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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1. 처분시스템개발에서는, PWR,

CANDU, 하나로 등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현황 분석 및 발생량 예측 Data-Base

프로그램을 개발, 3차원 노심모델 개발 등을 통해 원전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프로

그램 개발, CANDU 사용후핵연료 및 선진핵주기폐기물 처분용기 설계 및 1/10 규모제

작을 통해 실증하였다. 2. 처분안전해석에서는, 선진핵연료주기의 FEP/시나리오 개발,

생태계가 포함된 종합성능평가코드 개발, 이를 이용한 안전성평가를 수행, 처분정보시스

템이 CYPRUS에 처분 연구결과를 등록 및 신규 모듈을 개발하였다. 3. 심지층 처분타

당성 평가연구에서는 부지선정 및 평가방법론 개발, 장기 지질안정성 연구, 심지층 지질

환경 기초조사, KURT 수리ㆍ지화학 특성 평가, 심부지질환경 조사ㆍ해석기술개발을

수행하였다. 4.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연구에서는, 공학적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 근계영역 암반에서의 열적거동 연구, KURT 암반손상대에 관한 연구

및 완충재 블록 연구를 수행하였다. 5. 천연방벽을 이용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연구

에서는, U, Th, Np, Am의 지화학반응 및 수착 반응에 대한 pH와 Eh의 영향을 평가,

확률론적 통계기법을 적용한 Web 기반의 새로운 수착 D/B인 KAERI-SDB를 개발, 심

부 처분환경에서 핵종/광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 핵종/광물/미생물 간의 복합 상

호작용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색 인 어

(5개 이상)

한 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A-KRS, 안전해석, 공학적방벽, 천연

방벽, 장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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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은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자

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가격의 상승, 이산화탄

소 감축 등으로 인한 원자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필

요한 새로운 핵연료주기개념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는

PYRO 공정 및 SFR을 연계한 선진 핵연료주기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선진 핵연료

주기개념에 따르면, 악티나이드 및 장반감기 핵분열성 핵종은 고속로에서 소멸시킴

으로써 단반감기 폐기물은 큰 부담이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을 가정하여 한국의 대표 지

질에 부합하는 고준위폐기물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

울여 왔다. 그러나 선진 핵연료주기개념을 채택하는 경우 PYRO 폐기물에 대한 처

분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과제 수

행은 필수적이며, 세부 과제로 처분시스템 개발, 처분 안전 해석, 심지층처분환경

타당성 평가,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 연구 및 천연방벽을 이용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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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처분시스템 개발

A-KRS 개발을 위한 고준위폐기물 Data-Base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PWR,

CANDU 및 HANARO 사용후 핵연료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자료를 분석할 수 있

는 핵주기 폐기물 핵종 재고량 평가 프로그램 (A-SOURCE) 개발하였으며, 선진핵

주기 발생 폐기물의 물량 및 방사선원항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패키지(CLEAN)를

자체 개발하였다. 이밖에도 원전해체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구조재로부터 발생되

는 장반감기 폐기물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선원항 평가를 수행하였다.

A-KRS 공학적방벽 개발을 위해 CANDU 사용후핵연료 및 선진핵주기폐기물 등

의 저장 및 처분용기를 개발하였다. 먼저 처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A-KDC-

CANDU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저온분사기술을 적용하여 1/10 규모 제작을 성공적

으로 실증하였다. 새로 적용된 저온분사코팅구리는 물성 시험, 전기화학적 평가, 환

경부식 평가 등으로 그 내구성을 파악하였으며, 실제 처분환경을 모사한 장기부식

시험과 해석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용기의 예측 수명을 가늠하였다. 한편 완충재

의 물성 향상을 위하여 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 향상과 열전달 성능 향상을 위한

이중구조 완충재를 개발하였다.

A-KRS 설계 요건 개발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하였다. 먼저 CANDU 사용후

핵연료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을 위한 처분용기 및 처분시스템을 설계

하고, 성능평가(열, 구조 해석)를 통해 처분시스템 고도화를 도모하였다. 선진핵주기

폐기물은 공정분석을 통해 주요폐기물을 분류하고, 각각의 부피 및 질량, 핵종별 방

사능, 열-선원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선진핵주기폐기물을 위한 저장-처분용기를

설계하고, 회수성과 장기관리 기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다층 구조 개념의 복합폐기

물 처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개발된 처분시스템에 적합한 지상 및 지하

시설 공정 시나리오 및 관련 장비 개념을 도출하였다.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형 처분

시스템 설계자료와 원전 안전성 평가 경험을 토대로 한국형 처분시설의 운영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대표 사고에 대한 사건수목 구성 및 고장수목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운반안전성 평가, 지상시설과 지하시

설에 대한 위험 및 운전성 검토, 처분시설 정상운영시 안전성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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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고준위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선진 4개국(미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사례 분석과 원자력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점을 제안하고,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로드맵

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환경에 맞는 대표 핵주기 2가지(직접처분-고온건식

처리)를 선정하고 이를 위주로 장기관리-처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

로는 고준위폐기물 관리 사업 로드맵과 수행 방안 등을 정립한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였다.

2. 처분안전해석

이번 단계에서 처분안전해석의 주요 목적은 선진 핵연료주기 관점에서의 FEP/

시나리오 개발, 종합안전평가코드 개발, 종합안전성 평가, CYPRUS+ 개발 등이다.

효과적인 FEP/시나리오 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법론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FEP 개발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존의 KAERI FEP Encyclopedia는 선진 핵연료

주기 관련 FEP list 개발에 사용되었다. 또한 PID 방식을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에

관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Full PID는 구축되었다.

종합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와 PYRO 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종합성

능평가코드 개발은 필수적이다. 종합성능평가코드는 미국 유카마운틴 처분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GoldSim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GoldSim 버전 평가코드는 다른 심

도에 위치하는 처분장의 영향 평가,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폐기물이 가지는 용출

특성 차이에 대한 상세 모델링, 수직 처분공, 수평 터널, 사일로 등 처분장 설계 개

념 상이에 따른 평가 방법론 개발, 지진 영향에 대한 정량적 평가, 생태계 평가 등

의 기능이 있다.

개발된 GoldSim 버전 종합성능평가코드는 기본 시나리오 및 지진 시나리오 및

지진 시나리오의 평가에 사용되었으며, 입력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평가 및 폐기물 고화체 용출율(Dissolution rate)과 핵종의 분배계수(Distribution

factor) 등을 고려한 평가에 사용되었다.

T2R3의 품짐보증 원칙을 기반으로, web based QA 시스템 기능을 가진

CYPRUS는 USNRC 10CFR50 Appendix B에 나타난 절차서를 이용하여 개발되었

다. CYPRUS를 바탕으로 단열정보 및 지하수 정보에 관한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한

CYPRUS+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단열정보 및 지하수 정보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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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모듈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THRC(Thermo - Hydraulic - Radioactive - Chemical) 복합거동에

대한 연구가 UC Berkely와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3. 심지층 처분타당성 평가 연구

이번 단계에서 심지층 처분타당성 평가연구의 주요 목적은 부지선정 및 평가방

법론 개발, 장기 지질안정성연구, 화산암․편마암 심지층 지질환경 기초조사,

KURT 수리․지화학 특성 평가,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 개발 등이다.

부지 선정 및 평가 방법론 개발에서는 우리나라 지질조건을 고려한 고준위폐기물

처분 후보부지의 기술적 선정절차 및 평가 방법을 구상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후

보부지선정을 위한 기술적 제반절차 및 체계를 구축하여 고준위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장기 지질안정성 연구에서는 처분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완속성 및 급

발성 지각변동 현상에 관한 국내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 연구현황을 토대로 향후

보완되어야 할 연구 항목의 중장기 연구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 화산암․편마암 심지층 지질환경 기초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분장의 모암으

로 선호되는 화강암 외에 우리나라에 폭 넓게 분포하는 화산암과 편마암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에 대한 기존의 조사자료를 종합하고 수

리지질학적 측면에서 예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다.

KURT 수리․지화학 특성 평가에서는 A-KRS 개발 및 안전성 평가 입력자료 제

공을 위해 KURT 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심부의 수리지질학적, 지구화학적 자료를

조사, 평가하여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를 근거로 지질모델과 수리지

질학적 개념모델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지하수유동 모델링의 기초 모델을 구축

한다.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 개발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환경의 천연방벽에

대해 격리 및 지연기능을 지배하는 심지층 처분지질환경 조사기술개발과 심부 원위

치 환경에서 검증 및 실증 중심의 처분지질환경의 수리․지화학적 방벽기능 평가기

술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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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연구

공학적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에서는 엔지니어링 규모의

KENTEX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완충재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을 실증하고, 실

험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할 현장시험 장치의 개념설계를 하였으며, 실험계획을 수립하였다. 근계영역 암

반에서의 열적거동 현장실험에서는 근계영역 암반에서의 열전달과 관련된 열-역학

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 히터시험이 수행되었다. 현장조건과 시험목적에 부

합하는 시추공 히터시험을 설계하고 히터장치, 관측용 센서, 데이터로깅 시스템 등

을 제작, 설치하였다. 지하수 유입이 적은 구간을 시험 구간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시험구간에 대해 불연속면의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암반의 열-역학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실 실험을 실시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의

터널 벽면에서의 손상대 규모 및 역학적 물성특성 파악을 위하여 지구물리탐사와

암반 변형계수 측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근계 암반의 불연속면 분포와 이의 동적

물성을 측정하였다. 또 암반손상대의 지보재 영향, 수리-역학적 및 열-역학적 거동

그리고 절리암반의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완충재블록 연구에서는 블록 몰더를 설계, 제작하고, 완충재블록의 성형특성, 압

축특성,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완충재블록을 통한 지하수 유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 밀봉재 후보물질인 low-pH 시멘트의 최적 배합조건을 도출

하였으며, low-pH 및 high-pH 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관련 역학적 물성

을 평가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에서는 현장실험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

도록 전력공급 시설을 확충하고, 통신 및 데이터 수집 설비를 보강하였다. 또 원자

력계, 산업계, 대학 , 환경단체 및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처분안전성에 대한 홍

보 활동도 수행하였다.

5. 천연방벽에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연구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원 내 심부 처분환경을 대체하는 지하연구시설(KURT)의 심부지하수와 화강

암을 이용하여 고준위 핵종들(U, Th, Np, Am)에 대한 지화학반응(예, 용해도) 및

수착특성을 규명함으로서 안전성 평가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준위 핵종들(U, Th, Np, Am) 뿐만 아니라 핵분열생성물이 포함된 방사성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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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처분에서 관심 대상 핵종들의 열역학자료 및 수착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처분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고준위핵종들의 지화학반응 및 수착 D/B를 구축하였다.

현장 조건을 위해 KURT 시추 코어 암반 및 지하수를 이용한 확산실험을 수행하

여 핵종의 암석확산 깊이를 측정하였고 암석표면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내부확산 이동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암반 확산특성을 해석하고 확산계수를 평가하

였다.

KURT 현장에 현장 용질 이동 실험을 위한 실험 장치를 설계 및 설치하였고

KURT 현장에서 비수착성(non-sorbing) 핵종, 단순수착성(simply sorbing) 핵종, 다

가수착성(multi-valent sorbing) 핵종들을 이용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동 및

지연 특성 규명 연구를 하였다. 아울러 암반 충전광물인 점토광물이나 산화철광물

등과 핵종과의 상호반응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에 대한 연구 현황 및 정보를 수

집하고, 조사․분석하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

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스웨덴 SKB의 Äspö 및 스위스 GTS 등의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였다.

KURT 지하수의 미생물 특성을 규명하고, 방사성핵종과의 상호반응 및 핵종 광

물화(Bio-mineralization), 산화환원 반응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심부 처분환

경에서 핵종/광물/미생물 복합반응에 의한 핵종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1. 처분시스템 개발

PWR, CANDU, 하나로 등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현황 분석 및 발생량 예측

Data-Base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3차원 노심모델 개발 등을 통해 원전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개발하였다. 이밖에도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선원

항 평가를 위한 GUI 모듈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핵주기 폐기물 핵종 재고량 평가

프로그램 (A-SOURCE)을 완성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 및 선진핵주기폐기물 처분용기를 설계하였으며, 구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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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14.5% 이하로 줄인 저온분사코팅 구리처분용기 제작법을 개발하고, 1/10 규모

제작을 통해 실증하였다. 저온분사코팅 구리의 내구성을 전기화학적 분석과 다양한

환경 부식시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처분환경을 모사한 장기부식시험과 부식 수명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1,000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완충재의 Ag2O 첨가에 의한 요오드 흡착능 향상을 확인하였으며, 10% 열전달 성능

향상된 이중구조 완충재를 제안하고 열해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CANDU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및 처분시스템 개념설계를 완료하

였으며,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밀도 향상을 통해 비용측면에서 기존 시스템

에 비해 1,700억원(약 20.3%)의 효과를 얻었다.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의 경우, 공정

폐기물 분석을 통해 저장 및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회수성이 향상된 복합폐기물 공

학적방벽 및 처분방식을 개념설계하였으며, 처분시스템 효율 및 취급성을 극대화시

킨 한국형 공학적방벽 모듈(K-PEM)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환기 측면에서의 처분

터널 배치안의 정량석 분석, 핵심 지상시설에 대한 세부 공정 및 관련 장비 구축방

안을 수립하였다.

한국형처분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방안 수립하

였다. 사용후핵연료 운반 중 예상되는 3가지 대표 사고를 선정 및 분석하고 운반안

전성 평가 프로그램 INTERTRAN2를 구축하였다. 한국형처분시스템에 대한 사건수

목 및 고장수목 분석을 통한 사고 확률을 산정하였으며, A-KRS 장기관리 운영안

전성 평가 모듈을 개발하였다.

고준위폐기물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원칙

작성하였다. 선진핵주기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였으며, 대표적인 2가지 핵주

기에 대한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처분 방안 수립 및 관리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최적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점을 선정하고, 고준위폐기물 관

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2. 처분안전해석

선진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FEP list를 개발하기 위하여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에

대한 분석 및 FEP 구조 분석을 통하여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KAERI FEP

Encyclopedia는 선진 핵연료주기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그 결과 17건의 FEP record

는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며, 신규 FEP으로 2건의 FEP record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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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방식의 시나리오 개발을 위하여 5가지 원칙의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

법론에 따라 5개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된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 PID를 구축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준 시나리오의 5개 세부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PID

를 먼저 구축하였으며, 이들을 병합하여 기준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 PID를 성공적

으로 구축하였다.

GoldSim을 이용한 종합성능평가코드를 성공리에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

된 프로그램 등록 및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MDPSA 확장코드인 PULSA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 등록 및 특허를 출원하였다. 개발된 종합성능평가코드를 이

용하여 선진 핵연료주기와 관련된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및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는 PYRO 폐기물의 유출형태 및 유출율이 민감한 파라미터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의 처분 개념은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PYRO 폐기물의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GoldSim을 이용하여 생태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동적 구획

모델링 방법론 관련 국내 특허 출원하였다. 특히 일본 JAEA와 협동 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생태계 모델링 기법 및 평가결과를 검증하였다.

지난 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CYPRUS를 바탕으로 확장 CYPRUS+를 개발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전달체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단열 정보, 지하수

조성 정보및 PID에 관련된 특수 모듈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특히 CYPRUS+에 개

발된 모듈을 탑재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파치를 사용하여 기술적

인 확장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처분연구결과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데이터, 절

차서 및 관련 문서를 CYPRUS에 등록하였으며, 무엇보다도 CYPRUS+ 개념은 전

체 핵연료주기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 정보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개발 중인

Rosetta Stone 개발에 응용되고 있다.

3. 심지층 처분타당성 평가 연구

부지 선정 및 평가 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부지에 대한 지질학적 평가항목과 요

소, 인자를 분류하고 IAEA의 안전지침에 부합되는 제외기준과 선호기준을 도출하

였다. 공간적인 특성을 갖는 지질요소가 공간적으로 어떤 분포특성을 갖는지를 정

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관련 전문가그룹의 평가를 통하여 평가인자별 가중치를 설

정하여 평가 과정에서의 중요도의 경중을 검토하였다. 최종년도에는 부지선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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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안)을 개발하였고, 광역적인 부지선정 과정에 요구되는 부지 통합지질정보체계

에 대한 개념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장기 지질안정성 연구를 위하여, 고준위폐기물의 처분부지 선정에 중요한 판단 기

준이 되는 장기적인 지질안정성 요소에 관한 정량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완

속성 지각변동현상에 해당되는 융기, 침강, 해수면변화 자료, 그리고 급발성 지각변

동에 해당하는 지진, 단층, 화산활동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외지역 요건 중에서 가장 민감한 지진-단층-지구

조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중장기적 추진

방향을 수립하였다.

화산암․편마암 심지층 지질환경 기초조사에서는 처분장 대안 모암의 대상으로

화산암과 편마암을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화산암 36개 지역, 편마암 26개 지역을 도

출하여 최종적으로 동, 서해안 2개 지역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조사된 심부의 수리

지질학적 및 지화학적 특성을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지하수유동

모델링과 함께 처분장 모암으로서의 예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KURT 수리․지화학 특성 평가를 위하여, KURT 시설 주변에서 시추조사, 공내

물리검층, 지구물리탐사를 통하여 조사된 암반배경단열과 결정론적 투수성 구조를

종합하여 지질모델과 지질구조모델, 그리고 수리지질개념모델을 개발하였다. 지하

500 m 심도까지의 수리화학적 변화특성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심도별 변화특

성을 제시하였다. 근계영역의 공학적방벽의 진화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하 심부

의 원위치 지하수 조건에서의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간의 지화학반응을 모델화

하였다. 본 연구를에서 도출된 자료는 A-KRS 개발 및 안전성 평가에 정량적으로

제공되었다.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 개발을 위하여, 심부지질환경에 대한 신뢰성있는 조

사, 해석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심도별 지하수의 원위치 계측기술을 개발하고,

저투수성 암반에서의 수리시험 기술 및 장치 개발, 심부 고압조건에서의 지화학인

자의 계측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등록 7건, 특허출원 9건의 실적을 이루었다.

4.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연구

공학적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을 통하여 정상가열조건, 과열조

건, 냉각조건에서의 완충재블록의 열-수리-역학적 거동을 규명하였다. 이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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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완충재에서의 열-수리-역학적 복합거동을 TOUGH2 컴퓨터코드를 이용해서

해석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모델링에 필요한 입력인자를 측정

하였다. 또 KENTEX 실증실험 자료와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현장시험 대상구역에

대한 절리분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시험장치의 개념 설계

를 완료하고 세부 실험계획을 수립 하였다.

근계영역 암반에서의 열적거동 연구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에서 시추공 히터

시험을 위한 장치가 제작, 설치되었다. 또한 암반에서의 열-역학적 거동 관찰을 위

한 센서가 설치되었다.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 코아에 대한 열-역학적 물성 평가

를 통해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주요 암반 물성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측정 자료를

FLAC3D 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모델링을 통해 터널

벽면으로의 대류 열전달이 벽면 암반의 열 분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에는 전체적으로 0.6～1.8m의 손상대가 발생하였으며, 손상대

구간에서의 변형계수는 주변 암반에 비해 약 40%였다. 현장실험을 바탕으로 한 전

산해석 결과, 암반 손상대로 인해 터널에서는 약 65%의 추가변위가 발생하였고, 최

대 주응력은 58%가 감소되었다. 또한 암반 손상구간의 수리-역학적, 열-역학적 3차

원 해석결과 손상구간으로 인해 지하수 유입량은 약 20% 상승하였고, 완충재에서의

최대 온도는 3℃ 낮게 나타났다.

완충재 블록 연구에서는 최적 성형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제작된 완충재블록을

대상으로 압축특성, 열전도특성,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을 규명하였다. 밀봉재

용 시멘트의 pH를 11 이하로 하기 위해서는 Ca/Si의 비를 0.8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시멘트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약 40% 이상의 대체 혼화재 실리카 퓸의 주입

과 초유동화제의 첨가가 필요하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에서는 시설의 전기 용량을 전압 3상 6.6KV, 전력

300KVA 의 수전 용량으로 증설하고, 인터넷 LAN선 인입 14개소 및 전화기 6개

소를 설치하였다. 또 근계영역 암반의 열적 거동 현장실험, 근계영역 암반의 손상대

특성 현장시험 등 5 종류의 실험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지하처분연

구시설에는 2009년 12월 현재 총 2648명(외국인 포함)이 방문하였다.

5. 천연방벽에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연구

본 과제 수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고준위 핵종의 용해도 및 수착특성 규명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악틴족

고준위 핵종들인 U, Th, Np, Am의 지화학반응 및 수착 반응에 대한 pH와 Eh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지화학반응에 대한 열역학데이터를 이용하여 PHREEQC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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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화학코드로 핵종들의 용해도 및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였으며, 열역학적 수착

모델(thermodynamic sorption model, TSM)을 이용하여 수착 거동을 예측하고, 이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였다.

안전성평가를 위한 고준위핵종들의 지화학반응 및 수착 D/B 구축에서는 처분안

전성 평가 활용성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된 자료들을 이용한 D/B

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다. 특히 수착 D/B 구축을 위해서는 자체 생산된 Kd 및 해

외 Kd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기존 D/B(SDB-21C)에 추가하였다. 아울러 SDB-21C

의 단점을 보완하고, 확률론적 통계기법을 적용한 Web 기반의 새로운 수착 D/B인

KAERI-SDB를 개발하였다. 수착자료의 활용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인

OECD/NEA Sorption Project Phase III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착자료의 생산방법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을 논의하고, 수착자료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장 조건에서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및 확산특성 평가를 위해 풍화암

의 경우 약 1-2년 정도, 신선암의 경우 약 2-3년 동안 확산실험을 수행하였다. 아울

러 핵종의 암석 확산 깊이를 측정하고 및 암석 표면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

여 자기방사분석장치(Autoradiography) 장비를 설치하고 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 내

부확산 이동모델은 두 가지 선원항(source-term)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KURT 현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규명 연구에서는 원거리에

서 실시간으로 실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목적으로 원격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설계하고 KURT에 설치하였다. KURT 현장에

KURT 현장에서 비수착성 핵종(Uranine, Bromide), 단순 수착성 핵종(Rb, Ni), 다

가 수착성(Sm, Zr) 핵종들을 이용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획득한 정보와 기

술들을 활용하였다.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해외 기관

의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을 조사․분석하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

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스웨덴 SKB의 Äspö를 중심

으로 한 “Task force on modeling of GW flow and transport of solutes” 및 스위

스 Nagra의 GTS에서 수행중인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CFM) Phase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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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였다.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광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을 위해 KURT 지하수

미생물의 기초특성을 규명하고, Fe, Mn, Se, SO4, U 등의 나노광물 형성 특성을 분

석하고, 핵종/광물/미생물 간의 복합 상호작용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또

미생물에 의한 핵종 광물화(Bio-mineralization) 과정 및 핵종거동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미생물에 의한 지하수 Eh 변화 및 핵종 환원반응 영향 실험 등

의 연구를 통해 핵종이동에 미치는 미생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1. 처분시스템 개발

선진핵주기와 함께 연계된 A-KRS 처분시스템 개발로 인해 처분부지 면적은 획

기적으로 축소되어 처분 부지 확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이익은 막대하다. 기존

방식과 달리 회수 및 장기관리를 가능하게 개선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은 선진

핵주기의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 한편,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

된 국내 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프로그램은 국가 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2. 처분안전해석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처분안전해석 기법은 선진 핵연료주기 관련 상세 연

구에 활용될 예정이며, 일부는 이미 국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성능평가

에도 응용되고 있다. 또한, THRC 상호 반응에 의해 장기적인 벤토나이트 화학 성

분 변화 및 이에 따른 핵종 유출 증가 현상을 보다 상세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

가 수행될 예정이며, 특히, 핵연료주기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 정보품질보증시

스템 개발을 위하여 착수된 Rosetta Stone은 CYPRUS에 바탕을 둔 시스템으로 여

러 부분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심지층 처분타당성 평가 연구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단열체계 및 지하수 유동로 해석결과는 처분시스템

설계에 기본적인 입력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처분장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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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체계망 모델링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또한 가상 처분장 주변의 단열망 모사는

주유동경로까지의 유동경로해석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게 된다. 심부지하수의 지

화학적 특성 규명을 위해 개발된 기술은 국내에서 댐 안전성검토, 음용수의 오염

평가, 지하수문환경의 오염, 지하수의 연대측정 및 고기환경 연구의 기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4.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연구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공학적 방벽의 성능에 관한 실증 연구 결과들은 한국형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설계 및 안전성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공학적방벽시스템과 근계영역 암반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현장실험 결과

는 처분장의 장기 거동을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근계영역 암반에서의 손상

대 특성 현장시험 자료와 완충재 및 밀봉재 특성 자료는 처분장의 설계를 최적화시

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운영을 통해 고준위폐기물처분기술

의 현장실험 환경을 제공하고, 처분안전성의 홍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

정이다.

5. 천연방벽에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연구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인 A-KRS의 안

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연구결과

들은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개발된 국내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들의 과학

기술적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결과들은 예측 가능한 국

가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것이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및 원자력 산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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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HLW Long-term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

II. Purpose of Project:

Permanent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s from the power gener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only method for the protection of human beings and nature

in the present and future. In spite of spent nuclear fuels produced from power

generation, based on the recent trends on the gap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energy, the rise of oil/gas prices and the need to control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 environment, nuclear energy is expected to play a role

continuously in Korea. It means that a new concept of nuclear fuel cycle is

needed to solve problems on spent nuclear fuels. The concept of the advanced

nuclear fuel cycle including PYRO processing and SFR was presented at the

255th meeting of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According to the concept of

the advanced nuclear fuel cycle, actinides and long-term fissile nuclides can be

removed in SFR. And then it could be possible to dispose of short term decay

wastes without a great risk.

Uptill now, an effort has been made to develop the KRS(Korea Repository

System) for the direct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s in the representative

geology of Korea. But in the case of the adoption of Advanced nuclear fuel

cycle, the disposal of PYRO wast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is, it is

essential to carry out the HLW Long-term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ncluding 5 sub-projects namely Development of HLW

Disposal System, Radwaste Disposal Safety Analysis, Feasibility Study on the

Deep Repository Condition, Study on the 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Using Natural Barrier, and In-situ Study on the Performance of Engine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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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s.

III.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HLW Disposal System

Establishment of a High level Waste (HLW) DB system was tried for the

development of A-KRS. For the purpose, the characterization of spent fuels was

done for PWR, CANDU, and HANARO reactors. A nuclide inventory program

(A-SOURCE) was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the prepared HLW DB. For the

evaluation of the HLWs from a advanced fuel cycle, an integration package

named CLEAN was constructed. The rest of study was related to the source

term assessment of long-live nuclides in structural materials for nuclear reactor

dismantling activities.

The storage vessels and their disposal canisters were developed of HLWs

from CANDU and an advanced fuel cycle as a part of engineering barrier in

A-KRS. New A-KDC-CANDU canister with improved disposal density was

designed, and its technical applicability was successfully tested by

manufacturing of one-tenth scale canister using a cold-sprayed coating(CSC) of

copper. The properties of newly adopted CSC copper were verified from

physical, electrochemical, and environmental durability aspects. The life-time of

the developed copper canister was estimated through a long-term corrosion test

in a simulated EBS environment and by an analytical corrosion modeling. As

the buffer performance in EBS is concerned, the improvements of a iodine

absorption and thermal dissipation were considered.

The key design parameters for A-KRS was studied and then the evaluation

of that system was performed. Firstly direct disposal canisters for a CANDU

SNF and HANARO SNF were designed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their

disposal systems. The proposed disposal systems were upgraded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rmal and structural performances. Secondly for the radi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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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s from an advanced fuel cycle, some important parameters such as volume,

mass, activity, heat, and source term were derived, and then multi layer

underground disposal concept was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trievability and long-term management. Additionally some design concepts of

disposal facilities located in ground or underground were studi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assessment system for A-KRS, at the first

step,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was done for A-KRS based on

its design parameters and the accumulated experiences in other nuclear fields.

The safety assessment in transportation of a SNF and the accidental case study

during the operation of a disposal site were also completed not alone with PSA

of its normal operation.

A draft of HLW management was prepared in order to provide a national

program for HLW management. After surveying several foreign HLW

management cases and by collecting experts views through questionaire, the

timing for the geological disposal was determined, which was the main factor to

set up a national road-map for HLW management. Two representative HLW

programs, which are direct-disposal and pyro-processing, were chosen to make

long-term management plan. Finally the standard plan for HLW was established

considering the proposed national road-map and detailed achievement plans.

2. Radwaste disposal safety analysis

At this stage, the main goal of Radwaste Disposal Safety Analysis is the

development FEP/Scenario, development of TSPA code, carrying out TSPA,

development of CYPRUS+ and others for the Advanced nuclear fuel cycle.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FEP/Scenario, it was necessary to establish

methodologies preferentially. Based on the methodology for FEP development,

the existing KAERI FEP Encyclopedia was used for the development of FEP list

related to the advanced fuel cycle. Also based on the methodology on scenario

development using PID method, a full-PID of reference scenario was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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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TSPA,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TSPA code for the disposal of

spent nuclear fuels and PYRO wastes. The TSPA code would be developed

using GoldSim which has been used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Yucca

Mountain repository in USA. The TSPA code using a GoldSim version can be

applied to assess the effects of different depths of a repository, to model the

different dissolution rates between spent fuel and PYRO waste, to apply a model

suitable for the different disposal concepts such as vertical deposition hole,

horizontal tunnel and silo, to assess the effect of earthquakes quantitatively, and

to assess the biosphere and others.

The TSPA code of GoldSim version was used for the assessment of the

reference scenario and earthquake scenario, the probabilistic assessment under

the consideration of uncertainty of input data, and the assessment under the

consideration of dissolution rates of wastes and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soils.

Especially, a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KAERI and JAEA will be carried

out in the biosphere for the confidence building.

Based on the QA principles of T2R3, CYPRUS with the web based QA

system was developed using the procedures in the USNRC 10CFR50 Appendix

B. CYPRUS would make progress into CYPRUS+ to strength on the information

delivery on the fracture information and the groundwater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special modules related to the fracture characteristics and the

groundwater content were developed.

Additionally, a study on the combined interaction of THRC(Thermo -

Hydraulic - Radioactive - Chemical) was carried out through a collaborative

research project between KAERI and UC Berkeley.

3. Assessment of Deep Geological Environmental Condition for HLW Disposal in

Korea

The research on the site selection and evaluation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was to study site selection criteria and methods which could

cover geological conditions in Korea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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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this study developed basic concepts of site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disposal and survey

methods for public acceptance.

The study of the characterization of Long-term geological processes includes

the study of geological faults and related geological processes such as tectonic

processes and earthquakes to select a safe site for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wed the significance of faults evaluation and

developed methods to analyze geological data related to faults such as tectonic

processes and earthquakes, which are important for the site selection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project scope of the geological study of volcanic and gneissic sites

covered the following : (1) the preliminary selection of volcanic and gneissic

sites as candidate sites, (2) the compilation of geological,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data of the candidate sites from published literature, (3) the

selection of four study sites (andesitic volcanic rock, trachytic volcanic rock and

two granitic gneiss rocks)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s disposal, (4)

geochemical study of groundwater samples in four candidate sites, and (5) the

compil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of geochemical data of deep geothermal

waters.

The research for hydrogeolocial and hydrogeochemical characterization in

KUR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deep geological conditions. The developed

technology and equipments have been utilized at KAERI underground facility

called KURT to collect important in-situ hydro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

data for A-KRS development and safety assessment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is study developed the conceptual hydro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 models to characterize groundwater flows in deep geological

conditions.

The research on hydro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 investigation on deep

geological conditions is essential to improve technology and scientific methods to

ensure efficient, reliable and detailed data on the deep geolog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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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view point of geological disposal. The technology and methods were

developed to obtain accurate data on the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in situ geological conditions.

4. In-situ Study on the Performance of Engineered Barriers

To study the thermal-hydro-mechanical (THM) behavior of engineered

barrier system (EBS), an engineering scale experiment, KENTEX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M behavior in the buffer. A computer modelling and

simulation technique was also developed.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in-situ

experimental system for THM behavior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was

designed and the action plan were also proposed. The in-situ experiment will be

carried out at the KURT in the next phase.

In the study on the thermal behavior of near-field rock, various studies for

the in-situ heater test, which is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thermo-mechanical

behavior in rock mass, were carried out. An adequate design of heater,

observation sensors, and data logging system were developed and installed at

the site condition for testing.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 of hydraulic

phenomenon, a relatively dry zone was chosen for in situ testing.

The geophysical exploration and in-situ field tes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ange of EDZ and its effect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field tests, the effects of tunnel supports,

in-situ stress, 3D hydraulic-mechanical / thermal-mechanical coupling on the

tunnel performance were analyzed.

The molds are manufactured to fabricate the buffer blocks an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buffer block were investigated regarding the fabrication,

compression, and degradation of the buffer blocks. The state of the technology

on application of cementitious materials to the HLW repository was analysed

and the optimized low-pH cement recipe was obtained. The KURT was

operated, and technical support was provided during in-situ experiments at

K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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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Study on the 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Using Natural

Barrier

The geochemical reactions (for instance, solubility) and the sorption

characteristics of the high-level radionuclides such as U, Th, Np and Am were

closely investigated using the groundwater and granite samples from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 which represent the environment of the

deep disposal. The data obtained were utilized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thermodynamic and sorption data of the important radionuclides were

collected. The radioactive waste containing the long lived radionuclides such as

U, Th, Np and Am as well as the fission product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database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were constructed.

In the experiment of radionuclide diffusion using the groundwater and rock

cores sampled from KURT, the rock matrix diffusion depths of radionuclides

were estimated and their interactions with rock matrix surface were studied.

The characterization of rock matrix diffusion and the evaluation of the diffusion

coefficient were completed using an in-diffusion transport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An experimental system was designed and installed in KURT for in-situ

solute migration experiments. In the in-situ experimental setup, the migrtaion

and retardation of nuclides in the rock fracture were characterized using

non-sorbing, simply sorbing, and multi-valent sorbing nuclides. In addition, the

interaction between nuclides and rock fracture-filling materials such as

Fe-oxides and clay minerals were analyzed and evaluated.

The status and information about the researches on the radionuclide and

colloid migration in the foreign underground research facilities (URF) were

collected,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order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joint studies for the radionuclide and col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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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s in URF. Based on the study, we finally joined international joint

studies in URFs of Äspö, SKB, Sweden and Grimsel Test Site (GTS),

Switzerland.

The characteristics of microbes present in KURT groundwater were stu야ed.

The effects of microbes on the migration of radionuclide and the combined

reactions of microbe, rock material, and radionuclide in the environment of deep

disposal were investigated via researches for the interaction of microbe with

radionuclide, bio-mineralization of radionuclides, and the effects of microbes on

the redox reaction.

IV. R&D Results

1. Development of HLW disposal System

The Data-Base system was developed to estimate the state of SNF

inventories in PWR, CANDU, and HANARO. The management of SNF could be

possible through a dedicated program like the proposed "A-SOURCE". The

source term assessment program have been developed for the radwaste from a

reactor dismantling by means of 3D modeling of a reactor core. Another source

term assessment for the radwaste from a advanced fuel cycle has also been

completed with its GUI module.

Copper canisters for the disposal of a CANDU SNF and various HLWs from

a pyroprocessing were designed which reduced the required copper mass to

14.5% of original design, by adopting a cold sprayed coating (CSC) techniqu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CSC was confirmed by making a one tenth scale

copper canister. The environmental durability of CSC copper was estimated in

various methods such as physical, electrochemical, environmental experiments.

The safe life time of CSC copper canister was evaluated to above a thousand

years based on 2 year-corrosion test in simulated underground condition, and a

analytical corros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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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rect disposal concept was established for a CANDU SNF and HANARO

SNF, for which their respective disposal canisters. In the proposed disposal

concept, the economic gain was estimated to be about 170 thousand million won

in comparison with a previous KRS system due to the increase of a disposal

density. New multi layer disposal concept was developed for the effective

disposal of various HLW from a pyro-processing, in which system retrievability

and operation efficiency were reinforced. Korean style EBS module named

K-PEM was devised to maximize the handling performance of an engineering

barrier.

