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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시스템에 대한 폐쇄후 안전성 평가 및 성능평가에 관련하여 불확

실성을 저감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평가 모델과 이를 통한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은 현

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저준위 처분 시스템뿐 아니라 고준위폐기물로서 사용

후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안전성 및 성능평가에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의 위탁으로 골드심을 이용하여 종합평가를 위한 개념적,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저준위 처분장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있다. 이를 위한 개념적 모델링 접근 방법을 개발 도출하여 우선 제시하는 것이 이 

기술 보고서의 주된 연구내용이다. 이러한 개념모델은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을 대상

으로 한 것으로, 이러한 새로운 모델과 평가 방법론, 그리고 전산도구로서 개발될 예정인 

골드심 프로그램은 보수성을 줄이고 보다 실제적이고 상세한 안전여유도를 제시하고, 불

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상세모델링 방법론에 의한 접근을 통해 불확실성은 

낮추고 보수성은 줄이면서 월성폐기물관리센터 등의 안전성 평가 등 실제적인 종합안전

성 및 성능 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Modeling study and development of 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program, by which an assessment of safety and performance for a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repository with normal or abnormal nuclide 

release cases associated with the various FEPs involved i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repository could be made has been carrying out by utilizing GoldSim under 

contract with KRMC. The report deals with a detailed conceptual modeling scheme by 

which a GoldSim program modules, all of which are integrated into a TSPA program as 

well as the input data set currently available. In-depth system models that are 

conceptually and rather practically described and then ready for implementing into a 

GoldSim program are introduced with plenty of illustrative conceptual models and 

sketches. The GoldSim program that will be finally developed through this project is 

expected to be successfully applied to the post closure safety assessment required both 

for the LILW repository and pyro processed repository by the regulatory body with both 

increased practicality and much reduced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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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 (월성환경관리센터)이 우리나라 최초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에 대한 폐쇄후 안전성 평가의 신뢰성 증진 및 순차적 safety case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는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 평가 및 후속 인허가조치가 현재 2008

년 1월에 발족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전담기구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공단)에서 

수행중에 있다. 우리 연구소는 이전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평가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연

구로서 기체발생, 지하수 유동 및 생태계 모델링 및 평가관련 연구를 공단 발족 이전 원

자력환경관리센터로부터 위탁 수행하였고, 그 후속 평가 연구의 일부로서 안전성평가 모

델링 및 관련 전산 평가코드 개발과 이를 통한 중저준위 처분장 안전성 평가를 위탁 받

아 현재 수행중에 있다. 

주요한 수탁연구 내용으로는 중저준위 처분장의 성능 및 안전성평가에 관련하여 이전의 

평가보다 더 상세하고 보수성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평가개념

모델 및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여 이 모델을 통하여 종합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능

한 한 많이 모아진 부지특성 입력자료를 공급받아 건설중인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에 대한 

상세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로운 모델과 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전의 안전성 평가에 개재된 보수성을 가능한 

한 줄이고 실제적인 안전여유도를 제시하면서도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저감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상세모델링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이 기술보고서를 통해 아래에 상술할 다음과 같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처분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뒤에 소개할 GoldSim[1]

을 이용하여 개발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세 핵종 이동 평가 모델 개발 위한 개념 모델 제시 

 콘크리트 열화 (degradation) 영향 평가 모델 개발 위한 개념 제시 

 생태계 모델링에 대한 상세 모델 개발 위한 개념 제시 

 개발된 모델과 부지특성자료를 통하여 얻어진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GoldSim

을 이용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 위한 개념 제시 

이 기술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개념적 모델을 기초로 개발된 평가 도구로서의 전산 프로

그램를 통해 결정론적 평가와 함께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므로서 폐쇄후 안전성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시하고, 민감도 분석 평가를 통하여 주요한 입력인자를 도출 제시하여 

향후 최종 safety case 구축을 위한 실측 입력자료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이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수행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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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세 핵종 이동 모델링 

 

이 연구의 최종 목표로서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에서의 핵종 유출에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한 정상 및 사고시나리오를 평가하기 위하여 처분시스템내 여러 요소 및 영역에서의 상

세핵종이동에 관한 개념적,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선원항, 근계영역, 원계영역, 생태계 

등 각 단위 모델에 대해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상용 프로그램 개발도구인 GoldSim을 

이용하여 각 단위 모델에 대해 GoldSim 모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한 후, 이를 통합하

여 다차원 핵종 거동을 기술하는 상세한 GoldSim 종합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GoldSim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의 안전성분석보고서[2]에 상세히 기술된 대로 BS1(지하수 유동 시나리오), HS-3(우

물 굴착 시나리오), ES-1 (근계영역내 인공방벽 결함), ES-2 (원계영역내 천연방벽 결함)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평가가 가능한 GoldSim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

세한 개념 및 수학적 모델링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다시 어떻게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에 대한 평가 컨텍스트의 도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기본 입력값을 이용해 템플릿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된 GoldSim 평가프로그램은 수집된 

부지특성적 입력자료와 함께 실제 처분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단위 모델에 대한 개념설계가 완료되고 이 모델 각각에 대한 GoldSim모듈 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 GoldSim 개발로의 이행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개념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GoldSim 평가 프

로그램은 처분장 건설운영 인허가를 위해 이전 인허가단계에서 수행되었던 MASCOT[3] 

와는 달리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하여 보수성은 낮고 신뢰도는 

높은 평가가 가능하도록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 핵종이동 가속화 영향 및 콘크리트 열화 모델링 

 

처분시스템내의 처분시설의 주요한 공학적 방벽으로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처분용

기 박스와 콘크리트로 건설된 사일로 벽이 되는데 이 들 방벽에 대해서는, 처분후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콘크리트 열화에 의한 방벽 성능 저하를 고려하는 모델링을 수행한다. 

