으로 둘러싸

인 구리/철 용기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최종 처분하는 방법이다. 요한 안  원리는 

사용후핵연료를 다  방벽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고 폐기물 처분후보부지 조사를 1993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Oskarshamn 지

역이 유력한 부지로 선정되어 부지조사를 진행 이다.

2. 연구개발 로그램

  SKB는 1970년  반부터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 는데, 

주로 국내외 학, 기술연구소, 연구소 등 범 한 기 들과 력 로그램으로 진

행하 다. 

  최근 연구는 그동안 연구결과들을 종합하고 심부처분장 설계/건설에 필요한 방법

론을 실증하는데 주안 을 두고 있다.

  개발기술을 시험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비교평가하기 해 지하시험시설을 건

설운 하고 있는데, 1977년 화강암 지질인 Stripa 폐철 산을 개조하여 지하연구시

설을 만들어 1992년까지 다양한 연구 수행하 고, 1992년부터 오스카샴에 지하 

450m 터 길이 3600m 되는 Äspö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해 운  에 있다. 

  Äspö HRL에서는 지하수유동모델개발, 모암의 기계역학  손상, 동공 되메움기

술, 방사성 핵종이동 연구 등을 수행 이다. 이들 연구시설에서 수행 인 연구내

용에 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Stripa 지하시험시설

     1977년에 화강암반인 Stripa 폐철 산에 지하연구시설을 만들어 1992년까지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 다. 1980년까지 미국과 공동연구를 진행하 고 1980년부

터 1992년 동안에는 OECD/NEA 후원 하에 국제 공동연구로 발 하 다. 기 연

구에서는 화강암의 열-역학  물성, 지화학  물성들 측정, 물리탐사를 실시하 으

며, 완충재로 사용될 벤토나이트와 뒷채움재로 사용될 모래-벤토나이트 혼합물을 

상으로 실험을 하 다. 1983～1987년 동안 2단계 연구에서는 화강암의 지하 수리 

연구와 균열망에서 핵종이동, 지하수의 화학  특성, 균열망의 악기법 개발, 벤토

나이트를 이용한  등에 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1986～1992년 동안 3단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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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손상되지 않은 화강암체에서 과거에 얻은 경험들을 용, 수학  모델과 

장 측정값을 비교, 재로서 벤토나이트와 시멘트에 한 추가 연구를 하 으

며 1992년에 운 이 종료되었다.

  나. Äspö HRL 지하연구시설

     스웨덴의 SKB(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는 Stripa 

로젝트의 후속사업으로 CLAB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이 있는 오스카샴 Äspö 

섬에서 부지 실측조사를 한 새로운 로젝트를 1980년 말부터 구상하여 1990 년

 반에는 본격 으로 진행하 다. 1992년부터 수직터  공사를 착수하여 지하 

ramp 공사를 함께 추진하 다. 1994년 진입터 이 최종 목표인 지하 450m에 도달

하 다. 이 지하시설물의 총길이는 약 3600m로서 마지막 400m는 TMB을 사용하여 

직경 5m의 터 을 굴착하 다. SKB는 Äspö에서 캐나다, 핀란드, 랑스, 독일, 일

본, 스 스, 국 등 7개 국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Äspö에서 수행되는 주

요한 연구로는 그림2.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하수 유동 모델링, 모암에서 발생하

는 손상과 공동의 뒷채움  기법의 실증, 처분공의 굴착  용기 거치와 회수, 

처분용기의 수명과 련되는 지하수의 화학  조성에 한 연구 등이 있다.

그림 2.2.2. Äspö HRL의 시험내용  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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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스 스의 연구개발 동향

1. 폐기물 리체계

  스 스법은 방사성폐기물발생자가 폐기물 리에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1972년에 원자력발 소를 운 하는 기공 회사와 앙정부가 합동으로 방사성폐

기물처분국가공사(NAGRA)를 설립하 다. NAGRA는 모든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을 심으로 한 리 책을 수립하는데 주 임무가 있다. 앙집 식 폐기물

리시설을 짓기 해 사업부지에 별도운 회사를 설립할 정이며 그림 2.3.1에 도식

한 ZWILAG가 바로 사용후핵연료와 유리화폐기물을 간 장하기 해 앙집 시

설 건설을 책임 맡고 있다. 

  

그림 2.3.1. 스 스의 방사성폐기물 리체제

  첫 처분장운 회사인 GNW는 1994년에 설립되었는데 Wellenburg 부지에 

․ 폐기물 처분사업을 맡고 있다. 원자력발 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운반, 처리, 임시 장은 발 소책임으로 남아있다. 그림 2.3.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폐기물처분과 련한 다양한 주제들에 해 다음과 같은 문기 들

의 의견을 수렴해 연방정부가 정책을 결정한다. 방사성폐기물 리연방실무그룹

(AGNEB), 방사성시설안 연방 원회(KSA), 연방에 지성내 원자력안 감독

(HSK), 방사성폐기물 리연방 원회(KNE)가 그들이며 이외에도 다른 연방규제

와 감독기 들이 부분 으로 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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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로그램

  ․   고 폐기물처분을 한 지질학  공학  과학  정보를 제공하

기 해 다양한 연구개발 로그램을 NAGRA 주  하에 수행하고 있다. NAGRA는 

R&D 기획과 자 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실제 연구는 외부연구기 과 약하에 진

행하고 있다. 특히, 부지특성조사연구는 스 스정부와 공동 설립한 PSI에서 주로 수

행하고, 학, 연구소등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두 개의 지하연구시설을 운 하고 

있는데, Grimsel은 스 스 알 스 산맥에 결정질 암반층에 치하고 있고, Mont 

Terri는 Jura 산맥에 Opalinus 토층에 치하고 있다. 두 지하시험시설에서 수행

하는 연구들은 같은 심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 국제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으며, 

NAGRA 한 스웨덴 Äspö, 일본에 토노(Tono)와 카마이시(Kamaishi) 연구시설에 

참여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부지특성화 련 기술  자료통합, 통합성능평가

방법론, 용해물질의 이동모델, 지하수에서 방사성핵종이동 실험을 통한 검증, 시멘

트, 벤토나이트, 유리, 철 등 공학 방벽의 물리화학  특성, 자연유사연구 등이다. 

(그림 2.3.2)

그림 2.3.2. 스 스의 방사성폐기물 리  연구항목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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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련연구를 으로 수행 인 두 지하시험시설에 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Mont Terri 지하시험시설

     토층에 건설된 Mont Terri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실제로 동일한 매질 내에 

고 폐기물처분이 실시될 경우에 비하여 수리지질학 , 지화학 , 암반 역학

인 특성을 조사하기 해 그림 2.3.3과 같은 형태로 설치되었다. 터 은 300m 깊이 

암반에 치하여 터  높이는 4.6m, 넓이는 4.5m로서 발 작업으로 굴착하 다. 

1996～1997년 동안에는 합한 굴착기술과 측정방법에 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토층에 한 특성 규명이 이루어졌다. 1997～1999년에는 인  터 의 굴착에 따

른 토층의 변화를 찰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한 처분장의 안 성 평가를 한 암반의 특성연구를 해 단층 나 단열 내 지

하수 조성이나 정체 공극수에서 확산 등 지하수 유동  핵종 이동에 한 주된 메

커니즘, 공극률, 확산계수  물조성과 같은 인자들을 규명하 다. 처분장 건설이 

암반에 미치는 향 연구를 해 굴착 향지역에서 수리 도도, 굴착 향지역의 

self-healing 상이 토질 물 팽윤에 의한 것인지 시간 의존 인 변형거동

(creep)에 의한 것인지 등을 연구하 으며 토의 열  특성  열에 의한 변화와 

같은 연구들을 수행하 다.

그림 2.3.3. 스 스 Mont Terri URL 개요도



- 17 -

  나. Grimsel Test Site (GTS)

      그림 2.3.4에 도식한 Grimsel Test Site(GTS)는 결정질 화강암반에 치하는 

지하처분연구시설로서 직경 3.5m의 TBM으로 굴착하 다. 이 시설에서는 1983년부

터 처분장의 설계와 여러 가지 장실험 결과의 해석에 련된 연구  조사를 수

행하 으며 처분장의 건설  운  시에 필요한 경험 습득  처분장의 안 성에 

련된 물리화학 인 과정을 조사하기 한 연구들을 수행하 다. 이 지하실증시설

에서 연구에는 독일, 랑스, 일본, 스웨덴, 스페인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하 다.  

지난 5단계에서 수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FEBEX II: bentonite 인공방벽 Engineering  실험

GAM(Gas Migration in shear zone): 암반균열을 통한 기체이동

GMT(Gas Migration Test in the interface): 부식  미생물에 의한 기체발생과 

two phase flow

HPF(Hyper-alkaline Plume in Fractured Rocks): Repository cement의 알카리 

성분이 핵종거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로 Jordan high alkaline 역에 

한 Natural Analogue 와 병행

CRR(Colloid and Radionuclide Retardation): 독일 FZK/INE 주도, 콜로이드 이

동 요성 부각

EFP(Effective Field Parameters): Hydrology and Rn migration

FOM(Fiber Optic Measurement): Repository monitoring과 련해 측정 장비 개

발  장기간 안정성 확보방안

  2004년부터 시작된 6단계(2004～2013)에서는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LTD(Long-Term Diffusion), NF-PRO(Near Field Processes), 

LCS(Long-Term Cement Studies), PSG(Pore Space Geometry) 등과 같은 연구들

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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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스 스 Grimsel Test Site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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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랑스의 연구개발 동향

1. 연구개발 체계

  가. 원자력 동향 

      력의 75%이상을 원자력에서 수 하는 랑스는 French Atomic Energy 

Commission(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 CEA)의 부속으로 1979년에 창

립된 ANDRA(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를 

France's 1991 Waste Management Act (2006년에 개정)에 따라 랑스 국립 방사

성폐기물 리 agency가 되었고, 랑스 동쪽에 치한 토층 Bure URL 

(Underground Rock Laboratory)에서 주로 수행할 연구방향을 설립하 다. 다른 하

나의 선택사항으로는 화강암 지 이다. 한 partitioning, transmutation, long-term 

surface storage of wastes following conditioning 등도 연구 상에 포함시켰다.

  상·하원의 강력한 지지 하에 향후 15년간 용될 Nuclear Materials and Waste 

Management Program Act가 2006년 6월에 통과하 는데, 이는 고   장수명 

방사성폐기물에 한 기 해결책으로서 심부지질처분을 공식 으로 선언하 다

(World Nuclear Association, 2008). 이 법(Act)은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성물질에 

하여 a) 폐기물 양  독성의 감소, b) 방사성물질  폐기물의 간 장, c) 심부지

 처분 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정의하 다. 2007년 4월 랑스 정부는 EdF, CEA, 

ANDRA와 National Centre for Scientific Research에 자국의 폐기물 리에 한 

연구개발의 진 에 한 보고를 해 CNE에 12명의 신규 인원을 임명하 다

(World Nuclear Association, 2008).       

  랑스의 원자력 련 기 을 크게 변하면 다음과 같다(박원재, 2006).

- ANDRA: 폐기물 처분 

- CEA: 1945년 설립, 원자력 R&D 반에 한 국가  R&D corporation 책임, 

선진 원자력 기술의 연구개발

- COGEMA: 재처리시설 운   연구 

- EDF: 발 소 운  [ 기생산량의 ¾이상 원자력 공 ]

  랑스는 LWR, GCR 사용후핵연료를 각각 LAHague와 Marcoule에 습식으로, 

GCHWR/HLW를 Cadarache에 Vaul형태로 건식으로 간 장하고 있다. 랑스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기본 정책은 RCR 정책(Reprocessing(재처리), Conditioning(고

화처리), Recycling(재활용))이며, 다음 스 을 고려하고 있다(박원재, 2006).

- 재처리 후 고 유리고화체는 20～30년 간 장 후 400～1000m 지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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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MOX연료는 약 60～80년의 냉각기간이 필요해 장기 장시설 필수

- 소멸처리(P&T): 2020～2025년 상업용 고속로 or ADS 실증로 가동, 2040년 상

업화

- 심지층 처분장: 2016년 처분장 건설 허가, 2020～2025년 심층 처분장 운 착수

- 지하 연구시설: 2020년 연구시설 가동 

  한, CEA에서 시도하는 선진 핵연료주기는 그림 2.4.1과 같으며, 소멸처리와 핵

비확산이 강화된 Gen IV 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TRU를 재사용하는 핵연료를 제

작하여 일본 Monju 고속증식로에서 조사시키기로 랑스, 미국, 일본이 합의하 다. 

이 시스템은 2040년경에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해 Atalante 시설

과 PHENIX에서 습식법을 이용한 소멸 처리 방법으로 부분의 MA(Minor 

Actinide)를 회수하는 연구를 시도하 다(김응호, 2006).   

그림 2.4.1. 랑스의 선진핵연료주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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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NDRA의 주요 임무(ANDRA, 2005)

      2007년 12월말 기 으로 360명의 직원을 가진 ANDRA는 CSM waste 

disposal facility(Manche 지역)의 폐쇄 후 핵종 모니터링, 재 가동 인 두 개의 

단수명 ·  폐기물과 극  폐기물 처분 시설 운 (Aube 지역), 지하 500 

m의 토암에 건설한 Meuse/Haute-Marne URL에서 고 와 장반감기  방

사성폐기물의 심부처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AVL Project는 고 와 장반감기 

 방사성폐기물의 심부 장  처분 연구에 을 둔 과제로서, 이를 해 

9개의 로그램과 5개의 이분야(異分野) 제휴의(crossdisciplinary) 활동으로 2006년 

7월 Planning Act에 선정된 요구를 만족시키기 하여 구성되었다.

2. 안 성평가 련 개발 황(ANDRA, 2005)

  ANDRA에서는 지하 토암에 배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폐기물 용기를 넣는 형

태(B-type)와 유리고화체 용기를 철강 overpack에 넣는 방식(C-type), 그리고 재 

가능성이 매우 작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없이 직  처분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 주로 안정성 평가에 련한 연구는 처분장의 구조 인 안 성

과 폐기물의 회수에 한 용이성, 화재 험성, 폐기물 처분 작업 시 작업자의 피폭

량 측, 처분장의 장기  진화(evolution)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이들은 토암 지질 뿐만 아니라 화강암에 한 연구도 고려하고 있는데, 주로 스

웨덴, 핀란드, 스 스 등의 화강암반에 한 연구에 심을 갖거나 참여하고 있다. 

3. 주요 연구개발 항목/내용/결과(ANDRA, 2005)

  ANDRA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토 매질(argillite)에서 용해도와 지연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그룹으로 분류하 다. 

1) 이동성 원소 ( : 요오드, 염소)

2) 간 이동성 원소 ( : 세슘)

3) 이동성이 낮은 원소 ( : 우라늄, 루토늄)

  그러나 재처리할 경우 처분장에는 부분 이동성이 간 혹은 낮은 원소들이 처

분되므로 핵종이동에 한 연구는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토암의 

Callovo-Oxfordian 층은 매우 낮은 투수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물의 흐름이 극히 

제한되고 따라서 핵종의 이동을 지한다.  물 한 방울이 100,000년에 단지 수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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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다. 그 층은 스멕타이트(smectite) 함량이 높으므로 물에 용해된 원소의 이동

을 지연시킨다. 한, 암석에 있는 간극 내 물의 화학조성은 갖가지 방사성물질을 

침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방사성핵종이 처분장내에 머무르게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몇 가지 방사성물질은 장기간(10만년이 넘는)이 지난 후에는 이동해 갈 수 

있지만, 생태계에 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측하고 있다.

  가. 핵종의 이동

      ANDRA 처분장에서 방사선 물질의 이동은 폐기물용기,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cell, 그리고 지하매질과 같이 3가지 방벽에 의해 제한된다. 가장 험한 핵종

인 Pu, Np, Am과 같은 원소는 그들이 감소될 때까지 토암에서 단지 수 cm - 수 

m 이동할 것으로 상된다. 방사성 핵종  단지 I-129, Se-79, Cl-36, C-14 만이 

cell 밖으로 이동하여 argillaceous rock으로 서서히 확산될 것으로 상되지만, 

Callovo-Oxfordian층을 통과하는데 백 만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Grambow, 2008).

  나. 처분장의 장기 진화 (evolution)에 따른 향

    1) 열  변화

       처분장의 모든 부분에서 온도를 90°C로 제한되도록 설계된다. 최고 온도가 

10년 혹은 수 십 년 내에 도달할 것이고, 온도가 약 40°C까지 낮아지기까지는 고화

체에서는 약 1000년, 사용후핵연료의 경우는 약 6000년이 걸릴 것이다. 이 기간은  

폐기물 포장물의 괴기간보다 훨씬 작으므로 열은 방사성물질의 유출 혹은 이동에 

거의 향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온도의 증가가 암의 물 조성이나 구속 능

력을 변화시키질 않을 것이다.   

    2) 수리  변화

       처분장은 지질학  기 수리평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100,000～200,000년 

사이에 새로운 수리평형이 생성되고, 화학  그리고 기계 인 과정이 크게 발달할 

것이다. 수 십 만년에 기후변화  침식은 물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유속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Callovo-Oxfordian layer는 침식의 향을 받기에 매우 

쉽다.

    3) 화학  변화 

       콘크리트의 퇴화와 속의 부식은 매우 천천히 발생하여 화학  변화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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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층에 비해 매우 작은 수 미터에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암의 핵종 지 특성

은 유지되고 처분포장의 괴가 늦어 방사성물질의 유출이 지연될 것이다. 