Safety assessment system was constructed for the long-term management of

A-KRS. Three representative accidental scenarios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a

SNF were chosen and analysed to establish a safety evaluation program

INTERTRAN2.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was adopted as a

methodology for the safety evaluation of A-KRS operation.

A principle of national HLW management was made as a result of an expert

opinion survey, where optimum timing for the disposal of CANDU SNF was

estimated. A long-term management plan and disposal methodology have been

formulated for the HLWs from a pyro-processing after studying the effect of

advanced fuel cycle on the disposal plan. A national standard plan proposed for

the disposal of HLWs as a conclusion.

2. Radwaste disposal safety analysis

To develop a FEP list related to the Advanced fuel cycle, a methodology

was established through an analysis on Advanced fuel cycle technology and an

analysis of FEP structure. KAERI FEP Encyclopedia was reviewed with respect

to Advanced fuel cycle. As a result, we proposed modification of 17 FEPs and

revision of 2 FEPs. To develop a scenario using PID method, 5 principles were

proposed.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we constructed a model PID of

reference scenario, comprising of 5 sub-scenarios. For this, we constructed 5

sub-PIDs from 5 sub-scenarios of reference scenario preferentially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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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5 sub-PIDs into a single PID frame. As a result, the model PID of

reference scenario was constructed successfully.

A TSPA code using GoldSim was developed successfully. The relevant

patent application and program registration were carried out. Also a PULSA

code of MDPSA extended version was developed too. Also the relevant patent

application and program registration were carried out. Using the TSPA code, the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were carried out on the

Advanced fuel cycle. The assessment results indicated that dissolution

mechanisms and dissolution rates of PYRO wastes were the sensitive

parameters. As a result, the current disposal concept needs modification and a

R&D on the fabrication of PYRO wastes is necessary.

Also, an assessment program of biosphere using GoldSim was developed and

a patent application on the dynamic compartment modeling was carried out.

Especially, through a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KAERI and JAEA, modeling

skills and assessment results of biosphere were improved and verified

respectively.

Based on the CYPRUS developed in previous phase, an extended version

CYPRUS+ has been developed. In detail,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in

information delivery, special modules were developed for fracture information,

groundwater content information and PID diagram. Especially, Apach was used

for the confirmation of technical extension to overcome a problem in loading

modules to CYPRUS+. Also, for the quality assurance of data, all procedures

and documents from researches were registrated in CYPRUS+. Above all,

CYPRUS+ concept is applicable to Rosetta Stone which is developing as a total

information system of whole nuclear fuel cycle.

3. Assessment of Deep Geological Environmental Condition for HLW Disposal in

Korea

For the site selection and evaluation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research developed methods to study and evaluate geological



- xxiv -

factors and items to select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should meet the

safety requirements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repositorie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recommended by IAEA. The study quantified the distribution of

geological factors such as lithology, geological structures, neotectonics,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of rocks and geochemical items. The

importance of geological factors were evaluated by various experts in the field

of geological disposal. Finally, a draft of preliminary guideline for site selection

and compilation of geological data has been written.

For the characterization of Long-term geological processes, geological factors

and items influencing long-term geological processes were collected and

evaluated for geological disposal site selection. Geological processes such as

neotectonics, brittle structures, lithology, natural hazards, ductile structures,

topography, weathering were evaluated and quantified.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provide a basic concept of site evaluation and selection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and develop systematic geological data management

with geological data system which will be useful for site selection in future.

For the geological study of volcanic and gneissic sites, we selected 36

volcanic rock sites and 26 gneissic sites as the candidate sites for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published geological,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data on the selected candidate sites were collected and evaluated.

The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s of the four representative sit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nitrate contamination and the sea water mixing

were the important factors on the assessment of behaviour of radionuclides

under groundwater environments. In addition, alkaline and sodium-bicabonate

chemical environment and sea water mixing should be considered as key factors

for the deep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t the study sites.

For the hydrogeolocial and hydrogeochemical characterization in KURT, the

scientific models and methods were developed around KURT to investigate

groundwater flow and mass transport through fractures and to integrate and

evaluate their uncertainty. The scientific models on groundwater flow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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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transport were used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near-field and

far-field in a geological disposal system. Research was conducted to test

engineered barriers and their impacts on groundwater. These studies contribute

to improve understanding about geochemical properties of engineered barrier and

its interaction with groundwater.

For the hydro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 investigation on deep

geological conditions, the technology and scientific methods were developed to

obtain accurate data on the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deep geological environments. The research has resulted in improvement of

various technologies including multi-packers system and geochemical monitoring

system to collect more reliable and detailed data from in situ conditions which

is important information to construct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repository.

4. In-situ Study on the Performance of Engineered Barriers

For the study on the thermal-hydro-mechanical behaviors of the EBS, the

THM behaviors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under the normal heating,

over-heating, and cooling phase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KENTEX facility.

A computer modelling and simulation technique using TOUGH2 computer code

was developed. the computer model allow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pled

THM experimental data obtained from the KENTEX.

In the study on the thermal behavior of near-field rock, an adequate location

for an in situ borehole heater test was chosen. Also a heater for the test was

designed, manufactured, and installed. The sensors for measuring the rock

behavior were also installed. The development of steep joints in the test area

from the joint survey at the tunnel wall was observed. The major rock and

rock mass properties at the test site were determined from the

thermo-mechanical laboratory tests using the rock cores retrieved from the site.

The measured data were used in a three-dimensional computer simulation code

FLAC3D. The EDZ at KURT fell into the range of 0.6∼1.8m and the

deformation moduli of the EDZ generally correspond to about 40% of intact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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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With a consideration of the EDZ in numerical analysis, tunnel

displacements increased by about 65% and the maximum principal stress

decreased to 58% from the case without EDZ. Based on 3D

hydraulic-mechanical, thermal-mechan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ground

water inflow increased about 20% and max. temp. in buffer material decreased

by 3℃.

A set of block molds were developed to fabricate a good quality of buffer

blocks and the optimal procedure of block fabrication was established, and the

compression, thermal conduction, and degradation of the buffer blocks was

investigated. To meet the pH requirement (pH 11), silica fume, which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admixtures and super-plasticizer, should occupy at least

40 wt% of total dry materials in cement and the Ca/Si ratio should be

maintained below 0.8 in cement.

The KURT was operated successfully. The supplying capacity of electricity

to KURT was increased to 300 KVA, and the internet, LAN and telephones

were installed. Total 2,623 persons visited at KURT during this study.

5. A Study on the 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Using Natural

Barrier

The effects of pH and Eh on the geochemical reactions and the sorption of

the high-level radionuclides such as U, Th, Np and Am were investigated

closely. Using a geochemical code PHREEQC with thermodynamic data, the

solubility and the mainly dissolved chemical species of radionuclides were

computed. The sorption behavior of radionuclide was simulated by using a

thermodynamic sorption model (TSM)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the applic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geochemical and

sorption data for safety assessment of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databases were continuously constructed using self-produced data. In particular,

self-produced Kd and foreign Kd data were continuously added to the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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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SDB-21C) for the Kd database construction. Besides, the new

web-based sorption database, KAERI-SDB, was developed by complementing

the weak points of SDB-21C and applying a statistical technique. For the

utilization of the sorption database, we participated in the international joint

study "OECD/NEA Sorption Project Phase III". A workshop was also held by

inviting a domestic expert in order to discuss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technology for the sorption data production an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sorption data.

The rock matrix diffus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for about 1-2 years

and about 2-3 years for a weathered rock and a fresh rock, respectively.

Autoradiography equipment was installed and an analysis method was developed

to estimate the rock matrix diffusion depth and the interaction with rock

surfaces. The in-diffusion transport model was developed considering two kinds

of source-terms.

In-situ solute migration system was designed and installed in KURT including

a remote controlling system for the distant monitoring of the progress in

real-time. Using the in-situ experimental system, the migration and retardation

of nuclides in a fractured rock were characterized using non-sorbing (Uranine,

Bromide), simply sorbing (Rb, Ni), and multi-valent sorbing (Sm, Zr) nuclides.

The information and techniques learned from the international joint study were

also utilized in this study.

The feasibility for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joint studies was analyzed by

investigating and evaluating the technical reports and research papers from

international and foreign institute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feasibility

study, we finally joined international joint studies of Äspö, SKB Sweden titled

"Task force on modelling of groundwater flow and transport of solutes" and of

Grimsel Test Site (GTS), Nagra, Switzerland titled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 Phase II"

Basic properties of microbes from the KURT groundwater was characterized,

nano-mineral formation of Fe, Mn, Se, SO4, and U was analyze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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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of combined interactions between microbe, rock material, and

radionuclide was investigated. Bio-mineralization process of a radionuclide and

its effect on the radionuclide behavior was also evaluated. Besides the effects of

microbes on the transport of radionuclide were investigated by studying the

effects of microbes on redox reactions of radionuclide and Eh change of

groundwater.

V. Proposal for Application

1. Development of HLW disposal System

The developed A-KRS for the disposal of HLWs in connection with an

advanced fuel cycle could provide our nation with numerous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by driving the decrease of a disposal area and the increase of its

safety. The national management program for HLWs suggested in this report

will serve as a base for future national policy.

2. Radwaste disposal safety analysis

Technologies of Radwaste disposal safety analysis developed in this phase

will be used for the detailed research of the advanced fuel cycle. Some of them

have been applied to the safety assessment of the domestic LILW repository

already. Also, long term chemical contents change of bentonite and rising

outflow of nuclides caused from the combined interaction of THRC will be

studied in the next phase. Additionally, Rosetta Stone based on the CYPRUS+

will be applicable to many other research fields.

3. Assessment of Deep Geological Environmental Condition for HLW Disposal in

Korea

This research will demonstrate technical solutions and methods to make

safety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potential geological disposal condi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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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is project will yield important information that will help to select the

location of saf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repository for reliable

waste management and public acceptanc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apply to various industries such as oil and gas storage, underground

system, civil engineering, groundwater qualit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4. In-situ Study on the Performance of Engineered Barrier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ould be applied to promote the reliability of the

repository design and the safety assessment for the Korean high-level waste

disposal system. The results of engineering scale experiments and in-situ tests

on the thermal-hydro-mechanical behavior of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and

near-field rock will be used to analyze the long-term performance of the the

repository. The characteristics of EDZ in the near-field rock and the

performance of buffer and sealing materials will be useful to optimize the

repository design.

5. A Study on the Nuclide Migration and Retardation Using Natural

Barrier

The research basically provides technical data including databases necessary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the Korean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ystem, A-KRS. Besides, the research products will contribute to prove and

demonstrate the scientific safety of the developed domestic technologies for the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Furthermore, the research products can

be utilized i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olicies for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will help to build the trust & confidence reliability of the

people on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echnology and overall atomic

energ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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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발전소 임시저장고에

저장 중이다. 이들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은 사회적공론화 과정을 거처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고, 방사성폐기물 전

담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과거 10년간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국내 결정질 암반

(화강암) 특성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운전 중 혹은 건설 예정인 가압경수로 및 가압

경수로 28기의 수명기간 동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을

위한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한국형처분시스템’이라 함; Korean Reference HLW

disposal System)을 개발하였다. 지질 환경 설정, 처분시스템 설계 및 성능평가, 방

사선적 안전성 평가 및 실험실 규모의 성능 실증 연구를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수

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시된 한국형처분시스템은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산정에

있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결정에 이용되는 등 국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설

정을 위한 자료 작성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한국형처분시스템은 스웨덴 개념을 한국의 대표지질인 화강암을 대상으로 적용

하여 개발하였다. 처분용기는 한국 자연환경에 맞는 경계조건을 찾아 스웨덴, 핀란

드 개념보다 더욱 경량화 시켰으며, 완충재는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 특성 규명 결

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지하 처분시스템 설계는 주로 열적 제한치를 고려하여

수행하였으며 국내 지질 조건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과 달리 지열구배가 커서

처분밀도(densification factor)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단계 연구에

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지구 온난화 현상과 화석연료(원유 및 천연가스)의 고갈은 원자력의 지속적 사

용을 유도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이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

은 꾸준히 증가하게 되며, 10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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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처분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원자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이며, 각국

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핵연료주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습식 재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국원자력연구

원에서는 건식 재처리방법인 고온전해분리(Pyroprocessing)를 바탕으로 하는 선진

핵연료주기 (‘선진핵주기’라 함: Advanced Fuel Cycle)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그림 1.1.1. 국내에서 예상되는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복합처분시스템 개념.

이번 단계 연구 대상이 되는 고준위폐기물은 CANDU 사용후핵연료, HANARO

사용후핵연료와 새로운 핵연료주기로부터 예상되는 고준위폐기물과 원자력발전소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1-1에 국내에서 예

상되는 고준위폐기물 종류 및 각각의 처분방안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CANDU 사용

후핵연료의 경우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 국가 정책으로서 직접 처분방식이 유력하

다. 따라서 직접 처분을 할 경우 처분밀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형처분시스템에 대

한 설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발과 회

수가 가능하며 보다 많은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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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자 하였다. HANARO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발생량이 많지 않아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고온전해분리 공정 자

체가 개발 중인 관계로 이번 단계 연구의 주요 대상인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부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처분시스템 개발에는 다양한 개념 변

화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선진핵주기에 대

한 전체에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형처분시스템의 공학적방벽을 구성하는 처

분용기의 경우 스웨덴 개념의 구리-주철 이중구조의 용기로 되어 있으나 전 단계

연구결과 5 cm 두께의 구리 외부용기를 이용하는 현 개념의 처분용기 제작비용이

너무 과다하여, 이에 대한 개량이 절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철에 구리코팅을

한 처분용기를 개발하여 중량과 제작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용기를 개발하여, 선

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새로운 물질(구리 코

팅재)의 도입에 따른 부식특성을 규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독자적 해석 모델 등

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완충재는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완충재 설계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요오드-129 동위원소의 흡착능이 부족하고 열

전도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완충재 성능 향상을 위하여

이 2가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지하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처분장이 위치하게 될 암반의 특성이 중

요하다. 전 단계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 암반인 화강암의 특성을 주로 문헌을 통해

조사한 값을 이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2006년 말 완성

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KURT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생산된 암반 자료를 활

용하여 지하 처분시스템 설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은 이전 단계와 유사한 수직공 처분시스템을 보

완하는 방향으로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처분

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처분개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번 단계에서는 지상시

설에 대한 설계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새로이 도입된 공정을 중심으로 약간

의 공정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 개발에 있어 처분시설의 운영 중 안전성 평가는 수행된

바가 없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 시설의 운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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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평가에 대한 기술 개발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 기 개발된 운영안전성 평가 기

술을 처분시스템에 접목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개발할 경우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단계에서는 처분시설의 운영 중 안전성 평가 체계를 확보하

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정책 설정을 위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정부를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국가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의 결정에는 경제, 사회, 문화

적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도 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과제’의 목표는

KURT 심부 지하 환경특성 정보를 근거로 선진핵주기에서 예상되는 고준위폐기물

특성 분석을 통하여 처분시스템 구성 요소별 공학적 평가를 통한 처분시스템을 개

발하는데 있다. 그리고 본 과제의 연구개발 기간은 1차년도인 2007년부터 3차년도

인 2009년까지이며,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연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Ÿ 제 1 차년도(2007)

- A-KRS 개발을 위한 고준위폐기물 DB 구축

- A-KRS 공학적방벽 개념설계 : CANDU 및 핵주기폐기물 처분용기

- A-KRS 설계 요건 개발

-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방안 수립

-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시나리오 연구

Ÿ 제 2 차년도(2008)

- 장반감기/고준위폐기물 선원항 평가 체계 구축

- 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 복합폐기물 공학적방벽 및 처분방식 선정

-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 선진핵주기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평가

Ÿ 제 3 차년도(2009)

- 핵주기 폐기물 핵종 재고량 평가 프로그램(A-SOURCE) 개발

- KURT를 이용한 A-KRS 처분용기 부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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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RS 개념설계

-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모듈 개발

-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점 대안 분석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만 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은 선행 국가들의 시스템 개발 방법을

섭렵하고 모방하는 기술 도입 단계, 모방한 기술을 더욱 한 층 발전시키는 기술 발

전 단계,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해 나가는 기술 완성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전

단계까지 개발하였던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 개발이 기술 도입 단계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이번 단계에서 수행한 연구는 기술 발전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하고, 새로운 핵

주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발생 예상되는 새로운 고준위폐기물

에 대한 처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번 단계의 처분시스템 개

발 목표로 다음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①다양한 고준위폐기물을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복합 처분시스템 개발, ②처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분밀도 향

상, ③처분된 폐기물의 회수성 향상, ④장기관리 기능의 확보이다.

처분시스템 개발 연구 특성의 하나는 막대한 비용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

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는 않지만, 완성된 개념을 제작해 보고 처분환경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원자력중장

기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비의 규모를 고려하면, 기술 개발의 방향이

개념설계 및 소규모 제작에 국한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완성

된 개념의 실증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처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



- 6 -

는 방안의 도출에 주로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새로 제안된 개념의 확신을 위해서

는 향후 보다 큰 규모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

구개발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적 지원이 있어야

기술 완성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적․산업적 측면

원자력 산업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국가 정책의 결

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결정, 처분시스템 설계, 건설,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

술의 기술자립 등의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에 기반을 둔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은 원자력을 초장

기(수 백 년 혹은 수 천 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절한가에 대한

확답을 주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즉, 한국형처분시스템에서 구상하고 있는 직접

처분방식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면적이 증가하므로, 원

자력이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처분 일정이 지연될수록 처분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

상된다. 따라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쇠퇴와 더불어 더욱 꾸준히 이용될 것으

로 예상되는 원자력에너지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핵연료주기의 도

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새로운 핵주기 도입에 필요한 경제성 및 기술성 평가에 활용되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A-KRS)은 기존의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KRS)보다 처분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향후 처분비용의 직접

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해체 및 방사

성 동위원소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의 처분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

는 처분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별도의 처분시스템이 필요치 않게 되어

경제적 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 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형처분용기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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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려하고 있는 구리-주철 이중구조의 형태를 유지하며, 한국 처분환경을 고려

하여 최적화한 것이다. 기존의 스웨덴 핀란드의 처분용기 제작방법은 그 어려움

때문에 구리용기의 두께가 5 cm나 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분용

기 제작 방법을 저온분사코팅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처분용기는

그 제작비용이 개당 3억 원 정도이며, 제작비용 중 절반 이상이 구리용기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구리용기 제작법을 이용할 경

우 처분용기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이다. 또한 아직 처분용기를 확정하지 못

한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용기를

개발함으로써 관련 기술개발과 관련된 산업의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선진 핵주기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중인 파이로 공정 폐기물에 대한 처분 개념

개발을 적기에 개발함으로써, 파이로 공정의 도입에 따른 안전성-경제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선진 핵주기 도입의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국내 환경에 바람직한 핵주기 개발을 적기에 이룰 수 있게 함으로써 원자력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간주된다.

3. 사회적 측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PWR 및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현재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

물관리공단(방폐공단)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

장은 최종관리 방안이 아니며, 어떤 핵연료 주기가 도입되어도 결국 고준위폐기물

의 최종 해결 방안은 영구처분이다.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정책의 부재는 국내 NGO와 원자력에너지 활용 자체에

대해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 시민 환경 단체는 원자력의 지속적 활용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국가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프로그램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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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시민 환경 단체의 요구에 대한 설

명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와 성능평가 결과,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에 따른 막대한 양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처분부지 확보와 관련된 많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연구개발 범위

본 연구 단계에서의 각 연차별 목표에 따른 연구개발 범위는 아래에 기술한 바

와 같다.

￭ 제 1 차년도(2007)

Ÿ 연구개발 목표

- A-KRS 개발을 위한 고준위폐기물 DB 구축

- A-KRS 공학적방벽 개념설계: CANDU 및 핵주기폐기물 처분용기

- A-KRS 설계 요건 개발

-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방안 수립

-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시나리오 연구

Ÿ 연구개발 범위

- 고준위폐기물 자료수집(영광/월성) 및 DB 설계

- 원전 시나리오별 SF 발생량 예측 및 선원항 평가

- KDC-CANDU 설계 및 성능평가

- KDC-PYRO 처분용기 개념설계

- 완충재 블록 성능향상 방안

- CANDU 처분시스템 고도화

- 처분용기 회수-장기저장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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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 운영안전성 평가 방법론 정립

- 선진사례 분석 및 동향 분석

-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분석

￭ 제 2 차년도(2008)

• 연구개발 목표

- 장반감기/고준위폐기물 선원항 평가체계 구축

- 처분용기 부식 모델 개발

- 복합 폐기물 공학적 방벽 및 처분방식 선정

-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 선진핵주기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연구개발 범위

- 선원항평가 프로그램 설계

- 고준위폐기물 자료수집(고리/울진)

- 원전 장반감기 핵종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설계

- 처분용기 재료에 따른 부식모델 검토 및 부식환경 조사

- 부식모델 선정 및 해석 프로그램 개발

- KURT를 이용한 단위방벽 및 예비실험

- 복합 처분방식 비교/성능평가

- 심지층 처분장 설계시스템 개념 설정

- 회수-장기저장 개념 확정

- 수송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 사건수목 수립/분석

- 운영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 핵주기별 장기관리 방안 평가

- 정책 로드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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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차년도(2009)

• 연구개발 목표

- 핵주기 폐기물 핵종재고량 평가프로그램(A-SOURCE) 개발

- KURT를 이용한 A-KRS 처분용기 부식 실험

- A-KRS 개념설계

-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모듈 개발

-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점 대안분석

• 연구개발 범위

- 선진핵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 핵주기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완성

- 완충재 및 KURT 예상환경에서의 부식 실험

- KDC-PYRO 처분용기 성능평가

- 처분장 설계시스템 구축

- A_KRS 단위공정 개발

- 회수-장기저장 시스템 완성

-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 및 사건 자료 수집

- 정상 운영시 안전성 평가

- 최적 처분시점 결정

- 국내 실정을 반영한 처분기간 결정

-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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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한국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 공정을 통해 예상되는 고

준위폐기물의 처분방안 연구를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방

안으로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암반 내에 공학적방벽을 설치하여 핵종의 누출을

억제하도록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지층처분 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국가에서 이에 대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1. KURT 암반연구와 연계된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설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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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용융염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성 물질들을 분리해 내는

파이로 공정으로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고준위폐기물을 적

절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처분용기 등 공학적방벽을 설계하여야 한다. 그림 2-1에 파이로 공정 고준

위폐기물 특성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치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지하 암반

자료를 이용하여 처분시설 설계 절차도를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상기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폐기물 특성 분석을 통해 고

준위폐기물별로 부피, 질량, 주요 핵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고화체 내의 핵종별

방사능과 발열량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값에 맞추어 처분용기, 완충재, 처분터널

단위 모듈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KURT 암반 특성(지질특성, 수리지질, 지

화학 특성)에 맞추어 단위 처분터널 모듈 설계를 완성하고 주어진 설계에 대해 성

능평가, 안전성평가,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 금번 단계에서는 KURT 암반 특성

종합과 처분터널 단위 모듈 설계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성능 요건 혹은 설계기준이 필요하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연구기

반이 충분하지 못한 국내 여건상 이에 대한 준비가 현재 진행 중이며, 본 연구에서

는 전 단계에서 수행하였던 바와 유사하게 우리와 유사한 처분개념을 갖고 있는 스

웨덴, 핀란드에서 처분시설 설계에 이용하였던 설계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

으로 설계하였다.

처분시설은 지상시설과 지하시설로 구분되며, 지상시설은 고준위폐기물의 인수,

포장, 지하로 이송 등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들로 구성된다. 지하시설은 지

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을 받아 심지층의 처분공 위에 거치시키는 제반공정을 수

행하는 설비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폐기물이 거치되는 위치(방식)에 따라 수직

또는 수평 처분으로 구분되며, 수직의 경우는 일정 깊이의 바닥을 기저로 하여 수

직으로 처분공을 굴착하여 그 곳에 하나의 처분용기를 거치시키는 수직처분공과 하

나의 긴 수직공에 여러 개의 처분용기를 쌓아 올리는 긴 수직처분공도 있다. 본

단계에서는 지상시설에 대한 연구는 최소화하고 공정분석정도만 수행하였으며, 연

구의 주안점은 새롭게 평가된 고준위폐기물 특성과 KURT 지하 암반 조건을 반영

한 최적의 처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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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까지 완료된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PWR과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Korea

Reference disposal System for spent fuels, 그림 2-2)을 개발하고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과거 10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대표 결정암인 화강암을 대상으로 지질

특성을 설정하고, 국내 28기 원자로의 예상 수명 동안 발생되는 36,000 tU 사용후핵

연료를 대표할 수 있는 기준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결정하였다. 처분 대상을 결정

하기 위하여 기준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PWR, CANDU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 기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방사선원, 열 선원 등과 같은 특성을 결정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성능평가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

를 더욱 발전시켜 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파이로 공정 발생 고준위폐기물의 특성을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지층처분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심지층 처분 개념 7가지를 비교

하였으며, 국내 지질환경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으로서 스웨덴 KBS-3V 형태의 지

하 500 m에 위치한 수직공 처분시스템을 선정하였다.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방벽인 처분용기와 완충재 설계를 공학적 해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외국의 처분용기 개념을 비교하고, 국내 처분환경에 적절한 스

웨덴-핀란드 처분용기를 국내 처분 환경을 반영하여 처분용기의 최적화를 수행하였

다. 그 결과 스웨덴 처분용기와 동일한 안전성을 유지하며 더욱 가벼운 한국형 처

분용기인 KDC-1을 개발하였으며, 이 KDC-1 처분용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용후

핵연료 배치를 개선한 KDC-2 용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였다(그림 2-3). 개

발된 처분용기에 대해 핵임계 해석, 방사선 차폐 해석, 열 해석, 구조해석 등과 같

은 성능 평가를 자체 기술로 수행하고 결과를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

다. 처분용기의 제작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KDC-1과 KDC-2 처분용기의

직경 1/2, 길이 1/5 규모의 소형 용기를 제작하고, 이들로부터 시험 시편을 제작하

여 각종 시험을 수행하여 처분용기 설계, 성능평가, 제작 기술 기반을 구축하였다.

확보된 설계, 성능평가 기반을 활용하여 새로운 처분용기 제작법을 시도하였으며,

제작된 처분용기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 14 -

그림 2.1.2.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방식을 이용한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념도.

KDC-1KDC-1 KDC-2KDC-2KDC-1KDC-1 KDC-2KDC-2

그림 2.1.3. 경량화에 성공한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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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 물질로서 여러 후보 물질을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경주 지역에서 생

산되는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를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산

칼슘벤토나이트에 대한 투수계수, 팽윤율, 열전도도, 확산계수, 흡착능과 같은 각종

물성을 측정하고, 이 값들을 바탕으로 완충재 설계를 수행하였다. 완충재 두께는

핵종 누출 측면에서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완충재 두께에 대하여 열-구조 연계해석

을 통하여 완충재와 처분용기 경계면에서의 온도 제한 값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하였다. 설계된 완충재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이중구조 완충재 개념을 도입하여

성능을 확인하고,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완충재에 첨가재를 이용하여 완충재의

열 확산 성능 및 요오드 흡착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 요오드 흡착능 향상을 위해

개발된 첨가재를 대상으로 특허가 출원 중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단계에서는 새로운 고준위폐기물 특성에 맞는 처분개념 개발과 맞추어 적절한

완충재를 개발하였으며, 완충재 성능 향상을 위하여 요오드 흡착능 향상 확인을 위

한 실험과 열전도도 향상을 위한 이중구조 완충재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현재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 중인 핀란드

POSIVA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 대한 예비 개념설계를 수

행하였다. 지상시설의 기능 및 공정 등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과 처분일정을 결정하여 최적의 포장공정을 도출하였다. 지하시설의 심도는 지화

학 환경 특성, 지열구배, 인간 침입 등을 고려하여 지표면으로부터 500미터로 결정

하였으며, 지하시설 설계의 핵심인 처분공 간격 및 처분동굴 간격 결정을 열-구조

연계 해석을 통하여 자체 설계하였다. 계산결과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터널 간격

은 40미터, 처분공 간격은 6미터로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OSIVA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 처분시스템(그림 2-4)을 설계하였다. 이번 단계에서는 지하 처분

시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파이로 공정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처분개

념을 도입하여 처분밀도를 향상시키고 회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처분개념을 도입하고

자 노력하였다.

지상시설과 지하시설 개념설계를 대상으로 국내 단가를 적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을 산출하였다. 개념설계 결과는 사용후핵연료관리비용 산정을 위한 기

본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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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하시설 개념도(36,000 tU 사용후핵연료 기준).

초록색 부분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구역, 그 외는 PWR 사용후핵연료

처분구역.

제 2 절 해외 기술개발 현황

2009년말 기준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가 확보되어 처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는 국가는 미국, 핀란드, 스웨덴이다. 프랑스의 경우도 Bure 부지가 확정된

상태나 다름없이 진행 중이며, 일본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자원 부지를 공모 중이

다. 이와 같이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이 많이 진행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처분시스

템 개발 현황을 각 방벽별로 분석하였다.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방벽은 공

학적방벽(처분용기와 완충재)이며, 주요 시설로는 지상 및 지하 처분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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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용기 개발 현황

일본,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미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의 처분조건을 간략하

게 살펴보고, 처분용기의 사양을 조사해 보았다. 처분 대상이 되는 고준위 폐기물

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방식과 미국, 프랑스, 일본과 같이 재처리하여 나

온 고준위 폐기물을 유리화하여 처분하는 방식 2가지가 있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재처리 폐기물만 처분대상이 되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은 사용후핵연료도 함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처분용기의 재료로는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영국 등이 구리와 주철을 처분용

기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탄소강, 벨기에는 스테인리스 강, 프랑스는

내부식성 강철, 그리고 불포화 암반 내에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은 유일하게

값비싼 Alloy 합금을 사용하고 있었다. 처분용기의 두께는 처분 환경과 처분기간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었으며, 두께는 25 ～ 110 mm로 다양하였다. 처분용기 수명은

사회적 수용성과 용기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짧게는 1,000년에서

100,000년으로 그 차이가 심하였다. 표 2-1에 각국의 처분용기를 조사한 결과를 정

리하여 나타내었다.

나 라 처분 폐기물
처분용기 재질 및 크기

(mm)

처분장

환경

심도 (m)

용기수명

(년)

일본

Vitrified

waste

(borosilicate)

Carbon steel

OD 820, H 1730, t 190

(Forging, Butt Welding,

Ultrasonic, Helium leak

test)

Hard Rock

1,000,

Soft Rock

500

1,000

핀란드 Spent Fuel

Copper/Cast iron

OD 1050, H (BWR 4.8

m, VVER 3.6 m, EPR

5.25m), t 50

Crystalline

rock 400
100,000

표 1.2.1. 각국의 처분용기 특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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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 처분 폐기물
처분용기 재질 및 크기

(mm)

처분장

환경

심도 (m)

용기수명

(년)

스웨덴 Spent Fuel

Copper/Cast iron

OD 1050, H (BWR 4.8

m, VVER 3.6 m, EPR

5.25m), t 50

(Extrusion -Pierce and

Draw,-Forging, Friction

Stir Welding,

Ultrasound)

Crystalline

rock 500
100,000

캐나다
CANDU

Spent Fuel

Copper/Cast iron

OD 1118, H 3867, t 25

Crystalline

rock
100,000

미국

Com. SNF

Co-Disp.

Naval SNF &

HLW

Nickel alloy 22

t 1"→2"(강화)

& Titanium drip shield

Unsaturate

d rock

1200 feet

(366 m)

10,000 (EPA)

50,000 (DOE)

→ 100,000

(DOE: 강화)

영국

SNF

(Magnox,

AGR, PWR)

Copper/Cast iron

t 100

Host rock

300~1,000

(undefined)

undefined

벨기에

UOX fuel,

MOX fuel,

vitrified

waste

Stainless Steel 304
Boom clay

200
2,000

프랑스

Type C

Vitrified

waste

(borosilicate)

P235 non-alloyed steel

t 55, OD 600, H 1600,

Casting
퇴적암 4,000

Type CU

SNF

(UOX, URE)

P235 non-alloyed

steel/carbon steel

t 110

표 1.21. (계속)

처분용기 개발 현황 분석결과 처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처분용기 개념은 거의 확정된 상태로서 처분용기의 제작에 따른 처분용기 수

명을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요 관심이었다. 특히, 처분용기 제작시 몸통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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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뚜껑 부분의 용접 부위의 부식 수명을 검증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

되고 있었다.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처분용

기 설계에 맞춘 20여톤의 실규모 처분용기를 직접 제작한 경험이 있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실제 제작된 처분용기를 이용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 실증 시험도 수

행하였다. 각국의 처분용기 사양은 각 처분과제 프로젝트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최종 개념의 확정은 지하 처분시설에 대한 특성 파악이

완료되어 처분시설에 대한 인허가 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는 심지층 환경이 비슷한 스웨덴 핀란드와 같이 구리용기를 처분용기로 고려하고

있으나, 심지층의 염소이온 농도가 낮은 특성이 있어서 Crevice corrosion의 발생

가능성이 적으므로, titanium과 같은 passive metal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고려해

볼만하다.

해외 국가들의 처분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완충재 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처분시스템에는 완충재가 포함되어 있

으며, 대부분 Na-벤토나이트를 주요 물질로 고려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Ca-벤토나이트도 후보 물질로서 고려하고 있으며, 최종 인허가 시점에 확정할 것으

로 예상되었다. 각국이 설정한 완충재 설계 기준은 동일하지 않았으나 주로 수리

전도도, 확산계수, 열전도도, 최대 온도 등에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설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완충재 요건으로는 수리전도도와 열전도도이었다. 완충재 설계는 각

국의 처분 프로그램 개발에 맞추어 꾸준히 진화하고 있으며, 설계에 그치지 않고

제작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고 있었다. 완충재 제작은 실규모로 제작되고 있으나

제작 방법은 작은 블록을 제작한 후 조립하는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으며, 큰 규모

로 압축하는 것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펠렛 형태로 제작하여 완충

재와 암반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등의 연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연구개발의 핵심

은 완충재의 성능이 처분 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었

다. 외국의 완충재 특성을 요약하면 표 2-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건조밀도 1.6 g/cm
3

정도의 압축 벤토나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리전도도를 맞추기 위한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일본의 경우 완충재 두

께가 상당히 두꺼운 데, 향후 부지 확정 후 부지 특에 맞는 처분시스템 설계 시 최

적화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즉, 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완충재의 최

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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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로젝트 재료 밀도 (g/cm3) 두께 (mm)

스웨덴

PASS MX 80 Na-bantonite 2.0 - 2.1 (포화밀도) 350

JADE MX 80 Na-bantonite 2.0 (포화밀도) 290

SR-CAN
MX 80 Na-bantonite/

Deponit CA-N

2.0 (포화밀도: 1.57

건조밀도)
315

핀란드 KBS-3H MX 80 Na-bantonite 1.887 (건조밀도)
수퍼

콘테이너

일본 H-12

Kunigel

V1(Na-bentonite)

+sand (70:30)

1.6 (건조밀도) 700

프랑스
Argile

(SNF)

MX-80 Na-bentonite

+sand
1.6 (건조밀도) 800

캐나다 buffer Na-bentonite + sand 1.67 (건조밀도) 최소두께 500

표 1.2.2. 각국의 완충재 현황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심지층 처분 개념은 서로 유사하였으며, 지하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방벽 역시 유사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개념은

심지층 처분을 제외하면 서로 자국의 지하 환경과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개념 개발

을 하고 있다. 각국의 처분개념을 그 특성에 따라 표 2-3와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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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개념 해당 국가

폐기물 종류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일본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

물 처분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독

일, 한국

폐기물 준위에

따른 처분개념

고준위폐기물 단독 처분
미국, 일본, 캐나다, 벨기에, 스웨덴, 핀

란드, 독일

고준위폐기물-중준위 장반

감기 폐기물 처분
프랑스, 영국, 스위스, 한국

처분 형태

수평 동굴 처분 미국

수직 처분공

사용후핵연료-수직

유리화-수평
프랑스, 한국

2가지 개념 모두 검토 스웨덴, 핀란드, 일본, 캐나다

표 1.2.3. 처분 개념에 따른 국가별 분류

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

발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하여 교과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의 일부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의 장기 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하며, 그 특

성이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처분시스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발

생된 폐기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처분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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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고준위폐기물 처분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파

이로 공정 개발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의 경우 일

본,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성능 검증을 통

해 우리 기술의 우월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지하 처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공학적방벽의 성능향상을 위해 개발하고 있

는 처분용기의 새로운 제작법과 이중구조 완충재 개념의 경우 소규모 제작 및

성능 시험, 개념설계 및 성능 평가 등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대

한 추가의 연구가 지원되어 실규모로 제작될 경우 많은 국가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 지하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2가지 개념인 복층 처분시스템과

K-PEM을 이용한 처분터널 개념은 기존 처분개념에 비해 처분밀도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개념에 대한 실증 연구가 수

행되어 성능이 확인될 경우 처분 연구 결과의 우월성을 갖출 것으로 판단된

다.