열화에 동반되는 현상으로는 투수성을 포함한 제반 물성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

한 해석을 위한 모델링 및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핵종이동을 가속화시키

는 현상을 야기하는 콜로이드 및 착화물의 영향을 평가하는 GoldSim모듈도 개발예정으

로 개념 설계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측정된 입력자료의 부재와 이들 방벽에 대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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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화의 정도에도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한편 개발된 모델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최

소화하기 위한 민감도 연구도 수행될 예정이다. 

 

 

1.3 부식 기체 발생 및 방사성 기체 이동 모델링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서의 부식기체의 발생은 필연적이다. 이에 따른 방사성 기체 

발생 및 그 이동에 대한 모델링을 위하여 SMOGG[4]와 TOUGH2[5]를 이용할 예정이다. 

발생에 대해서는 SMOGG를 이용하여, 그리고 이동에 대해서는 TOUGH2를 이용하여 모

델링이 수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모델도 GoldSim을 이용하여 

구현하여 종합 평가 프로그램에 통합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체 이동 모델링과 평가를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통한 경계

조건의 마련 등이 요구되고 여러 시스템 구조물, 지수문학적 요소 등의 영향이 면밀히 

평가되어야 한다. 

 

 

1.4 생태계 모델링 

 

처분장 주변 생태계에서의 핵종이동에 따른 피폭선량 산출을 위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우

선 국내외의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모델링 방법론을 검토하여 국내 처분 환경에 맞는 보

다 적합한 접근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도출된 개념모델에 부수되는 가정이 올바르게 

정당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JAEA와 

생태계 평가 공동연구를 연차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일본의 생태

모델과 상호 비교 검증된 GoldSim 및AMBER Biosphere모델을 기초로 보다 상세한 생태

계 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생태계 모델링에 대하여 상세한 개념과 

함께 평가 방법론의 실제성을 높여 보수성은 줄이고 신뢰성은 높이기 위한 개발 노력을 

통하여 기존 모델에 대한 보수 및 재 모델링을 아래와 같이 수행중에 있다: 

 기존 AMBER 모델의 수정과 함께 지하핵종모사를 위한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얀

계를 위하여 GoldSim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태모델을 위한 모듈을 개발하고, 이

를 다시 통합 GoldSim 평가 프로그램으로 연계 이행하여 지하매질-생태계 접점 

(Geosphere-biosphere interface; GBI) 을 지나 생태계내로 들어온 핵종에 대한 거

동 분석 및 평가를 수행 

 이전 모델의 단일 해양구획에 대하여 구획수를 증가시키는 해양 다구획 상세 재

모델링을 수행하고, 부지특성자료를 통한 mass transfer coefficient 등의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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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확장구획 모델링을 수행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제고함 

 현행 농축피폭집단, 민물 수산피폭집단, 해양어업피폭집단 등 3개 상호 독립적 

피폭집단의 분류를 확장하여 생태계 결정 집단을 재설정하고 이 중 농축피폭집

단의 섭생경로를 타 피폭집단과의 섭생경로를 공유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이에 

대한 결과로서 한국실정에 맞는 새로운 선량환산 인자 도출 

 생태시스템 및 섭생자료 등 한-일 생태계 비교모델링 공동연구 등을 통해 도출

된 일부 선별된 주요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 계산 수행 

이렇게 이 중간보고서에서는 전술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GoldSim을 이용한 통합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단위 모델들을 모델링하고 이를 다시 처분장의 성능 

및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각 시스템 요소별 단위 골드심 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가

장 주요한 초기단계로서 이제까지 진행된 개념모델링에 관한 연구 결과에 대해 기술하고

자 한다. 

 

 

2. GoldSim 프로그램 개요 

 

2.1 개요 

 

GoldSim 은 GoldSim Technology Group LLC에 의해 개발 상용화된 범용 시뮬레이션 패

키지로 질랴이든 물류든 어떠한 종류라도 시스템 요소간의 유동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내의 이동이나 유동을 모사하는 경우에 유용한 상용 프로그램이다. 

사용자 편의성을 지닌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패키지로, 사용자에게 극히 

편리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와 함께 object-oriented한 프로그래밍 방식, 그리고 

사소하게는 단위의 자동변환이나 오류의 위치확인 기능 등 가능한 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프로그래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지속

적으로 진행되는 진보된 개념의 프로그램밍 도구이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장점으로는 

이전의 FORTRAN이나 C++과 달리 프로그래밍언어를 습득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6]을 비롯 방사성폐기물관리에 있어서의 선진 세계 여러나라와 

함께 국내에서는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 모델링은 물론 처분경제성평가 

모델링 등에 두루 사용되어오고 있다.[7-18] PC에 설치되는 윈도우버전으로서, 모델과 시

나리오, 그리고 결과 데이터나 그래프를 동일한 프로그램 평면상에 자유롭게 오브젝트의 

변환 및 재구성을 통하여 모델의 확장 및 변환이 자유로운데다가 확률론적 민감도 분석

이나 외부 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DLL링크, 그리고 입출력자료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Excel 스프레드쉬트와의 자료의 직접적인 연동 등으로 매우 편리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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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다양한 매질과 인공 및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이동이나 지하수 유동 

등 복잡한 처분시스템내에서의 질량 및 체적전달을 모사하는데 최적의 프로그램 개발도

구이다. 