4. 향후 연구개발 계획  망

  토암에 한 처분장의 가능성에 한 연구 로그램이 지난 15년간 수행되었지

만 다음과 같이 문제가 남아있다.

보다 장기 실험이 필요하다.

산업  목 에 해당하는 처분장 실 크기의 실험이 필요하다.

처분장 주 의 체면 을 포함하는 상세 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처분장 요소는 단순화 혹은 비 인 모델을 사용하여 디자인하 다. 

안정성 여유를 정량화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불확정성을 감소시키기 한 보충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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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일본의 연구개발 동향

  본 에서는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한 기 체계  연구과제 시스템에 한 내용을 소개

한다.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는 핵연료주기개발기구(JNC)에서 주 하

으나, 2005년에 일본원자력연구소(JAERI)와 합병하여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JAEA)가 구성되어 재는 일본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연구를 주로 수

행하고 있으며, 력 앙연구소(CRIEPI)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에서도 일부 

수행 이다. 일본의 고 폐기물 처분 련 연구개발 내용은 H3(PNC, 1992), 

H12(JNC, 1999), 그리고 H17(JNC, 2005) 보고서에 잘 요약이 되어 있다. H3 보고

서에는 지질학  처분의 기술  가능성과 처분 련 분야를 기술하 으며, H12 보고

서에는 지질학  처분의 기술  신뢰성, 후보부지 선정  규제 체제에 한 과학

․기술  근거 제시하고자 하 다. 끝으로 H13 보고서에는 지식 리 시스템 등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 재 수행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

개발은 JAEA의 연구개발 내용을 주로 설명한다.

1. 연구개발 체계

  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 련기   연구개발 체계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에 지 사용과 련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METI 산하의 원자력 산업안  기구(NISA)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에 한 규

제를 담당하는 행정기 이다. METI에서는 력 앙연구소(CRIEPI), 산업기술 종합

연구소(AIST) 등을 지원하여 방사성 폐기물 처분 련 연구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

며 주로 공학  에서 근하고 있다. 한편 문부과학성(MEXT)에서는 과학  

의 원자력 련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를 지질학  처분

계획에 반 한다. MEXT로부터 지원을 받아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를 수행

하고 있는 기 은 JNC, JAERI, NIRS, JNES 등이 있으며, 특히, 2005년에 JNC와 

JAERI가 합병하여 설립된 JAEA에서 부분의 처분 련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

다(JNC, 2005).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리 로그램 련 기 의 조직도를 그림 

2.5.1에 나타내었다. 

  일본은 지질학  처분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JAEA에서 1970년 부터 처

분 련 R&D를 수행하 다. 1976-1999년은 지질학  처분의 타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개발의 기술  타당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1992년에 PN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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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보고서를, 그리고 2000년에 JNC에 의하여 H12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 다.

  2000년부터는 방사성 폐기물의 지질학  처분을 한 이행단계로서 2000년에 특

정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한 법률을 제정하 으며, 이를 수행하기 하여 방

사성폐기물 리기구(NUMO)를 2000년에 설립하 다. 일본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을 2020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방사성폐기물 처분 로그램을 그림 

2.5.2에 나타내었다(JNC 2005).

그림 2.5.1.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리 로그램 련 기  조직도

< 련기  약어>

AEC: Atomic Energy Commission (http://aec.jst.go.jp/jicst/NC/eng/index.htm)

NSC: Nuclear Safety Commission (http://www.nsc.go.jp/english/english.htm)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http://www.meti.go.jp/english/index.html)

ANRE: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http://www.enecho.meti.go.jp/english/index.htm)

NISA: Nuclear and Industrial Safety Agency (http://www.nisa.meti.go.jp/english/index.htm)

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http://www.mext.go.jp/english/index.htm)

NUMO: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 (http://www.numo.or.jp/english/index.html)

JNC: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http://www.jnc.go.jp/jncweb/02r-d/02index.html)

JAERI: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ttp://www.jaeri.go.jp/english/index.cgi)

NIRS: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s (http://www.nirs.go.jp/ENG/nirs.htm)

RWMC: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unding and Research Center (http://www.rwmc.or.jp/)

AIST: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http://www.aist.go.jp/index_en.html)

CRIEPI: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 (http://criepi.denken.or.jp)

IRI: Institute of Research Innovation (http://www.iri.or.jp/index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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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일본의 고 폐기물 처분 로그램 milestone

2. 안 성평가 련 개발 황

  가. 개요

     일본의 처분 안 성 평가와 련한 연구성과는 안 성 평가를 한 데이터 베

이스 구축을 들 수 있다(JAEA, 2007). 데이터베이스는 방사성핵종의 화학  거동에 

한 열역학데이터베이스(TDB), 특정한 실험조건에서 토 물과 암석에 한 핵

종의 수착데이터베이스(SDB), 그리고, 일본의 표 인 주요 암석에 한 확산계수

에 한 확산계수데이터베이스(DDB) 등으로 세분된다. 데이터베이스는 웹기반  

Microsoft Access 2000으로 구축되어 있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어 웹 속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게 개발하 다(http://migrationdb.jaea.go.jp).

  나. 열역학데이터베이스 (JNC-TDB)

      방사성 핵종은 인공방벽과 자연에 존재하는 물 는 무기물과 반응하며, 

지하수를 매개체로 이동한다. 한 지하수의 화학  특성은 방사성 핵종의 용해도

에 요한 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원소들의 용해도곱상수, 평형상수 등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TDB는 요 핵종의 용해도를 결정할 수 있다. JNC-TDB는 

JAEA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기 에서 불확실도가 높은 열역학  데이터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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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인 는 이론 인 연구를 통하여 자료를 경신하고 있으며, JAEA의 새로운 

TDB가 2010년 정도에 만들어질 정이다(Yui et al., 2003).

  다. 수착데이터베이스 (JNC-SDB)

      JNC-SDB는 특정한 실험조건에서 토 물이나 암석에 한 핵종의 분배계

수(Kd)에 한 데이터베이스이다. 20,000여개 이상의 Kd가 SDB에 수록되어 있으며, 

상원소는 성능평가상 요하다고 선정된 22원소, 즉, Ni, Se, Zr, Nb, Tc, Pd, Sn, 

Sb, Cs, Sm, Pb, Bi, Po, Ra, Ac, Th, Pa, U, Np, Pu, Am, Cm 등을 심으로 하

다. JNC-SDB는 2003년에 version 1.0을 출시하 으며, 련 논문, 보고서, 

OECD/NEA 자료 등을 꾸 히 수록하여 2007년 Version 2.0을 출시하여 약 24000

여 건의 핵종에 한 Kd 값을 수록하고 있다(Suyama et al., 2004).

  라. 확산계수데이터베이스 (DDB)

      DDB에는 처분성능 평가와 련하여 주요 퇴 암  결정질 암석에 한 확

산계수를 제공한다. DDB의 데이터는 Ba, Be, Cl, Co, Cs, H, I, K, Mg, Na, Ni, Np, 

Pu, Se, Sm, Sr, Tc, U 등 18개의 원소를 상으로 하며 재까지 총 331건의 자료

가 수록되어 있다(Tochigi et al., 2006). 

3. 주요 연구개발 항목/내용/결과 

  가. 약 알칼리성 시멘트 개발

     심부 지하 터 건설 시 모암을 지지하기 하여 시멘트를 이용한 터  지지 

시스템을 사용한다. pH 12.5 정도의 높은 알칼리성 용액이 포틀랜드 시멘트를 경화

하기 해 사용되며, 이는 장기간 동안 인근의 모암과 완충재로 사용되는 벤토나이

트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하여 실리카 흄을 다량 함유한 라이

애시를 개발하 고 호로노베(Horonobe) 지하 연구시설에서 장 용성 시험을 수

행할 정이다.

  나. 인공방벽의 장기 변화 측

     고 폐기물을 매립하면 열 , 수리 , 기계 , 화학 (T-H-M-C) 과정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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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정성 으로 이러한 상들을 측하는 것이 인공방벽의 

장기 안 성 평가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하여 필요하다. T-H-M-C 분석 시스템을 

구 하기 하여 세 가지의 코드를 조합하 다. 즉, T-H-M 코드인 “THAMES", 

질량 달 코드인 ”Dtransu", 그리고 지화학 코드인 “PHREEQC"를 조합하여 각각

의 코드를 실행하고, 코드 상호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 다. T-H-M-C 연

구와 련하여 재 련 국제공동연구인 DECOVALEX에 참여하고 있다.

  다. 활화산 기 부의 마그마와 비 화산지역에서 고온 온천의 생성

     일본은 화산활동이 많은 국가이므로 화산활동이 지질학  처분 시스템의 장기 

안정성에 가장 요한 요소로 꼽힌다. 따라서 마그마와 고온유체를 탐지하기 한  

지구물리학  방법을 개발하여 상 후보지에서의 화산활동의 가능성 평가를 수행

하 다. 표 인 로는 활화산인 나루코 화산지역과 비 화산지역이지만 온천수 

지역인 남부 키이 반도 기 부의 구조를 분석하 다.

  라. 지하처분 시설에 의한 환경 교란

      일본정부는 지하 300m 이상의 심부지하에 방사성폐기물을 격리시키기로 결

정하 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이 큰 시설은 주변에 다양한 환경  교

란을 가져올 수 있다. 처분시설에 의한 환경교란은 주로 형 지하 시설에 의한 장

기 수리화학  교란을 측하기 한 방법론 개발에 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미즈나미(Mizunami) 지하 연구시설에서 수행되었으며, 향후 미즈나미 연구시설 주

변 지하수의 수리화학  변화를 꾸 히 정량 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마. 방해석을 이용한 고  수리화학  조건 평가

     자연환경에서 물질 달의 특성을 이해하기 해서는 지하수의 화학  특성을 

알아야한다. 지하수의 고  수리화학  변화, 특히 산화환원 조건 변화를 평가하기 

한 방법으로 방해석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지하수의 화학  변화 과정은 방

해석의 침 에 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는 방해석에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 단계

로 방해석에 한 분배계수를 측정하여 과거 지하수의 속원소 농도를 계산하

고, 다음 단계로 속원소의 산화환원 평형에 근거하여 산화환원 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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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상기 연구개발 외에도 단열면의 수리지질학  특성  3 차원 분포측정 련 

연구, 퇴 암 층에서 염분농도의 분포와 지하수 흐름에 한 연구, 심부 암반층에서 

응력 분포 측정 기술 등에 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고 있다.

4. 주요 연구개발 이슈: 지식 리 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방사성폐기물의 지질학  처분을 수행하기 해서는 방 한 정보, 련 데이터, 

경험 등이 필요한데 이를 범 하게 지식이라 명명하고 련 정보를 입력  리

하는 지식 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식 리시스템의 사용자는 

사업시행자, 규제기 , 정치  의사결정 등 모든 련자가 될 것이다. KMS의 기 

개념을 그림 2.5.3에 나타내었다. KMS의 지식기반에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 즉, 법률, 문서, 소 트웨어, 경험  방법론, 지침, 그리고, 발표자료 등의 내

용들이 포함된다.

  JAEA에서는 2010년까지 계획된 연구개발 인 로그램이 끝나는 시 까지 

KMS의 원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품질보증 된 지식기반은 여러 타 

기 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들을 취합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규제기   

시행자에게 기술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지식기반에 한 내용은 

H17 보고서에 요약되어 있다(JNC, 2005).

그림 2.5.3. 지식 리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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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연구개발 계획  망

  일본은 H12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고 폐기물처분에 한 과학 이고 기술 인 

근거를 제시하 으며, H17 보고서에는 재 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처분과 련

한 모든 형태의 기술  지식기반을 개발하고 리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처분 안 성 평가 련된 연구는 처분장 건설  운 을 고려한다면 특정 

후보 부지에 한 안 성평가를 한 방법론, 련 모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방법론 개발에는 화산의 섭동(攝動, 

perturbation)과 원계 역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에 한 정량화에 사용되는 매개변

수 등에 한 불확실도의 평가가 포함될 것이고, 모델개발은 실험실  장 시험 

결과를 이용한 특정 인공  천연방벽에 한 사실 인 용성 검토가 될 것이다. 

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은 데이터에 한 평가를 하고 꾸 한 데이터 수집하여 

안 성평가에 핵종의 유출  이동을 정량화 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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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독일의 연구개발 동향

1. 연구개발 체계(GNS, 2008)

        

  원자력발 소와 처분장의 건립  운용은 Atomic Energy Act(AtG)에 따라야 하

고, 이 법에 기 한 법령 로서 Radiation Protection Ordinance(StrlSchV)에 의해 

규제된다. 이 약정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은 처분장에 "in an orderly manner"로 

처분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다발은 더 이상 재처리하지 않고 한 수 백 미

터 지 에 무한시간 동안 안정하게 처분되어야 한다. 처분지질로서는 암염 (rock 

salt formation)이 유리한 것으로 단하 다.

  독일에서는 AtG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에 한 책임이 연방정부에 있으며, 연

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로안 부(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u. Reaktorsicherheit(BMU)가 

기본 인 원칙 결정(programme level)을 담당한다. 1989년 이래 BMU에 직  보고

하는 Federal Office for Radiation Protection(BfS)가 처분장의 탐사, 건설, 운 에 

한 개념발 (concept competence)에 책임이 있다.

  방사성폐기물에 한 장기 안정성, 방사선 방호 등과 같은 특별 이슈나 주요 

심 분야에 한 연구는 다음 기 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 담당분야를 그림 

2.6.1에 나타내었다.

Gesellschaft für Anlagen- und Reaktorsicherheit(GRS) mbH(German nuclear 

safety agency)

연구소: ) Research Centre Karlsruhe(FZK) or Jülich (FZJ)

Universities: 마인츠 학, 뮌헨 학

Ecological institutes.



- 32 -

그림 2.6.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장기 안 성 확보를 한 독일기 별 

연구개발 로그램

2. 주요 연구개발 내용(Geckeis, 2006; Geckeis and Klenze, 2007; Neck and Kim, 

2001; Altmaier et al., 2005)

  2005년과 2006년의 연구결과를 기록한 INE 연차보고서(Geckeis, 2006; Geckeis 

and Klenze, 2007)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처분장 상황의 묘사에 용할 수 

있는 분자 스 일의 핵종의 지화학 반응을 이해하여 핵물질의 핵종  구조에 한 

상세한 화학  정보를 얻기 하여 INE는 핵종 규명  분석 기술을 발 시켰다. 

분 학  방법외에 양자화학  계산도 시도되었다. 화학종 규명기술(Speciation 

techniques)은 지화학 뿐만 아니라 새로운 추출제를 이용한 용매추출법에 의한 MA

의 분리의 근간이 되는 메카니즘에 한 답도 제시한다. Pu(IV)과 같은 4가 악틴족 

이온의 가장 요한 지화학 반응의 하나가 콜로이드의 형성이다. 4가원소의 산화물/

수산화물(oxide/hydroxide)의 소 합체들(oligomers)의 생성이 electrospray mass 

spectrometry (ESI-MS)에 의해 최 로 연구되었다. Zr(IV)이 4가 악틴족의 화학  

동족체로서 연구되었다. 개별 clusters의 질량으로부터 그들의 동 원소 조성을 포

함한 속이온, 음이온, OH-리간드와 물분자의 수 등이 결정되어 졌다. 온화한

(soft) 조건들에서 이온화된 클러스터(clusters)의 생성이 수행됨에 따라 주어진 화

학  조건에서 수용액  핵종의 믿을만한 정보가 얻어질 수 있다. ESI-MS 데이터

가 EXAFS 실험에 의해 보충되고, Zr(IV) 화학종이 pH에 따라 결정되어 열역학 자

료들의 증명  유도를 한 기 로서 취해졌다. 이들의 실험은 Th(IV)와 Pu(I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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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 형성 연구에 응용될 것이다.

  처음으로 (+) 하를 띤 ternary Ca-metal hydoxo complexes의 형성이 찰되고 

분 학 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은 콘크리트 환경과 같은 Ca을 포함하는 알칼리 용

액에서 3가와 4가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를 4승수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The 

exact structure of trivalent actinide (Am(III) and Cm(III)) ion aqua complexes가 

연구되었다. 이러한 핵종에 한 분자크기의 정보는 수용액  3가 악틴족 원소의 

거동이해에 증진할 것이고, 기존의 XRD 혹은 학  방법이 아닌 수용액  화학

종 규명에 형 분 학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침과 결과 인 solid solution 형

성은 많은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킨다. 특히 3, 4가 악틴족  란탄족 원소는 

처분장에 흔히 있는 calcite와 친화성이 크다. 처음으로 TRLFS와 EXAFS 측정에 

의해 다음의 치환 메커니즘이 규명되었다.  

 2 Ca
2+
 ⇔ Na

+
 + An

3+
/LN

3+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방벽시스템에서 흡착에 의한 핵종의 지연은 표면 수산화기와 

핵종과의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물 표면/용액 경계에서 작용기 그룹의 화학  성

질과 구조는 이제 non-linear optical vibrational sum frequency spectroscopy에 의

해 규명되어졌다. 스펙트럼들은 (001) 결정평면에 다양한 경사진 각도를 갖는 α

-Al2O3에서 각기 다른 표면 수산화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다양한 

Al/O clusters에 해 수행된 양자화학  계산은 실험 으로 얻어진 스펙트럼들과 

계산된 진동수가 잘 일치하 다.

  루토늄의 수화학에 한 연구가 2005년에 많이 진 되었는데, 산성용액에서 

루토늄의 용해를 조 하는 반응은 이때까지 문헌에 발표된 넓은 범 의 실험 데이

터에 한 설명이 가능  한다. 발견된 반응은 열역학으로 평형이며, 정량화함으로

서 루토늄의 수화학에 한 실마리를 해결하 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련한 조건에서 산화환원  지화학  반응에 응용될 것이다. 