○ 사용후핵연료 국가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방

안이 기술적, 경제적 분석 등을 통해 제공되어, 국내 여건에서 정책 입안자들

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분

야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함.



- 23 -

항목

상대적인 국내 기술수준 : 3단계 종료 근거

스웨덴/핀란

드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처분용

기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완성

∙실규모 성능시

험 진행중

∙최종 처분용기

개발 중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최종 TAD 처

분용기 인허가

중

∙개념설 계 / 성

능평가 기술 완

성

∙실규모 제작

완성

∙최종 처분용

기 개발 중

∙개념설 계 / 성

능평가 기술 완

성

∙실규모 제작

완성

∙개념설 계 / 성

능평가 기술 완

성

∙소규모 제작

기술 개발 중

∙새로운 제작

기술 개발 중

∙추정 기술수

준*: 50%

완충재

∙물질특성화/개

념설계/성능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법

개발 중

∙실규모 시험

진행 중

∙최종 완충재

설계 진행 중

∙해당 없음

∙물 질 특 성 화 /

개념설 계 / 성 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법 개발 중

∙물 질 특 성 화 /

개념설 계 / 성 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법 개발 중

∙물 질 특 성 화 /

개념설 계 / 성 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법 개발 중

∙신개념 완충

재 개발

∙추정 기술수

준*: 70%

지하처

분시스

템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 처 분 심 도

URL 운영 중

∙최종처분 부지

확보 및 건설 착

수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 처 분 심 도

URL 운영 중

∙최종처분 부지

확보 및 인허가

중

∙설 계 / 성 능 평

가 기술 확보

∙ 처 분 심 도

URL 운영 중

∙최종처분 부

지 확보 중

∙설 계 / 성 능 평

가 기술 확보

∙ 처 분 심 도

URL 건설 중

∙최종처분 부

지 확보 중

∙설 계 / 성 능 평

가 기술 확보

∙지하처분연구

시 설 ( K U R T )

운영 중

∙추정 기술수

준*: 50%

표 1.2.6. 고준위 폐기물 장기관리기술의 선진국과의 수준 비교

* 추정기술수준: 본 과제 책임자의 관련 분야 경험에 따른 주관적 수준임. 개념설

계-성능평가 기술 확보는 50% 인정하였음. 실제 제작 경험이 있을 경우 70%,

실규모 성능시험 수행 80% 인정. 선진국과 동일한 혹은 우월한 기술 확보시

100%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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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방사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개발

1. 개 요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수용될 수 없는 폐기물 즉,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하나로 사용후핵

연료, 선진핵주기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원자력시설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장

반감기 폐기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심지층 처분시스템이다.

폐기물을 장기간 안전관리하기 위한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열해석,

구조해석, 방사선차폐 해석 등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폐

기물에서 발생하는 붕괴열, 핵종 조성, 방사능 등과 같은 방사선원항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질량 및 부피와 같은 기초정보 또한 필요하다.

선진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선원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압경수

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초정보를 도출해야 하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기초정보는 사용전핵연료의 제원, 원자로 내 조사이력, 원자로 방출 후 저장

이력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각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선진핵연료주기 고준위폐기물을 파이로 공정 물질흐름을 반

영하여 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고준위폐기물이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에서 발생하므로

이 폐기물의 질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수로 사용후핵연

료 역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와 마찬가지로 사용전핵연료의 제원, 원자로 내 조사

이력, 원자로 방출후 저장 이력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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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요하며, 가압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비교

적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한 주기당 18봉 핵연료집합체 2개와 36봉 핵

연료집합체 3개를 교체하므로 원자로 수명 동안 발생하는 양은 많지 않으나 선원항

도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

로그램이 필요하며,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원자로 해체폐기물의 경우에는 원자로의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에서 주

로 발생하며 폐로 후 원전 해체시만 발생하므로 물량 예측은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방사선원항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방사선원항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가압경수로의 경우 한 호기당

300～700 m3 정도의 장반감기 폐기물(Greater-Than-Class C, GTCC)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1], 중수로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수용될 수 없는 장반감기

방사성폐기물 이상에 대한 방사선원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물량예측

프로그램, 선진핵주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프로그램, 해체폐기물 방사선원항 평

가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에 대해 본 과제에서 개발한 내용을 본 절에

서 언급하였다.

2. 사용후핵연료 물량예측 프로그램 개발

원전에서 매년 1기당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원전 용량에 따라 다른데

고리 1,2 호기와 같은 60만 kW급 가압 원전에서는 약 14 톤, 영광 1,2 호기와 같은

웨스팅하우스형 100만 kW급 원전에서는 18 톤 울진 3,4 호기와 같은 한국표준형

100만 kW급 원전에서는 약 19 톤, 그리고 월성의 중수로 원전에서는 호기 당 매년

약 97 톤이 발생하고 있다[1-4].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비교

적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 결정이나, 심지층 처분시스템 설계에 매우 중

요하며, 따라서 가압경수로, 가압중수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물량을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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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각 원전의 노심특징이 중요하다.

고리 1호기의 경우는 노심 내에 총 121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며, 재장전시마

다 약 40 다발 정도가 교체된다. 고리 2 호기의 경우는 장전되는 총 핵연료집합체

수 및 재장전시 교체되는 다발 수는 고리 1 호기와 동일하나, 총 전기출력이 650

메가와트(MWe)로 약간 높고 장전되는 핵연료집합체 제원도 약간 다르다. 고리 1

호기 및 2 호기는 약 13개월의 재장전 주기를 갖으며, 다른 원전에 비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 원전의 신핵연료 다발에 장전되는 핵연료의 초기농축도는 3.8wt.%이

다. 전기출력 950 메가와트(MWe)를 갖는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은 약 17개월의 재

장전 기간을 갖고 있으며, 노심 내에는 총 157 핵연료집합체, 한번 재장시마다 약

65다발을 교체한다. 한국형 원전에는 177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장전되며, 전기출력

은 1,000 메가와트(MWe), 재장전주기는 16개월, 재장전시마다 약 65다발의 핵연료

집합체가 교체된다. 현재 운영중인 원전중 고리 1&2 호기를 제외한 원전에 장전되

는 신핵연료의 농축도는 모두 4.5wt.%이다.

중수로는 총 380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한 채널당 12개의 핵연료다발이 장

전되어, 총 4,560개의 핵연료다발이 노심에 장전된다. 원자로 운전 중에 3～4일에

한 번씩 핵연료를 교체하며, 교체되는 채널은 한 번에 8개의 핵연료가 교체된다. 핵

연료는 평균 약 300일 정도 노심 내에 존재하며, 노심중앙에 장전되는 핵연료는 약

6개월, 노심 외곽에 장전된 핵연료는 약 4년 정도 노심 내에서 연소된다.

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평가 방법

각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재장전주기 모델로서 각 원자로가 재장전 주

기에 달하면 일정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된다. 이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모델 1: 재장전주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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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N = 원자로 호기 k의 노심 배치(batch) 수,

t = 운전연도 (calendar year),

k
cM = 주기길이 (month),

bt = 기준 연도(calendar year).

두 번째는 방출연소도 모델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정의된 방출연소도에

달하면 일정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된다. 이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모델 2: 방출연소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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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P = 원자로 호기 k의 전기출력 [MWe],

kL = 원자로 호기 k의 이용율(%),

ke = 원자로 호기 k의 열효율,

kB = 원자로 호기 k의 사용후핵연료의 방출연소도 [MWd/tU].

세 번째는 연평균방출량 모델로서 기존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향후 운

영계획을 반영하여 각 호기당 연간 발생량을 산출하고 원자로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각 호기당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발생량을 예측한다. 이 모델식

은 다음과 같다:

모델 3: 연평균 방출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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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
avgD = 원자로 호기 k의 연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MtU/yr]을 의미한

다.

기호 
는 k호기에 대한 최종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의미하며, 

는 이전 연도까

지의 사용후핵연료 실제 발생 누적량, 
는 노심 내 핵연료총장전량, n=원자로 영

구정지까지 남은 운전기간(연)을 의미한다.

모델 1 및 2는 주기길이 및 방출연소도가 변수로 입력되므로 장주기 운전에 따

른 사용후핵연료 감소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모델 2는 방출연

소도 증가효과를 늘임으로써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효과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모델 3은 각 원자로별로 과거 사용후핵연료 발생이력을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평가프로그램

국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총 3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개발된 프로그램 첫 화면의 예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국내 원전에 대한

운전수명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측을 위한 계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1.1. 원전 운전수명 및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측모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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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각 계산모델별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프로그램 해석 결과 창은 총 여섯 개의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다. 호기별 사용후

핵연료 누적량,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호기별 사용

후핵연료 누적량,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총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등이다.

또한 사용자가 그래프의 한 지점을 선택하면, 그 지점의 연도별 사용후핵연료 계산

값이 그래프 상단에 표시되게 된다. 그림 1.2와 1.3은 각 계산모델에 대한 총 사용

후핵연료 누적량 및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 각 계산모델에 따른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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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로그램 타당성 검토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총 사용후핵연

료 물량을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원

자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http://wacid.kins.re.kr/SNF/snf10.aspx)에 공개되어 있는 2007년말 기준의 사용후

핵연료 누적정보와 비교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예측 물량을 계산하기 위해 연평균방출량 모델을 선택하였다. 계

산결과 2007년 12월 기준 실제 누적량과 프로그램의 결과 값 비교는 표 1.1과 같으

며, 2007년 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계산 값과 실제 값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프로그램 계산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MtU]

실제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MtU]

오차

(%)

고 리 1619.9 1623.02 0.1

울 진 1156.7 1213.43 4.6

영 광 1432.2 1491.08 3.9

월 성 5039 5092.33 1.0

총 계 9,247.8 9,419.86 1.8

표 1.1. 2007년 12월 기준 사용후핵연료 누적량 비교

3.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각 원전에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장전핵연료의 초기농축도가 다르고 방출연

소도도 다르다. 또한, 노심설계 특성이 달라 노물리 변수가 다르므로 연소되는 특

성이 다르며, 악티나이드 핵종 같은 경우는 핵연료가 조사됨에 따라 생성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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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르다. 즉, 2008년말 기준으로 11,129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었지

만, 선원항이 같은 사용후핵연료는 없다. 이처럼 다양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각각

의 사용후핵연료 선원항을 고려하여 처분시스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며, 따라서, 핵임계 해석과 같이 중대사고와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적 측

면에서의 극한 값(bounding value)을 사용하고 열해석과 같이 성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갖는 공학적 판단 하에 설계자가 값을 선정

하여 사용한다. 이와 같은 극한 값이나 공학적 설계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발생 사용후핵연료의 농축도, 연소이력 등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해야 하

며 이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실수의

가능성으로 인해 신뢰도 또한 항상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신뢰도를 항상 유지하면

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중수로에서 발생된 모든 사용후핵연료는 U-235의 초기 농축도가 모두 동일하

고, 경수로와 달리 핵연료 배치(batch) 개념도 없고, 노물리 설계 특성도 같다. 따

라서 각 사용후핵연료를 보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초기농축도 및 연소이력

측면에서 분포도가 단순하고, 분석요구도 자주 야기되지 않으므로 현황분석이 상대

적으로 용이하다. 이런 배경으로 현황분석 자료만을 생성하였다.

가.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자료수집 및 분석

2007년까지 발생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각 사용후핵연료 다발 고

유이름별로 장전 핵연료 내의 U 질량, UO2 질량, 235U 및 238U 장전량과 연소후 사

용후핵연료 내의 235U 및 238U 잔존양, 239Pu, 240Pu, 241Pu, 242Pu 잔존양, 방출연소도,

핵연료 공급원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기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초기 235U 및 238U 장전량과 연소도이며, 사실

상 조사후 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핵종의 양은 필요시마다 전문가가 직접 방사선원

항을 생산하여 사용하므로 큰 의미는 없다. 표 1.2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수집 데이터의 예시이다. 데이터베이스는 2007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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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_CODE BATCH_NAME   U_WT     UO2_WT    U235_WT    U238_WT  S_U235_WT  S_U238_WT   PU239_WT   PU240_WT   PU241_WT   PU242_WT    BURN_CR ORIGIN

-------- ----------------- ---------- ---------- ---------- ---------- ---------- ---------- ---------- ---------- ---------- ---------- -----

KOF1     A925050    19.129       21.7       .136     18.993       .051     18.876       .044       .016       .003       .001     1.5238 AS    

KOF1     A925051    19.129       21.7       .136     18.993       .046     18.866       .045       .018       .004       .001     1.6708 AS    

KOF1     A925052    19.129       21.7       .136     18.993       .047     18.867       .045       .018       .004       .001     1.6529 AS    

KOF1     A925053    19.129     21.701       .136     18.993        .04     18.851       .046        .02       .005       .001     1.8794 AS    

KOF1     A925054    19.129       21.7       .136     18.993       .046     18.864       .045       .018       .004       .001     1.6897 AS    

KOF1     A925056    19.129       21.7       .136     18.993       .046     18.864       .045       .018       .004       .001     1.6871 AS    

KOF1     A925057    19.129       21.7       .136     18.993        .05     18.874       .044       .016       .003       .001     1.5615 AS    

KOF1     A925058    19.129       21.7       .136     18.993        .04      18.85       .046        .02       .005       .001     1.8768 AS    

KOF1     A925059    19.129       21.7       .136     18.993       .033     18.827       .047       .024       .006       .002     2.1921 AS    

KOF1     A925060     19.13     21.702       .136     18.994       .033     18.829       .047       .024       .006       .002     2.1948 AS    

KOF1     A925061    19.123     21.694       .136     18.987       .046      18.86       .045       .018       .004       .001     1.6762 AS    

KOF1     A925062    19.123     21.694       .136     18.987       .047     18.861       .045       .018       .004       .001     1.6567 AS    

KOF1     A925063    19.123     21.694       .136     18.987       .052     18.875       .043       .015       .003       .001     1.4723 AS    

KOF1     A925064    19.123     21.694       .136     18.987        .05      18.87       .044       .016       .003       .001     1.5436 AS    

KOF1     A925065    19.123     21.694       .136     18.987        .05      18.87       .044       .016       .003       .001     1.5421 AS    

KOF1     A925066    19.123     21.694       .136     18.987       .053     18.875       .043       .015       .003       .001     1.4666 AS    

KOF1     A925081    19.143     21.716       .136     19.007        .05     18.889       .044       .016       .003       .001     1.5364 AS    

표 1.2. 가압중수로 핵연료에 대한 수집자료 예

그림 1.4는 월성 1호기에서 각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방출

연소도 현황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방출연소도에 있어 증가추세 또는 감소추세 같

은 특이한 경향은 없다. 월성 2, 3, 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같

은 경향을 나타냈다. 월성원전 전호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방출연소도의 평균

값은 6,987 MWD/MtU, 표준편차는 1,167로 나타났다(표 1.3).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기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표연소

도 선정이 필요한데, 평균값에서 단일방향으로 1σ 유의수준(one-sided tolerance)을

설정하면 기준사용후핵연료는 84%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대표 연소도는 8,100

MWd/MtU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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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의 방출연소도 평균 및 표준편차.

월성 호기
방출연소도 분포 (MWD/tU)

평균 표준편차

Unit 1 6,923 941

Unit 2 7,005 1,123

Unit 3 6,858 1,249

Unit 4 7,010 1,188

전호기 6,987 1,167

표 1.3. 월성 각 호기의 방출연소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자료수집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에 필요한 처분 선원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현황과 향후추이(발생량, 농축도, 연소도, 냉각기간 등)를 예

측해야 한다.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건식공정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자료들, 즉, 연소이력, 저장조건, 설계인자, 초기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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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복관 정보, 연료형태, 발전소 운영 특성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하며, 이는 건식

공정처리 대상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요소이다.

현재 국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정보는 기초 설계 자료와 집합체/연료봉의

연소이력 자료가 서로 독립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와 같은 자료의 분산은 원전

운영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본격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하고 여기서 발생

한 폐기물을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각 자료들의 종합적인 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림 1.5와 같이 단일의 집합체에 대한 각 운영주기별 연소이력을 조

사하여 최초의 설계 자료와 연계시키고, 최종적으로 건식처리 직전의 저장인 냉각

기간 정보를 추가하여 전체적인 이력을 포함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야 한다.

그림 1.5. 노심 연소위치 및 연소도 이력.

영광, 고리, 울진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자료를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핵연료집합체 고유 번호(ID),

핵연료타입(fuel type), 집합체 배열(array), 초기농축도(enrichment), 초기 우라늄 장

전량(initial Uranium weight), 핵연료의 최초 장전 주기(initially loading cycle), 핵

연료 최초 장전일(loading date), 방출연소도(discharge burnup), 원자로에서의 최종

방출일(discharge date), 핵연료내 총 연소 거주기간(residence cycle), 피복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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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dding) 등이며, 정리된 형태는 그림 1.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2008년 말 기

준으로 총 11,129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약 20만개의 정

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그림 1.6.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 예.

앞서의 데이터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수작업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힘

들며 많은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핵연료 제원, 발생량, 농축도, 냉각시간, 방출연소

도, 초기농축도와 방출연소도와의 관계 등의 정보를 발생 시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7은 사용후핵연료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초기화면 입력창이다. 입력창

의 왼쪽 영역에서는 얻고자 하는 결과의 범주(category)를 지정할 수 있으며, 오른

쪽 영역에서는 결과 값을 볼 수 있다. 원자로 호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결과 값에

서 초기농축도와 연소도 간격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초기농축도, 방출연소도, 방

출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상한 값 및 하한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입력창을 보

면 원자로호기, 초기 농축도, 방출연소도, 냉각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자유도가 높고 광범위하게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8은 출력창의 화면이다. 오른쪽 Results 영역에 현황분석 결과가 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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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분석결과는 오른쪽 창에 기본적으로 그래프로 표기되며, 이 그래프는 인쇄출력

(Print 버튼), 파일로 저장(Save 버튼), 클립보드로 저장(Copy 버튼), 데이터 파일로

저장(Data 버튼) 될 수 있다. 그림 1.9과 같이, 데이터 파일로 저장(Data 버튼) 기

능을 실행하면 텍스트 형식의 파일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결과 값의 추출 범

위는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곱 개의 분류목록(category)을 지정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7. 사용후핵연료 입력창 화면.

그림 1.8. 사용후핵연료 출력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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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사용후핵연료 출력창 화면(결과 값 저장파일 예시).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분류5 분류6 분류7 출력 목록

부지

(고리,

영광,

울진)

호기

(고리1～4,

영광 1～6,

울진 1～6)

농축도

(0~5%)

방출연소

도

(0~70

GWd/tU)

냉각기

간

(0～50년

)

물량

(질량,

다발)

연도

(장전일

,

방출일)

핵연료 타입

핵연료 배열

발생량

초기농축도

방출연소도

냉각시간

초기농축도 vs.
방출연소도 vs.

발생량

표 1.4. 데이터분석 프로그램 결과값 도출을 위한 조합 목록 및 결과 목록

그림 1.10은 초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관계 분포결과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초기농축도와 방출연소도에 해당하는 물량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영역에 사용후핵연

료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초기농축도 4.0에 해당하

는 사용후핵연료는 상당부분이 40 MWd/tU의 농축도 근처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초기농축도 및 방출연소도에 대한 간격(bin)도 사용자가 검색조건 제공창에서 조정

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간격으로 분포를 얻어낼 수 있다.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므로 이 자료를 회귀분석 전용프로그램에 적용하면 관계식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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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관계 분포(집합체 개수) 초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관계 분포(집합체 질량)

그림 1.10. 초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관계 분석결과 예.

이 프로그램은 사용후핵연료 설계안, 집합체 배열, 초기농축도, 방출연소도, 발

생연도 냉각시간, 부지, 호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물량 분포를 얻어낼 수 있으

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파이로 건식처리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특성 분포는

모두 얻어낼 수 있다. 표 1.5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8년말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방출연소도 45,000 MWD/MtU 이하인 핵연료의 현황을

발전소 부지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고리부지 울진부지 영광부지 총 계 전체물량대비
분율(%)

MtU 기준 1,459 897 1,045 3,402

76.8
집합체 수 기준 3,522 2,210 2,816 8,548

표 1.5. 각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현황(방출연소도 45 GWD/MtU 이상)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까지는 약 2～4

주 정도가 소요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 원하는 또 다른 결과 값을 얻어내

기까지는 분석에 있어서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 데이터 확인 과정에 약 1주일 정도

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1년에 한 번만 사용후핵연료

특성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원하는 값을 실시간으로 뽑아 낼 수 있고, 프로그램이

검증되었으므로 데이터만 정확히 입력되면 결과 값에 실수가 존재할 확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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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결과 값 분석 시간 및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한 공학

적 이익이 창출되었다.

4. 선진핵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개발

선진핵주기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공정이 복잡하여 종류가 다양하고, 처리되

는 사용후핵연료 또한 종류 및 연소이력이 다양하므로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 물질

흐름을 반영하여 각 공정별 폐기물을 평가해 내는 것은 처리해야할 데이터가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파이로 물질흐름은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 중에

있으며, 기술개발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흐름을 선원항 계산이 필요할 때마다 반영

하여 선원항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 편의환경을 반영하여 실시간

으로 쉽게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가. 프로그램 기능 및 요건

선진핵주기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을 정량화(characterization)하기 위해

서는 가압경수로 및 고속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 및 냉각에 따른 핵연

료 조성변화를 추적해야 하고, 건식처리 각 공정에서의 물질흐름을 반영할 수 있어

야 한다.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의 방사화에 따른 핵종 조성변화

또한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건식처리시 구조재 절단과정에서 수반하는 오염 또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서의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원항 평가는 단일 핵

연료집합체에 대한 건식재처리의 경우에도 가능해야 하며, 여러 개의 집합체가 동

시에 건식재처리 되는 경우를 가정한 배치식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고준위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모듈을 실제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기능을 도출하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실제 당면

한 문제를 통해 도출하였다.

그림 1.11은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여러 다발 한꺼번에 재처리(이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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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라 칭함)되는 경우 각 공정별 선원항을 도출하는 예이다. 개념적으로 사용

자가 검색조건을 입력해 주면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분석하여 검색조건

에 해당하는 핵연료집합체를 선별하며, 이와 동시에 연소 및 냉각에 필요한 기초자

료로서 핵연료 초기농축도, 집합체 타입(핵반응단면적라이브러리 선택시 사용됨),

우라늄 초기 장전량, 방출연소도, 방출일 등을 함께 추출한다. 일단 사용후핵연료

가 선별되게 되면, 프로그램은 건식재처리를 위한 준비단계인 건식재처리 시설 내

저장시설에 임시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가정하여 그 시점까지 각 사용후핵연료를

연소 및 냉각시킨다. 연소된 각 사용후핵연료는 각각의 사용후핵연료 우라늄 양을

고려하여 하나의 조성으로 생성된 후 다시 임시저장기간을 고려하여 냉각된다. 냉

각된 조성은 건식재처리를 거치게 되며 각 공정별로 물질흐름을 반영하여 각 공정

별 폐기물로 분류되게 된다. 이 예제는 건식재처리 폐기물의 아주 단순한 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은 각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별로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이미 내장하고 있어야 하며, 앞서 기술된 기능들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12는 그림 1.11의 예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림 1.11과 같은 공정

을 거쳐 한번 건식공정처리가 완료된 후, 한 달(임의시간) 후 추가적으로 사용후핵

연료가 선별되어 건식재처리가 수행되고, 여기서 발생한 각 공정별 폐기물이 그림

1.11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다시 혼합되어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로 포장되는 경

우를 나타낸다. 이런 경우, 그림 1.12에서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의 정량화는 그림

1.11의 절차를 동일하게 따르며 정량화되며, 그림 1.11에서 발생한 각 공정별 폐기

물은 한달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냉각되어 새로이 발생한 각 공정폐기물과 혼합되게

된다.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이전 배치재처리에서 발생한 각 폐기

물의 조성을 불러 추가로 냉각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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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폐기물

특성정량화 예제 (핵연료, 배치 재처리).

그림 1.12.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폐기물 특성정량화

예제(핵연료, 배치혼합).

나. 프로그램 기능 모듈 개발

앞서의 예제를 반영하여 선진핵주기폐기물 선원항 평가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알

고리즘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제어 및 기능루틴

이 필요하다(그림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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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면, 그림 1.11의 시나리오를 사용자가 Scenario

사용자 편의환경에서 정의해주면, Scenario 루틴은 이 시나리오에 맞는 입력제어문

을 만든다. 이 입력제어문을 바탕으로 CLEAN 제어모듈은 필요한 루틴을 순차적으

로 불러들여 실행시킴으로서 해석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우선, Screening 루틴을 불러들여 해석하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만을 선별하여

노물리 변수를 저장한다. DepDec 루틴을 불러들여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 각각에

대해 파이로공정 전까지 원자로 조사 및 임시저장 풀에서의 냉각을 각각 시뮬레이

션하게 된다. 이때, 기존에 연소 계산된 결과파일이 Data Storage Pool에 존재하는

지를 먼저 검색하며, 기존에 계산된 결과 파일이 존재하면 이의 결과 값을 활용하

며, 기존의 계산결과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이 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계산을 수행시마다 원자로방출시점에서의 조성은 Record 1에 저장되며 냉각후

의 조성의 Record 2에 저장시키는 방식을 항상 적용한다. 따라서 연소 및 냉각 계

산을 수행한 기존파일이 존재하나 파이로공정처리 시점까지의 냉각시간이 다른 경

우에는 Record 1의 원자로방출시 조성을 불러들여 파이로공정시까지 냉각계산만을

추가로 수행하여 Record 2에 저장한 후 이 파일을 Data Storage Pool에 저장하게

된다.

DepDec 루틴에서 파이로공정시점까지의 조성을 모두 도출하게 되면 Batch를

불러들여 각 사용후핵연료 계산파일에서 파이로 시점에서의 조성(Record 2)을 불러

들여 혼합조성을 만들어 Record 1에 다시 저장하게 된다. Pyro 루틴에서는 Batch에

서 계산한 Record 1에 저장된 조성을 불러들여, 파이로공정처리시 각 공정별 물질

흐름을 반영하여 각 공정별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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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선진핵주기폐기물 선원항 평가모듈 수정안.

앞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모듈

및 제어모듈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Scenario: 사용자가 정의한 파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에 따라 제어모듈 및 기능

모듈의 계산순서(sequence)를 설정해 준다.

 Screening: 계산해야할 사용후핵연료를 DB로부터 검색하여 연소 및 냉각계산에

필요한 집합체 설계 변수 및 조사/냉각 이력 자료를 생성한다.

 DepDec: 파이로 건식처리 대상 핵연료에 대해 이미 연소 및 냉각계산이 수행된

것과 처음부터 연소 및 냉각계산을 수행해야 할 집합체를 분류한다

 OriRun: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 시작 시점까지 원자로 내 연소계산 및

냉각계산을 수행시키는 모듈, ORIGEN-S가 식(1)을 해석하는데 필

요한 집합체 설계 데이터(이를 통해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핵종

조성, 식(2)를 이용 중성자속을 도출), 연소이력, 냉각이력 등을 넘겨

주어 ORIGEN-S가 연소 및 계산을 수행토록 한다.

 FDecay: 이미 연소 및 냉각계산이 수행된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파이로 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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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시작 시점까지 추가로 냉각계산을 수행시키는 제어모듈,

ORIGEN-S가 식(1)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원자로 방출시점의 사용후

핵연료 조성과 냉각이력을 넘겨주어 ORIGEN-S가 냉각계산을 수행

토록 한다.











 (1)

여기서, δij는 j핵종에서 i핵종으로의 붕괴 전환율

σi는 i핵종의 중성자 흡수 단면적

fik는 중성자흡수반응에 의한 k핵종에서 j핵종으로의 전환율임.

OriRun과 FDecay가 동작하는 경우, 핵연료 해석시는 식 (3)과 같이 각 핵연료

설계안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이미 생산․내장된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

를 사용하고, 구조재 해석시는 식 (4)와 같이 핵연료 구조재 영역의 중성자 스펙트

럼을 적용하여 이미 구조재 영역별로 생성․내장한 방사화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

리를 사용하게 된다.

중성자속은 식(2)의 핵연료 연소계산시 적용된 평균중성자속에 영역별 각 중성

자속 스케일링 펙터(ω)를 적용한 식 (5)의 값을 적용한다. 식 (2)에서 는 사용후핵

연료 데이터베이스의 핵연료집합체 조사이력으로부터 제공되는 평균비출력(specific

power)이며, 의 값은 핵분열성 핵종 i의 회수가능에너지(recoverable energy)를

의미한다.

For Fuel,   







×
(2)

  


(3)

For Structural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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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Pyro: 파이로 건식처리 각 공정별로 물질흐름을 정의해주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

편의환경(GUI)로부터 자유자재로 입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RproDecay: 해당 공정별로 제거될 핵종 및 이에 상응하는 제거율, 그리고 냉각

시간을 정의해주며, 이를 ORIGEN-S에 넘겨줌으로써 식 (6)을 해석

하도록 함. 이때 핵연료 해석시는 공정에서 제거율 가 적용되며, 구

조물의 방사선원항 도출시는 TRU의 오염을 모사하기 위해  값이

Pyro 모듈이 갖고 있는 DB로부터 제공된다.








 (6)

여기서, 는 핵종 i의 제거율, 는 핵종 i의 충진율이다.

 Batch: 동일 시간 t에 존재하는 각 조성을 식 (7)과 같이 각각의 무게분율을 적

용하여 혼합조성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7)

 Packaging: 폐기물 고정화처리 옵션별로 물질흐름을 DB로 갖고 있으며 각 옵션

별로 첨가재의 양을 정의해 준다.

 PkgDecay: 폐기물 고정화(solidification) 옵션별로 첨가재의 양과 냉각이력을

ORIGEN- S에 넘겨줌으로써 냉각계산을 수행하여 최종폐기물의 시

간에 따른 방사화선원항을 산출토록 한다.

WDecay: 폐기물 고정화 처리가 완료되고 냉각계산이 수행된 최종폐기물에 대

해 추가로 냉각계산을 수행시키는 제어모듈이다. ORIGEN-S가 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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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파이로 처리 후 방출시점의 폐기물 조성과 냉각

이력을 넘겨주어 ORIGEN-S가 냉각계산을 수행토록 한다.

현재까지 ～의 모듈을 개발완료 하였으며, ～의 기능모듈은 개념상으로

만 존재한다. 즉, 원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검색하여, 로물리 변수를 추출하고 사용

후핵연료를 연소․냉각 계산하는 모듈, 사용후핵연료를 냉각계산만을 수행하는 모

듈,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건식처리를 수행하여 각 폐기물별로 분류하고 냉각계산

을 수행하는 모듈을 개발 완료함으로써 파이로 공정흐름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각

공정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다.

다. 프로그램 사용자 편의환경 개발

개발된 프로그램은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편의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그림 1.14는 프로그램의 초기화면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Screening,

Reactor, Storage/Fuel, Batch, Material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비활성

화되어 있다. 향후 ～의 기능이 완성되면, 이 버튼도 활성화 될 예정이다.

초기화면에서 보듯이, 이 프로그램은 Fuel Waste, Metal Waste, Domestic

Inventory 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Fuel Waste 텝을 활성화시키면 핵연료를 건식

처리하였을 때 발생하는 각 공정별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이 자동으로 정량화되며,

Metal Waste 텝을 활성화시키면 사용후핵연료를 탈피복한 후 발생하는 금속폐기물

의 방사선원항을 자동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 각각의 텝에 대해 프로그램 구동절

차는 동일하며, 단지 대상 및 물질흐름과 구동되는 기능모듈만이 다르다. 초기화면

을 보면, Pyoprocessing Date 란이 존재하는데, 이는 실제로 파이로건식처리가 시작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원자로 방출후 냉각계산이 수행된다.

그림 1.11에 기술된 사례를 해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사례는 그림 1.15와 같이 고리 1호기 KK1A01 및 KK1A24 사용후

핵연료, 고리 3호기 KK3F15 사용후핵연료, 고리 2호기 KK2F15 사용후핵연료를 하

나의 배치로 파이로 공정처리하여 각 폐기물공정별로 방사선원항을 산출한 경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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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선진핵주기 방사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초기화면.

각 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은 표 1.6에 기술되어 있으며, 각 공정별 물질흐름

은 표 1.7에 기술되어 있다. 제시된 사례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이로 물

질흐름을 반영하여 Wast Class 1에 대한 핵종 조성을 도출하고 시간에 따른 방사

선원항을 도출하였다. 그림 1.16은 파이로처리후 Waste Class 1 폐기물에 대한 시

간에 다른 열량변화를 나타내며, 그림 1.17은 네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존재

하는
235

U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ORIGEN-S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열량 변화와 U-235에 대한 혼합전과 혼합후의 계산값을 비교한 결과 상호간에 일

치함을 확인하여 전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개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ss. ID
Assembly

Type

Initial U
loading

per Ass.(kg)

Enrichment

(wt.%)

Discharge Burnup

(MWd/tU)

Downtime

(days)

KK1A01 WH-STD 400 3.2 31000 1825

KK1A24 WH-STD 400 3.21 31500 1825

KK3F15 WH-KOF
A 367 3.32 33000 2555

표 1.6 사용후핵연료 설계특성, 조사 및 냉각이력



- 48 -

Waste class #1 Waste Class #2 Product #1 Product #2 Waste class #3

elem. frac. elem. frac. elem. frac. elem. frac. elem. frac.

Cs

Sr

I

Tc

0.95

0.95

0.99

0.99

Cs

Sr

I

Tc

0.05

0.05

0.01

0.01

U

Zr

0.99

1.00

U

TRU

0.01

0.99

TRU

Others

0.01

rest

표 1.7 각 공정폐기물로의 각 핵종별 전환율(transfer rate)

그림 1.15. 개발 모듈 검증용 예제.

그림 1.16. 예제 문제의 파이로처리후 Waste Class 1에 대한

시간에 다른 열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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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혼합전 235U 질량과 혼합후 235U 질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

개발된 프로그램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ORIGEN-S 코드와 비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원자력규제위

원회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광범위한 검증작업을 체계적으

로 수행해 왔으며, 따라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코드이다.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ORIGEN-S는 단일 핵연료에 대한 방사선원항 평가만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A-SOURCE는 조사이력 및 냉각시간이 다른 임의의 사용후핵연료를 자유롭게 혼합

할 수 있으며, 건식처리 물질흐름을 반영하여 공정별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방

사선원항을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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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ORIGEN-S A-SOURCE A-SOURCE의 우위성

사용후핵연료

설계제원, 조사이력

자동제공

× ○
사용후핵연료의 기본정보를 내장

자동제공하므로 방대한 계산 가능

파이로공정 물질흐름

및 폐기물 고정화

물질흐름 자동제공

× ○

파이로 건식처리 공정

물질흐름(material flow) 및 폐기물

고정화(solidification)시 물질흐름을

DB로 내장하고 필요시 자동제공함.

단일 핵연료

연소․냉각 계산
○ ○

연소 및 냉각계산은 ORIGEN-S를

현재 사용(향후 대체 계획)

핵연료 배치(batch)

연소․냉각 계산
× ○

설계특성 및 조사이력이 다른

사용후핵연료의 성능평가 가능

단일 핵연료 파이로

건식처리 계산
○ ○

DB에서 물질흐름을 자동제공하고

물질흐름은 사용자가 정의 가능함.