용도에 따라 GoldSim은 패키지가 달리 구성될 수 있는데 방사성핵종의 질량이동 모사를 

위한 GoldSim 프로그램 모듈로서 GoldSim Cpntaminant Transport Module에서 제공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2개의 Pathway로 Cell pathway와 Pipe 

pathway가 그것이다. 

Cell pathway는 확산과 이류에 의한 물질 이동을, Pipe pathway는 이류와 분산에 의한 물

질 이동을 기술하는데 적합하게 되어 이 두 pathway의 주된 조합으로 처분장에서 유출

된 핵종이 지하매질 등에서 이동해가는 메커니즘을 기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두가

지 기본적 요소외에도 Pipe로 이루어진 네트웍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따로 준비된 

Network pathway나 선원항을 기술하기 위해 역시 따로 준비된 Source 등 다양한 오브

젝트나 요소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GoldSim에서는 또

한 각 pathway에 대한 매질이나 용매 등을 따로 미리 정의할 둘 수 있는 것도 큰 특징

인데, Fluid나 Solid를 통해 공극률이나 밀도 등의 물성 등을 미리 기술해둘 수 있다. 

Species를 통해서는 오염물질이나 방사성물질 등을 미리 정의해둘 수 있는 장치로 방사

성 붕괴나 붕괴 사슬, 동위원소의 유무 등을 이 곳을 통해 미리 지정해둘 수 있게 된다. 

아래에 GoldSim의 주요한 두 Cell pathway와 Pipe pathway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기술

하였다. 

먼저 Cell내의 핵종의 질량수지는 (1)식과 같이 시간에 대하여 1차 상미분방정식에 의해 

지배되는데, 

  ∑  ∑                   (1) 

 

여기서 

 mass of nuclide s in cell i [M] 

 denotes for parent of s ,  decay constant for s and parent nuclide, respectively [T-1] 

 number of direct parents for s 

 fraction of parent which decays into s 

 stoichiometric ratio of moles of s produced per mole of parent decayed ,  molecular weight of s and parent, respectively [M/mol] 

 number of mass flux links from/to cell i 

 influx ratio of s into i through advective and diffusive mass flux link l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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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e of direct input of s to i from external sources [M/T] 

이 된다. 

한편 Pipe pathway를 나가는 핵종의 이류와 확산에 의한 플럭스는 시간과 pipe의 출구

에서 용액에 용해된 농도의 함수로 다음 (2)식과 같이 표시된다. 

  1                        (2) 

 

여기서 

 flux of s leaving the pipe pathway [M/T] 

 concentration of the suspended solid in the mobile zone [M/L3] 

 volumetric flow rate in the pathway [L3/T] 

 sorption coefficient between the suspended solid and the fluid for s [L3/M] 

 effective diffusivity of s in the mobile zone [L2/T]  

 dispersivity of the pathway [L] 

 length of the pathway [L] 

 distance into the pathway [L] 

 dissolved concentration of s in mobile zone of pathway [M/L3] 이 되고, 

(2)식에 요구되는 농도  은 아래 (3)식의 1차원 이류-분산식의 해로 얻을 수 있게 된다: 

 1 1 1
 

                                                                (3) 

 

여기서 

 diffusice area of the matrix zone per unit length of mobile zone [L] 

 porosity for s ,  retardation factor for s and parent in the mobile zone, respectively 

 perimeter of the pathway [L] 

 perimeter fraction occupied by matrix diffusion zone [L] 

 duffusivity of matrix diffusion zone for s [L2/T] 

NMD = number of matrix diffusion zone 

이고, 이 때 암반의 매트릭스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핵종의 농도로서, 

 = concentration of s in the rock matrix diffusion zone im, 은 다시 아래 식(4)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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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될수 있다: 

 

 

      (4) 

여기서 

 effective diffusivity of s in the matrix zone [L2/T] 

 porosity of the matrix zone ,  retardation factor in the matrix zone for s and parent, respenctively 

 diffusive area of the matrix zone per unit length of mobile zone [L] 

이다. 

(3)식에 대한 경계조건은 다음 (5)식과 같이 기술된다. 

 0 as ∞;1 1  

(5) 

여기서 

= Dirac delta function [T-1] 

 initial mass of s applied to the pathway [M] 

 boundary flux of s [M/T] 

 flux of s from external pathways [M/T] 

이 되고, 매트릭스 지역에 대한 경계조건은 아래 (6)식으로 기술된다: 

  at 0;0 at  

(6) 

 

이 때  thickness of the diffusion zone [L]이다. 