  한, 3가 악틴족 원소와 토 미네랄과의 상호작용이 분 학 으로 규명되었

다. 

1) (001) 기본 표면에서 외구계(outer-sphere) 표면 복합화반응 

2) (hk0) 가장자리 표면에서 내구체(inner-sphere) 표면 복합화반응 

3) 층간 내 양이온 교환,

4) 8면체 층 속으로 악틴족 이온의 구조  결합 등이 발견되었다.

3. 주요 연구개발 이슈  향후 연구

  INE는 독일의 학들과 연구그룹을 형성하여 물표면과 용액의 경계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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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주로 시도하고 있다. 즉, 지질환경에서 악틴족 원소들의 지

화학 반응을 측정하기 하여 laser spectroscopy, X-ray spectroscopy, acoustic 

sensors  미경 기술을 발 시키고 있다. 

  “Fundamental processes of radionuclide migration(FUNMIG)”은 European 

Commission's 6th Framework Program 내의 통합 로젝트이다. 이는 2005년 1월

부터 4년간 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MA의 회수, 소멸처리 등에 한 연구도 EUROPART에 참여하여 수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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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국제기구의 연구개발 동향

  재 원자력 련 국제기구는 IAEA, OECD/NEA가 있으며, EU는 자체 으로 

EU Framework Programme 내에서 원자력 련 연구개발 로젝트를 운 하고 있

다. 고 폐기물 처분분야에서 핵종이동  거동과 련된 국제기구의 공동연구는 

재 활발하게 진해되고 있지 않으며 주로 처분 정책, 규제 는 안 성평가/성능평

가 등과 련된 의회 형식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AEA의 경우 특별히 운 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는 없으며, 

CRP(Coordinated Research Project) 지원이나 각종 회의나 Conference 개최를 지원

하여 각 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OECD/NEA 는 EU 등의 국제기구를 심으로 다음과 같은 소수의 핵종

거동과 련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며 본 에서는 이들 로젝트들을 심으

로 연구 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OECD/NEA Sorption III Project

OECD/NEA TDB IV Project 

EU Framework FUNMIG Project

1. OECD/NEA Sorption Project

  가. Sorption Project 배경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되어 나온 방사성 핵종의 지하매질로

의 수착(sorption)은 지하 환경에서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으로 수착은 평형분배계수(equilibrium distribution 

coefficient) Kd로 표 하며,  세계 거의 모든 폐기물 리기 들은 처분장 안 성 

 성능 평가 계산에서 Kd를 사용한다. 그러나 수착 상은 지화학 인 조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Kd로 표 된 핵종의 수착은 지질학 /지화학  변화에 따라 편차

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의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에서 주 하는 Sorption Project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환

경에서 핵종의 수착을 열역학  수착모델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1, 2 단계에 

걸친 공동연구를 수행하 으며, 2007년부터 3 단계 국제공동연구를 착수하 다. 

  Sorption Project 1단계 연구는 1997년부터 1998년 까지 OECD/NEA 주최로 국제

공동연구로의 형식으로 수행되었다. 1 단계 연구에는 ANDRA( 랑스), BN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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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ENRESA (이탈리아), IPSN ( 랑스), KAERI ( 한민국), NAGRA (스 스), 

NIREX ( 국), ONDRAF/NIRAS (벨기에), JNC (일본), POSIVA (핀란드), PSI 

(스 스), SKB (스웨덴), SKI (스웨덴), RAWRA (체코) 등 총 10 개국에서 14개 

기 이 참여하 다. Sorption Project 1 단계 연구는  1997년 5월 국의 Oxford에

서 개최된 Workshop의 내용에 을 두고 있다.  Oxford Workshop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자연 시료들에 한 수착 상을 설명하기 하여 수착모델링을 이용한 

성공 인 모델사례  그 진 에 을 맞추었으며, 방사성 핵종들에 한 분배계

수 Kd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열역학  수착 모델(thermodynamic sorption 

models)에 한 보고서가 2001년에 발간되었다[1].

  OECD/NEA Sorption Project의 2 단계는 2000년 9월에 착수되었다. 

ANDRA( 랑스), ANSTO (호주), BNFL ( 국), CRIEPI (일본), ENRESA (이탈리

아), GRS/FZK/FZR (독일), IPSN ( 랑스), JNC (일본), NAGRA/PSI/HSK (스

스), NIREX ( 국), ONDRAF/NIRAS (벨기에), MRC (미국), POSIVA (핀란드), 

RAWRA (체코) 등 총 14개국에서 19개 기 이 참여하 다.

  Sorption Project 2 단계에서는 1 단계의 내용을 토 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안

성 평가에서 Kd를 측하고 정량화하는 데 있어서 열역학  수착모델의 유용성 

 과학  타당성을 설명하 다. 한, Kd를 결정짓는 지화학  요소를 정량화 하

는데 있어서 다양한 조건에서 열역학  수착모델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2 단계에

서 사용된 열역학  수착모델은 pH, 탄산염 농도 등의 다양한 수용액의 화학  조

건과 다양한 농도의 단일 물 는 복합 물에서 Kd의 경향을 재 하여 다양한 조

건에서 열역학  수착모델의 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단계는 2005년 10월에 랑스 리에서의 최종 워크 (workshop)과 함께 끝이 

났다. 이 워크 은 열역학  수착 모델들의 장 들  한계 들에 한 강조 그리

고 이들의 사용에 한 권고사항들과 함께 주요 로젝트 결과들에 한 개요에 

하여 기술하 으며, 2005년에 Sorption Project 2 단계의 주요 내용들에 한 보고

서가 발간되었다[2].

  이러한 OECD/NEA Sorption Project의 2 단계 보고서와 국제 인 Workshop 개

최는 TSM 기본 개념들의 확고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 단계 연구

결과들은 TSM의 사용이 다양한 지화학  조건들에서 Kd 값의 측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2 단계는 성능평가 목 으로 TSM을 

실질 으로 수행하는데 몇 가지 결정 인 문제들(critical issues)이 남아 있음을 보

여주었고, 모델개발과정 동안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들(Decision-making 

processes)과 내부 인 합의에 의해 TSM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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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orption Project 3 단계 연구 추진 황 

     2 단계의 주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계획의 안이 비되었고, 

2006년 여름에 Sorption  Project Phase II의 운 원회의 원들에게 회람되었다. 

2006년 8월에 개최 정이던 IGSC(Integration Group for the Safety Case)의 Core 

Group에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운 원회 원들과 IGSC Core Group에 의해 제

시된 의견들이 수정 제안서 비에 반 하 다. 제안서가 2006년 10월에 개최된 연

례회의에서 IGSC에 의해 승인되었고, 요구되는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한 새로운 

로젝트가 OECD/NEA이 후원 하에 제안되어 승인된 로그램들과 련한 실행계

획이 제시되었다. 로젝트의 목 과 최종 성과물을 정의하고 업무계획과 리 차 

등을 설정하기 하여 Sorption Project의 새로운 3단계를 한 착수회의가 2007년 

6월 20일 개최되었고, 2007년 11월 9일 공식 인 착수회의를 거쳐 로젝트가 시작

되었다. 

  새로 시작된 Sorption Project 3 단계 연구의 기본 목 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장기 인 안 성 분석에서 수착 상을 설명하기 한 열역학  수착모델(TSM, 

Thermodynamic Sorption Model)의 용 가능성 검증  활용방법 개발을 한 지

침서(Guideline Document)를 작성하여 처분장 성능평가자  모델링 수행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재 각 장 별로 작성 내용  작성참여자 결정된 상태이며, 제 1

장에 한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지침서의 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평가를 항 열역학  수착모델 용에 한 

개

․제 2장 : 열역학  수착모델의 불확실도와 민감도 분석, 열역학  수착모델 입력

인자 값들의 형태  범 , 열역학  수착모델의 경계 조건, 열역학  

수착모델 용을 한 실험의 선택  설계, 모델계산을 한 입력인자, 

모델계산에 있어서 지화학  입력인자 불확실도의 향

․제 3장 : 기 모델 변수들을 결정하기 한 방법들과 모델의 물리  화학  타당

성

․제 4장 : 방사성폐기물 리 측면에서 자연 상태 물의 상 성, 자연 상태 물

에 한 회분식 실험에 한 열역학  수착모델 용  모델 용에 

한 불확실도의 원인, 열역학  수착모델을 이용한 자연상태 물의 

Kd  측에 한 기술 황

  표 2.7.1에는 OECD/NEA Sorption Project의 각 단계별로 수행된 주요 연구내용

과 결과들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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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간 주요 추진 내용

1
1997

～1998

․1997년 5월 국에서 개최된 Workshop에 을 둠

․열역학  수착모델링(TSM)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진 에 

을 둠

․Kd  선택을 돕는 TSM에 한 보고서 2001년 발간

2
2000

～2005

․각각 다른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복합 물들에 한 수착 특성 

자료 수집

․여러 가지 경우에 한 모델링 시험 수행

․2005년 리에서의 Workshop과 함께 종료함

  * 주요 수행내용  논의들에 한 보고서 발간   

3
2007

～2010

․2 단계에서의 연구결과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3 단계 필요

성 확인

  * TSM 모델개발에 한 지침(guideline) 개발의 필요성

  * 모델의 타당성/불확실성/Upscaling 요건  신뢰성 등에 

    한 평가/확인의 필요성

  * TSM 용을 한 련자들에 한 교육/훈련

표 2.7.1. OECD/NEA Sorption Project 단계별 추진 내용 요약

  다. 주요 참여국  기

    Sorption Project 3 단계 연구에는 ANSTO(호주), ONDRAF/NIRAS(벨기에), 

RAWRA(체코), Posiva Oy(핀란드), ANDRA( 랑스), GRS(독일), JAEA(일본), 

ENRESA(스페인), HSK/NAGRA/PSI(스 스), Nexia solution Ltd. ( 국), NDA

( 국), NRC(미국) 등 12개국 13개 기 이 참여하고 있다.

  라. 로젝트 조직

      Sorption Project 3 단계 연구는 각 참여기 으로부터 표자(delegate)를 선

출하여 MB(Management Board)를 구성하여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기

술  내용  보고서 작성을 한 3인 이내의 해당분야 문가를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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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Technical Direction Team)를 구성하고, MB에게 기술  정보  조언, 회의 

주최, 보고서 비 등 주요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OECD/NEA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된다.  MB에서 추천한 문가들을 상으로 EE(External Expert) 그룹을 

구성하여 TDT 업무수행을 보조하게 되는데 EE 그룹의 경우 경비지원이 없다.

   

   그림 2.7.1. Sorption Project Phase III의 조직

  마. 주요 추진일정

     OECD/NEA Sorption Project의 주요 추진일정을 표 2.7.2에 제시하 다. 지침

서 작성 완료와 함께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2010년 에는 NEA Workshop을 개

최하여 연구결과에 한 토의  문가들과 의견을 나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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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2. OECD/NEA Sorption Project Phase III 수행 세부 일정표

 

2. OECD/NEA TDB Project

  가. TDB Project 배경

     NEA-TDB Project의 주요 목 은 요한 화학원소들에 한 포 이고, 일

이고, 국제 으로 공인되고, 품질 보증된 화학 열역학 database를 구축하는 것

이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들은 방사성폐기물처분의 안 성평가에 요구되는 모델링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지 까지 TDB Project는 1992년 이후로 여러 단계들에 걸쳐 주요한 우라늄, 

넵투늄, 루토늄, 아메리슘과 같은 악티족 원소들과 몇몇 요한 핵분열생성물들의 

무기  유기화합물들에 한 열역학  자료들을 세계 인 해당분야 문가들이 검

토하고 정리  평가하는 것을 주 업무로 수행하여 왔으며, 그동안 매우 요한 보

고서들  책자들을 출 하여 방사성폐기물  핵주기 련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고 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져 오고 있다.

     재 2003년도부터 시작된 Phase III 가 Th, Sn, Fe 원소들에 한 요한 열

역학  자료들을 제시하고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공 으로 마무리되었으며, 2008년

도부터는 Phase IV 단계에 돌입하 다. TDB Phase IV는 2008.2～2012.1 까지 수행

될 정이다. 

  나. TDB Project 4단계 추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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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2003년도부터 시작된 Phase III 가 Th, Sn, Fe 원소들에 한 요한 열

역학  자료들을 제시하고 분석, 평가함으로써 성공 으로 마무리되었으며, 2008년 

TDB Project의 새로운 단계인 TDB IV는 참여기 을 표하는 리 원회

(Management Board)의 지도하에 자율 인 로젝트로 구성됨. 향후 4년간의 개략

인 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결정될 정임.

Review on the inorganic species and compounds of Fe (stage II);

Review on the inorganic species and compounds of Mo;

Review on the inorganic species and compounds of Nb;

Review on the inorganic species and compounds of Cr;

Review on the inorganic species and compounds of Ag;

Review on the inorganic species and compounds of Co;

Review on the inorganic species and compounds of Be;

Update of the Phase II Review on Organics Ligands (Review);

Review on Ausxiliary Data (including relevant species and compounds to 

describe the aqueous chemistry of Al, Si; data on inorganic species and 

compounds of elements such as I,B, Mg, Ca, Sr and Ba);

Update of the selected value database accrued during Phase I, Phase II and 

TDB III using an approach based on systems "Element-H2O-inorganic 

ligand" rather than by element (Review);

Preparation of a state-of the-art report on approaches to the estimation of 

missing data (Theme);

Preparation of a state-of the-art report on thermodynamic modelling of 

Natural Organic Matter (Theme);

Preparation of a state-of the-art report on issues related to a database for 

cement systems (Theme);

Preparation of a state-of the-art report on issues related to a database for 

rock-forming minerals (Theme).

  다. 주요 참여국  기

    TDB Project 4단계 연구에는 NIRAS/ONDRAF(벨기에), NWMO(카나다), 

RAWRA(체코), POSIVA(핀란드), ANDRA( 랑스), CEA( 랑스), FZK(독일), 

JEAE(일본), ENRESA(스페인), SKB(스웨덴), HSK/NAGRA/PSI(스 스), Ne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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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s( 국), NDA( 국), DOE(미국), KAERI(한국) 등 13개국 15개 기 이 참

여하고 있다.

  라. 로젝트 조직

      TDB Project 4 단계 연구는 각 참여기 으로부터 표자(delegate)를 선출하

여 MB(Management Board)를 구성하여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그림 

2.7.2). MB에게 기술  정보  충고를 주기 한 해당분야 문가 소수를 선정하

여 Execute Group을 구성하여 주요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Execute Group은 

표를 선정하여 운 할 수 있고, Coordinator와 MB를 도와 Meeting 주최, 로젝

트 추진 일정 조 과 감시, MB에 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Project 

Coordinator인 NEA를 심으로 Review and Expert Team을 구성하여 각 열역학

 자료들에 한 평가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림 2.7.2. OECD/NEA TDB Project IV의 조직

3. EU FUNMIG Project

  가. 로젝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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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MIG(Fundamental processes of radionuclide migration) 로젝트는 제 

6차 European Framework Programme의 하나로 수행되어 오고 있는 로그램이다. 

이 로젝트는 방사성핵종과 암반과의 상호작용이 방사성폐기물과 생태계사이의 주

요한 방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을 맞추고 있다. FUNMIG 로젝트는 2005년 1

월부터 시작된 제 6차 European Framework Programme 하에서 2005년부터 2008

년 까지 4년 동안 수행되고 있다. 주요 목 은 지질계에서 핵종이동 과정들에 한 

근본 인 이해이고, 특히 성능평가로의 용 도구들에 을 두고 있다. 

     이 로젝트는 EU의 지속가능한 에 지 개발의 주요 도  과제 의 하나로 

인신되고 있는 지질학  고 폐기물 처분의 과학 이고 사회 인 신뢰성을 한 

것이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근계(near-field)에서 수력학계(hydrosphere)와 생태계의 핵종이동에 한 과학

으로 건 한 성능평가를 도구들을 제시한 것

유럽에서 고려하고 있는 암반 형태들과 각기 다른 방사성폐기물 처분 근 방법

들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

많은 로그램들과 능력을 가진 회원국들 사이에서 본 이슈에 한 의사소통과 

자원의 최 화된 사용을 공고히 하는 것 

모든 유럽 나라들 사이에서 일반 인 능력 수 을 진하기 한 지식 달을 제

공하는 것

안 기 (safety standards)을 수하는 것에 책임있는 국가  규제기 들과의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것 

각기 다른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식과 국가  필요성에 한 결과들의 용성을 

공고히 하는 것

  나. 로젝트의 구성

      본 로젝트는 6개의 실험  모델링 RTDC(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mponents) 구성체와 하나의 훈련  지식 달 구성체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성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RTDC 1: Well established processes 

RTDC 2: Less established processes 

RTDC 3: Radionuclide migration in clay-rich host formations 

RTDC 4: Processes and transport studies relevant for crystalline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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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tner Name Country 

1 
FZK-INE
www.fzk.de/ 

Forschungszentrum Karlsruhe G.m.b.H. DE 

2 
AITEMIN 
www.aitemin.es 

Asociación para el Desarrollo Industrial de los 
Recursos Naturales 

ES 

3 
ANDRA 
www.andra.fr 

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chets 
Radioactifs 

FR 

4 
ARMINES
www.armines.fr 

Association pour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des Méthodes et Processus 
Industriels 

FR 

disposal concepts 

RTDC 5: Processes and transport studies relevant for salt rock disposal 

concepts 

RTDC 6: Integration of processes and abstraction to performance assessment 

Component 7: Training, knowledge management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RTDC 1은 자료간의 결정 인 차이를 메우기 한 목 으로 개념 으로 잘 

설정된 핵종이동 과정들을 조사하는 것인 반면, DTDC 는 지질계에서 핵종이동을 

유발하는 개념 으로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기본 인 과정들에 한 이해를 심

화하는 것이다. RTDC 3에서 5까지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유럽에서 

재 고려되고 있는 특정 암종들( 토, 결정질암, 암염 등)에 해 조사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 RTDC 6은 다른 RTDC들의 성과를 이끌러내는 성능평가 도구 개

발의 일반 인 들을 문서화하는 것에 한 Forum을 제공한다. 