핵연료 배치(batch)

파이로 건식처리 계산
× ○

설계특성 및 조사이력이 다른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후

방사선원항 평가 가능

폐기물 고정화 처리후

변화 추적
× ○

고정화 이후 폐기물의

질량/부피/방사선원항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음.

구조재 방사화 계산 △ ○
구조재 영역별로 방사화핵반응단면적

및 중성자속 스케일링 팩터를

내장하여 정확도 높음

다양한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방사선원항 평가

× ○
발생시점이 다른 폐기물이 포장을

위해 혼합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방사선원항 평가 가능

핵연료집합체

설계안별

핵반응단면적 적용

△ ○
집합체설계안별 핵반응단면적을 모두

내장하고 자동으로 Link하여 적용

Actinide, Fission

Product 국가 재고량

평가

× ○
전발전소 발생 사용후핵연료 대상으로

시간에 다른 핵종재고량 평가 가능

방사성폐기물 국가

재고량 평가
× ○

집합체설계안별 핵반응단면적을 모두

내장하고 자동으로 Link

파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 구성
× ○

각각의 모듈을 불러서 계산하므로

시나리오 구성 가능

계산의 정확도 △ ○
핵연료 및 구조재에 대해

중성자스펙트럼에 맞는 핵반응단면적

및 중성자속을 적용하여 신뢰도 높음

사용의 자유도 및

편의성
△ ○ 사용자 편의환경 제공

표 1.8. 프로그램의 성능 비교 (○:우수, △:보통, ×:불가)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Pu

재고량과 같이, 특정 핵종에 대한 국가 재고량을 평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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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방사선원항 정량화 또한 계산방법론이 기존의 방법론에 비해 개선되었으

며, 계산속도도 크게 향상시켰다.

5. 원전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체계 개발

원자로를 폐기처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기술적 평가를 요구하는데, 먼저

각 원자로의 구성 기기(component)들이 얼마만큼의 방사화가 되어 방사성 물질을

갖고 있는가를 계산하는 방사화 선원항(activated source term)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폐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방사성폐기물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수

용될 수 있으나, 장반감기 핵종함유 폐기물들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에 처분될 수

밖에 없다.

장반감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압경수로 및 가압중수로의

폐로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 및 선원항을 도출해야하며, 이는 핵연료의 방사선

원항 평가보다 상당히 복잡한 기술을 요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성자의 방사

화에 의해 생성된 장반감기 폐기물의 선원항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및 평가체계

를 기술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발된 프로그램 및 이의 검증 결과를 기술하였다.

가. 해체폐기물 방사화선원항 평가 방법론

원자로 주변기기에 대한 방사화 선원항 평가는 각 구성기기들이 원자로의 연소

이력을 따라 중성자의 흡수에 의해 얼마만큼 방사화되었는 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

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량 평가를 위해서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와 방사능

(radioactivity) 양(quantity)을 계산해야 하는데, 핵종의 붕괴 및 연소이력에 대한

평가 코드로는 ORIGEN2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ORIGEN2 코드는 주로 중

대사고시 노심 내 핵연료의 핵종별 함유량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므로 코드

펙키지(package) 내에 내장되어 있는 핵반응단면적의 라이브러리는 노심 내부의 중

성자 스펙트럼에 의해 계산된 값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압력용기 및 격납용기

와 같은 주변기기들은 노심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중성자 스펙트럼이 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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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는 매우 다르다. 이 영역에서는 핵분열에 의한 중성자 생성 반응은 없으며,

속중성자는 대부분 감속되어 열중성자화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대부분 중성자

의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어 중성자 스펙트럼은 저에너지 영역으로 크게 치우치게

된다. ORIGEN 코드는 비교적 사용이 간편한 코드이나, 여러 계산 조건에 맞출 자

유도가 부족하다. 우선적으로 핵반응단면적 자료가 모두 단일 그룹으로 평가된 것

을 쓰도록 고정되어 있다. 단일 그룹 자료를 정확히 평가하여 사용하면 계산 모델

상의 문제는 없으나, 노심 내 위치별로 중성자속의 에너지 분포가 서로 상이하여

평균되는 단일그룹 자료도 위치마다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알고 핵반응단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

ORIGEN2 핵반응 단면적 라이브러리에 존재하는 중성자 흡수 단면적과 단순 계

산 모델을 바탕으로 평가된 노심 외곽 구성기기인 압력용기의 중성자 포획 반응 단

면적의 차이는 표 1.9에서 보듯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만일 반응단면적

보정없이 방사화 핵종별 방사능 재고량을 평가하면 단순히 보더라도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압력용기 주요핵종
ORIGEN2

(PWRUS Library)
MCNP(노심/압력용기)

Fe-54 0.196 0.207/0.686

Co-59 4.919 4.653/12.14

Ni-61 0.224 0.213/0.741

표 1.9. ORIGEN-2 와 MCNP의 반응 단면적 비교 (단위 : barn)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사화 평가체계는 사용자 편의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실

제 문제해석을 위한 기능모듈은 MCNP와 ORIGEN2를 이용한다. 여기서 사용자

편의환경은 노심상태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을 정의하며, MCNP는 사용자편의환경

에서 제공한 노심상태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위치에서의 중성자속

및 핵반응단면적을 생산하며, ORIGEN2는 MCNP가 계산한 핵반응단면적 및 중성

자속을 반영하여 사용자 편의환경에서 제공한 조사이력을 적용하여 각 영역별 핵종

량을 산출한다. 평가체계 구성도는 그림 1.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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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 DB 모듈

이 모듈에서는 노심열출력분포, 노심운전이력, 핵연료 장전모형, 각 핵연료별 연

소도 분포 등의 정보를 DB 파일로 내장하고 있다. 이 DB 파일은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이고 수정이 가능한 형태이다. 집합체 연소계산 모듈에서는 연소도

에 따른 핵종량을 계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직접 계산을 통해서 구현하

거나 또는 중수로 핵연료에 대해 연소도에 따른 핵종량 라이브러리를 미리 만들어

내장하는 형태이다.

○ MCNP 입력문 작성모듈

MCNP 입력문은 크게 노심의 기하학적 형태, 각 영역별 구성물질 등으로 이루어

지는데, 이의 구성은 상당한 작업시간을 요하며, 특히 연소된 노심의 모델 구성은

방대한 작업을 요한다. 이 작업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입력문이 작성

되도록 구성하였다. 집합체 연소계산모델에서 제공한 연소도별 핵종량 라이브러리

와 DB에서 주어진 노심내 핵연료 위치별로 연소도 분포를 이용하여 각각의 연소도

에 상응하는 핵종량을 할당하여 입력문을 구성한다. 노심 기하학적 정보는 몇몇

변경이 가능한 몇가지에 대해서면 사용자 편의환경에서 제공가능하며, 수정이 불필

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다. 노심 연소도분포에 부합하는 핵

종량과 중성자속 및 핵반응단면적 값을 산출할 위치 등에 대한 정보만을 수정하여

입력문을 자동 구성한다.

○ 중성자 수송계산 모듈

MCNP 코드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중성자 방사화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노심에서

중성자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각

구조물의 중성자 방사화 계산을 수행할 때마다, 노심부터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것

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상당한 계산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 노심

외곽에서의 중성자 선원분포를 도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구조물의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위한 계산시마다, 이전 단계에서 구해진 선원분포를 이용하여 노심

외곽에서부터 중성자를 발생시켜 계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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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화재고량 평가모듈

MCNP를 이용하여 중성자의 거동을 모사하여 구조물 관심영역에서의 중성자속

과 중성자흡수단면적을 구하고, 이를 ORIGEN2 물질평형식의 핵반응단면적 및 중

성자속에 적용하여 핵종재고량 및 방사능준위를 도출하도록 구성하였다. 일단

MCNP에서 구조재내 관심영역에서의 중성자속 및 핵반응단면적을 산출하면 이를

ORIGEN2의 내장라이브러리에 있는 핵반응단면적을 교체하여 방사화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 편의환경에서 조사이력 및 냉각이력의 정보를 받으며, 어떤 핵종에 대한

정보를 산출할 지를 정의하며, 출력 값도 사용자 편의환경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낸다.

그림 1.18. 방사화 계산체계 개념설계안.

나. 해체폐기물 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개발

1) 가압경수로 노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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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경수로 원전 해체 폐기물량 산출모델로 한국형표준형 원전인 영광 5호기를

대표원전으로 선정하고, 1주기 노심인 신핵연료 장전 초기노심을 MCNP 코드를 이

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이 노심은 177개의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28wt.% 농축도를 갖는 A타입 핵연료집합체, 2.34wt.%, 1.28wt.%를 갖는 B타입

핵연료집합체, 2.84, 2.34wt.%의 농축도를 갖는 C타입핵연료 집합체, 3.34wt.%,

2.84wt.%의 농축도를 갖는D 타입의 핵연료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핵연료 집합체

를 포함한 압력용기까지의 구조재는 근사없이 그대로 묘사하였으며, 핵연료의 경우,

900K에서 생성된 ENDF/B-VI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감속재의 경우 600K에

서 생성된 ENDF/B-VI 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였다. 그림 1.19와 같이

초기노심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반경방향으로 1/4 모델, 축방향으로 1/2로 모델을 구

성하여 1/8 노심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노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MCNP 코드를 실행하여 초기노심 임계조

건 상태에서의 노심 유효증배계수(Keff) 및 출력분포 값을 구한 결과, 영광5호기의

경우 Keff 값이 0.99749±0.0045, 월성 2호기의 경우 0.99487±0.00038로 근접하고 있

어, 모델링의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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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영광 5호기 MCNP 모델.

2) 가압중수로 노심 모델

가압중수로 원전에 대해서는 노심 노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월성1호기를 대상

으로 MCNP 코드를 이용하여 6,579 EFPD 운전시점에서의 연소노심을 모델링하였

다. 이 노심은 380개의 핵연료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핵연료 채널에는 12개의

핵연료 다발이 각기 연소되어 장전되어 있다.

연소노심 모델에는 연소된 각 핵연료에 존재하는 모든 핵종을 고려할 경우 계산

시간 및 상당량의 메모리를 요구하므로 각 핵종별로 중성자 흡수단면적을 바탕으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연소노심 모델 개발 시 액티나이드 핵종에

대해서는 16개 핵종을 고려하였으며, 핵분열 생성물에 대해서는
103

Rh,
105

Rh,
131
Xe,

135Xe, 149Nd, 147Pm, 149Sm, 151Sm 등을 포함하여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24개 핵종을

고려하였다. 조절봉 및 구조물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전노심(full core)으로 묘사하

였으며, 구조물에 대해서는 노심반응도제어장치, 제어장치 지지구조물, 노심양측면

구조물을 모두 반영하였다.

핵반응 단면적은 핵연료에 있어서
235

U,
238

U,
239

Pu에 대해서는 ENDF/B-VI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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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로 1,200K에서 생산된 연속핵반응 단면적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핵종

에 대해서는 300K에서 생산된 연속핵반응단면적을 사용하였다. 냉각재와 감속재에

대해서는 900K 및 600K에서 생산된 연속핵반응단면적 라이브러리를 각각 사용하였

음. 그림 1.20은 최종적으로 개발된 MCNP 연소노심 모델을 측방향에서 바라본 단

면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0. MCNP 연소노심 모델의 측면도.

개발된 연소노심모델에 대해 유효증배계수 및 채널출력분포 값을 바탕으로

POWDERPUFFS/RFSP 계산결과 값과 비교하여 개발된 노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

다. 표 1.10는 개발된 네 개의 연소노심 모델에 대한 유효증배계수 값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노심은 임계값에 근접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발된 노심은 유효증배계수

측면에서 타당하였다.

그림 1.21은 6,579EFPD 시점에서의 다발평균모델에 대한 채널출력분포 계산 값

의 비교결과이다. POWDERPUFF/RFSP로 계산한 채널출력분포 값과 MCNP 연소

노심모델을 통해 계산한 채널출력분 값은 RMSE 값이 4.1%로 나타났으며, 출력분

포 측면에서도 개발된 노심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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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노심 모델 유효증배계수

임의시점 연소도

(6,579EFPD)

다발평균 모델 0.997210 0.00009

환평균 모델 0.99573 0.00004

기간평균 연소도
다발평균 모델 1.00025 0.00127

환평균 모델 0.00073 0.00227

표 1.10. 각 연소노심 모델별 유효증배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A -2.3 -1.2 -2.1 -2.8 -2.3 -4.6 A

B -0.7 2.9 3.2 2.6 2.7 1.3 0.2 -0.3 -0.8 -0.9 -3.3 -5.5 B

C -1.6 0.8 2.2 2.9 1.6 1.7 2.0 1.5 0.3 -0.3 -1.1 -1.5 -3.5 -4.8 C

D -2.4 -0.6 0.4 1.1 1.7 1.1 0.8 1.3 1.1 0.4 -0.1 -0.7 -1.6 -2.6 -3.6 -5.5 D

E -2.4 -1.2 -0.2 0.3 0.2 0.6 0.8 0.7 1.1 1.1 0.0 -1.6 -1.8 -1.6 -2.5 -3.4 -4.5 -4.6 E

F -2.1 -0.2 0.2 0.5 0.2 0.3 0.2 -0.3 -0.4 0.6 -0.9 -1.0 -1.4 -1.8 -1.9 -2.0 -1.7 -3.2 F

G -2.5 -1.7 -1.3 -0.1 -0.5 -1.4 -1.4 -1.7 -2.2 -2.6 -1.7 -1.6 -1.5 -1.6 -1.2 -1.5 -1.7 -1.8 -2.4 -2.6 G

H -2.9 -2.5 -2.5 -1.6 -2.0 -2.4 -2.9 -3.0 -2.9 -3.3 -3.4 -3.1 -4.3 -3.8 -3.1 -1.7 -1.7 -1.7 -2.0 -1.6 H

J -5.2 -2.6 -2.3 -3.1 -2.7 -3.4 -3.5 -3.7 -3.5 -3.7 -3.5 -3.1 -2.7 -2.7 -2.2 -1.9 -1.6 -1.0 -1.4 -1.3 -0.5 -1.8 J

K -4.3 -3.3 -3.1 -3.3 -2.0 -2.3 -3.2 -3.5 -3.0 -2.7 -2.4 -2.1 -2.2 -3.2 -3.1 -1.7 -1.4 -0.5 -1.0 -0.7 -0.2 -1.8 K

L -3.0 -3.0 -2.8 -3.8 -3.8 -4.3 -5.4 -4.9 -4.0 -3.6 -3.1 -2.0 -1.8 -2.5 -2.6 -2.0 -2.1 -0.6 -0.8 -0.1 0.2 -0.2 L

M -2.7 -3.5 -3.0 -4.2 -4.2 -3.9 -4.5 -3.7 -3.2 -2.7 -2.0 -1.2 -1.4 -2.1 -2.1 -1.8 -1.1 -1.3 -0.7 -0.5 0.7 0.4 M

N -1.8 -3.4 -3.0 -4.4 -4.2 -4.4 -3.7 -3.6 -2.6 -1.8 -0.8 -0.3 -0.5 -0.6 -1.3 -1.9 -1.1 -0.4 -0.5 -0.3 1.2 1.6 N

O -3.4 -2.7 -3.0 -3.1 -3.4 -3.2 -3.3 -3.0 -1.9 -1.4 5.0 0.0 0.1 0.4 0.1 -0.2 -0.2 0.3 -0.2 0.5 0.7 0.8 O

P -3.4 -2.4 -2.7 -2.1 -1.7 -2.3 -1.9 -0.9 -0.8 0.0 0.7 1.4 1.5 1.1 1.3 1.0 1.4 1.7 1.5 1.9 P

Q -2.0 -2.0 -1.6 -0.5 -0.5 -0.8 -1.0 -0.2 0.4 0.3 0.9 1.8 1.6 2.4 3.3 2.6 3.1 2.8 2.3 1.1 Q

R -1.2 -0.8 0.9 1.0 1.0 0.6 1.4 2.2 1.8 2.3 3.0 3.6 4.2 4.9 4.7 5.2 4.7 3.0 R

S -0.8 0.6 2.9 3.2 2.5 2.5 2.4 2.7 2.9 3.4 3.8 3.9 5.2 5.8 6.4 7.7 5.7 4.0 S

T 2.3 2.9 3.6 4.2 4.3 4.7 4.7 4.9 5.1 5.5 5.9 6.6 8.2 8.4 8.8 7.7 T

U 6.5 7.6 7.6 6.6 6.5 7.4 7.0 6.6 8.2 8.7 8.8 11.0 11.6 13.8 U

V 9.8 9.8 9.4 9.6 9.4 9.5 10.1 11.0 12.2 13.4 14.9 16.9 V

W 11.2 12.8 12.6 13.0 14.2 14.4 W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그림 1.21. 6,579EFPD에서의 RFSP와 MCNP 채널출력분포 값의 비교

결과.

3) 사용자 편의환경 및 모듈 개발

노심 운전이력을 입력하는 사용자편의환경은 연도별 운전실적을 입력할 수 있다.

호기를 선택하면 운전시작연도가 기본값으로 올라오며, 운전기간을 선택하면 그림

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전 이용률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칸이 자동으로 생성

된다. 이렇게 입력된 값은 향후 ORIGEN2 입력문 작성시 조사이력으로 전환되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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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P에서 고정선원문제를 해석할 경우에는 노심내 출력분포를 이용하여 중성

자를 발생시키므로 출력분포를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다. 각 영역별로

핵종량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 연소도를 알아야 하므로 이를 입력할 수 있

는 환경을 구현하였다.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형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입력값을 제대로 불러왔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핵연료 평면(plane)별로 수치를 확인하고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

였다. 그림 1.22는 연소도 및 출력분포를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환경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1.22. 노심 기본정보 입력 환경.

다. 해체폐기물 선원항 평가체계 검증

선원항 평가체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해석값과 가압중수로 압력관 시

편 분석을 통한 핵종량을 비교하여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인출된 E11

압력관은 1982년 12월 21로부터 11년 4개월 동안 노심 내에 위치하였으며, 원자로

이용율은 85.8%, 2009년 5월말 기준으로 15년 0.8개월 동안 냉각되었다. ORIGEN2

계산에서 그대로 적용되었다.

MCNP 계산을 통해 얻어진 중성자속은 및 핵반응단면적은 ORGEN2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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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이 값이 조사시간 내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가정하였다. 즉 6,579 EFPD에

서 얻어진 중성자속으로 시편이 11년 4개월 동안 중성자에 의해 방사화되었다고 가

정하고 해석하였다. E11 압력관은 원자로 인출 후 한 번도 채취된 바 없이 수조

내에서 그대로 보관되어 왔다. 채취된 시편의 최종위치는 표 1.11에 기재된 바와

같다.

시 편
A Side 기준 좌표

(horizontal coordinate)
MCNP 좌표*

EP4 34 39 -269 -264

EP34 89 94 -214 -209

EP3 281 286 -22 -17

표 1.11. 채취된 시편의 좌표

* MCNP 좌표는 각 채널의 중심이 “0”이며 A Side 쪽이 “-” 값을 갖음

가공된 EP4, EP34, EP3 시편에 대해 평가된 중성자속은 각각 9.5E+13 n/cm2․

sec, 2.198E+14 n/cm2․sec, 4.670E+14 n/cm2․sec로 평가되었다.

초기조성은 “Standard Specification for Wrought Zirconium-2.5Niobium Alloy

for Surgical Implant Applications (UNS R60901)”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성을 적용

하였다.

표 1.12는 MCNP로 계산한 Nb-94에 대한 비방사능 값과 시험분석을 통해 얻어

진 값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노심 중앙에 위치한 EP3의 경우는 MCNP 계산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심 외곽에서는 MCNP 계산값이 낮게 예측되었다. 전체적으로

약 25% 이내에서 일치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원자로 운전기간을 고려할 때 상당

히 잘 맞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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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4 EP34 EP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MCNP-EP 3.15E+06 2.96E+05 5.98E+06 3.72E+05 9.41E+06 4.06E+05

측정-EP3-1 4.19E+06 1.60E+05 6.08E+06 2.31E+05 8.55E+06 3.25E+05

측정-EP3-3 4.16E+06 1.58E+05 6.54E+06 2.49E+05 8.21E+06 3.12E+05

측정 - 평균 4.18E+06 2.25E+05 6.31E+06 2.40E+05 8.38E+06 4.51E+05

차이(%)* 24.62% 5.30% -12.28%

표 1.12. Nb-94 핵종에 대한 비방사능 결과 비교 (단위:Bq/g)

* 차이는 (측정값-MCNP값)/측정값 × 100 임

6. 결과 요약

선진핵주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용하는 처분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방사

선원항을 신뢰도를 확보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도출하기 위해 4개의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사용후핵연료 현황분석프로그램,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측 프로그램, 선진핵주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프로그램, 원전해체 폐기물 정

량화 프로그램 등이며, 검증문제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개발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처분시스템 설계, 건식저장시설 설계, 건식처리공정

시설 설계에 향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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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학적방벽 개발

1. 처분용기 개발

가. 저온분사코팅 처분용기 개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구리-주철 이중구조의 처

분용기를 개발하여 심지층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2-1]. 이들 국가에서 구리를 외부

용기로 채택한 이유는 지하 500 미터 심도의 지화학 환경에서 구리의 부식률이 거

의 무시할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들 국가는 구리용기의 부식수명을 십만년으로 설

정하고 이를 만족할 만한 구리용기를 개발 중이다. 구리의 낮은 부식률을 고려하

면, 3 cm 이하 두께의 구리용기만으로도 부식 수명을 견딜 수 있으나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처분용기 제조법(일종의 단조방법)에 의하면 현재 개념 설계된 큰

크기의 얇은 두께의 구리용기를 제작하기 어렵다[2-2]. 이런 상황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구리용기 제작법을 찾아, 보다 효율을 향상시킨 새로운 처분용

기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처분용기는 크게 내부용기와 외부용기로 구성되며,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KRS)의

개념설계에서 고려하였던 기존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처분용기 효율

을 향상시킨 새로운 개념의 A-KDC-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비교하면

그림 2.1과 같다.

기존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에 비해 A-KDC-CANDU 사용후핵연료



- 63 -

처분용기의 주요 변경사항은 ①구리 외부용기 제작에 저온분사 방식(그림 2.2)을 이

용하여 구리용기 두께를 5 cm에서 1 cm로 줄이고, ②CANDU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에 이용되고 있는 바스켓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처분용기 규모가 길이 4.83 m, 직경 1.02 m에서 길이 4.18 m, 직경

1.24 m로 바뀌고, ③처분용기에 수용되는 CANDU 사용후핵연료는 297번들(33번들×

9단)에서 420번들(60번들 × 7단)로 증가되고, 이때 ④기존 용기의 CADNUD 사용후

핵연료 번들 당 소요되는 구리무게는 29.9 kg이며, 구리코팅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용기의 경우 번들 당 구리무게는 4.35 kg이다. 즉, 새로운 개념의 처분용기 제작에

소요되는 구리 중량이 기존 용기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하다. 또한, ⑤처분용기의

제원이 변경됨에 따라 CANDU 사용후핵연료 16,000 tU 처분에 소요되는 처분용기

개수가 2,835개에서 2,005개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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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KDC-CANDU 처분용기(상)와 A-KDC-CANDU

처분용기(하) 개념도.

그림 2.2는 저온 분사 장치의 개략도이다. 입구에서의 가스는 입자 속도 증

대를 위한 주가스와 분말 송급을 위한 분말 송급가스로 나뉘게 된다. 원리는 비교

적 간단한 논리로서 저온 분사 코팅 형성 메커니즘은 소재의 인성이 증대될수록 용

이하게 코팅되므로 소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인성 증대로 인한 코팅 용이성을 기대

하였다. 저온 분사 장치의 다른 주요한 부품은 소위 De Laval 형태의 노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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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onverge-diverge되는 형태의 노즐을 통하여 가스 속도 극대화를 통한 입자 속

도 극대화를 추구하는 장치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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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저온분사코팅 시스템 개략도.

그림 2.3. 저온분사 코팅을 이용한 1/10 size 처분 용기 구조도와

상부 구리마개(하).

포항산업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구상주철(nodular cast iron) 및 스테인리스 강판



- 66 -

등에 1 cm 이상 두께로 구리입자를 입히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실제

1/10 크기의 주철용기를 제작하고 1.0 cm 두께로 구리코팅을 하였다. 주철용기의

상부면을 제외한 외벽과 바닥을 1.0 cm 이상으로 저온분사코팅으로 구리층을 도포

하고, 상부의 구리마개는 그림 2.3에서와 같은 구조로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구리코팅된 용기는 표면을 선반으로 가공처리하여 그림 2.4와 같이 1/10 규모의

구리-주철 처분용기를 완성하였다.

그림 2.4. 표면 가공처리된 저온분사 코팅된 구리-주철 축소 처분용기.

나. 저온분사코팅 구리 성능검사

1) 물리적 특성

저온분사로 제작된 구리층의 물성을 일반 동과 인장시험을 통해 비교분석 하였

다. 인장시편은 1 cm 두께로 저온분사 코팅한 동으로부터 채취하였으며(그림 2.5),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창성_SUS , 국산 구리분말로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코팅한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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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Tafa_SUS, 외산 구리분말로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코팅한 시료

#3 : 창성_주철, 국산 구리분말로 구상주철 표면에 코팅한 시료

#4 : Standard, 압출봉에서 채취한 무산소동 시료

#1 #2 #3

그림 2.5. 1cm 두께 구리 저온분사코팅 강판(좌로부터, 창성_SUS,

Tafa_SUS,창성_주철).

인장시험은 상온에서 0.01 mm/sec의 연신율로 시험을 실시하여 얻어진 각 시편

의 응력-변형 그래프를 그림 2.6에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6. 저온분사 시편과 일반동(Standard)의 Stress-Strain Curve 종합.

인장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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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 바탕재(SUS와 주철)에 따른 차이는 없음.

- 구리입자(창성과 Tafa)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Tafa 입자가 약간 더 연성이 있

으며, 강도 및 Modulus가 약간 낮음.

- 제조법(Cold Sprayed coating 재료와 Standard)에 따라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

음. 코팅법에 의한 구리시편은 강도가 높고, Modulus도 높게 나타남. 연성은 거

의 없음.

- 코팅법에 의한 구리시편의 특징은 단단하고, 내마모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

나, 내충격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됨.

저온분사코팅으로 구리입자가 강하게 압착되어 밀도가 증가되는지 밀도를 측정하

였다. 코팅동의 밀도는 고순도 Tafa동과 일반동이 8.9 g/cm3으로 동일하였으며, 저

순도 창성동은 산소 불순물로 인해 8.7 g/cm3 정도로 낮았으나, 저온분사코팅 공정

은 동의 밀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XRD 분석 결과 3종의 저온분사코팅동과 일반동은 전형적인 구리의 결정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기타 산화물 결정들(Cu2O와 CuO)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2.7).

저순도의 코팅동(#1과 #3)의 경우에는 Noise 수준에서 CuO 피크가 약하게 관찰되

었으나, 이는 코팅에 사용된 구리 입자 자체의 불순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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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성_SUS

#4 Standard

그림 2.7. 저온분사동(#1 창성 저온분사코팅동)과 일반동(#4 Standard)의 XRD.

구리의 불순물은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속 구리의 주 불순물인 산

소함량을 Oxygen analyzer를 통해 조사하였다. 표 2.1의 결과에서 코팅동은 사용

된 구리입자의 산소 함량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저온분

사코팅의 공정에서 구리입자가 산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시료번호
코팅동

Oxygen content (wt%)

구리입자

Oxygen content (wt%)

#1 창성_SUS 0.33 0.41

#2 Tafa_SUS 0.019 0.02

#3 창성_주철 0.32 0.41

#4 Standard 압출 Cu 봉 0.065 -

표 2.1. 저온분사 시편과 일반 동(Standard)의 산소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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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화학적 산화 특성 평가

KCl 0.1M 중성용액에 대한 분극시험을 실시하고, Tafel Plot을 통해 산화환원전

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2.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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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저온분사동(#1～#3)과 일반동(#4 Standard)의 Tafel Plot 비교.

그림 2.8에서 코팅동(#1～#3)의 산화환원전위가 일반동(#4)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순도가 가장 높은 Tafa(#2)가 가장 낮았다. 산화환원전위가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부식저항이 좋다. 본 시험결과에서는 코팅동이 일반동보다 열역학적

인 부식 특성이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Tafel plot에서 산화환원전위에서의 전류

값, 즉 산화환원전류의 값은 일반동이 낮게 평가되었다. 부식전류는 부식속도와 관

련된 동력학적인 요소로서 낮을수록 좋다.

구리부식 거동 평가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는 산화환경의 여부, 둘째는 산

화 반응속도, 셋째는 생성된 보호피막의 안정성이다. 첫째는 산화환원 전위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둘째는 산화환원 전류를 통해 평가된다. 그러나 셋째는 실제 구

리의 장기 부식거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Tafel plot을 통한 전기화학적 분석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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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파악하기 힘들며, 실제 장기 부식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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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3 M NaCl 용액에서의 구리의 분극 곡선.

3 M NaCl 수용액에서 저온분사코팅 구리 시편 3종과 비교 시편 4종의 분극시험

(Polarization)을 -1.5V ～ 1.0 V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시편에 대한 Tafel

Plot을 하나의 그래프에 정리하였다(그림 2.9). 구리시편(#1)의 산화거동을 살펴보

면, -0.4 V 부근에서 산화반응이 시작되면서, -0.2 V 부근에서 Passive 거동을 약

간 나타내다가 +0.2 V 부근에서 강한 산화피막의 형성으로 부식전류가 감소하는 현

상을 나타내었다. 그 이상에서는 Trans-passive로 인해 산화피막이 사라지고 전압

전류가 비례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SKB TR-02-25에 나타난 비슷한 조건의

Pourbaix diagram을 참조하면[2-4](그림 2.10), 초기 -0.2 V 부근에서 Cu(I)Cl의 형

성으로 인한 부식전류의 상승억제가 있고, 다음 +0.2V 부근에서는 Cu(II)Cl2의 피막

형성으로 부식전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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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3 M NaCl 수용액에서 Pourbaix diagram(SKB TR-02-25).

#1 #2 #3 #4 #5 #64 #Si
-0.9

-0.8

-0.7

-0.6

-0.5

-0.4

-0.3

-0.2

Co
rro

sio
n 

Po
te

nt
ia

l (
V 

vs
. A

g/
Ag

Cl
)

Specimens

그림 2.11. 3 M NaCl 수용액에서의 구리시편의 부식률(상)과 부식전위(하).

모든 구리시편은 청동이나 황동 시편에 비해 높은 산화환원전위 (부식전위)값을

보이며, 일반동과 저온분사코팅 코팅동은 큰 차이는 없으나, 순도가 높은 Tafa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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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2)이 가장 높은 부식전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부식전위는 구리의 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2.11).

부식속도와 관련이 되는 부식전류의 크기는 코팅구리 시편(#1～#3)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순도가 높은 Tafa 코팅동(#2)은 다른 일반동

과 비슷한 값을 보였다.

심지층에 풍부한 Cl- 이온은 구리의 산화피막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부식생성

물인 CuCl 혹은 CuCl2의 층은 치밀한 보호피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용기

수명에 악영향을 미친다[2-5]. 시험 시편의 관찰결과(그림 2.12) 시편표면에서 구리

시편들의 특이 사항은 보이지 않았으며, #4 일반동에서는 전형적인 구리결정의

grain이 관찰되었고, #7의 Al 청동의 경우에는 합금의 특성으로 인해 Al 성분이 빠

져나간 듯한 부분적인 pitting이 관찰되었다.

그림 2.12. 3 M NaCl 수용액에서 Polarization Test 직후 시편들 사진; 좌로부터

#1 창성/SUS, #2 Tafa/SUS, #6 Naval 황동, #7 Al 청동.

해수(서해 바닷물)에서 코팅구리 시편 3종과 기타 비교 시편 4종의 순환분극시험

(Cyclic Polarization test: -0.5V ～ 1.0V ～ -0.3V, 스캔 속도 10 mV/sec)을 실시

하였다. 해수에서의 전형적인 구리시편의 Tafel Plot에 의한 순환분극곡선은 그림

2.13에 나타내었다. 부식전위에서 초기 변화는 A지점에서 CuCl 형성에 의한

passivation 특성이 잠시 나타나다 부식전류치가 상승하고 B 지점에서 CuCl2로

repassivation이 발생되고 있다. 0.4 V 이상에서는 passive film 형성에 의해 반응

이 인가전압이 아닌 Transport controlled reaction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전압을 1.0 V 까지 상승시켜도 부식전류가 증가하지 않았다. 다시 전압을 하

강시키면 C 지점에서 CuCl2 피막이 사라지는 depassivation이 발생되었다가 환원전

위 ER에서 환원전류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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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의 순환분극곡선에서 얻은 부식전위를 3 M NaCl에서에서 구한 부식전위와

비교하여 그림 2.14에 나타내었다. 부식전위가 구리순도의 영향을 받는 점은 동일

하였으며, 순도가 높은 #2 Tafa 코팅동 및 일반 고순도동(#4 압출동, #5 단조동)이

높은 부식전위를 보였다. 바닷물이 3 M NaCl에서 얻은 부식전위보다 낮은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보아 해수의 부식성이 높다. 해수에서의 Cl의 농도는 0.546 Mol/L 정

도로 낮지만, 바닷물 중의 다른 부식성 이온의 영향으로 부식전위가 낮게 나타났다

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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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해수에서의 #1 창성/SUS 코팅동의 1차 및 2차

순환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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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해수와 3 M NaCl에서의 CV 시험에서 나타난 부식전위 비교.

해수에서의 부식률은 3 M NaCl 용액에서와 마찬가지로 코팅동(#1～#3)은 다른

일반동(#4 압출동, #5 단조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그림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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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해수에서의 구리시편의 부식률(상)과

부식전위(하).

동일한 시편에서도 CV 측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반복된 시험에서도 유사한 결

과가 발생하여 실험 오차로 간주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원인의 하나로서 금속

모재와 가까운 부분과 코팅 상층부의 물성차이로 간주하고 코팅동을 그림 2.16과

같이 상층, 중층, 그리고 하층으로 구분하여 부식특성을 전기화학적 분극시험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2.16. 코팅동의 코팅층 구분 도식.

분석 대상은 #1(Changsung 코팅동)과 #2(Tafa 코팅동)에 대해 코팅 두께에 따라

상-중-하 3층으로 분리하여 채취하고, Polarization Curves를 통해 부식전위와 부식

률을 구하였다. 해수 수용액에서 Cyclic Polarization test (-0.5 V ～ 1.0 V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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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스캔 속도 10 mV/sec)를 실시하였다. 상-중-하에 따른 CV 스캔 결과에서 얻

은 #1 창성코팅동의 초기 분극시험에서 부식전위는 큰 차이는 없었다. 부식률과

관련된 부식전류의 값도 큰 차이는 없어 보였다. 다만 2차로 분극한 경우에는 상

부의 부식전위가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상층부의 코팅 품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Tafa 코팅동시편의 상-중-하에 따른 CV 스캔 결과에서는 부식전

위는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2.17). 층간의 부식전위의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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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2(Tafa-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부식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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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2(Tafa-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부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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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편의 상-중-하에 따른 부식전류를 환산하여 얻은 부식률을 그림 2.18에 나

타내었다. 그림 2.18에서 보듯이 코팅 층간의 부식률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코

팅 시편의 상중하 부식전위나 부식률은 두께에 따라 큰 차이점이 없으며, 부분적으

로 코팅 상태에 따라서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치밀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

었다. 결론적으로 Tafel plot에서 구한 값들은 코팅층의 상-중-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저온분사코팅 구리는 일반구리와는 다른 물리적 특성(높은 강성 및 낮은 연신율)

을 띄고 있으며, 사용된 구리입자가 실제 실험을 통해 Crevice corrosion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Crevice Corrosion 시험은 ASTM G192를 참조하였으

며, 시편규격은 ASTM G48을 참조하여 만들었다[2-6]. 세라믹 Former를 금속 구

리면에 밀착하여 24개의 밀착면을 만든 후, 전기화학적 분석과 표면관찰을 하였다

(그림 2.19). 실험에 사용된 구리는 저온분사코팅 구리 2종(#2 Tafa 코팅동, #3 창

성코팅동)과 일반구리 1종(#0 압출동)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용액은 KURT

지하수를 모방하여 제조하였다. 지하 200 m KURT 지하수 성분을 기준으로 부식

에 영향을 주는 음이온의 농도를 맞추어 제조하였다(표 2.2와 표 2.3). 제조된 용액

의 pH는 약 7.8～8.2 정도이었다.