그러면 GoldSim은 위 (2)식 에서 (6)식까지 Laplace transforms을 통해 해를 구해주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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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제 

 

이제 골드심을 소개하기 위한 한 예제로서 아래 그림 1과 같은 문제를 풀기로 하자. 이 

문제는 A와 B라는 두 오염물질이 이류를 통해 모래로 이루어진 매질을 이동해가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그림에서 Material이라는 박스를 열면 그림 2와 같이 Species를 통해 오

염물질이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olid를 통해 Sand라는 매질은 밀도나 공

극률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그 성질이 정의된다. 질량 이동률을 위해 Mass rate를 통해 

mass flux값이 입력자료로 제공되면, 이 값은 Column이라는 Pipe pathway에 입력되게 

되고 모래매질을 이동한 결과로서 Pipepathway에서 나오는 두 오염물질의 시간에 따른 

mass transfer rate 파과곡선이 계산되어 그림 3과 같이 구해지게 된다. 이 때 오염물질의 

최종 목적지로서 Sink라는 Cell pathway가 준비되어 전체적인 mass balance를 맞출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간단한 예제는 동일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가지고 보다 다양한 경로와 

시스템요소, 이동과 유동이 일어나는 다양한 매질, 그리고 시나리오 등을 동반하여 처분

시스템 평가 모델과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GoldSim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령 중저준위 처분

시스템의 경우라면, 안전성 및 성능 평가 대상이 되는 이러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

에 관련되어 무엇을 어떻게 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목표가 되는 컨텍

스트가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및 주변 자연환경 등에 대한 개념 

및 수학적 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지조사자료와 시스템설계자료, 핵종의 선원항을 

위한 재고량 제반 입력자료, 핵종유출이나 핵종유출에 영향을 주는 정상 및 사고 시나리

오 등의 인식 등을 통하여 수학적모델링을 통한 GoldSim 프로그래밍을 해 나가야 한다. 

그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개념 모델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고, 이 중간 보고서를 통

하여 GoldSim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념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14 

 

 
그림 1. GoldSim 예제 

 
그림 2. Material 박스안의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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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 1에 대한 예제의 계산 결과 

 

 

3. GoldSim 중저준위 처분 시스템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공정  

및 그 최종 목표 

 

아래 그림 4에 실제 GoldSim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한 예로서 개발 전략을 나

타내었다. 가령 그림상에 보이는 AMBER 생태계 모델과 같이 기 개발된 모델이 GoldSIm

버전으로 수정 보완되어 모듈로 개발된 후 통합될 수 도 있고, 전혀 새로운 모듈로서 콜

로이드에 의해 가속화된 이동모델도 따로 모듈로 개발되어 통합되어질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입력자료와 도출된 시나리오와 함께 최종적으로 통합평가를 위한 GoldSim 기본 

프로그램이 템플릿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면 실측 및 부지특성화 자료를 이용하여 처분시

스템 인허가를 위한 처분장 성능과 안전성 평가, 즉 처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평

가 (TSP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를 수행하거나 입력자료나 설계 변수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재설계를 위한 피드백, 또는 입력자료나 모델의 불확실성을 낯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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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평가모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는 중저준위 처분장 인허가에서 사용된 주요한 4개의 시나리오로서, 지하수의 유동에 따

른 정상 시나리오 BS-1, 근계영역에서의 방벽의 조기 살실이나 열화 등에 따른 ES-1, 원

계영역에서의 지진 등에 의한 천연방벽의 기능 상실 등에 의한 ES-2, 그리고 처분 시스

템내 우뭉 굴착에 따른 HS-3를 고려해보기로 한다. 

 

 
 

그림 4. GoldSim 프로그램 개발 전략 

 

 

한편 그림 4에서 보는 대로 BS-1, ES-1, ES-2, HS-3 등 다양한 정상 및 사고 시나리오를 

평가할 수 있으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및 주요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 분석과 함께 

콜로이드의 발생이나 착화제의 폐기물을 통한 유입으로 핵종의 이동에 가속화 등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도록 개발될 예정이며, 이 연구 범위는 아니지만 추후 

기체 발생에 따른 영향도 동시에 모델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처분장주변 근계영역에서의 

핵종의 이동과 천연방벽을 포함하는 원계영역내 이동은 물론, 생태계에서의 전이 확산, 

그리고 피폭집단을 통한 선량계산까지 수행가능하도록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17 

 

4. GoldSim 프로그램 모듈 개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평가와 관련 확률론적 민감도분석 연

구 등을 위한 GoldSim 프로그램은, 사후 안전성 평가나 인허가 보완 등을 위해 요구되

는 핵종유출에 관련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평가할 수 있고, 처분시스템의 선원항, 근계 및 

원계 이동모델, 그리고 생태계 평가모델 등을 원활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듈을 

모델링하여 통합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누구라도 쉽게 성능 및 안

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모델과 함께 잘 정리된 입력자료 세트를 능률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매우 필요

하고 이렇게 마련된 입력자료를 GoldSim 프로그램에 잘 연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장을 통해서 각 처분시스템 성분에 대한 개념모델과 이 모델들을 GoldSim으로 이행

하기 위한 scheme과 프로그래밍 방향에 대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4.1  GoldSim 프로그래밍 Scheme 

 

아래 그림 5에 GoldSim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체 개념 및 구성을 나타내었다. 

GeneralData라는 GoldSim내의 요소 박스를 통하여 일반적인 입력자료를 우선 모아서 정

의해주면 편리하다. 그러면 이후 핵종이동에 관련된 매질에 대한 물리적, 지화학적 성질

은 이 곳을 참조하기만 하면 된다. 즉, GoldSim 프로그램에 필요한 매질 및 핵종 등 일

반적인 공통 입력자료를 이 곳에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림 6에 이를 펼친 GoldSim 모듈

을 보였다. 

폐기물내의 핵종 재고량에 관한 핵종의 특성으로서 반감기 등 핵종관련 자료, 그리고 처

분시스템내 핵종이동에 관련된 여러 매질에 대한 특성도 이 곳을 통해 미리 기술해두게 

된다. 

그림 6에서 보는 대로 피라미드와 같은 Solid 모듈을 통하여 매질의 밀도와 공극률과 같

은 물성자료와, 그리고 흡착계수와 같은 지화학 특성을 위한 분배계수가 준비된다. 