  다. 참여기

 

      FUNMIG는 7개의 국가  폐기물 리 기구들, 17개의 각기 다른 크기와 형태

의 연구기 들, 24개의 학들, 3개의 소규모 회사들로 구성된 51개의 트

(Partner)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기 들은 5개의 새로운 회원국을 포함하는 15개

의 유럽 국가들로부터 참여하고 있다. 한 다수의 Associated Group들이 체 목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Associated Group들은 자체비용으로 로젝트에 

연합되어 있다. 표 2.7.3에는 EU Framework FUNMIG 로젝트의 트 들을 표 

2.7.4에는 FUNMIG 로젝트의 Associated Group들을 나열하 다.

표 2.7.3. EU Framework FUNMIG 로젝트의 트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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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RGM
www.brgm.fr 

Bureau de Recherches Geologiques et Minieres FR 

6 
CEA
www.cea.fr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FR 

7 
CIEMAT
www.ciemat.es 

Centro de Investigaciones Energéticas 
Medioambientales y Tecnológicas 

ES 

8 
CSIC
www.csic.es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ES 

9 
CTH
www.chalmers.se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SE 

10 
ENRESA
www.enresa.es 

Empresa Nacional de Residuos Radioactivos 
S.A. 

ES 

11 
AMPHOS XXI
www.amphos21.co
m

Amphos XXI Consulting S.L. ES 

12 
ERM
www.erm-poitiers.fr Études-Recherches-Matériaux FR 

13 
FZR
www.fz-rossendorf.
de 

Forschungszentrum Rossendorf e.V. DE 

14 GEOPOINT Geopoint AB SE 

15 
GRS
www.grs.de 

Gesellschaft für Anlagen- und Reaktorsicherheit 
mbH 

DE 

16 
HU
www.helsinki.fi/univ
ersity 

University of Helsinki FI 

17 
HUT
www.hut.fi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FI 

18 
IIF
www.iif-leipzig.de 

Institut für Interdisziplinäre Isotopenforschung DE 

19 
II-CRC-HAS
www.mta.hu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HU 

20 
JGUM
www.uni-mainz.de/ Johannes Gutenberg Universität Mainz DE 

21 
KTH
www.kth.se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SE 

22 
KU
www.ku.dk 

Køpenhavns Universitet DK 

23 
KULEUVEN
www.kuleuven.ac.b
e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BE 

24 
NAGRA
www.nagra.ch 

Nationale Genossenschaft für die Lagerung 
radioaktiver Abfälle 

CH 

25 
NILPRP
http://alpha2.infim.r
o 

National Institute for Laser, Plasma and 
Radiation Physics 

RO 

26 
NIRAS
www.nirond.be 

Nationale Instelling voor Radioactief afval en 
verrijkte splijtstoffen 

BE 

27 
NIREX
www.nirex.co.uk 

United Kingdom Nirex Limite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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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NRI-REZ
www.nri.cz 

Nuclear Research Institute Rez plc CZ 

29 
NRIRR
www.osski.hu 

National Center of Public Health,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Radiobiology and 
Radiohygiene 

HU 

30 
OVIUNI
www.uniovi.es/ 

Universidad de Oviedo ES 

31 
POSIVA
www.posiva.fi 

Posiva Oy FI 

32 
PSI
www.psi.ch 

Paul Scherrer Institut CH 

33 
SAS-IIC
www.sav.sk 

Slovak Academy of Sciences SK 

34 
SCK·CEN
www.sckcen.be

Studiencentrum voor Kernenergie·Centre d'Étude 
Nucléaire 

BE 

35 
SKB
www.skb.se 

Svensk Kärnbränslehantering AB SE 

36 
TUM-RCM
www.tum.de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DE 

37 
UDC
www.udc.es 

Universidad de La Coruña ES 

38 
UNIBERN
www.unibe.ch/ 

Universität Bern CH 

39 
UNICYPRUS
www.ucy.ac.cy 

University of Cyprus CY 

40 
UNILOUGH
lboro.ac.uk 

Loughborough University UK 

41 
UNIMANCH
www.manchester.a
c.uk 

The Victoria University of Manchester UK 

42 
UNIUTRECH
www.uu.nl 

Universiteit Utrecht NL 

43 
UPC
www.upc.edu 

Universitat Politécnica de Catalunya ES 

44 
UPPC
www.uni-potsdam.
de/ 

University of Potsdam DE 

45 
UPV
www.upv.es 

Universidad Politécnica de Valencia ES 

46 
VTT
www.vtt.fi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FI 

47 
WU
visit

Wageningen University NL 

48 
UJF
www.floralis.fr 

UJF-Filiale FR 

49 
LPEC
www.univ-lemans.fr 

Laboratoire de Physique de l'Etat Condensé de 
l'Université du Maine 

FR 

50 LMM Laboratoire de Matériaux Minéraux FR 

51 AIED Alpine Institute of Environmental Dynamics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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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artner Name Country 

1
STUK
www.stuk.fi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 
FI 

2
IRSN
www.irsn.fr 

Institut de Radioprotection et de Sûreté 
Nucléaire 

FR 

3
GRS
www.grs.de 

Gesellschaft für Anlagen- und Reaktor- 
sicherheit 

DE 

4
SNSA
www.sigov.si 

Slovenian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I 

5
HSK
www.hsk.psi.ch 

Swiss Federal Nuclear Safety Inspectorate 
CH 

6
RPII
www.rpii.ie 

Radiological Protection Institute of Ireland 
IE 

7
SKI
www.ski.se 

Swedish Nuclear Power Inspectorate 
SE 

8 CONTERRA AB Conterra AB SE 

9
UNIZAR
www.unizar.es 

Universidad de Zaragoza 
ES 

10
GSI
www.gsi.ie 

Geological Survey of Ireland 
IE 

11
USC
www.usc.es 

Universidade de Santiago de Compostela 
ES 

12
KHNP
www.khnp.co.kr 

Korea Hydro &Nuclear Power Co. Ltd 
KR

13 TERRALOGICA AB Terralogica AB SE

14
CTU
www.cvut.cz

Czech Technical University 
CZ

15
CNCAN
www.cncan.ro

National Commission of Nuclear Activities 
Control

RO

16
OEKO
www.oeko.de

Öko-Institut eV - Institut für angewandte 
Ökologie

DE

17
LAIEM
www.sciences.univ-nan
tes.fr

Laboratoire d'Analyse Isotopique et 
Electrochimique de Métabolismes FR

18 3D TERRA   CA

19
UMR-CNRS
labo.univ-poitiers.fr/um
r6514/

Laboratoire Synthèse et reactivité des 
substances naturelles FR

20
LEI
www.lei.lt

Lithuanian Energy Institute
LT

21
MSU
www.msu.ru

Moscow State University
RU

22
ARAO
www.arao.si

Agency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I

23
PURAM
www.rhk.hu

Public Agency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HU

24
CEREGE
www.cerege.fr

Centre Europ é en de Recherche et 
d'Enseignement des Géosciences de 
l'Environnement 

FR

표 2.7.4. EU Framework FUNMIG 로젝트의 Associated Group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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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GI-BAS
w.w.w.geology.bas.bg

Geological Institute of Bulgarian Academy 
of Sciences 

BG

26
HYDRASA
labo.univ-poitiers.fr/hy
drasa/

Hydrasa
FR

27
RAWRA
www.rawra.cz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uthority
CZ

28
BGR
www.bgr.de

Bundesanstalt fü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BGR) 

DE

29
KAERI
www.kaeri.re.k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R

  라. 기타 EU Framework 로젝트들

      FUNMIG 로젝트 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종이동과 련된 기타 EU 

Framework 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ACTINET: European Network for Actinide Sciences  

(www.actinet-network.org)

ESDRED: Engineering studies and demonstration of repository designs 

(www.esdred.info)

NF-PRO: Understanding and physical and numerical modeling of the key 

processes in the near-field, and their coupling, for different host rocks and 

repository strategies(www.nf-pr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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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천연방벽에서 핵종이동  지연 련 

연구개발 황

  본 장에서는 핵종이동  지연특성과 련된 다양한 분야들에 한  세계 인 

주요 연구개발 황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한 그동안 수행되어 온 국

내의 연구개발 동향도 포함하게 함께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당 분야

에서의 주요 이슈  향후 연구 망에 해서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

다. 

  핵종이동  지연특성과 련한 동향분석을 한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다음과 

같이 10개 분야를 선정하 다.

  1) 지하수 화학: 화학종  용해도

  2) 이류-분산/혼합

  3) 암반체 확산

  4) 암반 수착 

  5) 단열 충   표면 물 수착

  6) 콜로이드 발생  이동

  7) 미생물  과정

  8) 가스 형성  용해 향 

  9) 핵종의 장기 거동 향 

  10) 핵종거동 자연유사연구

제 1  지하수 화학: 화학종  용해도

  처분장에서 방사성 원소들의 화학종의 규명은 그들의 거동과 운명을 견하기 

한 것으로 궁극 으로 핵종의 용해도와 이동도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용

후핵연료 혹은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장수명 핵종의 용해도와 화학종 규

명은 처분장 source term으로 작용하므로 매우 요하다. 이들의 특성은 지하수의 

pH, Eh, 리간드들의 활동도, 이온강도, 온도, 압력 등에 의존하는데, 장수명 핵종들

(특히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  화학종에 하여 국내외에서 실험 혹은 지화학 코

드로 계산하여 얻은 결과들과 연구동향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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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의 조성에 따른 핵종들의 용해도  화학종 변화

• 용해도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열역학  데이터의 선정

• 화학종 규명을 해 이용되는 기술

  지하수내 핵종의 용해도와 화학종에 미치는 향은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 다르

다. 본문에서는 탄산이온과 같이 향을 많이 주는 이온들의 농도에 따른 향 등

을 조사하고, 지화학 코드로 핵종의 용해도  화학종을 계산하기 하여 입력되는 

solubility limiting solid phases와 열역학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실험치와 계산값

의 비교 등이 설명된다. 한, 처분장 조건에서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진 악틴족 핵종들의 화학종 규명을 해 이용되는 새로운 분석방법들과 이들의 검

출한계  용성 등도 문헌조사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  화학종

  스웨덴은(SKB, 2007) SKB  연구 장소와 Äspö HRL에서 데이터(1980～2001년)

들이 모델링 되어왔는데, 이 결과는 미래에 지하수의 조성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재의 상태는 향후 1000년 동안 유지되겠지만, 만 년이 경과하면 온도변화  지표

면 상승에 따른 지하수 조성변화가 상되는데, 이를 모델링하기 한 코드 M3 

(Mixing and Mass balance Modelling)가 개발되었고 PHREEQC의 결과와 상호 비

교하 다. 이러한 모델은 처분장 폐쇄 후 지하수 화학에 한 상세한 그림을 제공

하기 하여 SR-Can에서 물 반응을 모델과 같이 사용된다. 

  부분의 처분장 조건에서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가 낮고, 이동성이 낮을 것으로 

상하지만 아직도 규명되어야 할 요소가 많다. 로서 콘크리트의 부식에 의한 높

은 pH와 높은 칼슘 농도조건에서 Cax[M(III)(OH)n]3−n+2x(n=3,4,6)과  

Ca4[M(IV)(OH)8]
4+
 같은 화학종의 형성은 수 승수만큼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

며,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과 화합물을 형성에 따른 악틴족 원소의 이동성, 흄산/펄

빅 산과의 상호작용에 정확한 메커니즘이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한, 콜로이드 형

성에 의한 이동성의 향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Geckeis and Rabung, 2008).  

한, 흄산과 루토늄과의 반응에 의한 Pu(V)의 환원(Blinova et al., 2007), 미생물

에 의한 혹은 그들의 사작용 생성물에 의한 핵종의 화학종 변화(Duffield et al., 

2006) 등도 연구되고 있다. 

2. 용해도  화학종을 계산하기 한 열역학  데이터

  부분의 경우 처분 안 성 평가를 한 악티나이드 용해도는 천연지하수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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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 으로 간단한 용액으로부터 구한다. 그러나 천연지하수에는 다양한 음이

온이 존재하고 이들 이온의 효과 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환경 하에서 

악티나이드의 용해도  화학종은 지화학 코드를 이용하한 계산이 자주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계산은 서로 유사한 지하수의 유사한 조성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수 

천배 까지 다른 결과를 보여 다. 이는 악티나이드 용해도의 지화학 조건에 한 

강한 의존성과 각 연구에서 용된 열역학데이터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악티나

이드 용해도는 각국의 특정 부지특성인자를 고려한 고유한 계산이 필요하고, 계산

에 사용되어지는 열역학데이터의 신뢰성이 요함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국내 화강암지하수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를 구하기 하여 

MUGREM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동권, 한필수, 1999), 세계 으로 리 사용

되는 지화학 코드인 PHREEQC(Ver. 2) 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 다(Kim et al., 

2008). 이 때 사용한 열역학 데이터로는 OECD/NEA(2003년),  Nagra/PSI (2002년), 

KAERI/TR-2046/02(2002년)를 사용하 다. 그러나 최근에 Th-OH-CO3, 

Ca-UO2-CO3와 같은 새로운 이온들에 한 열역학 데이터가 생산됨에 따라 국내 

열역학 데이터도 지속 인 개선이 필요하다. Wolfgang Hummel 등은 oxalate, 

citrate, ethylenediaminetetraacetate(EDTA), α-isosaccharinate와 같은 유기 리간드

에 한 악틴족 원소와의 화합물에 한  OECD/NEA 열역학 데이터 로젝트(표 

3.1.1)에서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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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OECD/NEA의 선택된 유기 리간드와 악티나이드 화합물, 복합체의 

반응들에 해 선택된 열역학  자료들



- 53 -

3. 화학종 규명 기술

  처분장에서 방사성 원소들의 화학종의 규명은 그들의 거동과 운명을 견하기 

한 것으로 궁극 으로 핵종의 용해도와 이동도에 향을 미치는 데, 주로 지하수의 

pH, Eh와 리간드의 활동도에 의존한다. 최근에 장수명 핵종을 분석하는 방법이 게

속 발 하고 있는데, 농도분석  화학종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기술들을 각각 그

림 3.1.1과 표 3.1.2에 나타내었다(Colin et al., 2008).  

그림 3.1.1. 각 분석기술의 농도 측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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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수용액에 용해된 장수명 방사성핵종의 화학종 분석을 한 기술들

Technique Analyte
Concentration

(mole/L)
Comment

CE-ICP-MS Pu 10
-7

Pu redox states determined

NMR UO2
2+ 10-1

Complexes with iminodiacetate and 

oxydiacetate

Raman U(VI) 10
-3
 - 10

-5
OH, NO3, ClO4 and acetate species

SERS Tc 10
-4
 - 10

-7
 

Humic/EDTA species, kinetic 

oxidation of Tc(IV)

UV-vis Th 10-5 Organic complexation, competition

EXAFS U(VI) 10-2 Aquo, Cl complexation

TRLIF Eu 10
-6 humic species in simulated natural 

waters

TRLIF U(VI) 10-4 - 10-7
Analysis of nuclear reprocessing 

liquids

ESI-MS U(VI) 10-4
HEDP complexation by pH and ligand 

ratio

ESI-MS Th 10-5 EDTA, NTA complexes, pH effect

CE-ICP-MS, Capillary electrophoresis–-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NMR,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SERS, 

Surface-enhanced Raman spectroscopy; UV-vis,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EXAFS,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structure spectroscopy; 

TRLIF, Time-resolved 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ESI-MS, 

Electrospray ionisation mass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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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이류-분산/혼합

  국내에서는 인공균열암반, 1m 규모 자연균열암반에서 핵종 이동실험 등 다양한 

실험실규모 실험을 수행하 으며, 2008년부터 KURT 암반 균열층에서 2～3m 경로

수 의 화학종 이동실험을 수행 이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실험실수  실험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하실증시험시설에서도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 이다. 스웨덴의 화강암반 지하연구시설인 Äspö의 경우, 

악티나이드 이동특성을 살펴보는 CHEMLAB 실험, 10m 이상 수 에서 핵종이동

상을 찰하고 모델개발 평가를 하는 TRUE(Tracer Rertention Understanding 

Experiments)등이 표 인 연구 로젝트이다. 스 스의 화강암반 지하연구시설인  

Grimsel Test Site(GTS)에서는 일본 CRIEPI와 공동으로 FUNGRIM(Fundamental 

Processes of Radionuclide Migration) 로젝트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1. 국내 연구 황

  인공균열화강암반, 그림 3.2.1과 같은 1m 규모 자연균열암반에서 핵종 이동 실험 

등 다양한 실험실규모에서 핵종이동 실험을 수행하 으며, 2008년부터 그림 3.2.2와 

같이 KURT 암반 균열층에서 2～3m 경로 수 의 화학종 이동 실험을 수행 이

다. 수리 도 실험을 통해 지하수 흐름이 안정 인 구간을 정해 오염물질 이동 실

험을 수행한다. 이 실험은 주  환경에 개방된 균열 면에서 실험을 수행하므로 먼

 주변 암반 균열망 분포를 악한 후에 이동구간 내 수문 실험  모델수립을 

하고, 이어서 수착성  비수착성 추 자를 사용하여 물질 이동 실험을 수행할 

정이다. 한 3차원 물질이동 모델 개발  검증도 요한 연구항목이다. 이동모델

은 가변국부통로모델(variable aperture channel model)로 균열분포  지하수 유동

을 모사하고, 입자추 법(particle tracking method)으로 물질이동을 모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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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1m 규모 자연균열암반에서 핵종 이동 실험 장치

그림 3.2.2. KURT 암반 균열층에서 화학종 이동 실험 개념도

2. 삼차원 추 자 이동실험 (Tracer Retention Understanding Experiments, TRUE)

   스웨덴 Äspö에서 수행 인 실험으로 그림 3.2.3에 보이는 500m 심도 실험시설

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시추를 하여, 암반 균열 분포를 종합 으로 악한 다음, 서

로 연결된 이동통로를 설정해 한 시추공에서 추 자를 주입하여 이동하는 양태를 

다공(Multipole) 에서 계속 찰하여 3차원 흐름장(flow field)에서 수리 도도(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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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핵종 이동을 악하는 실험이다. 이 로젝트는 세 분야로 나 어 여러 기

에서 공동연구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험실에서 암반물성, 기  입력인자값 측

정 등을 수행하는 , 장에서 핵종이동 실험을 수행하는 , 실험을 해석하고 

측하기 한 이동모델을 개발하는 으로 분반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핀란드 

POSIVA, 랑스 ANDRA, 일본 JNC, 스웨덴 SKB 같은 기 들이 공동으로 연구하

고 있다(백민훈 등, 2007).