그림 2.19. Crevice Corrosion 시험을 위해 조립된 시편의 모습.

Ion Na+ K+ Ca2+ Mg2+ Cl- SO4
2- NO3

- F- HCO3
-

KURT 
concentration 16.5 0.38 17.2 1.72 2.18   6.97 0.23 3.41 78.4 

Synthetic water 
concentration 33.24 0.92 1.23 1.76 2.18 6.97 0.23 3.41 78.41 

표 2.2. KURT 지하수 성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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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 MgSO4 KNO3 NaF NaHCO3 KHCO3 MgCl2 Ca(HCO3)2

mg/L 8.73 0.37 7.54 60.65 0.8 2.93 45

표 2.3. KURT 모의 지하수 제조용 시약 함량

전기화학적 시험은 상온, 50oC, 70oC로 온도조건을 바꾸면서, 순환분극시험(Cyclic

Polarization Test)과 단계적으로 전압을 0 mV-200 mV-400 mV-600 mV으로 바꾸

면서 시간에 따른 전류를 측정하는 Stepwise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를 수

행하였다. 시험결과 모든 조건의 시험에서 구리시편들은 압착면에서 특별한 틈새

부식(Crevice corrosion)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그림 2.20). 그림 2.20에서 압착면

은 용액에 노출된 부분에 비해 오히려 부식이 거의 되지 않았다. 해수에서의 전기

화학적 분석에서와 같이 높은 전위에서 부식 전류값은 코팅동은 일반동에 비해 높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2.21).

그림 2.20. #0 일반동, #2 Tafa 코팅동 #3 창성코팅동 틈새부식 시편.

결론적으로 모든 Crevice Test에서 모든 구리시편은 Crevice 영역에서 부식현상

을 관찰하지 못하였다.

KURT 지하수에서의 구리시편의 부식전위와 부식률을 분극시험(Cyclic

Polarization)을 통해 조사하였다. 두께 1.0 mm, 직경 15 mm 동전형 시편을

Working electrode로 하여 -0.5 → 1.0 → -0.2 V로 10 mV/sec의 속도로 전압을 순

환시키는 분극시험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구리시편은 7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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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0 일반동, #2 Tafa 코팅동 #3 창성코팅동의 정전압 분극시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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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에 Tafel Plot으로 구한 각 시편의 부식전위를 나타내었다. 구리시편들

(#1~#5)의 부식전위의 경향은 앞서 측정된 해수 및 NaCl 용액에서 측정된 값들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순도가 높은 #2 Tafa동과 #4 일반압출동이 높은 부

식전위를 보이고 있다. #6 Naval 황동이나 #7 Al 청동은 부식을 통해 강한 부동태

를 형성하는 재료들이라서 부식 전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포함된 주석이나 아

연 성분으로 인해 부식전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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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KURT 용액에서의 분극시험에서 나타난 부식 전위 비교.

Tafel Plot에 의한 부식 전류를 조사하여 그림 2.23에 나타내었다. 1차 Scan에서

는 거의 모든 시편이 일정한 부식전류 값을 나타내었으며, #4 압출동이 약간 높게

평가되었다. 이후 같은 면을 2차로 Scan할 경우에는 순도가 높은 구리들(#2 Tafa

코팅동과 #4 압출동)이 특이하게도 높은 부식 전류(부식률)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앞서 관측된 결과들과 많이 다른 점이 있다.

KURT 지하수에서 구리의 정전압 분극(Potentiostatic Polarization) 시험을 실시

하였다. 시편을 충분히 높은 800 mV 전압을 가해 산화전위 이상으로 유지시켜, 시

간에 따른 부식전류의 흐름을 측정하였다. 표면의 산화피막 유도를 위해 먼저 시

험 중에 용액은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시켜 시험하였다. 구리시편은 #1～#5의 5종

의 구리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노출된 시편의 표면적은 1.0 cm2으로 하였다. 그 시

험 결과를 그림 2.2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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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KURT 용액에서의 분극시험에서 나타난 부식률 비교.

그림 2.24에서 초기 전류값은 높게 형성되었다. 초기 부식 전류값은 분극시험의

Tafel Plot에서 얻은 부식전류결과와 비슷하게 코팅동(#1～#3)이 일반동(#4, #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후 점차 표면의 부식 피막이 형성됨에 따라서 급격하게

부식 전류는 하강하며, 이후 10,000 초 이후에는 감소폭이 일정해 지고 있다. 이후

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서서히 부식 전류값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부식층의 성장

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부식 전류값은 일반동(#4, #5)이

코팅동(#1～#3)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부식피막의 치밀성이 코팅동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인다. 코팅동의 부식전류는 초기에는 일반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지만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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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KURT 용액에서의 정전압 분극시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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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은 정전압 분극시험에서 부식피막과 금속매질간의 결합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험도중에 피막이 자꾸만 벗겨져서 부식 전류치가 갑자기 뛰는 현상이 발생되었

다. #4 압출동과 #5 단조동은 모든 시편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림 2.24

에서 #4 시편은 다행히 시험 도중에는 벗겨지지 않았지만 해체하면서 약간의 움직

임에도 부식 피막이 벗겨졌다. 부식피막이 벗겨지면 순수 금속면이 용액에 노출되

어 그림 2.24의 #5에서 보듯이 부식전류가 갑자기 급상승하게 된다.

그림 2.25에 시험에 사용된 시편들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일반

코팅동의 부식 피막은 금속에 강하게 접합되어 있는데 비하여 #4 압출동과 #5 단조

동은 벗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5의 #4-2는 시험 종료 직후 벗겨진 것으

로서 부식되지 않은 순수한 금속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식피막이 벗겨지는 원인

으로 생각되는 것은 일반동(#4와 #5)의 경우에는 구리의 과립상(granular)의 결정면

이 새로 형성된 부식 피막과는 접착이 잘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4 압출

동의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과립상이 선명하게 관찰되며, #5 단조동의 경우에는 과

립상이 잘게 부서져 작은 크기로 무수히 존재하고 있음을 광학현미경으로 확대하면

관찰할 수 있다. 두께가 얇은 초기 부식피막의 경우에는 잘 벗겨지지 않으나, 계속

부식이 진행되면 성장하는 부식피막의 부피가 금속체보다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표

면 팽창력으로 인해 표면에서 벗겨져 버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25. KURT 용액에서의 정전압 분극시험 시편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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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화환경에서의 부식 특성 평가

여러 가지 환경에 구리시편들을 노출시켜서 표면의 산화를 유도하고, 표면의 녹

을 2.5% 염산 용액으로 제거한 후, 질량 감손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감손 질량으로

부터 식(1)을 이용하여 부식두께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Wloss는 감손량, As는 시편

의 표면적, δ d
는 시편의 밀도 및 Dc는 부식 두께이다.

 ×


 
×  (1)

구리시편(무게 1.4 g, 표면적 400 mm2)을 70℃ 습공기 중에 두고 약 2개월간 산

화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편은 코팅동 3종(#1～#3), 압출동(#4), 단조동(#5)의 5종의

구리시편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무게 감손 결과는 그림 2.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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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습공기에서 산화된 구리시편의 무게 감손 그래프.

모든 시편은 초기에 높은 부식률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피막의 보호작

용으로 더 이상 질량 감손이 진행되지 않고 감손량이 일정해졌다. 2달간 시험에서

모든 구리 시편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고순도 Tafa동(#2)과 단조동(#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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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저항이 비교적 컸다. 순도가 낮은 #3 창성동이 비교적 큰 질량 감손을 보였다.

저온분사로 제작된 구리들(#1～#3)과 압출동(#4), 단조동(#5), 64황동(Naval

brass)(#6) 및 Al 청동(#7) 등에 대하여 서해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부식시험을 비교

실시하였다. 시험시편으로는 8.6×20×1.0 mm의 직사각 구리 조각을 사용하였다.

10 ml 유리 실린더에 시험 시편을 넣고, 해수를 완전히 채워서 공기방울이 없도록

하였다. 상부는 파라핀 필름으로 밀봉하여 공기의 침입을 최소화 하였다. 총 3개

세트를 만들어서, 장기간 질량 감손을 측정하였다. 시험 결과를 그림 2.27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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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해수에 장기간 노출된 구리 시편의 부식률 그래프.

해수에 부식된 시편의 녹을 제거하고 무게 감손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근거

로 부식률을 계산하였다. 해수 중에서 구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층이 형성되고

있으나, 부식피막이 엉성하고 계속 용액 중으로 녹아내려서, 충분히 금속을 보호하

지 못하여 후기에도 부식률이 낮아지지 않고 꾸준히 부식이 진행하였다. 그림 2.27

에서 단조동이 비교적 높은 무게 감손을 나타내었는데, 시험시편을 관찰한 결과, 부

식층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6:4황동(Naval brass) 및

Al 청동은 해수에 대한 내부식성이 좋아 선박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들로서, 본 실

험에서도 해수에 대한 부식률이 낮고, 후기로 갈수록 보호피막의 생성에 따라 부식

이 거의 되지 않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코팅동은 해수에 대한 내성이 일반동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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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4) 장기부식 특성

지하처분환경을 모사하여 직경 15 mm, 두께 1.0 mm 동전 모양 구리 시편을, 건

조 압축 밀도 1.6 g/cm3의 압축벤토나이트(직경 30 mm, 두께 10 mm 원형) 2개 사

이에 넣고, 티타늄 재질의 내부식성 금속용기에 담아 부식용기를 조립하였다. 티타

늄 용기 상하면에는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있으며, 벤토나이트가 빠

져나가지 못하도록 티타늄 필터를 상하면에 두었다(그림 2.28).

그림 2.28. 장기부식 용기 구조도.

조립된 부식용기는 지하수가 담긴 유리용기에 넣어 밀봉한 후 70℃의 항온 챔버

에 장기 저장하였다(그림 2.29). 시험에 사용된 지하수는 직접 KURT 200 m 처분

공 지하수이다. 지하수의 성분은 표 2.4에 나타내었다.



- 86 -

그림 2.29. Lab Scale 장기부식 시험용 부식용기.

Sampl
e

Sampling Borehole Sampling Temp. pH Eh EC DO TDS

no.  Date
depth 
(m)

depth 
(m)

(℃) (mV)
(μS/cm

)
(mg/L) (mg/L)

TB-10 07-6-22 0:00 200 140~150 15.4 8.10 -384 159 0.02 246.6

Concentration (mg/L)

Na K Ca Mg SiO2 Cl- SO4
2- NO3- F- HCO3

- CO3
2- HCO3+CO3

16.5 0.38 17.2 1.72 41.3 2.18 6.97 0.23 3.41 78.4 0.00 78.4 

표 2.4. 장기부식 시험용 KURT 지하수의 특성 및 성분표

저온분사로 제작된 2종의 코팅동(#2, #3)과 일반동의 KURT 지하수에서의 장기

부식 거동을 수행한 2년간 측정된 부식률을 그림 2.30에 나타내었다. 그림 2.30에

서 초기 2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구리 시편의 부식두께는 0.1 ～ 0.3 ㎛ 부근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아주 낮은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 동안 부식시편은

표면만 변색되었을 뿐, 초기 연마된 표면의 광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외부적 요인에 의해 용기의 보관상태가 불량해지면서 이후 측정된 몇몇 시편은 부

식률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년간의 시험에도 부식 두께는 최대

1 ㎛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1,000년의 기간으로 환산하면 1 mm의 부식두께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장기부식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구리시편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초기 부식 이후, 부식피막이 일단 형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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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장기 부식에서 코팅동과 일반동의 차이는 본 실험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

만 24개월 측정치를 제외할 경우, 순도가 높은 Tafa 코팅동이 순도가 낮은 창성동

보다 장기 부식 특성이 우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Naval 황동이나 Al 청동도 장

기처분용 내부식 재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6개월 된 시편의 표면의 부식피막을 XRD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면에 약하

게 Cu2O와 CuO가 발생된 것을 관찰하였다(그림 2.31). #5 단조동의 경우에는 CuO

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표면은 검은 색이었지만 붉은 Cu2O peak가 CuO에 비

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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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KURT 처분 모사환경에서의 구리시편들의 장기 부식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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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6개월 장기부식 구리시편(#2, #3, #5) 표면과 부식되지 않은 Cu(하단

우)의 XRD.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실험실에서의 장기부식시험과 달리 수질의 품질 저하나 외

부 산소침입을 걱정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순수한 지하수를 바로 부식용기로 흘

러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실제 구리시편의 부식률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장기 부식 시스템은 고준위폐기물 지하처분환경을 모사하여 구성하였다. 통상적

인 지하처분 방식은 지하암반에 처분공을 뚫고, 압축벤토나이트로 주위를 둘러싼

형태로 구리 처분용기를 밀봉한다. 그러면 지하수가 압축벤토나이트를 팽윤시키고,

구리의 부식을 활성화 시킨다. 따라서 부식시험에서는 지하암반은 내부식성의 티

타늄 용기로 하고, 내부에 압축벤토나이트로 둘러싸인 구리시편을 넣어 줌으로써

처분환경을 모사하였다(그림 2.32). 지하수는 KURT 처분공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급수하여 실험실에서의 시험과 달리 수질의 변화를 없게 하였다. 지하수는 티타늄

용기 내부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있으며, 벤토나이트 입자들이 팽윤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티타늄 필터를 금속용기 내부에 장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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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지하처분환경을 모사한 KURT에서의 구리부식 도식.

지하수는 지하수압으로 인해 항상 흘러나오기 때문에 펌프는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량조절기를 각각의 부식모듈에 설치하였다. 모듈당

유속은 10～20 ml/min으로 느리게 조절하였다. 현재 총 6개의 모듈이 있으며, 1년

간 시험운영을 할 예정이며, 향후 10년 이상의 부식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

수의 온도는 약 15℃정도로 부식 온도 70℃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부식 챔버로 급

수하기 전에 미리 약 80℃로 예열한 후, 70℃로 조절된 항온 챔버에 흘려 넣었다.

전체적인 부식시스템 도식을 그림 2.33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2.34에 KURT 내에

설치된 장치를 나타내었다. 배관은 금속부식시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금속

이 아닌 PVDF관으로 하였으며, 예열기의 내부도 테플론으로 코팅처리하여 금속면

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2.33. KURT에서의 구리부식 시스템 도식

(1: 급수부, 2:예비가열기, 3:유량조절기, 4:부식모듈, 5:항온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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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KURT내에 설치된 구리부식 시스템 (사각형이 부식 장치임).

부식 챔버에는 6개의 부식모듈을 넣을 수 있으며, 모듈 당, 각각 5개의 부식 셀이

설치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6종(#1, #2, #3, #4, #5, #7)으로 총 30개의 부

식 셀을 설치하였다. 구리알로이 중에서는 지금까지의 부식 특성결과, #6 Naval 황

동보다 내부식성이 좋다고 판단된 #7 Al 청동을 넣었다. #1은 창성/SUS 코팅동,

#2는 고순도 Tafa 코팅동, #3은 창성/주철 코팅동, #4는 일반 압출동, #5는 단조동이

다. 시편은 표면을 0.3 ㎛ 알루미나 슬러리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사용하였다. 압

축벤토나이트는 경주산 Ca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였으며, 건조 압축밀도는 1.6 g/cm3

으로 하였다. 초기 벤토나이트의 함습율은 약 12.6%였다.

현재 챔버에는 5개의 부식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며, 4개의 각 모듈에는 #2, #3, #4,

#5, #7 시편이 각각 1개씩 들어 있다. 나머지 1개의 모듈에는 #1 시편들이 있다. 1

개 모듈은 45일간의 시험을 마친 후, 예비 평가를 위해 해체하였다. 해체하여 세척

한 시편을 그림 2.35에 나타내었다. 45일이 지난 구리 시편들은 초기 연마한 매끄

러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표면색만 약간 어둡게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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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피막 제거 전)

(부식 피막 제거 후)

그림 2.35. KURT 내 장기부식 시험 45일 시편들(좌로부터 #2-1, #3-1, #4-1, #5-1,

#7-1).

시편들은 에탄올로 표면의 벤토나이트 입자를 제거하고, 2.5% HCl 용액에서 10초

간 표면피막을 제거한 후 질량 감손을 측정하였다. 질량 감손을 통한 부식두께는

거의 모든 시편이 0.1 ㎛ 수준으로 낮았으며, 이는 실험실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치이다. 45일간의 시편 해체를 통한 예비 평가에서는 부식셀이 안정

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URT에 설치된 부식셀은 매달 2～3회 지하

수의 흐름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주철, 티타늄 등의 다른 후보 금속으로 확대하

여 처분환경에서의 부식률 측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나

타난 부식모듈 교체에서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새로운 부식모듈을 설계하려고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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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1) 균열 암반내 완충재를 통한 물질이동 부식 모델

황용수1)는 지하처분용기의 구리부식에 대한 균일부식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

모델에서는 구리부식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황의 농도를 중심으로 부식의 정도를 예

측하고자 하였다. 부식인자의 이동이 전체 부식과정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이

러한 부식인자의 이동을 암반 내에 존재하는 균열(fracture)에서의 이동과 구리용기

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재에서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이러한 이동을 통하여 구리 표면에 도달한 부식인자는 접촉과 동시에 부식이 진

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부분적인 부식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균일부식만을

가정하였고, 용기의 상하단, 측면에 상관없이 구리 전체에서 동시에 균일하게 일어

나는 것을 가정하였다. 부식이 진행되어 부식된 깊이가 구리의 초기 두께에 도달하

면 용기의 수명이 소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36에 부식 환경 개념도를 나

타내었다.

그림 2.36. 부식 환경 개념도.

Pe값이 4보다 큰 경우에는 Boundary layer theory 혹은 Exact analytical

approach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2.37에 나타내었다. 반면,

1) Yongsoo Hwang, "Copper canister lifetime limited by a sulfide intrusion in a deep geologic repository",

Progress in Nuclear Energy 51 (2009) 6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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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값이 4보다 작은 경우의 모델에 대해서는 그림 2.38에 나타내었다. 위의 모델들

을 통하여 구한 h값(1/R)을 이용하여 최종적인 구리용기 수명을 그림 2.39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2.37. Pe 값이 4보다 큰 경우의 부식모델.

그림 2.38. Pe 값이 4보다 작은 경우의 부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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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구리용기 부식수명 계산.

2) 균질 완충재를 통한 물질 이동 모델

일본 H-12 보고서에서는 구리 처분용기 부식 수명을 구하기 위하여 보다 보수적

인 개념의 모델을 이용하였다. 앞의 균열 암반 내 완충재를 고려한 부식모델은 구

리 부식에 직접 관여하는 황과 같은 부식재(corrodants)들의 공급원이 너무 적어 구

리 처분용기 수명 예측에 보수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

여 보다 보수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재 전체 면을 통

해 부식재의 물질 이동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식을 도입하였다. 황(sulfide) 이온

에 의한 구리 부식을 고려하면, 처분용기 표면에서 구리와 황 이온이 동일한 이온

수로 반응을 한다면, 연간 부식률, CR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ln





(2)

여기서 CR는 연간 구리의 부식률 [g/yr]이다.

이 값을 이용하면 구리 처분용기의 부식 깊이는 다음 식과 같이 구해진다:

≅×× ln
××




(3)

여기서 CD는 부식 깊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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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는 부식시간 [yr],

ρ는 구리의 밀도 [g/m3]이다.

3) 처분용기 수명 예측 결과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에서 처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폐기물

중에 구리코팅을 이용한 처분용기는 중수로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하나로사용후

핵연료 처분용기, 그리고 재순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라믹폐기물 처분용기가 있다.

표 2.5에는 각 처분용기별 부식수명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나타내었다.

경

우
폐기물

부

식

인

자

원자

질량

[g]

처분

용기

외경

[m]

완충

재

두께

[m]

완충

재

외경

[m]

확산계

수

[㎡/y]

부식

인자

농도

[g/㎥

]

용기

길이

[m]

구리

질량

[g]

1
CAND

U
S

32.06

4
0.64 0.36 1

8.67E-0

3
6.5 2.66 1.61E+06

2 Hanaro S
32.06

4
0.64 0.36 1

8.67E-0

3
6.5 1.445 9.57E+05

3
Cerami

c
S

32.06

4
0.52 0.36 0.876

8.67E-0

3
6.5 1.64 8.97E+05

4
CAND

U
Cl

35.45

3
0.64 0.36 1

1.39E-0

4
2.18 2.66 1.61E+06

5 Hanaro Cl
35.45

3
0.64 0.36 1

1.39E-0

4
2.18 1.445 9.57E+05

6
Cerami

c
Cl

35.45

3
0.52 0.36 0.876

1.39E-0

4
2.18 1.64 8.97E+05

7
Cerami

c
Cl

35.45

3
0.52 0.36 0.876

1.39E-0

4
6.5 1.64 8.97E+05

8
Cerami

c
Cl

35.45

3
0.52 0.36 0.876

1.39E-0

4
1000 1.64 8.97E+05

표 2.5. 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예측에 사용된 자료

구리용기 부식에 있어서 가장 큰 부식인자는 황(Sulphur)과 염소이온()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두 가지 인자에 대해서 수명 예측을 하였고, 황의 확산계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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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연구원내의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측정한 값을, 염소이온의 확산계수는 원자력

연구원내의 염소이온 확산실험에서 구한 값을 사용하였다. 황의 부식인자 농도와

염소이온의 부식인자 농도(2.18g/㎥)는 모두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값을 사용하였다.

처분용기 부식 수명 예측값을 그림 2.40에 나타내었다.

그림 2.40. 암반내 균열 크기에 따른 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예측.

그림 2.40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3의 경우(중수로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가 4∼6의 경우(하나로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보다 부식수명이 더욱 짧은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1∼3)의 경우의 완충재 내의 확산계수가 뒤(4∼6)의 경우보

다 조금 더 크고, 또한 부식인자의 농도 역시 큰 값을 갖기 때문에 훨씬 부식 속도

가 빠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완충재 성능 향상

가. 요오드 흡착능 향상 방안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때, 여러 점토 물질 중 벤토나이트는 투수성이 매우 낮

고, 여러 방사성 핵종에 대한 흡착력이 비교적 우수하기 때문에 방사성 핵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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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벤토나이트 층에서의 방사

성 핵종의 이동 기구는 확산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으며, 또한 벤토나이트의 밀도를

크게 한 압축 벤토나이트는 일반 벤토나이트보다도 투수성이 더욱 낮고 흡착용량은

높아 최근 들어서는 일반 벤토나이트보다는 압축벤토나이트의 이용 가능성이 더 높

아지고 있다[2-8～2.11]. 최근 벤토나이트에 Ag2O를 첨가하면 요오드 이온의 흡착

특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김승수 등[2-12]은, Ag2O를 첨가한 벤토나

이트가 수용액 중에서 요오드 이온을 잘 제거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Ag2O를 첨가하여 압축한 벤토나이트에 대하여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 지

연 효과와 확산 이동 특성을 관통 확산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1) 관통 확산법에 의한 확산계수 측정

관통 확산법에 사용되는 실험 장치는 크게 확산 셀, 지지대, 용액 공급조, 용액

수집조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는 확산 용액은 탈염수

또는 이온 강도 0.1 M NaCl 수용액에 Junsei 제 시약특급인 NaI(순도 99%)를 용해

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사용한 요오드 이온의 농도는 100 ～ 1000 mg/L 범위였다.

수집 용액은 확산 용액이 요오드 이온을 함유한 탈염수이면 탈염수를, 요오드 이온

을 함유한 0.1 M NaCl 용액이면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지 않은 0.1 M NaCl 용액을

각각 사용하였다. 확산 셀 및 지지대의 구조 및 제작 도면은 그림 2.41과 같다.

확산 셀 본체는 폴리 아크릴레이트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시료 링은 스테인

레스 스틸로 제작하였으며 내경은 50 mm, 외경은 70 mm 이다. 금속 필터는 스테

인레스 스틸 재질로 직경 50 mm, 두께 3.2 mm, 평균 기공 25 μm 인 것을 사용하

였다. 확산 셀 본체에는 직경 3.2 mm인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관을 용액이 흐르

도록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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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g/cm3 Ag2O, wt/wt% 확산 용액
요오드 이온 농도

mg/L

시료 #1 1.41 무첨가 탈염수 100

시료 #2 1.41 0.0064 탈염수 100

시료 #3 1.41 0.0468 탈염수 100, 1,000

시료 #4 1.41 무첨가 탈염수 100 ～ 1,000

시료 #5 1.41 0.0128 탈염수 100, 1,000

시료 #6 1.41 무첨가 0.1 M 100 ～ 1,000

시료 #7 1.41 0.01 0.1 M 100 ～ 1,000

시료 #8 1.60 무첨가 0.1 M 100 ～ 1,000

시료 #9 1.60 0.0064 0.1 M 100 ～ 1,000

시료 #10 1.60 0.0128 0.1 M 100, 1,000

표 2.6. 실험에 사용한 압축 벤토나이트와 실험 조건

그림 2.41. 확산 셀 및 지지대의 구조 및 제작 도면.

2) 실험 조건

건조 밀도가 1.41 g/cm3 과 1.60 g/cm3인 압축 벤토나이트를 참고 물질로 하고,

Ag2O를 0.0064 ～ 0.0468 wt/wt% 함유한 압축 벤토나이트를 제조하여 비교 실험하

였다. 사용한 압축 벤토나이트와 실험 조건은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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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11 1.41 0.0081 탈염수 100

시료 #12 1.41 0.01 탈염수 100

3) 결과 및 고찰

확산 용액으로 요오드 이온을 함유한 탈염수를 사용하여 밀도 1.41 g/cm3 인 압

축 벤토나이트 세 종류(표 2.6, 시료 #1, 2, 3)와 네 시료(표 2.6, 시료 # 4, 5, 11 12)

를 추가로 제조하여 확산 실험을 한 최종 결과를 그림 2.4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

에서 Ag2O를 첨가함에 따라 뚜렷이 요오드 이온이 벤토나이트층을 통과하는 시간

이 지연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지연 시간(te), 유효 확산계수(De), 겉보기 확산

계수(Da)를 표 2.7에 나타내었다.

시료

번호
압축 벤토나이트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 농도 (100 mg/L)
지연

시간(te)

day

유효

확산계수(De)

m2/s

겉보기

확산계수(Da)

m2/s

시료 #1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2.1 2.4 x 10-12 4.4 x 10-11

시료 #4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0.4 2.7 x 10-12 2.2 x 10-10

시료 #2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064

wt/wt%)

12.0 3.1 x 10
-12

7.9 x 10
-11

시료 #11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081

wt/wt%)

31.3 7.8 x 10
-13

3.0 x 10
-12

시료 #12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1 wt/wt%)
32.3 2.2 x 10-12 2.9 x 10-12

시료 #5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128

wt/wt%)

60.4 1.4 x 10-12 1.6 x 10-12

시료 #3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468

wt/wt%)

220.3 3.3 x 10-13 4.3 x 10-13

표 2.7. 압축 벤토나이트의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에 대한 지연 시간 및

확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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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 장기 확산.

Ag2O가 첨가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의 지연 시간(te)은 0.4 ～ 2.1일인 데 반

하여 Ag2O가 0.0064, 0.0128, 0.0468 wt/wt% 첨가됨에 따라 지연 시간(te)은 12.0,

60.4, 220.3 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정상 상태에 도달한 후 얻어지는 유효 확산계수

는 Ag2O 0.0064, 0.0128 wt/wt%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에서는 Ag2O를 첨가하지 않

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비슷하였으나 0.0468 wt/wt% 첨가 벤토나이트의 유효 확산

계수는 이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밀도 1.41 g/cm3인 압축 벤토나이트에 대하

여 요오드 이온 농도 100 mg/L인 용액으로 확산 실험을 한 다음, 정상 상태에 도

달하였을 때 요오드 이온 농도를 200, 400, 700, 1,000 mg/L로 각각 증가시키면서

각 농도에서의 유효 확산계수를 구하여 표 2.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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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압축 벤토나이트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 농도, mg/L

유효 확산계수(De)

m2/s

시료 #4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100 2.7 x 10-12

200 2.5 x 10-12

400 5.8 x 10-12

700 1.1 x 10-11

1,000 1.6 x 10-11

시료 #2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064 wt/wt%)

100 3.1 x 10-12

1,000 7.5 x 10-11

시료 #5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128 wt/wt%)

100 1.4 x 10-12

1,000 7.5 x 10-11

시료 #3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468 wt/wt%)

100 3.3 x 10-13

1,000 1.6 x 10-11

표 2.8. 탈염수 중 요오드 이온 농도에 따른 유효 확산계수 변화

확산 용액으로 0.1 M NaCl 용액 사용하여 밀도 1.4 g/cm3 인 압축 벤토나이트

두 종류(표 2.6, 시료 #6, 7)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는 확산 용액으로 탈염수를 사용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0.01 wt/wt%를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는 Ag2O를 첨가하

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에 비하여 요오드 이온의 누출이 지연되었다. 표 2.9에 이

결과로부터 구한 지연 시간(te), 유효 확산계수(De), 겉보기 확산계수(Da)를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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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번호
압축 벤토나이트

밀도

g/cm3

0.1 M NaCl 용액 중

요오드 이온 농도 (100 mg/L)

지연

시간(te)

day

유효

확산계수(De)

m2/s

겉보기

확산계수(Da

)

m2/s

시료 #6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1.41 1.6 1.7 x 10-11 5.8 x 10-11

시료 #7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1

wt/wt%)

1.41 9.1 3.3 x 10-11 1.0 x 10-11

시료 #8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1.60 1.3 8.7 x 10-12 7.0 x 10-11

시료 #9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064

t/wt%)

1.60 11.5 4.9 x 10-12 8.3 x 10-12

시료

#10

압축 벤토나이트

(Ag2O 0.0128

t/wt%)

1.60 23.6 3.7 x 10-12 4.3 x 10-12

표 2.9. 0.1 M NaCl 용액 중 요오드 이온에 대한 지연 시간 및 확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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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g/cm3
Ag2O

wt/wt%

확산 용액

(요오드 이온 농도

100 mg/L)

추정

지연 시간

압축 벤토나이트

1.41 무첨가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5 ～30 년

1.41 0.0064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170 년

1.41 0.0081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440 년

1.41 0.01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450 년

1.41 0.0128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850 년

1.41 0.0468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 M)
3,080 년

압축 벤토나이트

1.41 무첨가
0.1 M NaCl 용액

(이온 강도 0.1 M)
20 년

1.41 0.01
0.1 M NaCl 용액

(이온 강도 0.1 M)
130 년

압축 벤토나이트

1.60 무첨가
0.1 M NaCl 용액

(이온 강도 0.1 M)
20 년

1.60 0.0064
0.1 M NaCl 용액

(이온 강도 0.1 M)
160 년

1.60 0.0128
0.1 M NaCl 용액

(이온 강도 0.1 M)
330 년

표 2.10. Ag2O 첨가량에 따른 50 cm 압축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 지연 시간

표 2.10에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확산 용액 중 요오드 농도가 100

mg/L이고, 압축 벤토나이트의 두께가 50 cm 일 때 Ag2O 첨가량에 따른 지연 시간

을 구하여 나타내었다. 확산 용액에 따른 Ag2O 첨가량과 시간 지연과의 정량적인

관계는 앞으로 더 많은 실험과 분석이 필요하다.

4) 연구 결과

Ag2O를 첨가하여 압축한 Ag2O 첨가 벤토나이트에 대하여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 지연 효과와 확산 이동 특성을 관통 확산법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마찬가지로 요

오드 이온이 확산에 의하여 이동하며,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에

비하여 벤토나이트층에서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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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 이온에 대한 통과 시간 지연은 확산 용액을 탈염수로 사용하였을 경우와

0.1 M NaCl 용액을 사용하였을 경우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탈염수를 확산 용액으

로 사용하였을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온 강도가 0.1 M인 경우에는 탈염

수에 비하여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Ag2O의 첨가와 시

간 지연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요

오드 농도 측정에 이온 선택 전극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따른 요오드 이온의 측정

한계로 인해 확산 용액 중 요오드 이온 농도를 100 mg/L로 높여 실험하였기 때문

에 실제 이보다 낮은 농도에서의 Ag2O의 첨가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요오드 이온의 농도와 Ag2O 첨가량에 따른 요오드 이온의 통과 지연 효과

를 정량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확산이 정상 상태에 도달한 후 얻어지는 유효 확산계수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의 경우, 기존 문헌에 보고된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한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유효 확산계수는 대부분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다만, 확산 용액이 탈염수인 경

우 Ag2O 첨가량 0.0128 wt/wt%인 압축 벤토나이트의 유효 확산계수는 Ag2O를 첨

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확산 용액

이 0.1 M NaCl 용액인 경우, 밀도 1.60 g/cm3 인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에서

는 Ag2O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 확산계수 값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도 앞으로 더욱 정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나. 열적 성능 향상 방안

처분용기와 완충재로 구성된 공학적방벽 설계의 가장 큰 인자는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온도가 100°C가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완충재의 화학적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는다[2-13,2-14]. 또한 처분시설 운영기간

중 이 온도를 초과하면 처분용기 표면에서 지하수의 증발에 따른 염분 농도의 증가

로 인해 처분용기의 부식이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2-15]. 이와 같은 이유

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처분시설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계인자로 처분용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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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 사이의 온도를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 국가들이 Na-벤토나이트를 완충재로 선정하여 공학적방벽을

설계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경주에서 생산되는 국산 Ca-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완충재 설계를 하고 있다. 경주산 Ca-벤토나이트의 열전도도는 화강암반의 열전도

도 2.8 W/m°C보다 낮은 1.0 W/m°C 이하이다.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발열

량에 맞추어 처분용기 표면 온도가 100°C가 넘지 않도록 처분터널 간격과 처분공

간격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설계 절차를 살펴보면, 처분부지가 확보된 후 완충재

의 열적 성능이 처분장 효율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완충재의 열적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가지 첨가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2-16] 완충재 물질로서 70% Kunigel VI 벤토나이트와 30% 모래를 혼합하여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벨기에[2-17]에서는 완충재에 모래와 그라파이트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2-18] 완충재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로서 건조밀도, 초기함수율, 모래와 그라파이트 첨가 비율을 변화하며 열

전도도를 측정한 바 있다.

완충재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고자 모래와 같은 물질을 첨가할 경우, 완충재

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인 지하수 침투를 억제하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과

제에서는 전 단계 연구를 통해 완충재에 첨가재를 혼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중 구조 완충재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금번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체

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중 구조 완충재의 효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의

완충재를 이중 구조로 개선한 후 외부 완충재로는 순수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기존

완충재를 이용하며, 내부 완충재로는 열 전달 성능을 향상시킨 완충재를 이용함으

로써 지하수 침입을 억제하는 고유 기능을 유지한 채로 완충재의 열적 성능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열적 성능 분석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는 기존 방법을 보완한 해석적 방법을 개발하였다.

1) 이중 구조 완충재 개념

국산 벤토나이트 특성을 반영하여 건조밀도 1.6 g/cm3 인 완충재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건조밀도의 완충재의 열전도도는 1.0 W/m°C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완

충재의 열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래와 그라파이트를 첨가하였다.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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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그라파이트 5w%, 모래 30w%를 혼합할 경우 열전도도를 2.0 W/m°C로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중구조 완충재의 개념도를 그림 2.43에

나타내었다.

그림 2.43. Concept of a double‐layered buffer.