이 외에 GeneralData에 용해도제한치나 다른 생태계나 지하수문학적 입력자료를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이 때 실제 입력자료는 따로 엑셀로 만들어진 스프레드시트 파일로부터 바로 참조되도록 

하여 입력자료의 편리성을 마련하고, 가령 각 모듈별로 따로 SS_Biosphere (생태계)나 

RegionalData (Import regional hydrology data) 등 로컬 엑셀참조 모듈을 만들어 이를 통

해 별도로 입력자료를 모두 모아둔 엑셀로 만들어진 입력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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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oldSim 프로그래밍을 위한 전체 시스템 프로그램 개념 

 

 

4.2  선원항 및 근계영역에 대한 GoldSim 프로그래밍 Scheme 

 

그림 5는 평가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스템 각 요

소에 따라 GoldSim 모듈을 개발하게 된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EngSystem에서 그림 7과 

같은 처분 사일로에 국한하여 사일로에서의 핵종 유출에 관한 선원항과 근계영역으로의 

유출을 개념적으로 모사하고 있다. 

처분 사일로는 모두 6개를 고려하고 있는데 각 사일로에는 그림 8의 GoldSim 모듈에서 

구현된 바와 같은 여러가지 폐기물이 처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각 폐기물 용기

박스에 대해서 선원항이 각각 개별적으로 모델링 되는데, 표 1에 가정하여 제시한 대로 

이 들 폐기물로부터 핵종은 simple leaching에 의해 일정한 유출률로 유출되거나 용해도 

제한치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출된다고 가정한다. 

또 사일로내에는 많은 개수의 폐기물 박스가 처분되지만 동일한 종류의 박스내의 폐기물

들은 단일한 한 개의 상응한 콘크리트박스에 모두 함께 처분되는 것으로 모사하기로 한

다. 이렇게 하면 가령 예로서 사일로 2에는 5가지의 폐기물 종류를 갖는 수많은 박스를 

갖는 대신 모두 5가지 종류의 폐기물을 담은 5개의 용기 박스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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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6. GoldSim 프로그램에 필요한 매질 및 핵종 등 일반적인 공통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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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일로 시스템 모듈 

 

 



21 

 

 
그림 8. 사일로 2에 대한 선원항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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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일로별 처분폐기물 형태와 각 용기 박스별 가정된 선원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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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선원항 및 사일로 모델링 

 

 

선원항 및 사일로 개념을 그림 9에 개념적으로 모사해 두었다. 사일로는 그 자체의 콘크

리트 벽 (Wall)을 라이닝의 형태로 가지며, 사일로는 모암내에 수직으로 굴착되어지는 것

으로 하고, 사일로내에는 전술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시멘트나 콘크리트의 처분 용기박스 

(Box)가 쌓여 처분되는 것으로 한다. 

폐기물이 모두 처분된 후 처분장은 폐쇄되는데 이 이후에 지하수가 사일로내로 재포화과

정을 통해 유입이 되면 이 지하수를 통해 접촉된 폐기물용기가 부식되거나 혹은 틈새에 

의해 지하수가 다시 폐기물 용기내 폐기물과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용해 유출된 핵종

이 다시 사일로를 빠져나가게 된다. 이 때 사일로내의 각 처분 박스를 지나는 지하수의 

부분 유량은 전체 사일로를 통하는 유량에 대해 체적적인 비를 갖는 분할만큼의 유량으

로 된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값이 그림 9에 나타낸 Q_Out이 된다. 폐기물 박스는 

GoldSim모델링에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대로 WasteCell이라는 Cell pathway로 나타내었는

데, 가령 이 WasteCell안에는 S1STA 폐기물이 모두 처분된 경우, 이 폐기물 박스를 통해

서는 Q_Out (m3/yr)률만큼의 유량률을 가지고 지하수가 사일로내의 SiloContents라는 

Cell pathway로 유출되어 나오는 것으로 모델링이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일로내의 폐기물 용기 외부 공간, 즉 SiloContents로 들어온 핵종과 지하수는 여

러 경로를 통하여 다시 사일로를 빠져 나가게 되는데, 이 때 사일로를 빠져 나가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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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총유량률을 SiloFlow로 나타내면, 이에 대한 모델링은 그림 11와 같은 가정으로 모

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즉 지하수는 사일로를 관통하여 유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일로에서는 사일로가 물리적인 방벽 기능을 하고 

수문학적 구배 (hydraulic gradient)가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어 지하수의 유동이 보다 

수평에 가까워 사일로의 하부 처분동 부분을 지나는 지하수는 사일로의 상부, 즉 파쇄석 

등으로 채워진 backfill 부분으로 폐기물 박스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나 사일로 천정 크라

운구역을 지나는 지하수와는 상호 혼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

다. 이 의미는 처분동에 있는 지하수가 backfill쪽으로는 유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핵종이동은 가능하여, 처분폐기물부분과 backfill부분에서는 이류에는 의하지 

않고 확산에 의한 핵종이동만 가능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사일로내부에서 밖으로의 지하수의 유동은 사일로의 파쇄된 벽을 통해 사일로 측면이나 

하단부분의 모암의 파쇄대 (EDZ; Excavation Damaged Zone)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유동에 동반하여 핵종의 이류에 의한 이동이 기대된다. 전술하였듯, 그리고 그림 10에서 

보는 대로 Backfill 부분의 파쇄석이나 상부, 측면부, 하단부 등의 콘크리트 벽을 통해서

는 유동에 의한 이류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농도 구배에 의한 핵종의 확산적 이동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콘크리트 벽이나 파쇄석으로 채워진 backfill 등에

서는 투수계수가 낮아 확산에 의한 핵종의 이동이 일어나지만 이류에 의한 이동이 가능

할 만큼의 지하수의 유동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기 떄문이다. 이러한 확산을 모

델링하기 위해 사일로벽과 파쇄석 매질을 모두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 각 층을 한 개

의 Cell pathway로 하여 각각 모두 10개의 층으로 나눠 연속된 Cell로 모델링하여 이 

Cell사이에서 확산에 의한 이동을 연속적으로 적용한다. 