그림 3.2.3. 수착성 용질을 이용한 TRUE Block Scale 실험 장치의 추 자 

주입장치의 개요

3. 장조건에서 악틴족 이동실험(Radionuclide Retention Experiments with 

   CHEMLAB)

  Äspö 장에서 균열을 포함한 약 20cm 크기 암석을 채취/가공하여 그림 3.2.4와 

같은 이동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장시추공에 다시 삽입한 다음 장조건에서 주

로 악틴족 핵종들을 상으로 이동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핵종과 암반균열표면과

의 상호작용에 한 미시  찰, 회분식으로 구한 수착  이동자료의 검증 등에 

해 가치 있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 실험은 스웨덴 SKB와 독일 INE 

가 공동연구하고 있는데, 한국도 일부 연구 분석에 참여하여 실험결과 해석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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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림 3.2.5는 Chemlab 장조건에서 암반균열을 통한 Np-237의 이동을 

KAERI 연구 이 산모사(computer simulation)를 통해 모사한 내용이다.

그림 3.2.4. Chemlab 이동 실험 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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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Chemlab 장 조건에서 암반균열을 통한 Np-237의 이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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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암반체 확산

  방사성폐기물처분을 연구하는 모든 나라들은 실험실에서 암반에서 핵종확산계수

를 기본 으로 측정하는데, 한국에서도 통확산실험을 통해 련연구를 꾸 히 수

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이온핵종의 이동지연능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인자로 

암반층내로 확산해 들어가는 침투깊이가 부각됨에 따라 확산깊이 측정실험에 심

을 기울이고 있다. 

  오염물질들이 암반균열 내를 이동할 때, 일부는 암반매질내로 확산해 들어가게 

된다. 확산양은 암반의 공극(pore)에 크게 좌우되는데 심부결정질암반의 경우 개 

0.003 수 이다. 1m
3
 부피 암반에서 오염물질이 공극을 통해 확산해 들어간다면 약 

3 L의 물질이 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염물질이 암반표면에 수착하지 않더라도 

확산만으로도 상당한 수 으로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확산에 해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요하며 특히, 음이온의 경우, 암반 매질 내 확산이 결정 인 이동 

지연 메커니즘이다. 

  국내에서는 실험실 수 에서 다양한 방사성핵종들의 암석 풍화도에 따른 확산깊

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하시험시설에서 

장 확산깊이 측정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실험실실험에서는 핵종확산깊이가 제한된 

경계조건을 갖는 반면에 장실험에서는 무제한 경계조건을 갖는다. 캐나다 

Whiteshell에서 확산깊이 측정시험을 2000년  에 가장 먼  시작했으며, 비수착

성 THO의 경우, 2년간 약 10여 cm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Äspö와 스

스 GTSl에서도 장기핵종확산실험(Long Term Diffusion Experiment) 가 재 진행 

이다.

1. 국내 연구 황

  방사성폐기물처분을 연구하는 모든 나라들은 암반에서 핵종확산계수를 기본 으

로 실험실에서 측정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림 3.3.1과 같은 통확산실험을 통해 

련연구를 꾸 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이온핵종의 이동 지연능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인자로 암반층내로 확산해 들어가는 침투깊이가 부각됨에 따라 확산깊

이 측정실험에 심 을 쏟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험실 수 에서 다양한 방사성핵종

들의 암석 풍화도에 따른 확산깊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그림 3.3.2와 같은 형태로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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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1. 암반에서 핵종 통확산 실험장치

그림 3.3.2. 암석에서 핵종 확산깊이 측정 실험장치

2. 지하 장 조건에서 장기 암반 매질 내 확산실험(Long Term Diffusion 

   Experiment, LTDE)

  이 로젝트는 암반 기공의 가시화(visualization)와 장 암반체 확산(rock 

matrix diffusion)에 한 분석을 목 으로 하는 장기 실험이다. 암반확산은 균열을 

따라 흐르는 용질이 서로 연결된 미세균열 는 기공들을 통해 주변 암반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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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암반체(rock matrix)로 확산 이동하는 과정이다(Valkiainen, 1992). 방사성폐기

물 처분장의 에서 암반체 확산의 요성은 암반체 확산이 이동하는 핵종들과 

하는 암반 표면의 면 을 매우 크게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Grisak and Picken, 1980; Hadermannand Rösel, 1985; Heer and Hadermann, 

1996; Neretnieks, 1980; Rasmuson and Neretnieks, 1981).  암반확산이 흐름 경

로의 표면으로부터 암반체의 큰 부분까지 핵종들을 지연시킬 수 있는 체 기공부

피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I-129나 C-14과 같이 약한 수착성  비수착성

을 가지는 핵종들로부터의 방사선량(dose)를 생각할 때 더 결정 이다. 그리고 재 

공학  방벽에서 제안된 매력 인 많은 인공  해결책보다 더 실질 으로 방사선량

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 부분 지하시험시설에서 그림3.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장 확산깊

이 측정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실험실실험에서는 핵종 확산깊이가 제한된 경계조건

을 갖는 반면에 장실험에서는 무제한 경계조건을 갖는다. 캐나다 Whiteshell에서 

확산깊이 측정시험을 2000년  에 가장 먼  시작했으며 비수착성 THO의 경우, 

2년간 약 10여 cm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Äspö 와 스 스 Grimsel 에서

도 장기핵종확산실험이 재 진행 이다.

 실험은 그림 3.3.4에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암반균열이 없는 면에 시추를 하고 그 

시추공 안에 추 자를 집어넣고 장기간 확산과정이 일어나게 한다. 그 후, 정해진 

시간에 시추공 주변을 크게 추출하여 추 자들이 확산한 양을 평가하여 확산 깊이

와 확산계수를 구하는 실험이다.

그림 3.3.3. LTD 실험개요  실험 장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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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장조건에서 장기 확산 로젝트의 주요 목 은 다음과 같다.

재 PA(Performance Assessment) 계산에서 도입된 암반체 확산  

flow-wetted 표면 변의 실성 정도를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

암반체 확산에서 장 핵종들(특히, 약하게 수착하는 원소들)의 지연을 명백하게 

실증하는 것(즉, 재의 PA계산에서 과도하게 보수 인 것을 최소화 하는 것)

잘 정의된 경계조건들에서 지하수 도 시스템에서 암반체로 핵종이동에 한 

장기  규모 확산개념을 장 검증하는 것

균열표면을 지나서 암반체 확산으로 핵종이동에 한  이동코드들에서 개념을 

검증하는 것

장과 실험실  자료들을 비교하는 것

장 암반체 기공도, 기공들의 연결정도, 기공뒤틀림, flow-wetted 표면들의 가

시화  정량화를 통해 존재하는 이동모델들을 개선하는 것

  로젝트의 첫번째 단계에서는 문헌조가  실험실  연구, 측모델링 등이 주

로 포함되고 장 암반체 확산 정도와 기공형태를 결정하기 한 많은 기술들이 시

험될 것이다. 실제로 LTD의 작업은 크게 두 개로 나 어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가 

장실험(in-situ test)이고 둘째가 자연추 자 연구이다. 

그림 3.3.4. 장기간 암반 내 확산실험을 한 시추모습

3. 자연 추 자 연구

  자연매질의 기공에 존재하는 자연 추 자(
4
H, 

4
H/

3
He, δ18

O, δ2
H-isot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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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Ar/

36
Ar, δ37

Cl, Cl
-
)들이 지질학  연 에서 규모 확산을 검증하는데 성공 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지하수 유동 균열들과 투수성 암반체 사

이에 확산 상호작용 정도를 검증하기 해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해, 상

으로 은 지하수가 수 십 미터 간격의 균열들을 따라 수백에서 수천 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순환되는 등 합한 실험조건들을 갖춘 지역이 규모 추 자 농도

구배가 기 되는 치이다. 결정질암에서 가장 좋은 추 자는 투수성 암반체에서 

우라늄과 토륨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연속 으로 생성되는 헬륨이다. 이류흐름이 

지배하는 이동메커니즘인 지하수 유동 균열들은 암반체로부터 균열로 확산해 들어

가는 헬륨이 이동해 나오는 농도 흡수체(sink)로서 작용할 수 있다. 
234
U, 

226
Ra, 

222
Rn, Cl

-
와 같은 추가 인 추 자들 한 헬륨에 한 분석 작업과 평행하게 평가

될 정이다. 한 이 분야에 국제 인 경험들을 넓히기 해 GTS에 존재하는 암

반과 같이 극 투수성 암반에 한 기공수 추출기술들에 한 시험들도 추가 으

로 수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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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암반 수착

1. 해외 연구 황

  가. 암반체에 한 수착

      암반의 핵종 수착에 한 기단계는 주로 분쇄암에 한 수착분배계수(Kd)

를 측정하는 것이었으며, 최근에는 열역학  수착 모델을 이용한 암반의 수착해석

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분쇄암 뿐만 아니라 암반 블록 등에 한 

핵종 수착  확산계수 측정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으며, 분쇄암을 이용하여 회분식 

시험으로 측정한 수착계수와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에는 Kd를 측정하기 하여 분쇄암을 이용한 회분식 실험을 주로 하 으나 

최근에는 기  방법을 이용하여 수착에 한 Kd  값을 측하기도 한다. 기  

차를 이용하여 수착 상물질을 이동시키며 암반 표면에서의 수착계수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분쇄암을 이용한 회분식 실험보다 Kd가 낮게 측정이 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회분식으로 측정한 분쇄암에 한 Kd  값이 과 평가된 것임을 나타낸다

(Andre et al., 2008). 분쇄하지 않은 암반체에 한  다른 연구는 인 으로 조

성된 미세 균열에 핵종을 이동시킴으로써 수착계수(Kd)와 확산계수를 동시에 측정

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Keita et al., 2008).

  

  나. 암반의 핵종 수착 모델링

     회분식 실험으로 수행되어 측정된 핵종의 수착은 주로 열역학  수착모델을 

이용하여 수착분배계수를 측하는데 용되어져 왔다. 암반체와 같은 천연복합

물에 한 핵종수착에 열역학  수착모델을 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복합 물을 구성하는 각 단일 물들의 표면특성을 규정하는 Component 

Additivity(CA) 방법과 복합 물의 표면특성을 단순화하여 규정하는 Generalized 

Composite(GC) 방법으로 구분한다(Davis et al., 1998). 특히 화강암과 같이 표면 특

성이 복잡한 천연복합 물의 경우 GC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최근에는 GC 방법에 

이온교환 등의 반응을 추가 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Tertre 등(2008)은 무암의 희

토류 원소 수착을 평가하기 하여 이온교환을 고려한 GC 방법을 용하기도 하

다. 

  다. OECD/NEA Sorp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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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의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에서 주 하는 Sorption 

Project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환경에서 핵종의 수착을 열역학  수착모델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1, 2 단계에 걸친 공동연구를 수행하 으며, 2007년부터 3 

단계 국제공동연구를 착수하 다(NEA, 2001; NEA, 2005). 특히, 3 단계에서는 1, 2 

단계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장 용을 목 으로 한 련 지침서를 작성 이다. 

OECD/NEA Sorption project의 각 단계별 추진 내용을 표 3.4.1에 요약하 다.

단계 기간 주요 추진 내용

1
1997

～1998

․1997년 5월 국에서 개최된 Workshop에 을 둠

․열역학  수착모델링(TSM)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진 에 

  을 둠

․Kd 선택을 돕는 TSM에 한 보고서 2001년 발간

2
2000

～2005

․각각 다른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복합 물들에 한 수착 특성 자료 

  수집

․여러 가지 경우에 한 모델링 시험 수행

․2005년 리에서의  Workshop과 함께 종료함

  - 주요 수행내용  논의들에 한 보고서 발간   

3
2007

～2010

․2단계에서의 연구결과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3단계 필요성 확인

  - TSM 모델개발에 한 지침(guideline) 개발의 필요성

  - 모델의 타당성/불확실성/Upscaling 요건  신뢰성 등에 한 

    평가/확인의 필요성

  - TSM 용을 한 련자들에 한 교육/훈련

․2008년 재 련 지침서 작성

표 3.4.1. OECD/NEA Sorption Project 단계별 추진 내용 요약

2. 국내 연구 황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997년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

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 으며, 2007년도부터는 고 폐기물 장기 

리기술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한필수 외, 2000).

  수착연구에서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단일 물  화강암을 이용한 일부 고  핵

종들(U, Th, Eu 등)에 한 수착 특성에 해서만 제한 으로 수행되었으며 (한필

수 외, 2000; Baik et al., 2004), 2006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설치된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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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처분환경에서 암반의 핵종 수착 련 연구를 최근 시작하

다. 한, 2007년 부터 OECD/NEA Sorption Project Phase III 국제공동연구에 참

여하여 핵종 수착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스 스 

NAGRA(National Co-operative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의 국제공

동 연구에 참여하여 장 실증연구에 참여하여 련 기술을 축 해 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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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단열 충   표면 물 수착

1. 해외 연구 황

  단열을 충 하는 물질에 한 연구는 충 물질에 한 용해와 침 을 주로 다루

고 있고 핵종들의 수착작용  지하수에 한 향 등을 으로 연구하고 있

다. 단열 충 물질의 용해와 침 은 과거부터 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지속 으로 

진행되는 지화학 과정이다. 이러한 작용들의 부분은 지하 열수반응에 의해 단열

충 물들이 형성되며, 낮은 온도조건에서 만들어지는 충 물들도 존재한다. 이

러한 물들을 통해 그 당시의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산화  

환원 조건 등을 추정할 수 있다.

  가. 폐기물처분장의 산화조건 완화

1) 지하처분장이 건설 이거나 운  일 때 산화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 처

분장 폐쇄 시 에 상당한 양의 산소가 처분장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 있

다.

2) 빙하기와 같은 격변기가 도래할 때, 산소가 풍부한 물이 지하심부로 침투

하여 지하 심부의 지화학 조건을 교란시킬 수 있다(Gascoyne, 1999).

  Äspö HRL에서 처분장 폐쇄 후 남아있는 산소가 터 주변 혹은 단열을 따라 암

석/ 물  지하수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 다(Puigdomenech et al., 2001). 

한, 실내 실험도 병행하 는데, 부분의 산소는 며칠 내로 완 히 소모되어 없어졌

다.

  나. 단열물질의 완충능력 

     용존산소와 환원물질(2가 철, 황화물)간의 무기반응 완충능력을 조사하 다. 

조사 상은 단열충 물인 녹니석의 풍화를 통해 확인하 다(Gustafsson and 

Puigdomenech, 2003). 녹니석은 Fe(II)를 풍부히 포함하고 있어서 산소를 함유한 지

하수와 하는 암석의 완충능력을 배가시켜 다. 몇몇의 Fe(II)를 함유한 단열충

물의 풍화속도에 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되었다(Ganor et al., 2005; Lowson 

et al., 2005).

  다. 과거 지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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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project의 하나로 1997-2000년까지 이 진 단열충 물 연구는 부분 방

해석(calcite)에 한 것으로, 방해석은 재와 과거의 지하수 화학을 알려주는 지시

자이다(Bath et al., 2000). 동 원소 혹은 미량원소의 포함에 따라 당시의 지하수 

특성을 악할 수 있다. 황화 물과 산화철 물들 한 그 때의 지하수의 산화  

환원조건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2. 국내 연구 황

  국내에서는 KURT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상으로 장의 단열 에 한 단열충

물의 핵종함유 여부  분포에 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이승엽과 백민훈, 

2007). 그리고 단일 물로는 Fe(II)를 함유한 흑운모에 한 핵종 흡착특성을 악

하기 해 재 연구진행 에 있다.

3. 주요 이슈  향후 망

  Fe(II)를 함유한 단열충 물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앞으로 지속 으로 

이 질 것으로 보인다. 한, Fe(III) 산화철 물  동 원소 분석 등을 통한 과거 

지하수의 화학을 이해하고 연 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상된다.