2) 열적 성능 해석

수치해 계산 결과에 따르면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최대 온도는 처분용기 중

심선을 따라 발생한다. 단일 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와 이중구조 완충재를 이

용할 경우에 따른 최대 온도 차이만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잡한 3차원 유한

요소 수치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간단한 해석적 방법이 효율적으로 가능함을 시사

한다. 특히 처분 후 100년 이내에 주변 암반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

하면, 정상 상태에서의 해석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처분용기와 완충재를 긴

실린더로 가정하고 중앙부에서의 해석해만 필요하면 실린더 좌표계에서 그림 2.44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열 발생량과 주변 암반의 온도가 일

정하다면, 해석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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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2

krr
TT

L
q 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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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
q0

은 정상 상태 linear heat source [W/m],

T1 은 단일 완충재의 경우 처분용기 표면 온도 [°C],

T2 은 이중구조 완충재의 경우 처분용기 표면 온도 [°C],

Tr 은 완충재와 주변 암반 사이의 경계면 온도 [°C],

k1 은 단일 완충재 열전도도 [W/m°C],

k2 은 이중구조 완충재의 내부 완충재 열전도도 [W/m°C]이다.

본 보고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2가지 완충재의 사용에 의한 온도

차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식(4)와 식(5)에서 2가지 경우 암반의 온도가 동

일하다면, 서로 다른 완충재의 이용에 따른 온도 차이를 다음 식(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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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이중구조 완충재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해 설정한 경우에 대한 완충재의 열적 특성

은 표 2.9에 주어진 바와 같다. 5가지 사례 분석에 대한 계산 결과를 그림 2.45에

나타내었다. 그림 2.45에서 기존의 단일 완충재와 이중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

열적 이득을 경우-1( Case-1)로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한 해석

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이중구조 완충재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해는

다중 구조 완충재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완

충재 최적 조건을 찾는 데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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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layered
buffer

Double‐layered
buffer

Remark

Case‐1

r1 = 101 cm

r0 = 51 cm

k1 = 1.0 W/m °C

r1 = 101 cm

r2 = 76 cm

r0 = 51 cm

k1 = 1.0 W/m °C

k2 = 2.0 W/m °C

Reference case

Case‐2

r1 = 101 cm

r0 = 51 cm

k1 = 1.0 W/m °C

r1 = 101 cm

r2 = 81 cm

r0 = 51 cm

k1 = 1.0 W/m °C

k2 = 2.0 W/m °C

Inner buffer is

increased by 5 cm

Case‐3

r1 = 101 cm

r0 = 51 cm

k1 = 1.0 W/m °C

r1 = 101 cm

r0 = 51 cm

k1 = 1.5 W/m °C

Homogeneous case

with the arithmetic

mean of the thermal

conductivities

Case‐4

r1 = 111 cm

r0 = 41 cm

k1 = 1.0 W/m °C

r1 = 111 cm

r2 = 76 cm

r0 = 41 cm

k1 = 1.0 W/m °C

k2 = 2.0 W/m °C

Japanese buffer [2-4]

Case‐5

r1 = 87 cm

r0 = 55 cm

k1 = 1.0 W/m °C

r1 = 87 cm

r2 = 71 cm

r0 = 55 cm

k1 = 1.0 W/m °C

k2 = 2.0 W/m °C

Swedish buffer [2-14]

표 2.9. Comparison of the thermal properties for the test cases

그림 2.44. Schematic view of single‐layered buffer and double‐layered buffer

for the analytic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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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Illustration of the analytical solution for several cases.

3) 연구 결과

고준위폐기물의 지층처분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의

하나는 열적 성능이다. 처분시스템의 열적 성능은 열전도도가 가장 나쁜 완충재의

열적 성능이 좌우하며, 열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첨가재가 시험되었다.

건조밀도 1.6 g/cm
3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모래와 그라파이트를 혼합한 결과

열전도도를 2.0 W/m°C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에서의 설계

기준의 하나는 처분용기와 완충재 경계에서의 최고 온도를 100°C 미만으로 유지하

는 것이다. 완충재에 모래와 그라파이트를 혼합하여 열전도도를 향상시킬 경우 모

래의 첨가에 따라 완충재의 수리적 성능이 악화되는 현상이 예상되어 완충재 구조

를 이중으로 하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외부 완충재는 기존의 순수 벤토나이트

압축 완충재를 그대로 사용하며, 내부 완충재로는 열전도도를 향상시킨 모래와 그

라파이트가 혼합된 완충재를 사용하는 개념이다.

제안된 개념에 대해 3차원 유한요소 프로그램(NISA)을 활용하여 열적 성능을 기

존 완충재와 비교한 결과 약 7°C 정도의 열적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이중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 값비싼 벤토나이트의 이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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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었다. 다양한 조건의 완충재를 대상으로 이중구조 완충재 효과를 효율적으

로 분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해석해를 유도하고, 기존의 수치적 방법과 비교하

였다. 해석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완충재를 대상으로 이중구조 완충재의 성

능을 계산하였으며, 계산 결과 완충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중구조 완충재의 열

적 성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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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 예비 개념설계

고준위폐기물은 직접처분 주기의 경우는 사용후핵연료가 처분대상이 되며, 순환

핵연료 주기의 경우는 악티나이드/핵분열 생성물 등을 함유하는 폐기물이 처분대상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CANDU형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 직

접 처분하고, 재활용 가능물질이 많은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는 고온건식 활용공정

을 거쳐 발생하는 폐기물을 세라믹으로 고화하여 처분하는 개념을 고려한 복합처분

시스템에 대한 예비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에는 하나

로 사용후핵연료와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에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에 대한 처분

도 고려하였다.

1. 처분터널 주변 암반 물성

가. 기본 물성

본 개념설계를 위한 심지층 환경에서의 처분터널 주변 암반물성은 KURT 주변

물성 측정값을 활용하였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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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Min Max S.D.

비중 2.65 2.55 2.74 0.043

탄성계수(105 kg/cm2) 5.62 2.88 10.1 2.1

포아송비 0.2 0.14 0.35 0.042

단축압축강도(kg/cm2) 932 350 1580 309

공극률(%) 0.747 0.07 1.87 0.384

P 파 속도(m/sec) 4,666 3,270 5,950 429

S 파 속도(m/sec) 2,449 1,980 2,880 189

인장강도(kg/cm2) 105 70 140 23

열팽창계수

(microstrain/oC)

20-50 oC 6.77 2.03 10.36 1.795

50-100 oC 8.45 3.83 12.1 1.624

100-150 oC 9.98 5.94 14.5 1.61

표 3.1. KURT 주변 물성 측정값

나. 터널 및 처분공 주변 손상대

- 터널 주변(터널 바닥 포함) 손상대는 보수적으로 1.5 m 적용.

- 손상 구간의 강도(단축압축강도, 전단강도, 마찰각, 인장강도)나 변형계수는

기본 물성의 절반(50%)으로 가정함.

- 손상구간에서의 포아송비나 밀도는 무결암과 동일한 값(기본값) 이용.

- 처분공 주변 손상대: 보링 머신을 이용한 굴착이 예상되어, 처분공 주변 손상

대는 무시함.

다. 수리 특성

- KURT 주변 주요 단열대 분포는 그림 3.1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수리지질

모델의 수리지질 단위 요소와 수리지질 모델 요소별 수리전도도 단열대 분류

결과 및 수리지질 모델 요소별 수리전도도는 표 3.2 및 표 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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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KURT 주변 지역의 단열대 분포 (2차원).

No 단열대 두께(m) Order 분류 결과 단열대 명칭

1 YS1_104F 14 2 Class A FZ2A-1

2 YS1_433F 17.3 2 Class A FZ2A-2

3 YS2_106F 18.5 2 Class A FZ2A-3

4 YS6_70F 11-20 2 Class A FZ2A-4

5 KP1_75F 65.9 2 Class S FZ2S-1

6 KP1_120F 12.5 2 Class A FZ2A-5

7 KP1_177F 14.0+ 2 Class A FZ2A-6

8 DB1_213F 17.32 2 Class A FZ2A-7

9 DB1_241F 5.6 2 Class B FZ2B-1

10 L1 1 or 2 Class S
(expected)

FZ2S-2

표 3.2. KURT 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대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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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모델요소 수리지질모델요소 수리전도도(m/sec)

토양층 및 상부풍화대 HSD 1.5E-07

상부 저경사 단열대 LAFD 1.05E-07

단열대 HCD

FZ2S-1 3.17E-07

FZ2S-2 4.36E-7 (expected)

FZ2A-1 2.57E-09

FZ2A-2 1.69E-09

FZ2A-3 5.49E-09

FZ2A-4 6.31E-07

FZ2A-5 4.57E-07

FZ2A-6 1.32E-06

FZ2A-7 8.78E-06

FZ2B-1 7.95E-06

기반암 HRD 4.3E-10

표 3.3. 수리지질 모델 요소별 수리전도도

라. 지열구배

DB-01 공내 지하수의 수온을 측정한 결과 200~220 mabh를 기준으로 0~200

mabh (지표면 근처 혼합대 제외), 220~500 mabh 구간에서 두 개의 구배로 분석된

다.

- 0~200 mabh: Temp (℃) = 0.013 (thermal gradient)(℃/m) × Depth (m) + 16.45 (℃)

- 220~500mabh: Temp (℃) = 0.022 (thermal gradient)(℃/m) × Depth (m) + 14.12 (℃)

마. 단열대 방향성

단열의 방향성 분석은 시추공 단열조사(BHTV) 자료를 바탕으로 Dips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심부시추공(DB-01)의 500m에 대한 시추공 단열조사 결과, 1270개의

단열에 대한 정보가 얻어졌으며 물리검층과 코아로깅 및 코아사진로 확정된 8개의

단열대를 Dip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테레오망에 투영함으로써 단열들의 유사성과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NS, EW, NW 방향의 고경사 단열대

및 저경사 단열대로 구분되었으며, 총 8개의 단열대에서 NW 방향이 5구간, EW 방

향이 2구간, NE 뱡향이 1구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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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3-1]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각

구성요소별 설계조건 및 설계입력, 선원항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1) 설계조건 및 설계입력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냉각 기

간, 처분용기 구성 및 용량, 완충재 특성 및 암반 등에 대한 설계조건은 아래와 같

다.

• CANDU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8100MWD/MTU, 30년 냉각

• CANDU 처분용기 (Canister):

- Nodular Cast Iron + 저온분사 구리코팅(10 mm)

- 용량: CANDU 사용후핵연료 60번들용 바스켓 4단

- Canister dimension: D 1,280 mm x H 2,745 mm(Shoulder 85 mm 포함)

• 완충재: 경주 벤토나이트(KJ-bentonite, 칼슘 벤토나이트)

• 암 반: KURT 주변 암반 (화강암반)

• 처분터널/처분공: KBS-3V Type

주요 구성별 열량특성은 시스템 설계를 위한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 Canister당 발열량: 191.44 W/basket×4 basket/canister=765.77 W/canister

2) 선원항(폐기물 특성, 예상 발생량, 붕괴열, 주요 핵종 방사능 변화)

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3-2]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국내에서 중수로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 계획은 없으며, 이를 근거로 중수로 4기를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연도별 발

생량 및 누적량을 그림 3.2와 같이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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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측.

나) 사용후핵연료 특성

2007년까지 발생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방출연소도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월성원전 전호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방출연소도의 평균

값은 6,987 MWd/MtU, 표준편차는 1,167로 나타났으며, 방출연소도에 있어 증가추

세 또는 감소추세 같은 특이한 경향은 없었다. 표 3.4에 각 호기 및 월성 전호기를

대상으로 통계분석한 방출연소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을 나타내었다.

Wolsong Unit
Discharge Burnup Distribution (MWD/MtU)

Mean Standard Deviation

Unit 1 6,923 941

Unit 2 7,005 1,123

Unit 3 6,858 1,249

Unit 4 7,010 1,188

Total 6,987 1,167

표 3.4. Burnup Distribution for Spent Fuels in Wolsong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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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 사용후핵연료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방사선량 계산을 위해 먼저 기준 핵연료

를 설정하고 30년 동안 냉각된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기초적인 정보를

ORIGEN-ARP를 통하여 구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기

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표연소도 선정이 필요한데, 평균값에서 단일방향으로 1σ 

유의수준을 설정하면 기준 사용후핵연료는 84%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대표 연소도

는 8,100 MWd/MtU로 선정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및 계

산 조건은 표 3.5와 같다.

항목 내용

연료 종류 CANDU 37

초기농축도 0.711 wt% (natural uranium)

비출력 23.668 MW/MtU

기준연소도 8,100 MWd/MtU (342 days)

냉각기간 30 years

사용된 프로그램 ORIGEN-ARP 5.00 (2004년)

표 3.5.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및 계산 조건

라)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및 붕괴열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중요한 핵종들의 방사능 및 붕괴열을

ORIGEN-ARP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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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준 CANDU 사용후핵연료 핵종별 방사능과 붕괴열.

3) 처분 시스템 예비개념설계

가) 처분용기

처분시스템 설계조건에 따른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는 수송시스템 및

적재 열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번들 60다발용 Basket 4개를 적재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 외압 조건: 지하수압(5 MPa), Bentonite 팽윤압: 7 MPa

• 내압 조건 : 운반 및 임시저장 시 0.1 MPa의 내압 (PI - PO = 0.1 MPa)

• 재료 강도 : 주철용기 항복응력 250 MPa

• 재료 재질 : 내부 용기 - Nodular cast iron(GCD400-15), 상하판(SGV450),

• 구리 용기: 1 cm 두께 저온분사 코팅, 상하부 3 cm 두께 단조판

나) 완충재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스템을 위한 완충재의 성능기준 및 국내에서 생산되

는 완충재료인 경주 벤토나이트의 물성값은 표 3.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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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단 위 성능 기준 KJ-Bentonite 물성

Dry Density Mg/m3 > 1.6
Hydraulic Conductivity m/s < 10-12 3 x 10-13

Swelling Pressure MPa < 15 3
Mechanical Properties

-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MPa > 4.9 5.0
- Young's modulus x 102 Mpa > 5.9 5.9
- Poisson's ratio 0.05 ~0.21 0.18
- Cohesion kPa 500 ~1000 1000
- Internal friction angle degree 27~37 37
- Coefficient of consolidation m2/yr 0.018~0.115 0.018

Thermal conductivity W/m oK > 0.8 0.8
Organic carbon content wt% < 0.3
Specific heat kJ/kg K 1.0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K 2.5 x 10-4

Suction potential MPa 50
Coefficient of volume

compressibility
M2/MN 0.021

Compression Index 0.14

표 3.6. 완충재 성능기준 및 경주 벤토나이트 물성값 [3-1]

본 보고서에서는 두께 설정인자를 핵종 유출 저지능에 따른 벤토나이트 두께 범

위[3-5]를 설정한 후 열적 성능 및 역학적 성능을 고려하였다.

• 두께 설정

- 처분용기와 처분공 벽면 간격: 400 mm로 설정

- 벤토나이트 블록 Dimension: 디스크형 블록(D 2,020 mm x H 500 mm), 환

형 블록(OD 2,020 (ID 1300) mm x H 500 mm)

다) 처분 모듈: 처분공 및 처분터널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수직처분방안 처분모듈로서 처분공과 처분

터널 개념을 설계하였다.

• 처분공 설계

- 처분공 직경: 2,080 mm

- 처분공 높이 : 7,990 mm

- 처분공 당 굴착량 : 27.1 m3

- 처분공 당 벤토나이트 량 : 18.4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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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터널 설계 (그림 3.4)

- 처분터널 폭 : 3,900 mm

- 처분터널 높이 : 4,100 mm

- 처분터널 단면적 : 14.21 m2

그림 3.4. 처분용기 취급 장비를 고려한 처분터널 규모 산정 [3-6].

나. HANARO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3-3]

하나로 사용후핵연료는 CANDU 사용후핵연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부지하에 직

접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 설계 조건 및 설계 입력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준 사용후핵연료, 이에 대한 처

분용기, 완충재 등 공학적방벽 및 자연방벽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준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100 GWD/MTU, 30년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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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 Nodular Cast Iron + 저온분사 구리코팅(10 mm)

- 용량: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60번들용 바스켓(OD 1,067 mm×1,022 mm) 1단

- Canister dimension : D 1,280 mm × H 1,530 mm(Shoulder 85 mm 포함)

또한, 열적 특성은 처분용기당 열량을 다음에 기술하였다.

• 연소도 100 GWD/MTU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회귀식

• 처분용기 당(바스켓 당) 발열량: 36 봉(268.83 W/basket), 18 봉(154.09

W/basket)

• 처분공 당 발열량 :

- 36 봉 : 268.83 W/canister × 3 cani./처분공 = 0.81 kW/처분공

- 18 봉 : 154.09 W/canister × 3 cani./처분공 = 0.47 kW/처분공

2) 선원항

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하나로 원자로의 주기는 23～28일이며, 연간 9주기로 운영하고 있다. 노심에는

36봉 핵연료집합체가 20개, 18봉 핵연료집합체가 12개 장전되어 운영 중이며, 각 주

기가 끝날 때마다 36봉 핵연료집합체 3개, 18봉 핵연료집합체 2개, 즉 5개의 다발을

교체한다. 연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36봉 핵연료집합체가 27개, 18봉 핵연료집

합체가 18개로 총 45개이다.

○ 연간 10주기 운전 (28일운전, 일주일 재장전)

○ 주기당 36봉 핵연료집합체 3개, 18봉 핵연료집합체 2개가 방출(총 5다발 방출)

○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냉각풀 중 TRIGA 사용후핵연료 공간은 36봉 핵연료집합

체 저장 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

○ 연간 89 kg(우라늄 기준) 사용후핵연료 발생

○ 2005년 시점부터 17년 추가 운전하여 2022년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

가 예상되므로 이때까지만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2022년말 기준 예상 발생량은 36봉 사용후핵연료집합체 713다발, 18봉 사용후핵

연료집합체 432다발로, 총 1,145다발이며, 이의 질량은 약 2.1톤이다. 하나로의 예

상수명을 고려할 때, 2022년에 운전종료는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하고 현실성이 없으

므로 현재의 저장용량을 1.6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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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공간의 조밀 격자화도 고려하고 있다. 확장하는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를 고

려할 때, 최종 예상 발생량은 약 3톤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사용후핵연료 특성

핵연료는 고밀도의 U3Si 입자가 고순도의 알루미늄 기지(matrix)에 분산된 형태

로서 61.4w/o의 U3Si와 38.6w/o의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합물 U3Si는

3.96w/o의 Si을 함유한다. 핵연료의 농축도는 높은 중성자속을 얻기 위해 저농축우

라늄의 한계치인 19.75w/o가 사용된다. 하나로는 두 종류의 핵연료집합체를 사용

하는데, 육각형의 유동관에 장전되는 36봉 핵연료 집합체는 18개의 축소핵연료봉과

18개의 표준 핵연료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통형 유동관에 장전되는 18봉 핵연

료 집합체는 18개의 표준핵연료봉으로 구성된다.

발전용 상업로와 비교하여 핵연료 측면에서 특징은 높은 중성자속을 얻기 위해

저농축우라늄의 한계치인 19.75%의 농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길이가 70

cm로 매우 작다는 것이다. 또한, 핵연료집합체 한 개당 우라늄 장전량이 상업로의

경우 430 kg 정도이나, 하나로 핵연료의 경우 1∼ 2 kg 정도로 매우 작다.

항목 내용

연료 종류 HANARO 36 pin

초기농축도 19.75 wt%

기준연소도 100,000 MWd/MtU

냉각기간 30 years

사용된 프로그램 ORIGEN-ARP 5.00 (2004년)

표 3.7.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및 계산 조건

다) 기준 사용후핵연료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방사선량 계산을 위해 먼저 기준 핵연료

를 설정하고 30년 동안 냉각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기초적인 정보를

ORIGEN-ARP를 통하여 구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및 계

산 조건은 표 3.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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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및 붕괴열

방출연소도의 기준 값은 하나로에서 방출된 사용후핵연료가 갖는 연소도를 분석

하여 보수적인 값을 선정하였으며, 최근 선진국들의 처분장 안전성 평가 시에 적용

되는 시간이 백만 년인 것을 감안하여 100만년까지 방사능 및 붕괴열을 그림 3.5와

같이 평가하였다.

그림 3.5.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주요 핵종별 방사능과 붕괴열.

3) 처분 시스템 예비개념설계

가) 처분용기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는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60다발용 Basket 1개를 저

장하는 심지층처분용기로 설계하였다.

처분용기 설계는 선원항으로부터 도출한 붕괴열 회귀식과 심도 500 m에서의 처

분환경을 고려한 하중을 적용하여 설계 계산을 수행하였다.

나) 완충재

완충재는 CANDU 사용후핵연료 시스템과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다) 처분 모듈 : 처분 공 및 처분터널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있어서의 처분터널 주변 환경은 CANDU 사

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서와 동일하게 KURT 주변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 처분공 설계

- 처분공 직경 및 높이: 2,080 mm, 7,09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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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공 당 굴착량 : 24.1 m3

- 처분공 당 벤토나이트 양 : 16.64 m3

• 처분터널 설계

- 처분터널 폭과 높이: 3,900 mm, 4,100 mm

- 처분터널 단면적: 14.21 m2

3.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가. 파이로 공정 물질 수지 분석

10 MTHM을 기준으로 폐기물량을 분석하였다. 핵종 구성을 근거로 하여 세라

믹 Matrix의 소요량과 해당 밀도를 산출하였다(표 3.8).

　

Metal

Waste

LiCl-KCl

Ceramic

Waste II

(Mozanite)

Off-gas

Ceramic

Waste(Tc, I)

LiCl

Ceramic

Waste I

(SAP)

Off-gas

Ceramic

Waste(Cs)

Nuclides 64.397 117.112 82.454 36.976 47.119

Matrix 　 528.917 373 2510.928 271.552

LiCl 　 　 　 297.814

O2 　 18.827 - 　

Clad 2560 　 　 　

SS added 512 　 　 　 　

Sum(kg) 3136.397 664.856 455.454 2845.718 318.672

Density

(g/cm3)
6.71 3.57 1.65 2.37 2.74

Volume(L) 467.421 186.234 276.033 1200.725 116.304

Heat (W) - Ÿ 297 0.06 Ÿ 2,597 Ÿ 3,253
Heat density

(W/L)
- 1.59 0.00022 2.16 27.97

표 3.8. Pyro 공정 주요 폐기물량 추정 및 열량표 (10 MTHM 기준) [단위 : kg]

이상과 같이 최종적으로 산출된 폐기물의 주요사항을 표 3.9에 정리하였다. 폐

기물은 크게 장반감기를 가지는 폐기물과 단순 고방열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장반감기를 가지는 폐기물은 TRU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Metal 폐기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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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l-KCl 공용융염에서 나온 Ceramic Waste II가 이에 해당된다.

표 3.9. Pyro-Process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따른 분류표

나. 복합폐기물 처분개념 방안

복합폐기물 처분 개념은 200 m에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금속 폐기물 처분 및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의 저장 후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심도 500 m에 장반감기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1) 금속 폐기물 처분

금속 폐기물은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등으로서 금속 재

활용을 고려한 잉곳 방안과 초고압으로 압축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금속

폐기물을 잉곳 금속폐기물용 포장용기 및 이를 적재한 처분용기(i-MDP2)에 대한

처분개념은 다음과 같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인 26,000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파이로 공정을 거치며 발생하는 잉곳 금속폐기물 블록의 수는 230,620

개이며, 5개 블록씩 포장용기에 포장하므로 총 포장용기의 수는 46,124 개다. 따라

서 폐기물 포장용기를 처분용기에 3열 3줄의 9개를 2단으로 처분용기에는 18개 포

장용기씩 적재하므로, 총 2,560 개의 i-MDPs가 발생된다.

2)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

세라믹 고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은 26,000 톤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 처리로

부터 15,600개의 포장용기가 발생되며, 각 포장용기 당 발열량은 2.0 kW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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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처분하기 위한 저장랙은 포장용기 6개를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므로 총 2,600

개의 저장랙이 소요되며, 200 m 심도에 단면 8 m x 8 m, 길이 180 m(처분터널 입

구의 작업공간 및 플러그 공간 포함) 규모의 터널이 9 개 소요된다. Cs을 포함하

고 있는 세라믹 고화폐기물은 열 발생량이 매우 높으므로 심도 200 m 의 저장 및

처분터널에 장기간 동안 저장(약 300 년) 한 후 열과 방사능 준위가 낮아지면 중저

준위 폐기물로서 폐쇄하는 것이 폐기물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유리 고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은 26,000 톤의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처리하

면 62,400개의 포장용기가 발생되며, 각 포장용기 당 발열량은 0.25 kW이다. 이를

저장 처분하기 위한 저장랙은 포장용기 6개를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므로 총

10,400개의 저장랙이 소요된다. Sr을 포함하고 있는 단반감기 고방열 유리고화 폐

기물 또한 열발생량이 매우 높으므로 심도 200 m의 저장 및 처분터널에 장기간 동

안 뒷채움재를 채우지 않고 저장한 후, 열이 감소되고 방사능 준위도 낮아지면 중

저준위 폐기물로서 폐쇄하는 것이 폐기물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3) 고준위폐기물 처분방안-1

기본 개념은 폐기물을 저장-처분 겸용 용기에 적재하여 심도 500 m에 위치한 터

널에 약 100년 동안 개방된 상태로 저장한 후 방출열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

처분요건에 맞도록 폐쇄하여 처분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26,000톤에 대하여 기

준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총 1300 개의 SNDC 저장처분용기

는 심도 500 m에 위치한 처분터널에서 장기저장 및 처분된다(그림 3.6). 폐기물로

부터 발생하는 열량이 낮아지면 처분터널에 완충재 및 뒷채움재를 설치하여 최종

폐쇄하여 처분함으로써, 저장기간 동안의 폐기물 회수성을 향상시키고 처분효율을

높일 수 있다.



- 128 -

그림 3.6. 고준위폐기물 장기저장 후 처분방안(처분방안 I) 흐름도.

4) 공학적 벽 모듈(K-PEM) 처분: 고준위폐기물 처분방안-2

고준위폐기물 캐니스터를 처분심도 200 m에서 장기간(100 년) 동안 저장하여 붕

괴열이 감소되면, 2개 캐니스터 단위로 완충재와 일체화한 모듈개념을 도입하여 심

도 500 m에 최종 폐쇄하여 처분하는 개념이다. 폐기물 캐니스터, 완충재 및 티타

늄으로 구성된 모듈(K-PEM)에 대한 개념은 그림 3.7에 나타내었다.

그림 3.7. 공학적방벽 모듈(K-PEM) 개념.

5) 수직홀 (KBS-V) 처분: 고준위폐기물 처분 방안-3

기본 개념은 고준위폐기물 캐니스터를 6개씩 포장한 처분용기를 심도 200 m에서

장기간 저장하여 붕괴열을 적정한 수준으로 감소시킨 후, 기존에 사용후핵연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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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분하는 것을 가정하여 개발한 한국형 수직형 처분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개념이다.

다. 예비개념설계

1) 금속폐기물

가) 선원항

- 총량: 3,177 kg

- 밀도: 6710 kg/m3

- 부피: 0.4735 m3

나) 폐기물 용기

- 저장캔에는 5개의 압착물을 들어가도록 한다.

- 캔 두께는 5 mm이다.

- 캔 재질은 STS304L로 하며 상단 마개(외경310mm)는 용접에 의해 밀봉한다.

외경 300 mm

높이 710 mm

내경 290 mm

두께 5 mm

캔 무게 31.6 kg

총 무게 277.1 kg

캔 수요량 13 개

다) 처분용기

그림 3.8은 폐기물저장용기 및 금속폐기물 처분용기 개념도이다.

- L × W(1300 x 1300 mm)

: 320 × 3 (저장캔 Hole) + 70 × 2 (Hole 간격) + 100 × 2 (측벽)

- H : 1220

: 200 (Lifting) × 150 (하부차폐/구조) × 720 (Hole) × 150(상부 차폐/뚜껑)

- 비중 : 2.4 t/m3 (철근콘크리트)

- 부피 : 1.3 × 1.3 × 1.22 - (3.14 × 0.162 × 9) - 0.0767 =1.46421 m3

- 무게 : 1.46421 × 2.4 = 3.52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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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포함 : 3.52 + (0.28 x 9) = 6.04 ton

그림 3.8. 금속폐기물 저장캔 및 처분용기 개념도.

라) 처분터널

금속폐기물에 대한 처분용기를 기준으로 하여 심부지하에 처분하기 위한 금속폐

기물 처분터널 설계 인자 및 처분터널 설계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처분터널 폭 : 5,100 mm

- 처분터널 높이 : 4,800 mm

- 처분터널 단면적 : 23.2 m2

- 처분용기 적재부분 총 길이 = 470 m

- 터널 길이 : 250 m

- 소요터널 및 터널 간격: 소요터널(250 m × 2 개), 터널 간격(20 m)

2) 해체 폐기물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원자력시설 해체

시에 발생하는 금속폐기물도 초고압 압축 후 폐기물용기 및 처분용기에 적재하고,

이를 금속폐기물 처분 개념과 동일한 규모의 처분터널 및 공정 장비를 이용하여 처

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3) 세라믹고화 고준위폐기물

가) 선원항

표 3.10에 정련폐기물 물량을 나타내었다. 핵종의 총량은 약 117.8 kg으로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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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 형태로 채집되는 양은 137.3 kg이다. 산화물은 KAERI에서 개발한 산화-증

류-세라믹고화 과정을 통해 고화체(Monazite Ceramic)로 만들게 되며, 이때 들어가

는 세라믹 결합제의 양은 산화물의 4배 정도인 549.0 kg이다. 따라서 고화체의 총량

은 686.3 kg이 된다.

핵종 핵종 산화물 비고

TRU 0.140 TRU2O3 0.154 Pu2O3기준

REFP 113.432 Re2O3 132.3 Nd2O3기준

Cs 0.071 Cs2O 0.0753

Sr 1.125 SrO 1.33

Ba 3.046 BaO 3.4

핵종 117.82 산화물 137.26

결합제 549.04 산화물의 4배

고화체 총량 686.30

표 3.10. 정련폐기물 물량 분석표 (단위: kg)

나) 폐기물 저장용기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세라믹으로 고화시킨 고화폐기물을 저

장하는 용기는 용기 내적에 대한 고화체 내적은 약 87.2% 수준으로 하였다.

외경 318.5 mm

높이 819 mm

내경 310.5 mm

두께 4 mm

캔 무게 39.8 kg

총 무게 216.6 kg

용기 수요량 4 개

다) 처분용기

세라믹고화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는 발생하는 열을 고려하여 세라믹 고화폐기물

저장용기 7개를 2단으로 적재하도록 하여, 처분용기 1개당 14개의 저장용기를 수용

하도록 하였다(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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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처분용기 개념 및 적재 용량.

라) 완충재

완충재의 개념은 완충재 두께, 물성, 취급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개념에서

와 동일한 개념을 적용한다.

마) 처분 모듈: 처분 공 및 처분터널

세라믹 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단위처분모듈에 대한 개념도(그림 3.10)이다.

그림 3.10. 세라믹 고화폐기물 처분모듈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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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시스템 성능평가

가. 방사선량 평가

1)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3-4]

가) 방사선 평가 모델링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시스템 개념을 그림 3.11에

나타내었다.

그림 3.11.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먼저 37개의 핵연료봉으로 이루어진 핵연료 다발 60개를 바스켓에 담고, 다시

이 바스켓 4개를 1개의 캐니스터에 담는다. 또 다시 두 개의 캐니스터가 처분 공

에 수직으로 적재된 후에 벤토나이트 등의 채움재로 처분 공이 메워지게 된다. 그

림 3.12는 바스켓 내의 60개의 fuel bundle과 bundle 내의 핵연료봉을 모델링한 그

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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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바스켓 내의 61개 번들 모델링 (실제는 60개).

나) 바스켓 선량평가

ORIGEN-ARP를 이용하여 30년 냉각된 CANDU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1개에

대한 총 광자 생성률은 9.5E+14 [#/sec], 중성자 생성률은 3.5E+06 [#/sec]와 같이

구하였다. MCNP [3-5]를 이용하여 구하는 값은 방사선의 선속(flux)이므로 이를

선량으로 환산시켜줄 환산인자는 ICRP-74에서 권고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

은 선원을 바탕으로 MCNP를 이용하여 바스켓에 대한 선량평가를 그림 3.13과 같

이 상부, 측면, 하부에서 수행하였으며, tally 거리는 10 ㎝로 설정하였다.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관한 규정 [3-6]과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에 적용된 기

준 [3-7]에 의하면 표면에서의 선량이 각 방향에 대하여 2 m㏜/hr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본 계산에 의하면 바스켓 내에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 60개를

넣었을 경우 바스켓의 표면에서 위의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선량값을 갖게

되며, 이는 바스켓의 취급시 별도의 차폐시설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각 세가지 방향의 선량이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는 것이며, 이는 바스켓 재

질의 두께가 각 방향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7.10E+02 3.16E+06 3.16E+06

측면 5.37E+02 2.14E+06 2.14E+06

하부 3.90E+02 2.71E+06 2.71E+06

단위: re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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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CANDU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Tally 위치.

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선량평가

그림 3.14는 처분용기를 MCNP로 모델링한 것이다. 1개의 처분용기에는 4개

의 바스켓이 적재되므로 처분용기의 쇼울더 부분을 포함하여 최외곽에는 구리코팅

두께를 모사하였고, 그 내부에는 주철을 모사하였으며, 다시 그 안에는 4개의 바스

켓이 적재되어 있는 모습을 모사하였다. 처분용기의 상부, 하부 및 측면 10cm 거

리에서의 선량을 아래 표와 같이 구하였다.

그림 3.14.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MCNP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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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4.83E-3 1.59E-3 6.42E-3

측면 2.78E-0 4.55E-3 2.78E-0

하부 1.49E-2 1.60E-3 1.65E-2

단위: rem/hr

처분용기에 4개의 바스켓을 넣었을 경우 처분용기의 상부 및 하부의 선량은

기준치인 2 m㏜/hr를 넘지 않지만, 측면에서의 선량은 상대적으로 기준치를 상회하

는 높은 값을 갖는다. 이는 처분용기의 내부 구성물질인 주철의 두께가 상/하부에

서는 18 cm에 이르러 대부분의 선량을 차폐하는 반면, 측면에서는 9.5 cm 정도로

거의 절반 두께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바스켓 선량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스켓의 선량은 세 가지 방향에 대해 거의 고른 값을 갖기 때문

에 주철의 두께가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용기

의 상/하부와 같이 낮은 선량을 측면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측면의 주철두께를

더욱 두껍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라) 완충재 흡수선량평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에는 2개의 처분용기가 적재되므로, 선원은 총

8개의 바스켓으로 계산하였다. 2개의 처분용기 주변에는 완충재가 놓이게 되고 그

밖으로는 암반이 존재한다.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흡수선량률이 1 Gy/hr를 초과하

면, 방사분해가 일어나 산화물을 만들고, 이 산화물은 처분용기를 부식시키게 된다.

따라서 CANDU 처분공내의 벤토나이트의 흡수선량률(absorbed dose)을 벤토나이트

1 cm층에 대해서 구하였다. 계산결과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내의 최내부

벤토나이트층이 흡수하는 방사선량은 제한치보다 훨씬 작았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측면 3.93E-2 6.34E-7 3.93E-2

단위: Gy/hr

2)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가) 방사선 평가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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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개념을 그림 3.15에 나타내었다.