 

  
그림 10. GoldSim으로 구현된 사일로에서의 핵종 이동 모델링 개념 (좌측: 사일로에서의 

핵종 이동; 우측: DownPath를 통한 확산 이동을 모사하는 연속 Cell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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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일로내의 지하수 유량률 모델링 

 

한편 사일로의 하부 폐기물 처분용기 박스가 존재하는 구역을 지나는 지하수의 연간유량

을 SiloFlow x 100%로 볼 때, 이 유량의 약 20%가 상부를 관통하여 유동된다고 본다. 즉 

상대적으로 SiloFlow x 20%의 연간유량이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파쇄석과 크라운 등이 

있는 사일로의 윗 부분을 지난다고 가정을 하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유동률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입력자료는 지하수문학적 모델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그림 11. 사일로를 통해 유출되는 유량률 

 

 

또 사일로를 통하는 이들 지하수유동률은 처분시스템이 위치하는 모암주변에 걸려 있는 

수문학적 구배에 따라 자연적인 유동에 따르는 경우도 일반적이겠지만, 비상시나리오로

서 처분장에 근접한 우물이 있는 경우라면 지하수의 유동은 당연히 수문학적 구배에 의

존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우물에 의한 pumping rate에 의해 야기되는 drawdown의 영향

을 받게 되어 이 두 경우를 분리하여 별도로 모델링 하여야 한다. 

그림 11에서 우물을 사용하는 경우 유량의 강제인출에 의한 경우의 SiloFlow에는 그림12

에서 보는대로 Q_Well_Rock를 적용하고, 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유동이 존재

하는 경우의 SiloFlow에는 Q_Silo_Rock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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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일로를 통한 지하수 유동률 평가를 위한 GoldSim 모듈 

 

 

사일로를 통해 흐르는 지하수의 유량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그림 13과 14에 개념적으로 도시해 놓았다. 

처분장이 위치하는 모암내 지하수 유동에 걸린 구배가 i일 때 모암내에서의 지하수의 

Darcy속도는 krock를 모암에서의 hydraulic conductivity라고 하고 사일로의 직경을 d라고 

한다면 i x krock으로 표시 가능하다. 이 경우 사일로를 가로 질러 발생하는 head drop, 

h는 대략 i x d로 산출될 수 있게 된다. 

이 head drop을 이용하여 사일로 벽에 걸린 구배 iwall 를 구하면 iwall = h / 2t = i x d / 

2t 가 된다. 그러면 벽을 통한 지하수의 유동에 대한 Darcy속도, vwall은 kwall을 사일로 

벽에서의 hydraulic conductivity라고 한다면 kwall x i x d / 2t 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사일로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만일 사일로벽의 kwall 이 모암의 krock보다 낮은 경우와 그 

반대로서 사일로벽의 kwall 이 모암의 krock보다 높은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고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그림 200에서 보여지는 WallQ_RockQ값을 따로 

정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 값은 사일로벽을 통해 흐르는 지하수의 Darcy속도와 

손상되지 않은, 즉 사일로가 건설되기 이전 조건의 모암내를 흐르는 Darcy속도의 비로 

표시된다. 즉, WallQ_RockQ = kwall x i x (사일로의 직경)/(사일로 벽의 두께 x 2) / krock x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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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all x (사일로의 직경)/(krock x 사일로 벽의 두께 x 2)이 된다. 

그러면 WallQ_RockQ is > 1인 경우, 이는 사일로벽의 hydraulic conductivity가 모암의 그 

것보다 높다는 의미가 된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일로벽에서의 지하수의 hydraulic 

conductivity가 낮다는 의미가 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지하수가 사일로를 통과해 유동할까? 두가지 상호 반대의 경우로서, 

사일로벽에서의 유동저항이 0인 경우, 즉 저항이 전혀 없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로서 

천연 모암의 경우보다 훨씬 큰 저항을 갖는 경우가 그 것으로 이 두 경우를 분리하여 

고려하기로 한다. 한편 사일로벽에서의 유동저항이 거의 없는 경우에 사일로를 통과하여 

흐르는 유량은 사일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천연 모암에 대한 유동률의 2배가 된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는 사일로가 건설되는 것은 그만한 체적의 공동이 발생되어 사일로 

직경만큼의 공동에 대해 이 공동을 보다 유동이 잘 일어나는 도관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는 사일로 직경만을 흐르는 유량외에 사일로 직경의 2배에 

해당되는 면적을 지나는 지하수량이 사일로로 모아져 흘러 지난다는 가정으로 된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사일로벽에서의 hydraulic conductivity가 매우 낮아 이 벽이 상당히 

높은 유동저항을 갖는 경우로서, 사일로가 건설되기 전에 비해 벽에서의 hydraulic 

conductivity가 2배 로 낮아졌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즉 유동저항이 2배로 

높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즉 사일로벽 때문에 그 이전 사일로가 존재하기전보다 

사일로를 가로질러 2배의 head drop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이는 다시 2배의 

유량률의 증가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두가지 경우에 대해 어느 경우든 

사일로를 지나는 유량은 사일로로 들어 온 유량의 2배가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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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사일로내의 지하수 유량률 모델링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 일단 지하수가 사일로를 빠져나오면 정상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사

일로를 통한 지하수는 모두 그림 9에서 보이는 대로 EBS_Release로 모아져 정상적인 핵

종유출 경로로서 원계영역으로 유동을 계속하게 되지만, 우물이 굴착되는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모델링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논의한다. 