- 70 -

제 6  콜로이드 발생  이동

1. 연구 배경

  핵종의 다양한 이동 메커니즘들 에서 가장 주된 이동은 지하수를 따라 발생하

며, 이동 매질의 종류에 따라 이동 상이나 메커니즘이 달라진다. 특히, 방사성 핵

종들, 특히 악틴족 핵종들의 유출  이동은 핵종의 물리화학  형태와 특성에 따

라 크게 향을 받게 된다(Kim, 2006). 일반 으로 지하수 용액 내에 존재할 수 있

는 방사성 핵종들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이온성 핵종들

• 복합물질들( 는 핵종 착화물)

• 입자성 물질들( 는 콜로이드성 물질)

  콜로이드는 입경이 약 1 nm～1000 nm 정도로 작아서 용액 내에서 충분히 분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입자들이라 하겠다. 발생원에 따라 지하수에서 자연발생

으로 형성된 지하수 콜로이드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시설물  주변 물로

부터 유도된 폐기물 콜로이드로 나  수 있다.   폐기물 콜로이드 에서 방사선

을 띠는 콜로이드를 방사성 콜로이드로 정의할 수 있으며, 방사성 콜로이드는 그 

형성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Avogadro and Marsily, 1983; Degueldre, 

1993).

• 참 콜로이드(true-colloid): 가수반응 는 침  등의 결과로서 분자나 이온들이 

응축하여 형성된다. 이들의 부분은 가수반응에 의해 형성된 수산화물 는 고분

자들이다. 이들은 형성되는 속도가 빠르고 높은 pH에서 잘 형성된다.

• 의사 콜로이드(pseudo-colloid): 용액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성 불순물에 흡착된 결

과로 형성되며 체로 참 콜로이드에 비해 매우 크다(5000Å 까지). 의사 콜로이드

의 형성 속도는 기본 으로 흡착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콜로이드들은 화학 으로 표면 활동 이고, 따라서 이온 교환 과정 등을 통해 높

은 하(Z ≥ 2+)를 가진 속 이온들과 쉽게 흡착반응을 보인다(Kim, 1986). 특히 

악틴족 핵종들은 지하수에서 열역학 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자연 

콜로이드들에 쉽게 흡착한다. 이러한 콜로이드를 액티나이드 의사콜로이드라 하는

데, 이들이 자연수에서 액티나이드의 용해성보다 훨씬 크게 액티나이드의 양을 증

가시키며 주어진 수층에서의 이동성을 더욱 향상시킨다(Kim et al., 1989).

  지 까지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에 한 콜로이드 향에 한 많은 연구

들이 수행되었고(Kersting et al., 1999; Honeyman, 1999; Novikov et al., 2006), 이

러한 연구들의 주요 결론은 콜로이드가 핵종들(특히 악틴족 원소들)의 이동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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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성능평가  안 성평가와 

련하여 콜로이드 연구 수행의 최종목표는 처분장의 성능  안 성 평가에서의 콜

로이드의 역할 규명이라 할 수 있으며, 처분장의 성능평가  안 성평가와 련하

여 콜로이드에 해 수행할 수 있는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나  수 있다

(Baik et al., 1997).

• 처분장 주변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

• 콜로이드와 방사성 핵종들의 반응(수착  복합화 반응 등) 특성

• 콜로이드 이동  향 평가

2. 해외 연구 황

  가. 콜로이드 특성 규명 분야

     처분장 주변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에 한 연구는 방사성 

폐기물(핵종의 종류  농도 )  처분장 환경(pH, Eh, 온도, 이온 강도, 지하 

매질의 종류  특성 등)에 의존하는 콜로이드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한 분석 연

구이다. 이러한 콜로이드의 특성들에 한 주요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지하수 콜로이드 채취방법  유지 방법

인공  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 분포  농도 결정 

인공  지하수 콜로이드들의 형태  조성

참 콜로이드들의 형성 과정  변수들의 향

콜로이드들의 회합성  안정성 

  산화수가 큰 핵종들(특히 악틴족 핵종들)은 가수화 반응에 의해 자체 으로 고분

자화 되면서 콜로이드를 형성하게 된다. 이 게 성된 콜로이드를 참콜로이드라 

한다. 특히 +4의 산화수를 가지는 핵종들( 를 들면, U(IV), Th(IV), Pu(IV) 등)은 

매우 안정화된 콜로이드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콜로이드 형

성에 한 연구는 핵종들의 용해도  화학종 규명과 같은 열역학  특성과 매우 

하게 련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집 으로 연구되어져 왔다(Kim, 

2006). 특히 최근에는 solid-solution 형성, 공침(coprecipitation)과 같은 표면반응과 

연계된 콜로이드 형성에 한 연구들이 심을 끌고 있다(Migration, 2007). 이러한 

연구 분야는 첨단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Nano-scale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재

조명되고 있다.  

  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규명하기 한 연구들이 1990년 에 스웨덴 

(Allard et al., 1991), 스 스(Degueldre, 1991; Degueldre et al., 1996), 독일(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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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uckau, 1988), 캐나다(Vilks et al., 1993) 등을 심으로 다수 수행되었다. 내

에서도 해외와 공동연구로 지하수 콜로이드를 분석하기 한 노력이 있었다(Baik 

et al., 1999). 

  그러나 최근에는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 규명을 

해 LIBD(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와 같은 이  분석 기술, 

AsymFFFF(Asymmetrical Flow Field-Flow Fractionation)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미경학  분석 기법  ICP-MS(Inductively-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등과 결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Baik et al., 2007; 

Baalousha et al., 2005; Plaschke et al., 2001; Thang et al., 2000; Geckeis et al., 

2003).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에서 고려해야할 요한 분야는 콜로이드의 안정성

(Stability)과 련된 분야이다. 다양한 메커니즘과 과정들에 의해 다양한 콜로이드

가 형성되지만 형성된 콜로이드가 불안정하면, 용해되어 다시 이온형태로 되돌아가

거나 더 성장하여 침 물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콜로이드의 안정성은 콜로이드

의 크기, 농도, 표면 하 등 콜로이드의 특성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pH, Eh, 이온강

도, 다른 양이온의 존재, 유기물  미생물의 존재 등 매우 복잡한 지구화학  조건

과 변수들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안정성에 한 연구 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꾸 하게 수행되어져 오고 있다.

  나. 콜로이드와 핵종의 반응 특성 분야

     지하매질을 통한 핵종이동에 한 콜로이드의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다

양한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콜로이드와 방사성 

핵종의 반응특성을 규명하는 것 한 매우 요하다. 만약 처분장으로 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이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에 존재하는 자연콜로이드

와 결합하여 의사콜로이드를 형성하게 된다면, 콜로이드에 부착된 핵종의 이동 특

성은 지하수에 용해된 핵종의 이동 특성과는 다른 콜로이드의 거동 특성을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사성 핵종과 콜로이드의 반응 특성을 이해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정량  방법을 개발하고 련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콜로이드의 반응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한 연구들이 수

행되어져 오고 있다.

콜로이드 형성 반응상수 자료 구축

콜로이드 형성 반응의 속도론  특성 연구

콜로이드 형성 반응의 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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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 형성 반응 모델링 연구

콜로이드 형성의 지화학  조건  변수들의 향 규명

공침, 용해/침 , 산화/환원 반응 등 다른 반응들과의 상호작용 계

  일반 으로 방사성 핵종과 콜로이드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의사콜로이드 형성상

수(Pseudo-colloid formation constant)를 이용하여 정의된다.

                         M + C ↔ MC,   Kpc = MC/(M·C)   

그러나 실제 의사콜로이드 형성상수는 콜로이드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된다. 고체성질의 산화물이나 물과 같은 무기 콜로이드에 해서는 수착 분

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처럼 사용되며, 흄물질과 같은 유기성 콜로이드의 경

우엔 복합물 형성의 반응상수처럼 사용된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핵종과 콜로이드들에 한 콜로이드 형성상수를 

구축하기 한 많은 실험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콜로이드 형

상상수는 다양한 지화학  조건과 콜로이드의 특성을 반 할 수 없으므로 보다 엄

격하게 이를 모사하고, 실험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을 개발하여 용

해오고 있다. 무기콜로이드에 해서는 열역학  수착모델(Thermodynamic 

Sorption Model, TSM)을 개발하여 사용해오고 있으며, 유기콜로이드에 해서는 

Charge Neutralization Model, CD-MUSIC model 등을 개발하여 용해오고 있다. 

재 이러한 모델들의 다양한 시스템에 한 용성에 한 연구들이 여 히 수행

되고 있으며,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

사콜로이드 형성반응은 콜로이드의 안정성(stability)를 포함하는 콜로이드의 물리화

학  특성과 하게 련되어 있다. 

  아울러 의사콜로이드 형성 특성 규명 연구의 일환으로 반응의 속도론  특성, 반

응의 가역성 등 열역학  특성에 한 연구 한 요한 연구분야로 두되고 있으

며, 다른 반응들(공침이나 용해/침 , 산화/환원 반응 등)과의 상호작용 계를 이해

하고 평가하기 한 연구들이 해결해야할 요한 이슈들로 제시되고 있다.

  다. 콜로이드 이동  향 평가 분야

     지하매질을 통한 콜로이드의 이동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에 한 향을 규

명하기 해서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콜로이드의 크기 분포를 고려한 이동 과정 이해  자료 구축(Baik et al., 1997)

균열암반  다공성 매질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모델의 개발(Smith and 

Degueldre, 1993; Ibaraki and Sudicky, 1993; Oswald and Ibaraki, 2001; Se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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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의 수력학  상 이해  규명(Nagasaki et al., 1993; Partelli et al., 

2006)

여과 는 침  상 규명을 한 이론 , 실험  연구(Kuhnen et al., 2000). 

핵종이동에 미치는 콜로이드 향 규명(Novikov et al., 2006; Geckeis, 2004)

콜로이드에 의한 핵종 이동 가속화 상 평가도구 개발 (Contardi et al., 2001; 

Klos et al., 2002)

그러나 최종 으로는 이러한 콜로이드 련 연구들이 처분장의 안 성 평가에 활용

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확보  콜로이드의 역할  향 평가에 필요한 평가 도

구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하매질을 통한 콜로이드의 이동연구는 최근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들을 

심으로 수행되고 있다(Migration, 2007).

지하연구시설(URL)에서의 콜로이드 이동 상에 한 장실험  장기거동 검

증 실험(스 스 Grimsel Test Site와 Mont Terri, 스웨덴 Äspö를 심으로)

완충재로부터 지하수 침식에 의해 발생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향  장기

 거동 실증을 한 연구(GTS에서 수행되고 있는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CFM) 로젝트)

암반균열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시의 여과, 암반확산, 수착 등에 한 실험   

이론  연구

미생물  유기 콜로이드의 이동 특성  향 규명을 한 연구

3. 국내 연구 황

  국내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하여 콜로이드에 한 연구는 1990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꾸 하게 수행되어져 왔으나, 본격 이고 집 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단편 이고 소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연구실 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콜로이드 련하여 수행되어져 온 연구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

다.

1) 지하수로부터 채취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 연구(Baik et al., 1999)

2) LIBD, ICP-MS  AsymFFFF 등을 이용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 연

구(Baik et al., 2007)

3) 실리카 콜로이드(Baik et al., 2001)  벤토나이트 콜로이드(Baik et al., 2006)

에 한 우라늄 수착 실험

4)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한 Eu와 Th  수착실험(Baik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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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침식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발생 특성 규명 연구

(Baik et al., 2007)

6)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안정성에 한 연구(Baik et al., 2006)

7) 다공성 매질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연구(Baik et al., 2001)

8) 규모 균열 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 평가 실

험 (Vilks and Baik, 2001)

9) 균열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모델링(Baik et al., 1995)  크기분포를 가지

는 콜로이드의 이동 모델링 연구(Baik and Hahn, 1997)

  아울러 재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콜로이드 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스 스 GTS에서 수행 인 벤토나이트 완충재로부터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

생  이동 특성을 실제 처분장 조건에서 장기 으로 실증하는 국제공동연구인 

CFM 로젝트에 참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의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을 한 장시험 

균열 암반과 완충재 경계에서의 콜로이드 이동 특성을 규명하기 한 모델링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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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미생물  과정

1. 해외 연구 황

  미생물  과정은 지하심부 고 폐기물에 해 부정 인 측면과 정 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부정 인 측면은 체로 인공방벽 테두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정 인 측면은 주변의 암석을 포함하는 천연방벽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

다. SKB는 우선 으로 미생물의 부정 인 측면을 연구하는데 집 하 다. 구리용기 

표면의 황화물생성, 미생물 분비물의 향, 그리고 바이오막의 생성 등이다. 하지만, 

미생물에 의한 지  산소의 제거에 한 정 인 측면도 의주시 하고 있다.

  Mont Terri에서는 지하심부에 자생하는 미생물(autochthonous microbes)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토퇴 암(Opalinus Clay)으로 구성된 지질에서는 미생물의 생

존  검출이 상 으로 빈약하 는데, 그 이유로써 공극률이 작은 토층의 특성

상 미생물의 활동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 미생물의 부정 인 측면 연구

    1) 부식

       인공방벽 내에 존재하는 벤토나이트 버퍼층  구리용기의 부식에 해 미

생물  향에 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졌다. 토 버퍼층을 지나 구리용기 주변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구리 용기의 부식을 가져올 수 있다. 구리용기 표면에 바이오막

을 형성하거나 황화물을 형성하여 구리용기의 부식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 최근 발표되었다. SKB는 수 년 간 박테리아에 의한 구리용기의 부식에 해 연

구하 다. 주입된 황환원 박테리아는 벤토나이트 버퍼층의 도가 2,000 kg/cm
3
 이

상이고 물로 완  포화되어 팽창된다면, 미생물이 생존하기 힘들다는 결과를 얻었

다(Motamedi et al., 1996; Pedersen et al., 2000). 하지만, 미생물의 생존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미생물의 역할이 요해짐에 따라 안 성평가에서 미생물 

향을 포함시키기로 하 다. 한, 실험실에서 키운 미생물보다 자연에 존재하는 미

생물의 생존력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 물 변이

       벤토나이트의 주 구성 물인 몬모릴로나이트의 일라이트화 작용이 미생물 

존재 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이 최근 발표되었다(Kim et al., 2004). 지

하심부가 아닌 실내실험 조건( : 기조건)에서 몬모릴로나이트가 일라이트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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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단 몇 주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토 안에 Fe 

원소를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쉽게 진행될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3) 가스 생성

       미생물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가스는 처분장 구조 인 압력을 가할 수 있

을 것이다. 지하심부 지하수에 생존하는 미생물에 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

었으며, 수소가스가 미생물의 에 지원  자공여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

다(Pedersen, 2005). Äspö HRL의 실험에서 수소가스는 미생물에 의한 아세테이트 

 황화물 형성을 진시켰다. 지하 450 미터의 자연조건에서 수소의 공 에 의한 

최  황화물 형성 속도는 하루에 약 0.14mg이다. 철 부식에 의한 수소의 생성  

이들의 황화물 형성은 구리를 부식시키는데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Yucca Mountain 지역은 지하수층이 낮고 유기물 함량이 어 미생

물에 의한 가스 발생의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IPP(Waste 

Isolation Pilot Plant)의 경우에는 폐기물 내에 미생물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유기

물  양분이 많아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으며, CO2 발생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되었다(Wang and Francis, 2005). 이러한 CO2 가스의 감방안

으로 폐기물 주변에 충진재로 MgO를 사용하는 방안에 한 연구를 수행 에 있

다.

    4) 수착 하

       바이오막에 한 핵종원소들의 수착율을 살펴보았다(Anderson, 2005). 실험

에 사용된 핵종들(Co, Pm, Am, Th, Np, Mo) 부분이 신선한 암석표면에 한 수

착율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Pm은 바이오막에 해 높은 수착율을 나

타내었다(Anderson et al., 2006). 미생물로부터 발생된 분비물(complexing agents)

이 핵종들의 이동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수행되었다(Johnsson et al., 

2006).

  나. 미생물의 정 인 측면 연구

    1) 지하수 화학 조

       미생물은 지하수 화학에 향을 주며, 매우 빠르게 변화시킨다. 지하수의 산

화/환원 반응은 무엇보다도 크게 향을 받으며, 암석  물의 풍화작용도 상당한 

향을 받는다. Äspö HRL과 다른 여러 연구지역에서 암석의 단열에 생존하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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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생물에 해 연구하 다. 일부 미생물들은 지표면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지하수

에 함유된 유기물질을 소모하면서 생존하기도 하고, 다른 미생물들은 지각의 맨틀

로부터 유래된 메탄 혹은 수소가스를 이용하면서 생존하기도 한다(Pedersen, 2002). 

  지하심부의 미생물들은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일부 미생물들은 지 에 산

소가 존재하면 죽는 개체도 있다. 하지만,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은 만일 지 에 산

소가 유입되면 이를 소모하면서 생존할 수 있음이 밝 졌다(Kotelnikova and 

Pedersen, 1999). 만약 산소가 없다면, 지  미생물들은 6가 황이나 3가 철을 이용

하면서 황화물이나 2가 철을 만들어 낸다. 4가의 망간 물은 미생물에 의해 2가 망

간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반응은 물이 채워져 있는 단열공간에서 주로 진행된다. 

한 단열에서 미생물에 의한 산소의 소모 과정을 모델링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Sidborn and Neretnieks, 2004). 단열환경에서 산소의 소모에 해 단기 으로는 

미생물의 향이 극 화되었고 장기 으로는 무기  반응이 지배하 다.

    2) 바이오 물

      생물기원의 산화철 물은 주로 철을 함유한 환원지하수가 산소를 하는 환

경에서 만들어진다. 이 게 만들어진 산화철은 미량원소들을 탁월하게 수착한다. 