그림 3.15.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개념

먼저 36개의 핵연료봉 번들 60개를 바스켓에 담고, 다시 이 바스켓 1개를 1개

의 캐니스터에 담는다. 또 다시 세 개의 캐니스터가 처분 공에 수직으로 적재된 후

에 벤토나이트 등의 채움재로 처분 공이 메워지게 된다. 선량평가의 선원에 대한

모델링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36봉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단일한 실린더 형

태로 단순화시켰으며, 각 핵종의 분율과 밀도를 표 3.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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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0.0022229 g/㎤ Total=1

Fuel Area Fuel 　 3.15 g/cm3 　

42 %

65 %

Nuclide Value Unit 　

U 58.3 % 0.04517769

Si 2.2 % 0.01120309

Al 39.5 % 0.21661922

　

Clad 2.7 g/cm3 　

35 %

Nuclide Value Unit 　

Fe 0.35 % 0.00025789

Mg 0.03 % 0.00004789

Si 0.25 % 0.00034209

Cu 0.05 % 0.00003303

Zn 0.05 % 0.00003193

Al 99.27 % 0.14628717

　

Empty

Space
Air 　 0.001293 g/cm3 　

58 % 　

Nuclide Value Unit 　

N 78 % 0.45240000

O 22 % 0.12760000

표 3.11. 단순화시킨 36봉 핵연료 집합체의 조성

나) 바스켓 선량평가

하나로 핵연료를 60개까지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은 CANDU 사용후핵연료 바

스켓과 동일하다. ORIGEN-ARP 5.0을 이용하여 30년 냉각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1개에 대한 광자 생성률은 1.508E15 [#/sec], 중성자 생성률은 1.85E6 [#/sec]

값을 구하였다. MCNP를 이용하여 1개의 바스켓에 대한 유효선량을 아래 표와 같

이 구하였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 60개가 들어있는 바스켓의 표면선량은 매

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경수로 및 중수

로 핵연료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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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4.90E+3 1.62E+6 1.63E+6

측면 8.92E+3 3.11E+6 3.12E+6

하부 4.15E+4 1.11E+7 1.11E+7

단위: rem/hr

다) 하나로 처분용기 선량평가

한 바스켓에는 36pin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 60개가 들어가며, 다시 1개의

캐니스터에는 1개의 바스켓이 들어간다. 구조재 역할을 하는 주철(cast iron)이 바

스켓을 둘러싸고 있고, 그 밖에는 처분용기의 부식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온분

사 구리코팅을 한다. 구리부분은 그림 3.16에서 보듯이 상하단의 두께가 3 ㎝이고,

측면 두께는 1 ㎝이고, 주철부분은 상하단의 두께가 18 ㎝, 측면의 두께는 9.5 ㎝이

다.

그림 3.16. 캐니스터 모델링.

MCNP를 이용하여 1개의 처분용기에 대한 유효선량을 아래 표와 같이 구하였

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1.05E-1 4.52E-4 1.06E-1

측면 3.56E+1 1.39E-3 3.56E+1

하부 1.13E+3 2.96E-3 1.13E+3

단위: re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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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스터의 상부는 선량이 비교적 작은 값이나 측면은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캐니스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측면의 주철 두께가 상부에 비해 작기 때문에 높은

선량이 계산되었다. 특이한 점은 하부의 선량이 매우 높게 나온 것인데, 이는 상부

의 구리두께가 3 cm인 반면, 하부의 구리두께는 1 cm 값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캐니스터의 설계 시에 측면 주철두께는 물론 하부의 구리두께 역

시 늘릴 필요가 있다.

라) 완충재 흡수선량평가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에는 3개의 처분용가가 적재되므로, 선원은 총 3

개의 바스켓의 양으로 계산하였다. 3개의 캐니스터 주변에는 완충재가 놓이게 되

고 그 밖으로는 처분지역 암반이 존재하게 된다. 최내각 벤토나이트 1cm 층이 흡

수하는 방사선량은 아래와 같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측면 5.89E-1 5.54E-7 5.89E-1

단위: Gy/hr

본 계산 값을 통하여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내의 최내부 벤토나이트층

이 흡수하는 방사선량은 제한치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3) 금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가) 금속폐기물 처분시스템 모델링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한 금속폐기물은 압착된 디스크 형태(블록)로 만들어지며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는 1개의 폐기물용기에는 7개의 블록이 적재된다. 이에

대한 모델링을 그림 3.1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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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금속폐기물의 블록(왼쪽)과 폐기물용기 내의 7개 블록적재

모습(오른쪽).

콘크리트로 제작되는 MDP 처분용기 내에는 총 9개의 폐기물용기가 동일한 간격

으로 저장되며, 이에 대한 모델링을 그림 3.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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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MCNP 계산을 위한 MDP 모델링.

나) 폐기물 용기 선량평가

금속폐기물의 핵종별 구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자로로부터 방출된 지 40년

이 지난 시점에서의 금속폐기물 종류별 질량 및 전체 비율을 표 3.12와 같이 구하

였다. 계산결과 핵연료 피복관과 핵연료 집합체 그리드로 사용되는 지르코늄이 전

체 질량의 85.88%를 차지하고, 집합체의 상․하부에 구조재로 사용되는 SUS321 재

질이 8.18%를 차지하여 두 재질의 무게비율이 94%를 차지하므로 복잡한 금속폐기

물의 주요 조성은 이 두 재질의 조성만 반영하여 계산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표 3.13). 금속폐기물의 밀도는 부피 7,065 ㎤ (높이 10 ㎝, 반지름

15 ㎝), 질량 40.3 ㎏에 대하여 5.7041 g/㎤ 값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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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Mass [g] Percent

1 U+TRU+FP 6.15E+04 0.0182

2 Zr-clad 2.54E+06 0.7504

3 SUS302 End Cap 5.57E+04 0.0165

4 Zr-grid 3.67E+05 0.1084

5 Inconel 718 grid 3.17E+04 0.0094

6 SUS302 guide sub 1.70E+04 0.0050

7 SUS321 Bottom End Piece 1.28E+05 0.0378

8 SUS321 Top End Piece 1.49E+05 0.0440

9 Inconel 718 Top End Piece 3.51E+04 0.0104

Total 3.39E+06 1.0000

표 3.12. 금속폐기물 종류별 질량 및 비율

Item Nuclide Sub-fraction Total-fraction

Total 1.00000

Zr

sub-total 0.91300

Fe 0.0050 0.00457

Sn 0.0159 0.01452

Zr 0.9791 0.89392

SUS321

sub-total 0.08700

Fe 0.6714 0.05841

C 0.0008 0.00007

Cr 0.1800 0.01566

Mn 0.0200 0.00174

Ni 0.1000 0.00870

S 0.0003 0.00003

Si 0.0075 0.00065

Ti 0.0200 0.00174

표 3.13. 금속폐기물 주요 구성물의 원소 비율

7개의 금속폐기물 블럭(40.3 ㎏)을 담고 있는 1개의 폐기물용기(282.1 ㎏)에

대한 금속폐기물의 광자 생성율 및 중성자 생성율을 계산하여 각각 총 5.11E+11

[photons/sec], 7.77E+02 [neutrons/sec] 값을 구하였다. 위에서 구한 금속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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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조성 및 방사선의 생성율을 바탕으로 폐기물용기의 상․하부 및 측면에서의 선

량평가를 수행하여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8.08E+00 3.67E-06 8.08E+00

측면 1.11E+01 6.07E-06 1.11E+01

하부 9.39E+00 4.36E-06 9.39E+00

단위: rem/hr

선량평가 결과 모든 방향에서 피폭선량이 10 rem/hr정도 계산되었다. 중성자의

경우에는 중성자를 방출할 수 있는 핵종인 우라늄 및 TRU들의 양이 전체 파이로

공정 중에서 금속폐기물쪽으로 묻어나오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선량으로 계산되었다. 감마선의 경우에는 인코넬 718 그리드에 의한 선량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처분용기(MDP) 선량평가

처분용기는 폐기물용기의 상․하부에는 15 ㎝ 철근콘크리트를, 측면에는 10

㎝ 두께의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방사선을 차폐하게 된다. 1개의 처분용기

(MDP)에 대한 선량평가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1.30E+01 3.04E-6 1.30E+01

측면 2.20E+01 4.41E-6 2.20E+01

하부 1.62E+01 4.34E-6 1.62E+01

단위: rem/hr

라) 처분 공학적방벽 선량평가

9개의 폐기물용기(can)을 담고 있는 처분용기(MDP)를 다시 9개씩 적재한 후

주변을 벤토나이트 10 ㎝로 채워서 처분하는 처분터널(MDT)에 대한 개념을 그림

3.19에 나타내었다. 이때 최내각 1 ㎝의 벤토나이트가 받게 되는 흡수선량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이 값은 벤토나이트의 방사화분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1 Gy/hr

보다 훨씬 낮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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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측면 2.21E-02 5.09E-10 2.21E-02

단위: Gy/hr

그림 3.19. 금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도.

4) 세라믹고화 폐기물 처분시스템

가) 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 모델링

그림 3.20에 세라믹고화 고준위폐기물의 처분시스템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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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파이로 공정의 세라믹 폐기물 처분 개념도.

세라믹 폐기물은 원통형태로 제작되고, 2개의 블락이 1개의 세라믹 폐기물용기

(캔)에 장입된다. 폐기물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304L이며, 상부 두께는 5 ㎜, 하

부는 5 ㎜, 측면은 3.4 ㎜이다.

나) 폐기물용기(can) 선량평가

1개의 폐기물용기(94.8 kg: 2개의 폐기물 블럭)에 해당되는 광자 생성율은

1.51E13 [#/sec], 중성자 생성율은 1.08E3 [#/sec]과 같이 구하였으며, 선량환산인자

는 ICRP-74를 사용하였다. MCNP를 이용하여 1개의 폐기물용기에 대한 유효선량

을 아래와 같이 구하였다. 본 계산에 의하면 스테인리스 내에 세라믹 블럭 2 개를

장입한 폐기물용기의 표면선량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2.4049E+01 5.9679E-06 2.4049E+01

측면 5.4509E+01 1.4535E-05 5.4509E+01

하부 4.3233E+01 1.1276E-05 4.3233E+01

단위: re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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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용기(canister) 선량평가

세라믹 폐기물용기(캔)은 그림 3.21과 같이 7개를 방사방향 그룹으로 묶은 후에

또 다른 그룹을 2단으로 쌓는 형태로 정렬시켰다. 총 14개의 폐기물용기(캔)을 처

분용기(캐니스터)에 다시 장입하였으며, 그림에 자세한 제원도 나타내었다. 처분용

기의 내측에는 방사선 및 열 차폐 목적의 주철이 놓이게 되며, 상부 18 ㎝, 하부 18

㎝, 측면 9.5 ㎝의 두께를 갖는다. 처분용기의 외측에는 처분환경에서의 부식방지

목적의 구리코팅이 입혀지게 되며 상부 3 ㎝, 하부 3㎝, 측면 1 ㎝ 두께를 갖는다.

그림 3.21. MCNP 계산을 위한 세라믹 폐기물 개념도.

MCNP를 이용하여 1개의 처분용기에 대한 유효선량을 아래 표와 같이 구하였

다. 계산결과 중에 상부와 하부의 선량은 표면선량 기준 2 m㏜/hr를 넘지 않는 반

면에 측면값은 기준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처분용기 근처에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

려는 목적이 있다면 측면부분에 대한 차폐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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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상부 8.7206E-03 4.1045E-06 8.7247E-03

측면 8.5268E-01 1.6102E-05 8.5269E-01

하부 1.2643E-02 6.1649E-06 1.2649E-02

단위: rem/hr

라) 처분 공학적방벽 선량평가

단일 처분공에는 세라믹 처분용기 2개가 수직으로 적재되게 되는 데 이때 처분용

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서 용기 주변의 벤토나이트 완충재 최내각 두께

1cm 이내에 흡수되는 흡수선량을 계산한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위치 감마선량 중성자 선량 합계

측면 1.15E-2 6.17E-9 1.15E-2

단위: Gy/hr

이 값은 선진국들의 처분개념에서 벤토나이트 내의 물질들을 방사화시켜 산화인

자들을 생성해 낼 수 있는 기준인 1 Gy/hr보다 낮은 값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세라믹 처분시스템이 완충재의 흡수선량 측면에서는 안전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나. 처분용기 부식 수명 평가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에서 처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폐기물

중에 구리코팅을 이용한 처분용기는 중수로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하나로사용후

핵연료 처분용기, 그리고 재순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라믹폐기물 처분용기가 있다.

각 용기의 구체적인 제원 및 용기에 사용되는 구리의 부피 정보는 표 3.14와 같다.

처분용기에 사용된 구리 부피는 부식수명 예측에 필요한 구리 질량 정보를 위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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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용기

측면

두께

[㎝]

상부

두께

[㎝]

하부

두께

[㎝]

구리

내경

[㎝]

내경

높이

[㎝]

구리

외경

[㎝]

외경

높이

[㎝]

구리

부피

[㎥]

CANDU 1 3 3 63 260 64 266 0.181

Hanaro 1 3 1 63 140.5 64 144.5 0.107

Ceramic 1 3 3 50.55 158 51.55 164 0.101

표 3.14. 처분용기별 제원 및 구리부피

표 3.15에는 각 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예측에 필요한 정보들을 나타내었다. 표

3.14와 표 3.15에 표기되지 않은 기타 자료들을 표 3.16에 나타내었다.

경

우
폐기물

부식

인자

원자

질량

[g]

폐기물

용기

외경

[m]

완충

재

두께

[m]

완충재

외경

[m]

확산계수

[㎡/y]

부식

인자농도

[g/㎥]

용기

길이

[m]

구리

질량

[g]

1 CANDU S 32.064 0.64 0.36 1 8.67E-03 6.5 2.66 1.61E+06

2 Hanaro S 32.064 0.64 0.36 1 8.67E-03 6.5 1.445 9.57E+05

3 Ceramic S 32.064 0.516 0.36 0.876 8.67E-03 6.5 1.64 8.97E+05

4 CANDU Cl 35.453 0.64 0.36 1 1.39E-04 2.18 2.66 1.61E+06

5 Hanaro Cl 35.453 0.64 0.36 1 1.39E-04 2.18 1.445 9.57E+05

6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2.18 1.64 8.97E+05

7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6.5 1.64 8.97E+05

8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1000 1.64 8.97E+05

표 3.15. 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예측에 사용된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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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arameter Value Unit

ETC Pitting corrosion factor (usually 5-25) 5 -

Buffer

buffer porosity 0.41 -

Diffusion coefficient in a liquid in a buffer pore

water
1.39E-4 ㎡/y

Fracture

(Rock)

Porosity of a porous material within a fracture 1.0 -

Maxtrix porosity 1E-3 -

Diffusion coefficient in a liquid in a porous

material within a fracture
0.032 ㎡/y

Liquid diffusion coefficient in a pore liquid

within a rock matrix
1E-7 ㎡/y

Fracture Spacing distance 5 m

표 3.16. 부식수명 계산에 사용된 입력자료

구리용기 부식에 있어서 가장 큰 부식인자는 황과 염소이온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가지 인자에 대해서 수명 예측을 하였고, 황의 확산계수는 원자력연구원 내의 지

하처분연구시설에서 측정한 값을, 염소이온의 확산계수는 염소이온 확산실험에서

구한 값을 사용하였다. 황의 부식인자 농도와 염소이온의 부식인자 농도(2.18 g/

㎥)는 모두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값을 사용하였다. 표 3.14와 표 3.15에서 구한 자료

를 바탕으로 각 처분용기 경우별 부식수명을 그림 3.22와 같이 구할 수 있었다.

그림 3.22. 암반내 균열 크기에 따른 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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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부식수명 예측모델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Peclet Number(Pe) 값 4를 기준

으로 모델이 바뀌게 되므로 이 값에 해당되는 암반내 균열 크기는 4 ㎜이며, 이를

기준으로 부식수명이 전체적으로 크게 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Pe 값은 주어

진 시스템 내에서 확산과 입자의 대류속도 중에 어느 것이 더욱 지배적인 가를 나

타내는 값이므로, Pe값이 4보다 큰 경우에는 입자의 대류속도가 확산에 비하여 더

욱 지배적이며, 부식인자들의 수송이 더욱 활발함에 따라 부식수명이 더욱 단축되

게 된다.

그림 2.22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3의 경우(중수로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가 4∼6의 경우(하나로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보다 부식수명이 더욱 짧은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1∼3)의 경우의 완충재 내의 확산계수가 뒤(4∼6)의 경우보

다 조금 더 크고, 또한 부식인자의 농도 역시 큰 값을 갖기 때문에 훨씬 부식 속도

가 빠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7의 경우에서 부식인자 농도를 앞의 경우와

같게 하였을 경우 확산계수의 차이 만큼 부식수명의 차이가 작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8의 경우에는 부식인자 농도를 1000으로 설정한 경

우인데, 당연히 부식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1000 값은

스웨덴의 포스마크 지역의 처분장 폐쇄시점의 염소농도(500∼5000 mg/L)를 참조하

여 설정한 값이다.

다. 열 및 구조 해석

1) 처분시스템 열 및 구조해석

개선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는 60 번들 용량의 바스켓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4단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용기의 용량을 240 (60번들 x

4단) 번들로 하였다. 처분용기의 규모는 D 1,280 mm x H 2,745 mm(표 3.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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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KRS) 용기 개념 개선 용기 개념

내 용 개념도 내 용 개념도

구조/

제원

- 이중구조

. 내부 : 탄소강

. 외부 : 구리쉘 (5 cm)

- 이중구조

. 내부 : 탄소강

. 외부 : 구리코팅(1 cm)

제원
- 지름 : 102 cm

- 높이 : 483 cm

- 지름 : 128 cm

- 높이 : 274.5 cm

용량
- 297 번들

. 33번들 x 9단

- 240 번들

. 60번들 x 4단

비고
- 33 버들용 바스켓

9단 적재

- 60 버들용 바스켓

4단 적재

표 3.17. 기존 처분용기 개념과 개선된 처분용기 개념 비교

열적 분석을 위하여 3차원 모델을 이용하였다. 수평방향으로는 처분 터널 간격

과 처분공 간격의 1/2씩을 고려한 1/4모델로 하였다. 상부는 지표로, 하부는 심도

1000 m를 경계로 하여, 처분용기 중심으로부터 상하 500 m를 고려하였다. 대칭에

따른 경계조건은 해석모델의 양쪽 수직 경계면과 바닥은 단열 경계로 설정하였다.

온도 분포는 지하수대의 온도를 15oC로 가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하 100 m 깊이

마다 3oC씩 상승하는 것으로 초기조건을 설정하였다[3-1]. 물리적 특성은 표 3.18

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해석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으로는 NISA(ver. 12)를 이용하

였다.

구 분
밀 도

(kg/m3)

열 전도도

(W/m℃=J/s/m℃)

비 열

(J/kg℃)

Spent fuel 2,000 0.135 2,640

Cast insert 7,200 52 504

Outer shell 8,900 386 383

Buffer 1,970 1.0 1,380

Backfill 2,270 2 1,190

Rock 2,650 3.2 815

표 3.18. 열 해석을 위한 재료의 물성치

처분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구조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열적 물성치는 표 3.18의 값을 사용하였고, 구조적 물성치는 표 3.19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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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구 분 값

fuel

Density 2,000 kg/m3

Young's modulus 30.0 GPa

Poisson's ratio 0.3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3.24×10-6 K-1

cast

insert

Density 7,200 kg/m3

Young's modulus 162.0 GPa

Poisson's ratio 0.3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09×10-5 K-1

Yield strength
235 MPa

(at 100℃)

표 3.19. 구조해석을 위한 재료 물성치

정상조건으로서 지하 500 m의 위치에 처분될 경우 수압은 5 MPa이다. 또한 완

충재가 지하수로 포화됨에 따라 벤토나이트 팽윤압은 최대 7 MP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처분용기에 적재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는 방사성 핵

종들의 붕괴에 의한 열이 발생하며, 이 열은 처분용기에 열응력으로 작용한다.

비정상 하중조건으로 선정한 것은 비대칭 하중조건으로서 처분용기의 양끝은 고

정되고 하중이 비균질하게 작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완충재가 지하수로 포화됨

에 따라 팽윤압으로는 7 MPa를 이용하였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은 정상

하중조건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에 처분하는 환경에서 온도 요건 만족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열적 분석은 표 3.20에 나타낸 바와 같다. 기존 개념에 있어서의 배치

기준인 처분터널 간격 40 m에 처분공 간격을 3 m와 6 m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열적 안전성 해석결과, 그림 3.2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처분터널 및 처분공 간격이 40 m, 3 m인 경우 처분 후 37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용

기 표면온도가 최고 온도에 도달하며, 이때 온도는 88.9 oC로서 처분장 온도제한 요건

(100
o
C)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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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기존 개념 개선 개념

o1 o2 n1 n2

특성

터널-처분공

간격

(m)

40 × 6 40 × 3 40 x 6 40 × 3

용 량

(연료봉 개수)

297 번들

(33×9)

297 번들

(33×9)

480 번들

(60×4단x2 ea)

480 번들

(60×4단x2 ea)

용기 직경(cm) 102 102 128 128

용기 높이(m) 4.78 4.78 2.745 x 2 2.745 x 2

표 3.20. 열 해석을 위한 개념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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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처분 개념에 따른 열해석 결과.

정상 환경에서의 하중 작용시와 극한 환경에서의 하중 작용시로 구분하여 분석결

과는 그림 3.24와 3.25에 각 환경 조건에서의 von-Mises 응력값과 가시적으로 특성

을 나타내기 위하여 결과값의 축척비율(scale)을 확대한 변위로 나타내었다.

정상적인 하중을 받는 경우 응력값과 변위값은 각각 81.1 MPa와 1.47 mm로 안전율

이 2.9로 나타났다. 비정상 상황에 따른 극한 하중을 받는 경우에도 응력값과 변위값은

각각 176.2 MPa 및 1.61 mm로 안전율이 1.33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선된 처분용기

는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열적-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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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최대값 안전율

von-Mises stress

(for cast iron)

81.1 MPa

2.90

(235/81.1)

deformation

(3X)

(for cast iron)

1.47 mm

그림 3.24. 정상하중 조건하의 처분용기 구조해석 결과 (응력 및 변위)

결 과 최대값 안전율

von-Mises stress

(for cast iron)

176.2 MPa

1.33

(235/176.2)

deformation

(3X)

(for cast iron)

1.61 mm

그림 3.25. 극한하중 조건하의 처분용기 구조해석 결과 (응력 및 변위)

2) 처분터널 구조적 안정성 평가

금속폐기물 지층처분을 위한 처분터널의 안전성 해석을 위한 예비해석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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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처분터널 폭은 5,100 mm이고 처분터널 높이는 4,800 mm로 처분터널의 단면

적은 23.2 m 2이다. 처분터널의 길이는 250 m로 간격이 20 m인 2개의 터널로 이루

어져 있고, 지표로부터 500 m 아래에 위치해 있다.

해석범위는 2차원 모델링으로 탄성영역에 국한하였으며 향후 3차원 모델링으로

소성해석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해석은 두 단계로 실시하였고, 첫 번째

단계로 1000 ×1000 m의 범위를 선택하여 터널 굴착 전의 응력상태를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로 60 ×40 m의 범위만을 고려하여 초기조건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

된 응력을 적용한다. 터널주변물성은 다음과 같다.

- 탄성계수: 5.3E10 Pa

- 포아송비: 0.2

- 밀 도: 2650 kg/m 3

그림 3.26은 터널의 중력방향 변위도로 터널상부의 최대변위는 7.6 mm로 나타났

다.

그림 3.26. 처분터널의 변위도.

파넬터널의 굴착에 대한 안정성과 파넬터널/처분터널과의 교차부에서의 역학적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파넬터널 굴착 후 발생한 응력은 암반 강도에 비해 훨씬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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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소성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굴착면에서의 최대변위는 1.8 mm로 파넬터널

굴착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21). 소성대는 발생하지 않

았지만 접속부에서의 응력집중에 대한 보강을 통해 안전율을 높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27).

굴착 방법 파넬터널 굴착후 처분터널 굴착후

굴착면의 최대변위 (mm) 1.8 (터널 벽면) 2.3 (교차부 상부)

최대주응력 (MPa) 36.34 53.43 (교차부 벽면하부)

최소주응력(인장응력) (MPa) -1.05 -1.44

표 3.21. 파넬터널과 처분터널 굴착후의 해석결과

그림 3.27. 교차부에서의 변위.



- 158 -

5. 처분시스템 비용 분석

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본 연구 목적은 각 처분대안 간의 경제성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대안들의 경제적

성능개선을 파악하는 것이다.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

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처분시스템 즉,

KRS-1, A-KRS-1, A-KRS-21, A-KRS-22를 비용평가 방안으로 상정하였다.

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경제성 평가방법은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과 주요 원가동인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체비용

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원가계산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만, 각 대안의 경제적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시간과 소요인력 측면에서 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원가동인의 비용만 산정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각 방안의 비용평가 척도는 단위모듈 개념을 이용하였다.

즉 지하 처분장에서 하나의 처분용기를 거치하기 위한 처분터널 규모와 처분공으로

구성되는 단위모듈에 대한 비용을 척도로 설정하였다. 주요 원가동인에 대한 번들

당 효율은 그림 3.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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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주요 원가 동인에 대한 처분방안별 비용 분석.

비용분석 결과, A-KRS-21 기준으로 구리감량 효율이 가장 큰 것으로 계산되었

으며, 벤토나이트 효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하나로 사용후핵연료는 60번들 바스켓(1단)으로 처분용기에 넣어 처분한다. 바스

켓의 제원은 외경 1,067 mm, 높이 1,022 mm이다. 따라서 A-KRS-1 등의 처분시

스템처럼 번들 기준으로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처분효율을 비교할 수 없

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원가동인에 대한 단위모듈의 비용만을 산정하였다. 여기서

주요 원가동인이란 처분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비용요인으로써, 처분터

널 굴착비, 완충재인 벤토나이트 비용, 처분용기 직접재료비, 뒷채움비 그리고 처분

공 굴착비를 의미한다.

주요 원가동인에 대한 단위모듈당 소요비용을 살펴보면, 그림 3.29에서와 같이 값

비싼 구리분말 가격 때문에 처분용기 직접재료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며, 그 다음은

처분공 굴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처분공 굴착은 발파공법이 아닌

그라인더로 굴착하는 정밀공법이기 때문에 굴착단가가 1,143,963원/m3으로 매우 비

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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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주요 원가동인의 비용[단위: 백만원].

6. 대안 분석

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대안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선된 처분용기 개념

을 도출하였다. 즉,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 중인 60 다발용 저장 바스켓을 그대로

처분용기에 포장하는 것으로 하고 용기 규모, 열적 조건 및 취급 등을 고려하여 용

기개념을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장기저장개념을 도입한 처분개념을 도출하였다.

개선된 처분용기 개념은 그림 3.30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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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개선된 CANDU 처분용기 개념.

또한, 심지층 처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처분터널에서 즉시 폐쇄하지 않고

장기간 저장하여 붕괴열을 상당부분 감소시킨 후 최종 폐쇄하는 개념을 적용하였

다. 이를 위하여 처분동굴 개념은 처분용기를 동굴 단면 방향으로 간격 3 m로 하

여 4열, 동굴 길이 방향으로 간격 6 m로 적재하도록 하고 장기저장 후 폐기물로부

터 발생하는 열이 감소되면 타 장소로의 수송이 없이 제 위치에서 폐쇄가 가능한

개념을 설정하였다. 그림 3.31(가)는 이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며, 처분용기와 완충

재를 일체화한 K-PEM 개념을 적용하였다. 처분동굴 운영은 50 - 300년 동안 장

기저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보조 저장

동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31(나)는 처분용기와 완충재를 일체화 시킨 처분

컨테이너와 뒷채움재를 이용한 처분동굴 폐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배치개념을 적용하면, 총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16,000 tU을 위한 배치면적

은 약 0.28 km2(0.5 km × 0.56 k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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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ANDU 저장/처분동굴 (나) 일체화 및 폐쇄 개념

그림 3.31. CANDU 처분용기 및 처분동굴 개념.

나. 처분방안별 비교 분석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기준 처분시스템(KRS)과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

템 고도화를 위하여 개선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A-KRS-1, A-KRS-2)은

표 3.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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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 A-KRS-1 A-KRS-2

처분

용기

규 모(cm) D 102 x H 483 D 124 x H 418
D 128 x H 274 x

2층

용 량 297 다발 420 다발 240 다발 x 2층

바스켓 33 다발 x 9단 60 다발 x 7단 60 다발 x 4단 x 2층

붕괴열 760 W 1,075 W 1,228 W

처분 개념
터널내 처분공

수직처분

처분터널내

수평처분

터널내 처분공

수직처분

비 고 KBS-3 V 장기저장 고려 KBS-3 V(2단 적재)

표 3.22. 기존 처분용기 및 개선 처분용기 개념 비교

이들 개선시킨 처분용기를 이용하여 도출한 각 방안별 처분시스템개념은 그림

3.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 KRS 개념과 A-KRS-2 개념에 대해서는 수직형 처

분개념을, A-KRS-1S-경우는 장기저장 및 회수용이성을 고려한 개념을 적용하였

다. 즉, A-KRS-1 개념은 처분용기를 처분터널에 장기간동안 개방된 상태로 저장

한 후 붕괴열이 감소되면, 열적 요건에 만족하도록 배치하여 최종 폐쇄하는 개념이

다. 또한, A-KRS-2 개념은 처분공에 개선된 처분용기를 2단으로 처분하고 완충재

를 설치하는 개념이다.

그림 3.32. 방안별 CANDU 처분시스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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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율 분석

처분시스템의 주요 요소인 방사성붕괴열 또는 우라늄을 단위면적에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열용량/U-density

효율은 각각 4.75/35.26, 6.72/49.88, 6.14/45.6으로 기존 KRS 개념 대비 처분효율은

약 30 % 정도 향상되었다(표 3.23).

구 분 KRS A-KRS-1 A-KRS-2 비 고

처분홀 용량

(다발/홀)

297

(33 다발× 9 단)

420

(60 다발×7 단)

480

(60 다발×4단×2층)

. 2.56 W/다발

. 19 kgU/다발

처분용기당

소요 처분면적
160 m2 160 m2 200 m2

열용량 4.75 W/m2 6.72 W/m2 6.14 W/m2

U-Density 35.26 kgU/m2 49.88 kgU/m2 45.6 kgU/m2

표 3.23. 방안별 처분 효율 : 열용량 및 U-density

처분 효율 향상을 위하여 도출한 처분방안에 따른 처분 소요면적, 굴착량 및 폐

쇄를 위한 완충재와 뒷채움재량을 산출하여 기존 개념과 비교분석하였다. 표 3.2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선된 개념은 소요면적에 있어서는 기존개념에 비하여 약 3

0～50 %, 굴착량 측면에서는 15～60 %, 폐쇄물질 양에 있어서 완충재는 약 50 %,

뒷채움재는 약 60 % 까지 효율이 향상되었다.

개선된 처분개념들에 대한 효율성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발전소에서 사용하

고 있는 60다발용 저장바스켓을 포장하는 처분용기 개념으로 개선하였다.

- 개선시킨 처분용기를 바탕으로 심부지층에서의 장기저장 후 처분방안 또는 취

급용이성을 고려한 처분용기 2단 처분방안을 도입한 개념을 도출하였다.

- 도출한 처분개념들에 대하여 열용량, U-density, 처분면적, 굴착량 및 폐쇄물질

양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개선된 개념의 효율이 약 30 - 40

%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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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KRS A-KRS-1 A-KRS-2

비 고
수 량 % 수 량 % 수 량 %

처분면적 0.55 km2 100 0.28 km2 50 0.38 km2 73

*처분터널 규모 (m)

- KRS: 5x6.15

- A-KRS-1: 12x10

-A-KRS-2: 3.9x4.1

굴착량 0.46 Mm3 100 0.39 Mm3 85 0.19 Mm3 41

폐

쇄

완충재
0.063

Mm3 100
0.031

Mm3 49
0.037

Mm3 59

뒷채움

재

0.38

Mm3 100 0.35 Mm3 92 0.14 Mm3 37

표 3.24. 방안별 처분 효율 : 소요면적/굴착량/폐쇄물질 등

7. 지상시설 및 운영방안

가. 심지층 처분시스템 지상시설 설계요건

지상시설 구성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인 포장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포장시설의 주요 기능은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 하역/집합체 검사, 임시

저장, 처분용기 포장, 처분용기 용접/검사, 처분용기 유지/보수 및 포장된 처분

용기 이송 등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핵물질 보장조치, 원격운전, 제염/유지보수,

자체 발생 폐기물처리 및 저장 등의 보조기능을 포함한다.

∙시설 내 작업 및 방사선 피폭이 수반되는 모든 행동은 ALARA 원칙을 적용한다.

∙시설 내에서는 원격운전, 유지보수/제염이 수행되며,

∙설계에는 진보된 기술개념이면서도 입증된 기술을 적용하며 향후 시설 수정을

위한 유연성과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CANDU/하나로 사용후핵연료 포장공정은 수송용기 수납부터 포장을 완료한 처

분용기를 지하시설로 이송하는 공정까지이며, 주요공정의 개요 및 흐름은 표 3.25

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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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명 내용

수송 캐스크 수납
가압 경수로/중수로형 S/F 수송차량 진입/오염 등 검

사

S/F 하역/검사 핫셀에 접속하여 수송캐스크 내 S/F 집합체 하역/검사

사용후핵연료 포장 핫셀에 접속된 처분용기에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포장

처분용기 용접/검사 집합체 적재가 완료된 처분용기의 밀봉/용접 및 검사

처분용기 이송 용접검사를 통과한 처분용기는 지하 처분시설로 이송

표 3.25. 사용후핵연료 포장공정 개요

나. 심지층 처분시스템 지상시설 개념

1) 포장 시설 (Encapsulation Plant)

포장시설의 주요기능은 CANDU 및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 사용후

핵연료 하역/집합체 검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처분용기 포장, 처분용기 용접/검

사, 처분용기 유지/보수 및 포장된 처분용기 이송 등이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전

을 위하여 핵물질 보장조치, 원격운전, 제염/유지보수, 자체 발생 폐기물처리 및 저

장 등의 보조기능도 포함한다.

∙사용후핵연료 인수 및 저장

∙핫셀작업: 처분용기 포장

∙처분용기 용접 및 검사

∙최종 처분장으로 처분용기 이송

∙벤토나이트 블럭 취급

∙제어 기능

∙폐기물 관리 및 최종 처분

2) 지상 포장시설 설명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은 처분시설의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이 시설의 위치에 따라

타 시설의 위치가 결정된다. 이 시설은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 통제구역에 위

치하며 타시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규모는 82 m(L) × 46 m(W)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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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는 약 60,000 m3로 바닥은 -8.4 m(최저 -12 m), 최고층은 +9.6 m, 지붕높이는

+14.50 m이며, 포장시설 및 공정개념은 그림 3.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33.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및 공정개념

3) 심지층 처분시스템 공정 설정

지상 시스템의 핵심공정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지하에 안전하게 격리시킬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처분용기로 폐기물을 포장하는 공정이며, 지하 시스템은 포장

된 처분용기를 처분구역으로 이송하여 안전하게 처분하고 최종 폐쇄하는 공정을 수

행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처분대상인 사용후핵연료와 재활용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속폐기물과 세라믹 고화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지상, 지하 시스템에서

의 공정을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다. 고방사선 특성을 지닌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폐기물 세라믹고화폐기물은 이를 취급할 수 있는 핫셀에서 처분용기로의 포장을 수

행하며, 원자력발전소 또는 외부 재활용 시설로부터 처분시설에 진입하여 인수검사

공정으로부터 지상시설에서의 포장, 지하시설에서의 최종 처분공정에 대한 세부공

정 및 공정내용, 관련 장비개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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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A-KRS 장기 운영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1. 개 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고려해

야할 기본 철학으로는 환경건전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이 있다. 이 중에서 최우선

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안전성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 혹은 성능

평가를 위한 안전 목표는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운반과 처분시설의 운영 및 폐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 목표나 규제기준에 적합

한지를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평가는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중 발생 가능한 어떤 위

험요소에 대하여 그 위험요소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그로

부터 인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은 특정한 방법으로 국한시킬 수 없고 처분장의 운영에 관

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 방법론은 크게 나누어 어떠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정

성적 분석방법(Hazard Identification Method)과 그러한 위험요소를 확률적으로 평

가하는 정량적 평가 방법(Hazard Assessment Method)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안

전성평가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고 처분장의 운영 안전성평가를 위한 최적의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운영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방법론을 선정하였다[4-1]. 처분장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PSA 핵

심 방법론은 초기사건 선정, 사건수목 분석,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이다. 이들 방법

론에 대한 분석절차를 확립하여 예제수행을 통해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고

경위 분석을 통해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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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립하였다.

운영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원전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활용되고 있

는 도구들의 특성 파악을 통하여 평가도구를 선정하였다. 사고경위 분석을 위해서

는 사건수목 분석 (ETA; Event Tree Analysis)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사건수목 분

석을 위한 도구로는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

발한 AIMS PSA 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CONPAS를 선정하였다[4-2]. 또한 각

사건수목의 분기별 확률평가를 위해서는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

였으며 고장수목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AIMS PSA 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KwTree을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하다[4-1].