 

 

4.4 우물이 굴착되는 경우에 대한 지하수 유동률 모델링 

 

우물의 굴착은 두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림 14에서 처럼 사일로가 위치하는 처

분시스템내에 아주 근접하여 굴착되는 경우와 그림 15에서 처럼 사일로로 부터 좀 더 

떨어진, 지하수의 정상 유동경로상에 위치하는 두 경우로 나누어 고려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그림 13에서 보는대로 5번 사일로와 6번 사일로 사이에 우물이 천정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 때 우물은 처분장의 footprint내 모암을 지나는 모든 지하수를 끌어 

들이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일로를 통한 모든 지하수는 사일로를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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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대수층내의 지하수와 함께 섞여 희석이 이루어지며 우물로 모두 들어오게 되지

만, 우물이 사일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처분장을 지난 모든 지하수가 

그 우물로 반드시 다 들어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게 된다. 

이제 우물에서의 pumping rate (m3/y)는 drawdown 으로부터 그림 15에서 보는 대로, 

conconfin aquifer에 대해 Darcy’s law를 적용하여 얻은 편미분방정식을 수두와 거리에 대

해 적분하여 얻는 Thiem Equilibrium Equation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이 때 

drawdown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경과 우물의 반경 등에 대한 입력자료가 요구되게 된

다. 그리고 그림 15에서 보는 대로, 사일로를 통과한 “오염된” 지하수와 사일로 상부 대

수대를 통과한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가 흐르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일로주

변 모암과 대수대에 대한 Transmissivity, T는 각각의 매질, 즉 사일로주변의 모암과 풍화

된 모암으로 모델링 될 수 있는 대수대의 각각의 conductivity, K에 사일로의 높이와 대

수대의 두께, b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적용한다. 

 

 
 

그림 14. 우물 시나리오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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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우물시나리오에서의 유량계산 

 

 

이와 같은 우물 시나리오를 GoldSim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GoldSim 프로그램 모듈을 그

림 16에 보였는데, 여기서 WellDilution으로 구현된 희석인자는 대수대와 사일로를 통해 

우물로 들어오는 유량에 대해 사일로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유량비로서 나타내는 것이 타

당해 보인다. 

 
그림 16. 우물 시나리오의 GoldSim 프로그램으로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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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일로로부터 우물로 들어오는 경우 각 사일로의 위치와 우물 사

이의 거리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물로 들어오는 지하수의 총유량에 대하여 

각 사일로가 차지하는 유량비율의 계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념적 모델링을 위한 스

케치를 그림 17에 사일로 주변에서 모델링에 사용된 거리개념과 처분장 footprint에 대

한 discharge지역에서의 plume의 폭에 대한 추정값을 보였고, 그 결과로서의 입력자료는 

표 2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17. 사일로 주변에서 모델링에 사용된 추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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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정에 사용된 사일로 관련 수문학적 입력 자료 

 
 

 

4.4  원계영역에 대한 시나리오 및 GoldSim 프로그래밍 Scheme 

 

그림 18에 GoldSim으로 평가하기 위한 원계영역에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

한 개념 모델을 보였다. 

그림에서 보는대로 사일로를 통해 유출되어 EBS_Release로 모두 모아지는 지하수는 우물

이 굴착되지 않는 경우, 즉 시나리오 BS-1과 같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모든 지하수의 유

량이 모암을 통해 원계영역, 그리고 생태계로 유동되어 나가며 더불어 핵종의 이동을 야

기하게 된다. 이 원계영역으로서의 처분장 주변 모암내 천연방벽은 평판균열을 갖는 균

열매질로 모델링 될 수 있는데, 이 균열매질을 따라 지하수의 유동이 발생하고 다시 이 

지하수의 유동에 따라 핵종이 이류와 분산과정을 따라 계속 이동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균열벽으로의 매트릭스확산과 핵종의 매질과의 흡탈착 반응에 따른 지연효과도 종속된다.  

모암내 균열매질은 평판균열을 갖는 균열매질로 보아 그림 18에서 보는대로 Rock_Mass

라는 Pipe pathway로 모사되는데 이 pathway를 통해 유동된 오염된 지하수는 결국 해저

침적층 등 Geosphere-biosphre interface (GBI)를 통해 생태계로 유입되어 가는 것으로 모

델링된다. 

그렇지만 사일로에 근접하여 우물을 굴착하는 경우, 즉 시나리오 HS-3의 경우에는 전술

한대로 사일로를 통해 나온 모든 지하수와 대수대를 통해 유동하는 지하수가 우물로 서

로 혼합되어 그림 14과 같이 WellFlow의 유량률을 가지며 Aquifer_Local로 들어 가는 시

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Aquifer_Local은 그림 17에서 Aquifer_Local (HS-3)로 이

는 근계 생태계에서 고려되는 개념으로, 정상시나리오에서 고려되는 원계영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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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ifer_Local (BS-1)과는 시나리오적으로 구별되는데 이는 전술하였듯 정상시나리오와 

달리 우물이 굴착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사일로를 통과한 모든 오염된 지하수는 근계영역

의 대수대를 통해 우물로 들어간다고 가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 경우의 

Aquifer_Localdms 우물시나리오에만 해당된다. 