Äspö HRL 실험결과에 의하면 바이오 산화철은 무기 산화철에 비해 탁월하게 미량

원소들을 수착할 수 있음이 밝 졌다(Andersen and Pedersen, 2003).

  아세테이트생성 박테리아  황환원 박테리아가 Äspö HRL 지역  Olkiluoto 지

역 지하심부에서 부분 발견되었다. 아세테이트생성 박테리아는 수소  이산화탄

소로부터 아세테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 황환원 박테리아는 아세테이트와 

수소를 이용하여 황화물을 만들 수 있다. 철의 부식이 심하거나 맨틀로부터 수소의 

공 이 원활할 때, 미생물에 의한 황화물의 생성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3) 강한 생존력

       미생물은 토 물질 내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데, 를 들면 MX-80

과 같은 상업 인 벤토나이트 내에 황환원 박테리아가 다량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이 박테리아는 Desulfovibrio africanus라는 박테리아로 고온  높은 염농도

를 견딜 수 있다(Masurat, 2006). 따라서 MX-80과 같은 벤토나이트가 버퍼  채

움재로 사용될 경우 황환원 박테리아와 같은 다양한 박테리아가 지하수와 할 

때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연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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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종과 미생물과의 상호반응에 한 

연구를 재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 의한 핵종들의 나노 물화작용에 심

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오나노입자들의 핵종지연  흡착에 미치는 향 등을 연구

하고 있다.

3. 향후 망

  벤토나이트 버퍼층에서 미생물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해 벤토나이트의 한계 도

를 설정하는 연구가 추진 될 것이다. 한, 미생물의 발생(occurrence)에 한 연구

가 계속될 것으로 상된다.

  앞으로의 실험은 미생물을 공격하는 박테리아 지(bacteriophages)에 한 연구이

다. 한 지 까지 Olkiluoto와 Äspö HRL 장에서 실험한 결과를 이용한 미생물

 과정(microbial processes)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미생물에 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이 결과는 모델링에 추가로 반 된다. 미생물  과정의 모델링은 주로 처

분장의 방벽에 한 미생물의 부정 인 측면을 강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생물의 정 인 측면인 지  산소 제거  핵종 수착 등에 한 내용도 모델에 

포함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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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가스 형성  용해

  지하수에는 질소, 메탄, 알곤, 헬륨, 이산화탄소, 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주로 존재

하며, 에탄, 에틸 , 아세틸 , 로필  등이 미량 존재한다. 특히 지하 환경에서 

유기물이나 메탄 등은 미생물들의 에 지 공 원으로 사용되며, 미생물의 사작용

을 통해 최종 으로 이산화탄소 등이 생성된다. 따라서, 지하수 에 존재하는 미생

물은 암반단열에 존재하는 지하수의 지화학  환경에 향을 다. 스웨덴의 경우 

지하 1,000m 깊이에서 채취한 지하수의 용존 가스를 측정하 는데 지하수 1L 당 

30～100mL의 범 로 측정되었다(SKB, 2007). 핀란드에서는 지하수 1L 당 33～

340mL로 더 많은 용존가스가 측정되었다. 용존가스는 존재하는 미생물 군의 종류 

 특성에 따라 그 조성이 틀리게 나타났으며, 질소와 메탄이 주 구성 가스로 확인

되었다(Haveman et al., 1999).

  가스 형성  용해에 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 않으나, 미생물의 활동

과 한 계에 있기 때문에 미생물의 발생과 활동에 미치는 가스의 향 는 

가스의 형성에 미치는 미생물의 향에 해서 련연구가 일부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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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핵종의 장기 거동

  핵종의 장기 거동을 측하기 해서는 다음 사항이 해결되어야 한다(Hubert et 

al., 2006; Rosner and Winkler, 2001).  

• 처분공 주변의 환경 변화 측

• 폐기물 표면의 alteration phase 생성  용액  침  형성 규명

• 장기 거동을 측하기 한 한 실험방법 선정

  방사성 핵종이 지하수와 처음 하는 환경은 일반 지하수와 달리 완충재로부터 

유출된 많은 이온들이 용출되어 이온강도가 높거나, 속용기의 부식 생성물이 존

재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데, 핵종의 장기 

거동을 측하기 한 주변 환경 변화에 한 측이 필요하다. 그 로서 지하수

에 벤토나이트 공극수가 혼합되었을 경우, 콜로이드의 생성뿐만 아니라 용해도  

화학종의 변화가 찰되었다(Kunze et al., 2008).

  둘째 항목은 방사성폐기물이 장기간 지하수나 방벽 물질들과 하 을 경우, 폐

기물의 표면에 제2차 물이 형성되거나 침 이 되어 표면 변형층이 생성될 수 있

다.  

  셋째 항목은 핵종의 장기 거동 측을 하여 변형된 혹은 풍화된 폐기물을 사용

하여 실험하거나 주변에 오염된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들의 장기 거동을 

측하는 방법인데, 후자는 자연유사와 비슷하나 기간이 좀 짧은 차이가 있다.

1. 해외 연구 황

  가. 스웨덴(SKB, 2007)

      SR-Can은 하나의 시나리오를 분석하 는데, 빙상(ice sheet)으로부터 녹은 

물이 완충재에 충격을 주고 이것이 처분용기에 달되어 부식이 증가하여 용기가 

손되어 사용후핵연료가 녹는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는 완충재 층이 괴되어 

물의 흐름이 많은 경우이다. 심부 지하수에 존재하는 많은 환원물질들과 철 부식물

이 존재한 환경에서의 핵연료의 용해에 한 정보 획득이다.

   다른 상황은 핵연료의 연소도 증가와 MOX 핵연료의 사용이다. 우라늄 붕괴

과정으로부터 생성된 라듐은 안정성 측면에서 요하다. 사용후핵연료  바륨의 

양은 라듐의 양보다 수 승수 더 많으므로 바륨에 한 라듐의 공침은 라듐의 방출

을 일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와 계되는 변수는 표 3.9.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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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efinition

Geometry

Geometric dimensions of all components of the fuel 
assembly, such as fuel pellets and Zircaloy cladding. Also 
includes the detailed geometry, including cracking, of the 
fuel pellets.

Radiation intensity
Intensity of alpha, beta, gamma and neutron radiation as a 
function of time and space in the fuel assembly.

Temperature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time and space in the fuel 
assembly.

Hydrovariables
Flows and pressures for water and gas as a function of 
time and space in the cavities in the fuel and the canister.

Mechanical 
stresses

Mechanical stresses as a function of time and space in the 
fuel assembly.

Total radionuclide

inventory

Total occurrence of radionuclides as a function of time and 
space in the different parts of the fuel assembly.

Gap inventory
Occurrence of radionuclides as a function of time and space 
in the gap and grain boundaries.

Material 
composition

The materials of which the different components in the fuel 
assembly are composed, excluding radionuclides.

Water composition
Composition of water (including any radionuclides and 
dissolved gases) in the cavities in the fuel and canister.

Gas composition
Composition of gas (including any radionuclides) in the 
cavities in the fuel and canister.

표 3.9.1. 핵연료의 변수들

  SKI는 최근 지하수와 한 핵연료의 반응에 한 지식이 많이 발 했지만, 정량

인 모델링을 해서는 보다 이 지식들이 더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 다. 이

를 하여 Chemlab probes 의 하나를 악틴족 실험보다는 핵연료 실험에 사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주요 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침출률 변화 : 40–43 MWd/kgU까지는 연소도에 

따라 침출률이 증가하나 그 이상에서는 감소

알 선에 의한 산소의 생성과 처분용기의 부식에 의한 처분공 주변의 산화환원

분 기의 측

Alpha-doped uranium dioxide를 이용한 수 천 년 경과한 사용후핵연료의 모사

실험 : 분의 산화-환원 분 기에 민감한 악틴족 원소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그들의 산화가가 낮은 산화물의 용해도를 나타냈으며, Np와 Pu의 농도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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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보다 훨씬 낮았으나, 이들과 우라늄의 비가 핵연료의 비와 유사하므로 이는 

Np와 Pu이 우라늄과 공침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MOX 연료에 한 침출결과를 

그림 3.9.1에 나타내었는데, 이는 UO2 핵연료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ITU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음).

그림 3.9.1. 시간에 따라 MOX 연료로부터 유출된 핵분열생성물  악틴족 

원소의 농도

  나. 독일(GNS, 2008)

      수 백 만년 동안 인간에 해없이 고 폐기물을 처분한다는 설명에 한 신

뢰에 해 논쟁이 되어왔다. 권 있는 과학자들은 재의 state-of-the-art 과학과 

기술로 이 안정한 폐기물 처분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지만, 많은 사회단체들은 이에 

반 한다. 독일의 암염과 같이 심부 암반에 처분장을 건설하는 근본 원칙은 자연의 

과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을 암석에 심어 그곳에서 폐기물을 안정화시키는 것

이다. 사용후핵연료에는 95%이상의 자연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처분장

이 자연 우라늄 산과 비교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에는 상당량의 핵분열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안정한 처분을 확신

하기 해서는 해당되는 에 지 방출을 갖고 self-sustaining 연쇄반응이 다음 수천 

혹은 수 백 만년 내에 발생할 것인가에 한 질문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학  계산

에 의하면 폐기물 처분 후 어도 만년이내에는 생태계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이다. I-129와 같이 낮은 흡착계수를 갖는 핵종도 지하수의 속도에 따라 천천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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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 30만 년 후에나 생태계에 도달할 것이고, 이는 자연 방사선의 요동 범 에 

해당한다.

2. 국내 연구 황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하고 처분용기의 수명을 1000년으로 가정하

을 경우, 향후 수 만년 동안 가장 해도가 높은 핵종으로 I-129를 측하 다

(KAERI, 2002). 따라서 이 요오드 이온의 이동을 억제하기 하여 완충재나 처분용

기에 첨가할 첨가제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Kim et al., 2007), 발명특허를 등

록하 다(김승수 등, 2007). 한, 사용후핵연료가 지하수에 하 을 때 연료 과 

핵연료 사이나 핵연료 연소  생성된 큰 균열에 존재하는 용해성 핵종의 재고량 

 미세 균열에서의 재고량을 측정한 바 있다(김승수 등, 2007).  다른 실험으로

서는 처분용기가 부식되어 사라진 후 완충재(벤토나이트)와 한 사용후핵연료  

모의 유리 고화체의 부식특성을 장기간 실험한 바 있다(Kim et al., 2006; Chun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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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핵종거동 자연유사 연구

1. 연구 배경(김천수 등, 2000)

  폐기물처분장의 성능평가모델에 사용되는 부분의 정보는 비교  짧은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연구를 통해서 얻는다. 따라서 이들을 안정성평가에 요

구되는 시간과 공간 규모로 유추하여 외삽할 경우 상당한 불확실성이 래될 수 있

으므로, 실내 혹은 장시험보다 좀 더 확장된 규모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연구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자연환경에서 종종 성능평가 시 심의 상이 

되는 과정과 유사한 상이 상당한 시간과 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방사성폐기물 처분분야에서는 자연유사연구로 통칭하고 있다.

  자연유사 상 연구는 처분장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 상들에 한 일련의 

과정들을 확인하고 이해하며, 실내실험에 기반을 둔 모형을 시험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자연유사연구는 처분장의 성능평가(PA, 

performance assessment)를 뒷받침하고, 도입된 가정들을 실증하며 모델들을 검증

하는데 사용된다.

자연유사 상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들은 크게 다음과 같다,

• 일반 인 지구화학분야

- 지하수의 환원 조건에 한 주요인들의 기능

- 열역학  용해도 코드와 데이터베이스의 검증

• Near-field와 련분야 : 

- 처분장 Near field에서의 방사성 핵종 이동(transport)

- 방사선 분해(radiolysis)에 의한 산화

- Redox front의 형성과 달

- 부식생성물과 같은 다른 물질과 방사성핵종의 공침

• Far-field와 련분야 : 

- 투수층 내 지하수 흐름평가(Evaluating groundwater flow in low 

permeability formations)

- Far field에서의 방사성핵종 이동

- 방사성핵종 이동과 련한 channelling

- 방사성핵종 이동에서의 암반체 확산의 역할

- 염도(salinity)연구

- 평형(equilibrium)연구

- 수착(sorption)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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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altration)연구

- 자연유사(natural analogue)연구

• 기타 련분야:

- 성능평가에서 미생물의 잠재  역할(geomicrobiology)

- 건설 재료의 유사 상

- 처분장 성능에 빙하작용이 미치는 향

- 지질미생물학 연구(geomicrobiology)

- 독성폐기물 처분 연구(toxic waste disposal)

  자연유사 연구의 착수에 앞서 연구 상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

이다. 연구 상지역의 선정은 무엇보다도 과거와 재까지 이를 토 로 진화 상을 

뚜렷하게 보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진화과정에 한 측이 가능한 

지역이 선호될 것이다. 외국의 연구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연구지

역을 가정할 수 있으나,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연 시켜 연구결과의 효과를 극 화

시키기 해서는 우라늄 상 분포지역이 우선 상이 될 것이다, 우라늄 화 는 

가능한 한 자원개발 행 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선호될 것이다.

  자연유사연구 상지역에서 세부 으로 추진하여야할 후속과제는 해당지역 주변

에 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심으로 자세한 특성평가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표 3.10.1).

• Geologic Setting

• Geomorphology and Paleoclimatic History

• Geophysics, Petrophysics and Structure

• Hydrogeological Field Studies

• Hydrogeological Modeling

• Groundwater Chemistry

• Chemistry and Mineralogy of Rocks and Soils

• Weathering and its Effects an Uranium Redistribution

• Geochemical Data Base

• Geochemical Modeling of Secondary Uranium Ore Formation

• Geochemical Modeling of Present-day Groundwaters

• Uranium Sorption

• Radionuclide Transport

• Geochemistry 
239
Pu, 

129
I,
 99

Tc and 
36
Cl

•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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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 자연유사연구에서의 주요 연구 활동

Activities Subactivities

 Geologic Setting

• Exploration history

• Regional and local geology

• Structural geology

• Distribution of the mineralization

• Hydrothermal alteration

• Primary ore mineralogy and chemistry

• Age and genesis of primary ore

• The secondary mineralization

 Geomorphology and 

Paleoclimatic History

• Environmental setting geomorphology and geomorphological 

evolution deep weathering events

• Paleoclimatic history and paleohydrology

• Denudational regime and rates of errosional process

 Geophysics, Petrophysics and 

Structure

• The structural and lithological setting

• Fracturong of macroscopic evidence from geotechnical study

• Physical properties of rock units

• Geophysical field studies

 Hydrogeological Field Studies

• Surface hydrology

• In situ hydraulic test in boreholes

• Hydraulic head distribution and monitoring

 Hydrogeological Modeling

• Hydrogeological input parameters for modeling

• Hydrogeological unit

• Boundary conditions

• 3D concept model development

• Particle tracking and sensitivity analysis

 Groundwater Chemistry

• Sampling and analysis

• General charateristics of chemical composition in rain, surface and 

groundwater

• Major species and spatial trends in groundwater chemistry

• Uranium series isotopes and environmental isotopes

• Groundwater colloids and fine particles

 Chemistry and Mineralogy of 

Rocks and Soils

• Chemistry and Mineralogy of Soils

• Chemistry and Mineralogy of Rocks

 Weathering and its Effects an 

Uranium Redistribution

 Geochemical Data Base

• Computer programs employed

• Thermodynamic data bases

• Thermodynamic data for uranium and thorium etc.

• Adsorption data

 Geochemical Modeling of 

Secondary Uranium Ore 

Formation

 Geochemical Modeling of 

Present-day Groundwaters

• Water chemistry

• Review of aqueous chemical models

• Speciation calculations

• Computed states of saturation

• Modeling of the chemical evolution of present-day groundwater

• Implication of the migration of radionuclides in natural analiogues

 Uranium Sorption

 Radionuclide Transport

 Geochemistry 239Pu, 129I, 99Tc 

and 36Cl

• Characterization of ore samples

• Measured NRP concentrations in ores and groundwaters

• Modeling NRP source terms

• Applicability of uranium orebodies as natural analoques forr HLW 

repositories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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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ocos de Caldas 로젝트

     Pocos de Caldas 로젝트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 평가와 련하여 자

연에서 발생되는 자연유사 상을 연구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연구지역은 라

질 Minas Gerais주에 치하며, 화산염, 지열수  우라늄  등과 련하여 자연방

사능이 높은 지역이다. 연구는 Osamu Utsumi 우라늄 과 Morro de Ferro 토륨/희

토류  등 두 곳에 집 되었다(SKB, 1988).

     Pocos de Caldas 로젝트는 1985년 5월부터 1990년 3월까지 약 4년간 수행

되었으며, 연구 리는 SKB가 맡았다. 주요 참여 기 은 다음과 같다.

• Swiss national Cooperativ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NAGRA)

• 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mpany(SKB)

• US Department of Energy(US DOE)

• UK Department of Environment(UK DOE)

• Uranio do Brasil Mining Compnay

• Federal Univiersity of Rio de Janeiro

• Pontificial Catholic University of Rio de Janeiro(PUC)

• University of Sao Paulo

• CNEN

     Pocos de Caldas 로젝트를 통하여 부지특성 조사와 안 성 평가와 련하여 

각종 모델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부지특성 련하여 암석  지하수에 한 지질

학 , 물학 , 지구화학   동 원소  연구가 수행되었고, 모델링 련해서는 

지구화학모델링, redox front migration 모델링, 고온 환경 이동모델, 물-암석 상호

작용 모델링 등이 수행되었다(Weber et al., 1991; Chapman et al., 1991). 표 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구화학  모형 검증

      천연방벽에서의 방사성 핵종 방출과 이동을 상하기 해 용해도와 화학종 

규명을 계산할 수 있는 열역학 코드를 검증하 다. 5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단지 

암석과 물조성, 지하수 조성만을 가지고 련 원소들의 농도를 측하 고, 그룹 

사이의 결과 측치는 일반 으로 잘 일치하 고, Morro do Ferro  Osamu 

Utsumi 산에서 측된 농도에도 가까운 값을 보 다(SKB, 1991a, 1999b).

    2) Redox front의 모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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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amu Utsumi 산에서는 redox front에 한 지구화학  조건이 조사되

었다. Redox front의 속도는 100만년에 1-10m 정도 다. 이러한 redox front 과정을 

CHEQMATE와 CHEMTARD 코드 등을 사용하여 모형화했다. 그 결과 계산된 

redox front 속도는 측된 것과 일치하 다. 

    3) 콜로이드

       콜로이드 입자는 Morro do Ferro와 Osamu Utsumi의 지표와 표층수 근처

에서 풍부하게 존재하 다. 콜로이드 물질은 부분 으로 무기화합물로, 그리고 습기

가 있는 유기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다. 용해된 토륨과 란탄계열 원의 부분, 우라늄

의 산당 부분이 입자와 콜로이드와 결합되어 있었다. 콜로이드 입자들은 더 깊은 

곳에서도 측되었다. 그러나 농도는 지표  천부 지하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작다. 

    4) 열수에 의한 이동

       처분장에서 200-300
o
C 만큼 높은 온도는 물학  변화를 유발하고 기반암

에 발열과 유체이류를 일으킬 것이다. 처분장의 고온이 미치는 향에 한 유사

상 연구로, Osamu Utsumi 산에 있는 직경 약 500m인 breccia pipe의 1차 인 

상형성 동안에 일어났던 화학  변화, 동 원소 변화  물 변화를 연구하고 모

델화 하 다. 유체의 이류-온도가 결합된 모델이 검증되었고, 이를 가상의 고온 처

분장에 용하 다. 

  나. Cigar Lake 로젝트

     캐나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리 로그램의 일환으로 AECL은 1984년 부터 북

부 Saskatchewan지역에 치한 Cigar Lake 우라늄 상을 상으로 자연유사연구

를 수행하 다. 상기 상은 심부결정질암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개념평

가에서 고려될 수 있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Cigar Lake 우라늄 상은 깊이 430m 아래의  사암(sandstone)층에 배태하며, 연

장 약 2km, 넓이 25～100m  두께 약 1～20m이며 토 기질부 내에 발달하며 

5～30m 두께의 clay halo에 피복되어 있어 지표에서는 상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

렵다. SKB가 1989년에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는 1991년부터 연구에 참

여하여 1992년까지 3년간 연구를 진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항

목들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 UO2의 용해와 안 성

• 토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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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이드의 역할

• 유기물과 미생물의 역할

• 지하수 화학

• 방사선 분해 연향

• 방사성 핵종 이동

  다. Oklo site

      "Oklo, Natural Analogue for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라는 연구과제

는 1991년에 EU의 재정  지원 하에 랑스 CEA가 리하여 시작되었고, SKB  

일본, 미국 등이 연구에 참여하 다. 1단계 연구과제는 1995년에 끝났으며 2단계 연

구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되었다.

  Oklo 지역은 1972년 아 리카 가 의 Oklo에 있는 우라늄 상에서 원자핵반응

에 한 증거가 발견되면서 심이 고조되었다. 이 지역에서 지 까지 확인된 감쇄 

동 원소 최소비율은 0.29%이었다. 략 20억 년 에 핵분열반응이 임계에 이르

던 것으로 추산되며, 이때의 U
235
/U

238
 비율은 경수형 원자력발 소의 핵연료 농축비

와 비슷한 3.68%이며, 이는 천연우라늄 동 원보다 비율보다 5배 정도 높은 것이다. 

그 이후 상기와 같은 천연원자로 지역이 15개소에서 확인되었다. 

  1단계 연구에서 도출된 사용후핵연료 처분과 련된 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

다.

물의 방사선 분해 결과, 용액에서 수소와 산소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

인 환경은 속성 납, 방연 (galena), coffinite의 존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 히 환원  환경이었다.

테크니슘(Tc)의 격리가 가능한 백 원소의 속함유물이 사용후핵연료에서 생성

핵반응지역 주변에서 토(녹니석)에 U
235
로 붕괴된 Pu 잔존물의 포획 확인

수력학  흐름과 redox front migration 계산을 한 모형을 용하고 주  환경

동 원소 추 자와 지구화학  변화의 측에 의하여 검증

지구화학과 질량이송이 결합된 모형을 Bangombe에서 측된 redox front에 

용  검증

콜로이드, 용해도 유기물, 미생물 채취를 한 장비를 장에서 시험 확인하 으

며, 시료들을 분석하 음.

  라. Palmottu Analogu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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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에 Palmottu Analogue Project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Finnish 

Ministry of Trade, Industry Energy Department에서 자 을 받고, 이후에는 

STUK(Finnish Center for Radiation and Nuclear Safety)가 재원을 제공하 다. 연

구 참여 기 은 GTK(Geological Survey of Finland), Department of 

Radiochemistry at the University of Helsinki, Laboratory of Engineering Geology 

and Geophysics at the Technical University of Helsinki, VTT(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등이었다. 

  핀란드 남서부에 있는 Palmottu Lake에서 우라늄 화 용으로 조성된 두께 1～

15m, 길이 400m, 표면에서 지하 300m까지에 이르는 수직 화  지역이 1970년

말 발견되었다. 이곳은 17～18억 년 된 우라늄-토륨 상으로 평균 0.1% 우라늄이 

uranite와 변형 생성물( , coffinite)  zircon의 형태로 나타난다. 토륨은 monazite

로 존재한다. 이곳은 화강암질 암반에서의 사용후핵연료의 심지층 처분과 련된 

자연유사 연구 상으로 조사되었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심지층 처분장으로 선정된 

부지와 지질, 수지질, 지하수의 화학  성질  기후 등에서 유사하다.

  연구의 주요 목 은 다음과 같다.

상지역의 구조  수리지질학  조건들의 특성 분석

1차 물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유리화 상의 확인  정량화

물-암석 상호작용 시스템에서 방사성 핵종의 지연을 제어하는 상 규명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지배하는 인자들의 확인

확인된 진행 과정들의 시간 종속성 규명

방사성 핵종 이동량 평가

  1995년 말에 새로운 palmottu Project가 재개되어 1999년도까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EU에 의해 제안되어 연구 리는 GTK가 맡았으며 SKB, ENRESA, BRGM 

등이 연구에 참여하 다. 이 로젝트의 목 은 다음과 같다.

Palmottu Lake 근처 화강암 분포 지역 내에 우라늄-토륨 상의 정량  특성

결정질 암반에서 지하수 유속을 제어하는 상들의 상  요도 조사

지구화학  산화  환원 상태가 결정질 암반 내의 방사성 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 조사  모형화

방사성 핵종의 지연에 한 여러 메커니즘들의 요도 조사

반복된 빙하작용이 암석 특성에 미치는 요도 조사

성능  안 성 평가에 사용된 모델을 개선하기 해 연구에서 도출된 지식  

자료의 사용

  마. Alligator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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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북부의 Darwin city 동측 225km에 치한 Alligator Rivers Region에 

치한 Koongarra 우라늄 이 1970년 발견된 이후, 1981년 USNRC의 재원확보로 

ANSTO(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sation)에 의해 연구가

착수되었다. 1987년에 조직된 국제 인 ARAP(Alligator Rivers Analogue Project)

에 의해 연구가 1992년까지 수행되었다. OECD/NEA가 후원하고 ANSTO, 

JAERI(Japanese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NC(Power Reactor and 

Nuclear Fuel Development Corporation of Japan), SKI(Swedish Nuclear Fuel 

Inspectorate), UK DOE(UK Deparment of the Environment), US NRC(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등이 참여하여UT다. 

  ARAP은 천연방벽을 통한 방사성 핵종의 유출률에 한 장기 측을 평가하기 

해 Koongarra 천연 우라늄 을 연구하 다. ARAP의 주요 목 은 다음과 같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 평가와 련한 지질학  환경에서의 방사성 핵종 

이동에 한 신뢰성 있고 사실 인 모형을 생산하는데 기여한다.

Koongarra 우라늄 상과 련 있는 실내 시험연구와 장 자료를 조합하여 모

델을 검증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이러한 목 을 이루기 해 모델 설계자와 실험자 사이의 상호 계를 최 한 

진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모암  균열 내에서 1차  2차 우라늄의 이산

방사성 핵종 이동에서 지하수  콜로이드의 역할

핵분열생성물 I
129
, Tc

99
, Pu

239
의 생산  이산

모델링 코드를 개발하고, 모델링 연구를 하여 Koongarra 부지를 평가  

  ARAP 이후에 ASARR Project가 추가로 진행되었으며, 이 로젝트에는 한국의 

원자력연구소도 본 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2. 해외 연구 황

  여기서는 2007년 8월 25～26일 양일간 독일 뮌헨 근처의 Garching에 치한 

GRS의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던 제 10회 NAWG(the Natural Analogue Working 

Group) 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주요국들의 자연유사 연구 련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자 한다. NAWG는 198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자연  고고학  유사 연구의 이

용을 증진시키기 해 설립되었다. 이 그룹의 주요 목 은 다음과 같은 정보교환을 

한 연속 인 회의와 워크 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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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연유사 로그램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것

방사성 는 유해 폐기물 처분에 한 자연유사의 타당성에 해 토의하고, 비

과 지원에 의해 증진시키는 것

자연유사 제공자와 최종 사용자가 서로 만나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공

유하는 것

  가. 체코

     재 체코는 Ruorechtov Natural Analogue Site(NAS)를 심으로 자연유사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3.10.1). 이 부지는 유기물질이 풍부한 argillaceous clay 

층으로 되어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Petrological, mineralogical, geochemical and hydrogeological research of the 

system analogous to overburden sedimentary complexes of host rock (salt, 

clay, granite)

Behaviour of uranium in the sedimentary system

Impact of sorption onto system constituents 

Role of organic matter. Identifying factors controlling the composition and 

dissollution/degradation in the natural system

Impact of organic matter composition and degradation on RN mobility in the 

natural system

Isotopic evidence of processes on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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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체코 Ruorechtov Natural Analogue Site(NAS)의 부지 특성

  나. 일본

     일본의 자연유사 연구는 주로 일본의 지질학정 안정성과 련된 연구에 

을 두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고 폐기물 처분장 상 부지 던 Toyo-cho부지

가 최소화됨에 따라 언론과 국민들의 일본의 지질학  안정성에 한 오해(특히, 

"Accretionary prism" 상에 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의 제

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검토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과학기술 으로 이러한 일본 

지형의 안정성에 한 객  결과를 확보하고 이해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

다(그림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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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 일본 Toyo-cho의 특성  부지 선정 과정

  다. 핀란드

     자연유사 연구가 지질학  처분 안 성에 한 확신을 증가시킨다는 이용된다

는 제하에 많은 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구기 들은 자연유

사연구를 Safety Case Portfolio의 하나라는 극 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

폐기물 처분장인 Olkiluoto와 유사한 결정질암에의 U-Th 산인 Palmottu 자

연유사 연구 상 부지를 심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 다. Palmottu에서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Copper corrosion

Iron (steel) corrosion

Bentonite alteration, cement degradation, and bentonite/cement interactions

Erosion rates during ice ages

Glaciation related issues (groundwater stability, glacial meltwater intrusion) 

and uranophane age (e.g. Hyrkkölä)

  라. 독일

      독일은 그동안 암염층을 주요 고 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고려하여 왔다(그

림 3.10.3, 표 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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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 독일의 암염층의 지질학  분포

표 3.10.1. 암염층에서 자연유사에 한 주요 이슈들

  재, 주요 자연유사 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을 두고 있다.

Re-evaluation of elements for the safety case for a repository in rock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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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emphasis on the normal evolution scenario

Important role of natural anlogues

Method development

  그리고 주요 암염층에 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Fluid inclusions: Long-term stability of salt dome

Origin and migration of mineral-bound gases in evaporites

Sub-erosion of salt rock

Altered evolution

Brine intrusion scenario

  마. 스웨덴

     재 스웨덴의 자연유사와 련된 최  심은 KBS-3 개념의 처분장에서 지

하수 유동과 지하수 화학에 미치는 얼음층(ice sheets) 향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

다. 이러한 문제에 한 해답을 찾기 해 다음과 같은 3개의 주요 연구 분야를 선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Ice sheet temperature  and hydrological conditions at the bottom: Geometry 

of the ice and ground (radar studies).

Ice sheet hydrology (drilling through the ice)

Groundwater hydrology & chemistry (rock drilling)

3. 국내 연구 황

  가. 제 1 차 연구

 

      처분 안 성 연구의 일환으로 1992～1994(3년) 기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

설 원자력환경 리센터, 한국자원연구원, 서울  등에 의해 수행한 연구로서 내용으

로는 지질매체와 액상의 상호반응에 따른 방사성원소의 거동에 한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원군 돈산리 일  타산천 지역의 석회암 재 수층의 지하수에 한 

용해도 평형 연구

시멘트 고화체, 속용기, 천연방벽(far-field)등의 유사체를 자연계에서 찾아 

용 연구 상 지역 제시

지질매질과 액상 상호반응의 자연유사연구는 옥천층군에 발달하는 우라늄 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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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나. 제 2 차 연구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로 진행된 지하핵종거동규명연구는 원자력연구

소가 1단계 연구(1997～1999)로서 OECD/NEA 주  호주 Alligator River지역 

Konnggarra 우라늄 상 국제공동연구(ASARR)에 참여하 고, 주요 연구내용은 다

음과 같다.

상 시료의 물학  특성  주요 물성 규명 실험, EPR을 이용한 악틴족 핵

종이동을 규명하 고,

녹니석, 산화철 등 단일 물의 U(VI) 흡착실험  복합물의 흡착능 해석

용해도 측정에 의한 용질상의 구족특성 측정

우라늄의 심도에 따른 우라늄 물 용해도 측정

단일 물  U, Ni, Cu의 흡착실험  열역학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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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결론  제언

  처분장으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특히 악틴족과 같은 고  핵종들)의 다양한 

거동 특성과 복잡한 지구화학  지하수 환경, 복합 인 지하매질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고 폐기물 처분연구의 가장 기본 인 목 이며,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안 성 평가( 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Safety Case 개발)에 필요한 자료

와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평가에 불가결하게 내재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각국에서 수행해 온 천연방벽에서 

핵종이동  지연특성과 련된 연구동향을 조사하여 정리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10개의 주요 연구 분야를 선정하여 최근의 연구동향과 향후 망 등을 기술하 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고 폐기물 처분연구와 련하여 

향후 집 되어야 할 연구목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한다. 

규모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실증 연구

안 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소를 한 연구

다양한 Safety Case 개발  평가를 한 연구

  아울러 제시된 연구목표들을 달성을 해 수행해야 할 연구 분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분야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하연구시설(URL)의 실제 처분 조건에서 균열 암반을 통한 핵종이동 실험  

모델링 연구

실제 처분 조건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발생  이동에 한 장기 실증 연구

실제 처분 조건에서 암반 확산 상 규명을 한 장기 실증 연구

악티나이드  주요 고  핵종들의 용해도  콜로이드 형성 특성 련 연구

암석 토양 등 복합매질에 한 수착특성 규명  모델링 연구

암반 확산에 의한 핵종이동 지연  확산깊이 측정을 한 연구

콜로이드 이동  향 평가 연구

미생물, 가스, 유기물 등의 거동 특성 이해  핵종이동 향 평가 연구

수착  용해도와 련된 기존 자료들의 활용방법 개발 연구

처분환경에서 고 폐기물의 장기거동 특성 이해를 한 자연유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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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결과 활용

  핀란드는 1999년에 고 폐기물처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Oikiluoto를 처분부

지로 선정해 부지조사, 설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국방폐기물을 이미 

WIPP에 처분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는 Yucca Mt.에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웨덴, 스 스 등 유럽 국가들은 20여 년간의 지하시험시설에서의 실험결과를 토

로 처분사업 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 · 폐기물 처분사업이 착수되고 있지만 실제 처분사업의 

성공 인 수행을 해서는 기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고 련 기술들이 충분히 

실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기술들이 자체 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외

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경제  가를 치르게 되고 외국 기술에 종속되

는 결과를 래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고 폐기물 처분도 선진 외국에 비해 

처분연구의 착수시 이나 진도는 많이 늦었지만, 국내 처분환경에 한 체계 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술 자료를 축 하고 처분기술 자립을 이루어 간다면 실제 처

분장운 은 유럽이나 일본보다 많이 늦지 않은 시 에서 시행될 것으로 기 된다. 

  안 한 고 폐기물 처분을 해서는 고 핵종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 고

유의 지질조건, 자연환경, 인문사회조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 이

에 합당한 연구항목을 설정하고 연구결과를 체계 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장 합당한 처분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게 생산된 연구결과들은 결국, 국

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과학기술  안 성 입증을 한 다양한 기술 자료와 

기술실증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 으로써, 향후 고 폐기물처분에 한 측 가능

한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 신뢰도 증진, 나아가 원자력산업 반에 한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의 주요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재 국내 기술의 치를 악할 수 있

으며, 향후 연구 방향  연구항목의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고 폐기물 처분 사업의 계획 수립  정부의 처분정책수립에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 폐기물 처분연구에 심 있는 학생, 타 분야 문가, 정책수립자, 이해집

단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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