한편 우물이 굴착되지는 않으나 원계 영역에 지진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지하수 유동경

로가 바뀔 수 있는 경우도 가능한데, 이는 시나리오 ES-2로서 고려될 수 있다. 가령 지진

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지진에 의해 원계영역내 모암 매질에 단층이 갑자기 생

성되어 원계영역의 유동 및 이동 경로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경

우는 근계영역을 지난 지하수는 우물 시나리오와 같이 근계 영역의 Aquifer_Local (그림 

18에서 Aquifer_Local (HS-3))로 들어간다고 보지만 이 곳에서 우물로의 취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본다. 그 대신 대수대로 들어온 지하수는 그림 18에서 보는 대로 

AquiferTransport라는 pipe pathway로 기술되는 대수층을 따라 원계영역을 이동하여 이

후 정상적인 BS-1시나리오와 동일하게 GBI를 통해 생태계로 유입된다고 본다. 즉 모암내

를 이동하는 대신 보다 풍화된 대수대를 통한 원계영역내의 이동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로 

간주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우물이 사일로가 위치한 근접 사이트가 아닌 경우로 어느 정도 처분장에서 떨어져 

굴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HS-3시나리오와 ES-2시나리오를 병행 조합하여 평가하거나, 

사일로를 지난 전 지하수가 취수된다는 가정을 갖는 HS-3와는 달리 처분장을 통과한 지

하수의 일부만이 취수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들 시나리오와 함께 근계영역에서의 사일로벽의 초기 파손 등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경우로서의 ES-1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 가령 1400년이 지나 갑자기 사

일로의 벽이 그 물리적 방벽기능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모델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

다는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로서 방벽기능이 한순간에 상실되기 보다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종점까지 서서히 잃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가령 1400년

에 모든 방벽 기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는 대신 1400년 이후 서서히 방벽기능을 선형적

으로 잃기 시작하여 가령 그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즉 2800년이 될 때에 방벽기능을 완

전히 소실하게 되는 것으로 모델링하는 것도 보다 타당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 경

우에 대한 결과로서는 hydraulic conductivity가 로그스케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근계 및 원계에서의 생태계 모델링은 주로 Cell pathway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수행

할 예정으로 그림 19에 근계 영역내 우물 시나리오에 따른 생태계 모델링 개념과 이에 

따른 GoldSim 프로그램 구현을 보였고, 그림 20에는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GoldSim 프

로그램 모듈을 보였다. 

그림 21은 원계 영역에서의 생태계 모델링에 따른 GoldSim 프로그램 모듈로서 현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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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준위 처분시스템에서는 강물이나 하천은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

나 보다 일반적인 모델링을 위하여 포함 시킨 것이다. 한편 그림 21에는 이러한 원계영

역에 대한 생태계 핵종 이동 모델의 결과로서 피폭경로를 계산하기 위한 골드심 모듈을 

보였다. 

 
그림 18. 원계영역내 핵종 이동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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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근계 영역내 우물 시나리오에 대한 생태계 모델링 

 

 

 
그림 20. 원계 생태계 모델에 대하여 GoldSim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구획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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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원계 생태계 모델에 대하여 GoldSim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피폭 경로 모델 

 

 

5. 입력자료 

 

GoldSim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다양한 입력자료가 필요하다. GoldSim 프로그램을 위해

서는 보다 잘 정리되고 가공된 입력자료가 필요한데, 이 입력자료는 처분폐기물, 처분시

스템, 생태계 등 GoldSim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요구되어 수시로 참조되어 성능 및 안

전성평가 계산에 이용된다. 처분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핵종재고량 및 선원항자료나 다양

한 형태의 처분시스템 설계자료, 그리고 핵종이동이나 지하수 유동에 관련된 부지 특성

적 자료가 요구되지만 표 3~7에 보인 생태계 평가자료도 요구된다. 

 

표 3. 매질별 분배 계수 및 용해도 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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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태계 입력 자료 (1) 

 
 

 

표 5. 생태계 입력 자료 (2) 

 
 

 

표 6. 생태계 입력 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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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생태계 입력 자료 (4) 

 
 

 

6. 향후 연구 수행 계획 

 

이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현재 GoldSim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념모델링을 제

시하였다. 이 개념모델링을 바탕으로 확보된 입력자료와 함께 각 단위 모델에 대한 

GoldSim 모듈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개발된 이러한 GoldSim 모듈은 통합된 

골드심 평가프로그램으로 개발되게 된다. 개발된 모델은 템플릿의 형태를 갖게 되어 처

분 대상 처분 시스템에 대한 부지특성적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이에 따라 보

다 상세하고 보다 부지특성적이며 정확한 입력자료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정상적인 핵종 이동 메커니즘과 병행되어 콜로이드나 첨가제 등에 의한 가속화 영향 등

을 고려하는 GoldSim 모델 개발을 위한 개념 모델링도 향후 수행될 예정으로 있다. 프

로그램이 개발 완성되면 샘플케이스에 대한 illustration과 최종 마련된 입력자료에 의한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뒤따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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