일반적으로 처분시설의 사고로 인한 안전성평가 항목은 작업자나 일반 대중에 대

한 방사선 피폭선량을 의미한다.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는 피폭선량을 야기하는 피

폭경로를 선정하여 각 피폭경로별 적절한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

게 된다.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도구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평

가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SAC

(Radiological Safety Analysis Code)를 피폭선량 도구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4-3].

구축된 운영 안전성 평가 체계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장의 지상시설

및 지하시설의 대표 사고에 대하여 안전성 사례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운반 안

전성 사례 평가를 통한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반용기 및 운반 선박을 고려한

운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운반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

였다. 운반 경로로는 영광 원전에서 월성까지로 가정하였으며 운반 안전성 평가 도

구로는 RADTRAN5.0[4-4]을 이용하였다.

2. 운영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가. 처분장 운영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가는 크게 운영 안전성과 처분시스템의 폐쇄후 안전성평가

인 장기 안전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운영 안전성평가 분야만을 고

려하였다. 그림 4.1에는 운영 안전성평가 시나리오의 전체 구조 및 활용 분야를 도

시하였다. 운영 안전성은 정상운영과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비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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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적절한 방법론 및 도구를 활용하여 지상 및

지하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전성평가와 방사선 방호를 위한 피폭선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운영 단계에서는 운영시 작업자 및 일반대중을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방사선 방호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 운영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작업자 및 일반대중에 대해 다양한 피폭경로를 고려하여 내부피폭 및

외부피폭으로 인한 피폭선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된 피폭선량은 안전 목표나

규제기준의 만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처분장의 지상 및 지하시

설에 적절한 환기나 배기시설에 대한 설계와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비상운영 단계에서도 작업자 및 일반대중을 방사선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방호 정책이 결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상 및 지하시설의 운영중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론과 도구를 활용하여 작업자 및 일

반대중에게 미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안전 목표나 규제기준의 만족 여부

를 파악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로 인한 영향이 안전 목표나 규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개선을 통해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시 적절

한 비상대응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 발생시 작업자와 일반대중을 방사선 피폭 영향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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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운영 안전성평가 시나리오 전체 구조 및 활용.

그림 4.2에는 처분장의 비상운영 단계에 적용 가능한 운영 안전성평가 시나리오

를 도시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처분장의 운영 안전성평가가 수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처분장 운영 시스템 및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다른 산업 활동의 사

고사례를 조사하여 처분장의 안전성평가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사

사고사례가 처분장의 안전성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관련 사고나 자료

를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면

정성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사고사례를 유추하게 된다.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추를 통한 지식을 활용하며, 유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잠재사고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화된 잠재사고에 대해 사고별 안전성평가를 수행하

고 예방조치 분석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운영중 안전성평가를 위한 잠재사고의 목록화를 위해서는 위험요소 파악을 위한

정성적 분석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잠재사고의 목록화를 위해서 정성적 안전성평가

방법 특성 파악을 통해서 선정된 HAZOP 방법론을 활용하여 예제 HAZOP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시설은 A-KRS 시스템의 지상시설 중 포장시설의 핫셀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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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장시설이다[4-5]. 포장시설의 대상 작업구역은 핫셀이며 이 핫셀 내에서 운반

용기 내의 사용후핵연료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여 처분용기로 이동하는 작업

중의 HAZOP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수 및 저장시설에서는 트롤리를 이용하여

처분용기를 운반하는 작업에 대한 HAZOP 분석을 수행하였다.

목록화된 수많은 초기사건은 실제적인 안전성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

을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기사건 중에서 실제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사건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선별기준

(Screening Criteria)을 적용한다. 가장 일반적인 정성적 선별기준으로는 “사건이 처

분장 운영중에 발생 가능한가?”이며 이를 적용하여 평가가 불필요한 사고를 제외하

게 된다[4-6].

그림 4.2. 운영 안전성평가 시나리오.

정성적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사고 목록 중에서 다시 정량적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로 평가가 필요한 사고만을 도출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한다. 일반적

인 정량적 선별기준으로는 “처분장 운영기간 100년 동안 특정 사고의 발생 확률이

10-6 보다 큰가?”를 적용한다[4-4]. 이러한 선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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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고 목록을 도출하여 정량적인 안전성 평가 방법론 및 도구를 적용하여 실제

적인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운반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일반적인 운반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및 평가 절차는 그림 4.3에 도시된 바와 같

으며 크게 입력자료, 평가단계, 주요 결과물로 구성되어 있다[4-7].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중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전성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자료로는 국가 통계

자료, 운반경로 자료, 인구분포 등과 같은 인문사회학적 자료, 폐기물 운반용기 관

련 자료, 기상자료, 폐기물 특성자료 등이 있다.

국가 통계자료는 도로 및 선박을 이용한 운반 중 발생 가능한 사고 발생확률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써 도로 및 해상 운송과 관련된 자료, 즉 평균 운행

및 운항거리, 연간 사고발생 건수 등이 포함된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운반 형태

및 운반 경로별 사고 종류 및 사고별 연간 발생확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운반경로 자료는 도로나 선박을 이용한 운반시 운반경로로 선택된 지역에 대한

도로망, 항해 경로, 주변 시설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인구분포를 포함한 인문

사회학적 자료는 운반중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기본자료

를 제공해준다.

폐기물 용기 관련 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PWR 및 CANDU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의 운반을 위해 개발되거나 사용중인 모든 운반용기의 제원 및 특성에

관한 자료이다. 기상자료는 연평균 자료를 이용하거나 시간 단위로 구성된 연간 자

료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고시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작업자 및 일

반대중의 인구집단 방사선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폐기물 특성자료

는 운반용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고준위폐기물 내에 존재하는 방사

성물질의 종류 및 핵종재고량 등으로 구성되며 사고시 운반용기의 건전성이 파괴되

어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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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운반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및 평가 절차.

운반중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전성평가의 주요 절차는 사고 종류의 선정,

사고시 운반용기의 건전성 평가, 사고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양의 평가, 피폭선량 평가 및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운반경로는 도로를 이용한 육상운반과 특수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이다. 각각의 운반경로를 이용한 운반시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및 일반

대중에게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인체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를 선정하여

사고 발생확률 및 피폭경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외국의 운반 안전성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일반적인 운반 안전성평가를

위한 사고목록을 선정하였는데, 도로를 이용한 육상운반의 경우에는 충돌 및 화재,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반의 경우에는 충돌, 화재, 침몰 및 침수가 있다[4-8]. 이들 사

고 중에서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고를 선정하고 각 사고별 발생확률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시 운반용기의 건전성 평가는 사고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건전성 유지에 실패

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운반용기의 건전성 유지 실패 확률

추정이다. 만약 운반용기의 건전성 유지가 실패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발생한다

면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누출 양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가 안전성 평

가에 활용되어야 한다.

운반 안전성 평가의 최종 결과물은 피폭선량 평가 및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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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사능 영향으로 구분된다. 피폭선량 및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는 사고시 방출되

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선량과 사고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이때는

작업자 및 일반대중에게 방사선 피폭을 야기하는 가능한 피폭경로를 고려하여 피폭

경로별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모두 고려한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

여 평가가 이루어진다. 피폭선량은 개인이나 인구집단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각에 대한 안전 목표나 규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후

핵연료나 고준위폐기물의 경우에는 핵분열성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핵임계 사

고에 대해서도 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영 안전성 평가 방법론 정립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평가는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중 발생 가능한 어떤

위험요소에 대하여 그 위험요소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그

로부터 인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를 위한 안전성평가 방법론은 크게 나누어 어떠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내

는 정성적 분석방법(Hazard Identification Method)과 그러한 위험요소를 확률적으

로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 방법(Hazard Assessment Method)이 있다.

정성적 안전성평가 방법은 시설의 운영 중에 어떠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찾

아내는 방법으로 체크리스크 (Checklist), 사고 예상 질문 분석 (What-If), 안전성

검토(Safety Review), 상대 위험순위 (Relative Ranking), 예비 위험 분석 (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위험도 및 운전성 분석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이상 위험도 분석(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등이 있다[4-9].

정량적 안전성평가 방법은 정성적 안전성 평가 방법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소를

확률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정량적 안전성평가 방법으로는 고장

수목 분석 (FTA; Fault Tree Analysis), 사건수목 분석 (ETA; Event Tree

Analysis)이 있다[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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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개요

PSA 방법은 어떤 사건의 발생을 위험도 프로파일로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산업에 있어 PSA가 도입되기 이전의 위험도 평가는 주로 결정

론적 안전성 평가(Deterministic Safety Analysis)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결정론적 안

전성 평가 방법에서는 대상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후

그 영향을 분석한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최악의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

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위험도의 발생 가능성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중시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고의 결과가 큰 사

건만을 고려할 뿐이지 발생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전체 위험도 프로파일을 정

확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하여 PSA에서는 여러 사건의 발생 가능성

과 이와 연관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1단계 PSA는 노심손상 사고경위와 발생 빈도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부분이다. 그림 4.4는 1단계 PSA 내부사건 분석절차를 도시한 그림이다. 사고경위

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대상의 사고 (예, 노심손상, 방사성 물질 노

출 등)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들에 대한 초기사건을 선정하는 것이다. 원

전을 예로 들면, 초기사건이란 정상 운전 중인 발전소의 불시 원자로 정지를 초래

하는 기기 혹은 계통의 이상이나 인간 행위를 의미한다.

세부적인 초기사건 선정을 위해, 먼저 안전기능(Safety Function)을 저해할 수 있

는 사고 유형들을 논리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주 논리도(Master Logic Diagram)를

개발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앞에서 파악된 사고 유형에 대한 구체적 목록을 작성한

다.

안전기능 (Safety Function) 이란 분석 대상 시스템 내의 에너지원과 방사선 사고

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말한다. 안전기능의 개념은 초기사건의 선정과 사고

추이 규명의 기준으로서 사용된다. 안전기능은 발전소 형태, 계통 설계, 계통 반응

시간 및 분석자의 선호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특별히 안

전기능은 계층적 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 안전기능의 정의는 초기사건의 그룹화에

사전 기준을 제공하며, 또한 각 초기사건에 대한 각 계통의 반응과 계통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안전기능은 초기사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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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단계 PSA 내부사건 분석 절차.

이 단계에서는 운전 및 사고 경험의 분석, 주요 기기에 대한 고장모드 분석, 타

PSA의 초기사건 목록 검토 등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초기사건의 목록을 작성

한다. 초기사건이란 사고 진행의 시작점을 말하며, 사고경위 모델링에 있어 중요한

점의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사고경위를 모델링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

나 발전소에서의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경위를 모델링하여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사고경위 모델링에 있어 가능한 한 모든 사고경위를

분석하고 업무량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음 초기사건의 정의 및 식별 과정을 통하

여 초기사건을 선정한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사고 유형이나 진행 과정이 유사하

며, 이들 사고로부터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계통 및 그

성공 기준이 동일한 초기사건을 그룹화하여 최종 초기사건을 결정한다.

또한 사고경위 모델링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하여 앞에서 정의된 초기사건 중 발

생 가능한 모든 초기사건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초기사건의 식별을 위

하여 보통 경험적 평가, 논리적 평가, 고장모드효과분석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

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초기사건 선정에 완벽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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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수목 분석 방법론

사건수목 분석이란 선정된 초기사건에 대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여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중요 사고경위를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각 초

기사건 별로 분석 대상 시스템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기능을

파악하고 작동이 요구되는 안전계통 및 운전원 조치를 사건수목의 표제로 정의하여

각 표제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이분수목(Binary Tree) 형태로 사고 시나리오를

전개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경위를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사건수목 개발 시에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선정하고, 선정된 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통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건수목 표제로 정의한다. 또한 초기사건에

따른 각 계통들의 성공기준 및 작동 시점도 결정한다. 표제 배열의 순서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분석의 효율성과 사건전개의 이해 관점에서는 매우 중

요하다. 시간, 기능 및 계통 간의 연관성 등이 주요 고려 인자이며, 가능한 관련 계

통의 작동 시간 순으로 표제를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초기사건에 대한 계

통 및 성공기준, 표제 순서 등을 결정한 후, 이들 표제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각

초기사건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경위를 논리적으로 도출한다.

사고경위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목표의 설정이다. 사고경위 분석의 첫 번

째 단계인 분석 목표의 설정은 분석의 깊이와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하다. 예를 들

면 최적의 설계를 위한 사고경위 분석과 최적 시험주기 결정을 위한 사고경위 분

석은 서로 분석 내용과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목표가 설정되면 분석

대상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의 대상에는 발전소의 부지, 건물 배치, 계통 등이

포함된다.

발전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완료되면 사고경위 모델링 단계로서 대상 발전소

에 필요한 안전 기능을 정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초기사건을 선정하며, 정의된 초

기사건에 대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이 후의 작업은

사건수목의 표제(Heading) 및 보조 논리에 따라 각 계통의 고장수목을 구성하여 사

건수목과 연결하고 각 기본사건에 데이타를 입력하여 사고경위의 정량화를 수행한

다.

원전과 같이 복잡한 계통의 사고경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

인 사고경위의 모델링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고경위 모델링의 한 방법으로서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장수목과 함께 사건수목이 사용된다. 고장수목 분석은 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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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Deductive)인 방법으로 계통분석을 수행하며, 사건수목 분석은 귀납적(Inductive)

방법으로 계통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경위를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그림 4.5에

사건수목의 간단한 예가 정리되었다.

설계 및 운전 자료, 사고해석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초기사건의 선정, 사고경위분

석 및 모델링, 사건수목의 형태, 주요계통의 성공기준 정보를 얻는다. 사고경위 분

석은 안전기능의 분석, 초기사건분석, 사건수목 분석이 함께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비록 각 분석 업무의 내용은 명확히 구별되지만 업무간의 정보 흐름 및 공유

가 필수적이고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하나의 연결된 업무로 수행한다. 이상과 같은 사고경위 모델링을 위한

사건수목의 개발과정이 그림 4.6에 나타나 있다.

그림 4.5. 사건수목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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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사건수목 개발 과정.

다.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

고장수목 분석은 분석 대상 계통이 이용불능 상태가 되는 모든 경우를 논리적인

도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계통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모든 사건 조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고장수목 분석(Fault Tree

Analysis)이라 한다.

고장수목 분석은 계통의 기능상실을 초래하는 사건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해명해 가

는 분석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계통의 기능상실 논리를 연역적으로 전개하는 해석기

법으로서, 복잡한 계통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고 정량적 해석, 시각적 표현

등의 특징을 지녔다. 또한 고장모드 및 영향 분석에 비하여 인적요인, 공통원인고장

등 복합 요인을 다룰 수 있다. 고장수목 분석은 되도록이면 설계 초기단계부터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통 구성의 상세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통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을 고장수목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상세 설계단계에서 보다 안전하고 개선된 계통을 설계할 수 있다.

사건수목 분석 시에 모델한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장수목 분석 기

법을 사용하여 계통 분석을 수행한다. 고장수목이란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

지 못하는 상태 즉, 이용 불능한 상태가 되는 모든 경우를 AND, OR 혹은 NOT의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여 연역적으로 도식화 한 논리 수목이다. 기기의 기계적 고장,

공통원인 고장, 인적오류, 시험 및 보수에 기인한 이용 불능 등을 계통 고장수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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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 포함한다.

고장수목 분석은 분석대상 계통이 이용불능 상태가 되는 모든 경우를 논리적인

도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계통의 기능 실패 상태를 확인하고, 계통의 환경 및

운전 등을 고려하여 계통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모든 사건 및 그 발생 논리를 도

식적으로 분석한다. 일단 계통의 기능 상실을 정점사건(Top Event)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정점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연역적으로 추적하는 분석 방법이다.

정점사건이란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초기

사건 및 사고경위 분석 과정에서 결정된다. 계통의 성공 기준은 초기사건 및 사고

전개 과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동일 계통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정점사건

이 정의될 수 있다. 다음에는 정의된 각 정점사건의 원인을 연역적으로 추적하여

고장수목을 전개한다. 고장수목의 논리 전개는 유용한 신뢰도 자료가 있는 최소 기

기 단위까지 수행되며, 이 최소의 단위를 기본사건(Basic event) 이라 한다. 고장수

목 구성 시에 고려되는 계통 고장의 원인에는 기기의 기계적 고장, 공통원인 고장,

인간오류 그리고 시험 및 보수로 인한 기기 이용불능과 같은 기본사건이 포함된다.

계통 고장수목 구성 후 정량화 코드를 사용하여 계통 이용 불능도를 계산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계통 모델에 대한 정성, 정량 분석을 수행한다. 정성적 분석 단계

에서는 고장수목에 대한 정량화 분석 결과인 최소 단절집합(Minimal Cutset)을 검

토함으로써 고장수목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최소 단절집합이란 계통 정점사

건을 초래하는 기본사건들의 조합으로서, 최소 단절집합 중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혹은 누락된 최소 단절집합은 없는지 등을 정성적 분석 과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정량적 평가는 계통의 이용 불능도를 평가하는 단계로, 이용 불능도란 계통의

작동이 요구되는 특정 시점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주어진 작동 시간 동안 운전하지

못할 평균 확률 값을 의미한다. 앞에서 구한 정점사건에 대한 모든 최소 단절집합

에 기본사건의 확률을 대입하여 계통 이용 불능도를 산출한다. 그림 4.7은 고장수목

분석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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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고장수목 분석 절차.

라.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정상 운영시 피폭선량은 지상시설이나 지하시설에서 방

출되는 방사성 가스, 휘발성 물질, 혹은 방사성 입자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운반용

기, 처분용기, 혹은 지상시설이나 건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해서도 발생한

다.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선량은 작업자 개인과 일반 대중으로 구분하여 평가된

다. 일반적으로 작업자 피폭선량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지정된 개인이 받게 되는

피폭선량을 의미하며 작업 종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일반 대중으로 간주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면 각각에 대한 성능 목표치는 구분하여 정해져 있다.

작업자에 대한 피폭선량은 일반적으로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의 합으로 평가되며

일반적으로 총유효선량(TEDE; Total Effective Dose Equivalent)이 된다. 이중 내

부피폭은 호흡이나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50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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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선량이 된다. 외부피폭은 방사성 플륨, 지표면 침적이나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

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직접 피폭을 포함한다.

총 유효선량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여기서,

TEDE는 총 유효선량 (rem),

CEDE는 예탁 유효선량 (rem),

EDE는 유효선량 (rem),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호흡에 의한 전신 유효선량(rem),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섭식에 의한 전신 유효선량(rem),


는 방사성동위원소 j에 대한 섭식에 의한 전신 유효 외부 피폭선량(rem)이다.

작업자나 일반 대중에게 방사선 피폭을 야기하는 방사선원은 방사성 동위원소 j

에 대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STj = MARj ☓ DR ☓ ARF j ☓ RF j ☓ LPFsys

여기서, ST (Source Term)는 방사선원(Ci), MAR (Material at Risk)은 방출가능

한 방사성 물질(Ci), DR (Damage Ratio)은 손상분율, ARF(Airborne Release

Fraction)은 대기중 방출 분율, RF (Respirable Fraction)은 호흡에 의한 흡입 가능

분율, LPF (Leak Path Factor)는 처분시설을 구성하는 각 시스템의 누적 누설 인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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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및 사례 평가

가. 처분장 운영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사고경위 분석을 위해서는 사건수목 분석 (ETA; Event Tree Analysis)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사건수목 분석에서는 초기사건 및 사고완화를 위한 시스템의 작동여부

를 통한 사건수목 전개를 통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사건수목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AIMS PSA 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CONPAS를 선정하였다. 또한 각 사건수목

의 분기별 확률평가를 위해서는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고

장수목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AIMS PSA 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KwTree을 활

용하여 평가가 가능하다.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도구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평가 목적

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SAC (Radiological

Safety Analysis Code)를 피폭선량 도구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사건수목 분석 도구인 CONPAS ET Editor(ConEdit)는 Windows 환경 하에서 작

동되는 사건수목 편집기(event tree editor)이다. Windows의 장점인 다중창(multiple

windows), 마우스를 이용한 선택, 메뉴(menu)를 이용한 명령수행 기능 등을 기본적

으로 가지고 있어 편리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고장수목 분석 도구인 KwTree는 Windows 환경하에서 작동되는 고장수목 편집

기 (fault tree editor)이다. Windows 의 장점인 다중창 (multiple windows), 마우스

를 이용한 선택, 메뉴 (menu)를 이용한 명령수행 기능 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

다. KwTree의 기본 기능은 고장수목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피폭선량 평가 코드인 RSAC-5는 방사성핵종의 대기 방출 결과를 계산하여 핵분

열생성물의 선원항, 시설로부터 환경으로 이동하는 경로 중의 방사 붕괴 및 바람방

향으로 확산시의 방사능량 그리고 피폭선량을 각각 계산하여 호흡 및 섭취경로에

따른 내부피폭을 계산할 수 있으며 지표면과 플륨 이동에 따른 감마선에 따른 외부

피폭을 계산하여 100 km까지 적용할 수 있다. RSAC-5는 개인용 컴퓨터에 쉽게

설치하여 작업할 수 있으나 DOS 창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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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Version인 RSAC-7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운반중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전성 평가 도구로는

INTERTRAN2[4-11]를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IAEA가 주도한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완성된 프로그램이다.

INTERTRAN2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 항목으로는 사고가 발생하

지 않는 일반 운반 중에 발생하는 피폭선량, 방사선과 무관한 사고 영향, 사고 발생

시 작업 종사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및 리스크, 또한 방사선 피

폭으로 인한 건강영향 리스크 등이 있다.

나. 운영 안전성 사례 평가

처분장 지상 시설의 사건수목과 고장수목 분석 수행을 위해, 지상 시설에서 크레

인으로 핵연료집합체 이송하는 도중 낙하에 의한 초기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로 가정

하였다. 사고 경위로는 초기사건 발생 이후 핵연료집합체 손상으로 인해 방사능 물

질이 누출되고, 일차 HVAC 계통과 HEPA 필터의 작동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

시하였다.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피폭관 손상 및 파괴 확률은 낙하가

발생하면 사용후핵연료 피폭관은 파괴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고 경위는 위해(Hazards)와 초기사건 그리고 초기사건 발생 후 완화계통의 고

장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본 분석에서 가정한 사고 경위는 이동 선반에서 핵연료

집합체를 운반 중에 핵연료집합체를 떨어뜨려 피복재에 손상이 발행하여 방사성 물

질이 방출되고 이를 완화시키는 HVAC 계통과 HEPA 필터의 작동 여부에 따른 사

고 경위이다. 개발된 사고 경위는 아래 그림 4.8의 사건수목과 같고, 계통 고장에

대한 분석은 고장수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그림 4.9와 4.10에 도시된 바

와 같다.

- 사고경위 1, ADTC-1은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고 결과

가 OK

- 사고경위 2, ADTC-2는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일차 HVAC 시스

템이 성공한 후 일차 HEPA 필터가 성공하여 일반 대중과 외부 근무 인력에

게 희유가스가 방출되는 사고

- 사고경위 3, ADTC-3는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일차 HVAC 시스

템이 작동성공 후 일차 HEPA 필터가 실패하여 일반 대중과 외부 근무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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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희유가스와 입자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

- 사고경위 4, ADTC-4는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일차 HVAC 시스

템이 작동 실패하여 시설 내부 근무인력에게 희유가스와 입자 방사성 물질

이 방출되는 사고

고장수목 분석에서 HVAC 계통은 정상 방출 송풍기(Normal exhaust fan)와 여분

방출 송풍기(redundant exhaust fan)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였고, HEPA 필터는

A, B 두 개의 필터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고장수목 분석 결과 고

장 확률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 HVAC 고장 확률: 8.063e-5 (고장수목 분석)

- HEPA 필터 고장 확률: 1.201e-5 (고장수목 분석)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분석을 통해 구성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

를 위해 가압경수로형(PWR) 및 가압중수로형(CANDU) 발전소의 기준 사용후핵연

료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 평가를 위해 방사성동위원

소는 입자, 희유가스, 침적물 (Crud), 가스, 요오드, 삼중수소의 핵종그룹으로 구분하

였다.

피폭선량 평가는 사고 시나리오 3을 고려하였다. 즉,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

하고 일차 HVAC 시스템이 작동성공 후 일차 HEPA 필터가 실패하여 희유가스와

입자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에 대하여 일반 대중에 대한 피폭선량을 평가하

였다. 시스템의 누출경로인자는 일반적으로 핵연료 피복재의 경우 1.0, 운반용기나

처분용기의 경우 0.1, 건물의 경우 1.0, HEPA 필터의 경우 2.0☓10-4 값을 갖는다.

그러나, 사고 시나리오 3의 경우, HEPA 필터의 작동이 실패한 경우이므로 HEPA

필터에 대한 누출경로인자 값은 1.0이 된다. 이와 같은 가정에 의한 가압경수로형

(PWR) 및 가압중수로형(CANDU) 발전소의 기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상시설에

서의 낙하 사고시 방사선원항 평가 결과는 표 4.1에 요약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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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사건수목 분석 논리도.

그림 4.9. 일차 HVAC 시스템 고장에 대한 고장수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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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일차 HEPA 필터 시스템 고장에 대한 고장수목 분석.

피폭선량 평가를 위해 처분장 부지는 월성으로 가정하였다. 평균 풍속은 월성 부

지의 일 년간 기상자료를 토대로 평가된 값으로 2.87 m/sec이며 보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방출은 지상 1m에서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강수에 의한 침적은 고려하

지 않았다. 또한, 보수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대기안정도는 중립으로 가정하였으

며 플륨 상승은 고려하지 않았다. 혼합층 고도는 400 m로 가정하였으며 공기밀도

값으로는 1.099×103 g/m3을 이용하였다.

지표면 침적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침적 속도는 할로겐 원소의 경우에는

0.01 m/sec, 나머지 원소들은 0.001 m/sec로 가정하였으며 희유가스는 침적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위한 호흡률은 3.34×10
-4

m
3
/sec로 가정하였으

며 선량인자 (Dose Coefficient)는 RSAC-5에서 기본값으로 이용하고 있는

ICRP-30[4-12]에 의한 값을 이용하였다. 방사성 플륨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평가는

준무한대 근사를 이용하였다.

RSAC-5 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한 PWR 및 CANDU의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낙하

사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는 표 4.1 및 표 4.2에 요약된 바와 같다. 내부피폭

은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을 의미한다. 외부피폭은 지표면 침적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방사성 플륨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및 방사성 플륨 감마선에 의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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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선량의 합이다.

핵종 PWR (Ci) CANDU (Ci) 핵종 PWR (Ci) CANDU (Ci)

H-3 1.87E+00 7.55E-01 Pr-144m 4.47E-06 4.21E-06

Mn-54 1.03E-09 5.79E-10 Pm-147 3.84E-03 3.32E-03

Kr-85 9.54E+00 4.07E+00 Pm-148m 8.94E-22 3.77E-22

Sr-89 6.30E-17 1.10E-16 Sm-151 6.45E-05 1.95E-05

Sr-90 1.10E-02 4.38E-03 Eu-154 7.20E-04 1.01E-04

Y-90 1.10E-02 4.38E-03 Eu-155 1.79E-04 6.32E-05

Y-91 9.90E-15 1.69E-14 U-232 4.86E-09 3.71E-11

Zr-95 1.94E-13 3.16E-13 U-233 5.10E-12 2.53E-13

Nb-95 4.29E-13 6.97E-13 U-234 1.56E-07 5.16E-10

Ru-103 5.37E-21 8.42E-21 U-235 2.24E-09 1.43E-09

Rh-103m 5.37E-21 8.41E-21 U-236 4.53E-08 1.45E-08

Rh-106 7.32E-04 5.16E-04 U-238 3.99E-08 9.94E-08

Sn-123 9.09E-11 1.28E-10 Pu-238 6.21E-04 2.14E-05

Sb-125 2.18E-04 1.26E-04 Pu-239 4.83E-05 4.76E-05

Te-125m 5.34E-05 3.08E-05 Pu-240 7.80E-05 6.80E-05

Te-127 1.74E-10 2.43E-10 Pu-241 1.60E-02 7.41E-05

Te-129 6.54E-26 1.10E-25 Am-241 2.37E-04 7.41E-05

Te-129m 1.02E-25 1.72E-25 Am-242m 1.62E-06 9.50E-08

Ba-137m 1.50E-02 6.08E-03 Cm-242 1.51E-06 8.73E-08

Ce-141 4.35E-25 7.05E-25 Am-243 5.16E-06 1.61E-07

Ce-144 3.18E-04 3.01E-04 Cm-244 5.94E-04 3.43E-06

Pr-144 3.18E-04 3.01E-04

표 4.1.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지상시설에서의 사고시 방사선원

평가결과에 의하면 낙하 사고로 인한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피폭선량은 대부분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에 기인한다. 또한, PWR 및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낙

하 사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PWR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낙하시

훨씬 많은 피폭선량을 야기한다. 이는 PWR 및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의 노심

재고량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PWR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시 많은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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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방법론 정립 및 운영안전성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예제 계

산의 일환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가장 보수적인 결과이다. 향후 구체적인 평가를 위

해서는 정확한 자료의 입수 및 활용이 필요하다.

피폭선량

거리 (m)

내부피폭 (Sv) 외부피폭 (Sv) 합 (Sv)

PWR CANDU PWR CANDU PWR CANDU

200 1.04E-03 1.98E-04 5.40E-07 1.12E-07 1.04E-03 1.98E-04

300 5.09E-04 9.65E-05 2.64E-07 5.43E-08 5.09E-04 9.65E-05

500 2.09E-04 3.95E-05 1.08E-07 2.22E-08 2.09E-04 3.96E-05

700 1.16E-04 2.21E-05 6.04E-08 1.23E-08 1.17E-04 2.21E-05

1,000 6.29E-05 1.19E-05 3.27E-08 6.64E-09 6.29E-05 1.19E-05

2,000 1.99E-05 3.78E-06 1.04E-08 2.10E-09 1.99E-05 3.78E-06

표 4.2. RSAC-5를 이용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

운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운반용기와 선박을 고려하여 운반 시나리오를 구성하

였다. 운반용기로는 24개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TN12-XLH와 12개의 사

용후핵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한국형 KN-12를 고려하였다. 운반 선박으로는 INF2

와 INF3를 고려하였다. 처분장 위치는 월성으로 가정하였으며 영광 발전소에서 처

분장까지의 운반시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매년 영광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472개

를 운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운반용기와 운반용 선박을 고려하여 구성된 운반

시나리오는 표 4.3에 요약된 바와 같다.

시나리오 운반용기 운반용기 수 선박 연간 운반횟수

시나리오-1 TN24-XLH 5 INF2 ship 4

시나리오-2 TN24-XLH 20 INF3 ship 1

시나리오-3 KN-12 10 INF2 ship 4

시나리오-4 KN-12 40 INF3 ship 1

표 4.3. 운반 시나리오

리스크 평가시 고려한 운반시 발생 가능한 사고로는 충돌, 화재, 침수 및 침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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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각의 사고 발생확률로는 충돌의 경우에는 6.22×10-7 accidents/km, 화재의 경

우에는 6.59×10-8 accidents/km, 침수 및 침몰의 경우에는 4.78×10-7 accidents/km이

다[4-13, 4-14]. 리스크 평가는 미국의 SNL에서 개발한 RADTRAN을 이용하였으

며 리스크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자료들은 미국의 DOE에서 발행한 “DOE

Handbook on Transportation Risk Assessment”에서 인용하였다[4-15].

각각의 운반 시나리오에 대해 사고별로 평가한 집단선량 리스크는 표 4.4에 요약

된 바와 같다. 이 중 시나리오-4가 가장 높은 리스크 값을 보이는데 이는 운반용기

용량이 적으며 이로 인하여 운반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사고

시나리오
충돌 화재 침몰 및 침수

1 3.29E-07 3.48E-08 2.53E-07

2 1.89E-07 2.00E-08 1.45E-07

3 5.39E-07 5.71E-08 4.14E-07

4 1.89E-07 2.00E-08 1.45E-07

표 4.4. 선박 운송시 사고로 인한 집단선량 리스크 (Person-Sv)

도로 운반시 사고로 인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소와 재처리

시설간의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사용되는 동일한 트레일러가 운반에 이용된다고 가

정하였다. 이 트레일러는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위해 특수 설계된 트레일러로써 견

인차(tractor)와 8 또는 9축 트레일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반 도중의 열전달을 위

해 방수포가 운반용기를 덮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운반 도중에 발생 가능한 사고로는 충돌과 화재를 선정하였다. 이들 사고의 발생

확률은 2000년과 2005년 사이의 사고 발생건수와 운행 거리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

며 결과는 충돌 및 화재 사고에 대해 각각 9.52×10
-7

accidents/km와 5.70×10
-8

accidents/km이다.

이들 사고에 대해 RADTRAN5.0을 이용하여 평가한 리스크는 표 4.5에 요약된

바와 같다. 선박을 이용한 운반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돌에

비해 화재의 경우가 낮은 집단 피폭선량 리스크 값을 보인다. 이는 동일한 방출분

율을 이용하였지만 충돌에 비해 화재의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T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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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를 이용한 경우가 KN-12를 이용한 경우보다 낮은 집단 피폭선량 리스크

값을 보인다. 이는 TN-24 운반용기를 이용한 경우의 연간 운반 횟수가 KN-12를

이용한 경우의 약 절반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선박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간 운반횟수가 운반 안전성 평가에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연간 운반횟수가 가장 많은 CANDU 사용후핵연료를 AKDC-CANDU 운반용

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집단 피폭선량 리스크 값을 보인다.

사고

운반용기
충돌 화재

TN-24 9.77E-07 5.85E-08

KN-12 1.16E-06 6.93E-08

AKDC-CANDU 1.07E-04 6.41E-06

표 4.5. 도로 운반시 사고로 인한 집단선량 리스크 (Person-Sv)

영광 발전소에서 월성 인근에 위치한다고 가정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로의

선박운반에 관한 운반용기 및 운반 선박을 고려한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사용후핵

연료의 운반 중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트레일러를 이용

한 도로 운반시 충돌 및 화재 사고에 대하여 각각 다른 운반용기를 고려한 연간 운

반 횟수를 고려하여 평가한 운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운반횟수가 많고 운반용기가 적을수록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

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매우 낮은 리스크 값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운반비용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운반비용과 리스크를 고려한 운반 시나리오 최적화가 가능하

며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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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프로그램(안)

원자력 이용으로부터 발생된 방사능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2016년을 전후하여 각 원전 부지 내의 사

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이 포화가 예상되어 중간저장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정도이다. 즉,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정책인 영구처분 일정

등의 장기관리 계획이 빠져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이용이 활발한 선행국가들의 경우 수

십 년 전에 자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

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1].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

분을 위한 연구가 1997년부터 수행되어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개발되어 제안되었으며[5-2],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에너지원

을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현황을 포함하여,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원칙,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고준위폐기물

로드맵, 영구처분시점 제안 등에 대한 것을 요약하였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향후

고준위폐기물에 관한 국가관리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다.

1. 고준위폐기물과 사회적 인식

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PWR 사용후핵연료, CANDU 사용후핵연료,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있다.

발생량 측면에서 PWR 사용후핵연료와 CANDU 사용후핵연료가 중요하나 이들은

그 형태나 특성에 큰 차이가 있어 국가관리 프로그램 작성에도 별도로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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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반적으로 CANDU 원자로에는 농축되지 않는 우라늄을 이용하고 있어,

CANDU 사용후핵연료에 남아 있는 핵분열성 원료물질이 PWR 사용후핵연료에 비

해 적어, 이를 재활용하려는 노력은 크지 않다.

산업자원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349호, 2006. 12.

12]에 의하면 현재 20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이중 CANDU 원자로가 4기,

PWR 사용후핵연료가 16기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추가로 8기가 계획 중이며, 이

중 4기는 1,400 MWe의 APR이다. 이와 같은 원자력의 확대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원자로 예상 수명과 관련

된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하게 예측된다. APR 원자로의 수명을 60년, 나머지 원자

로의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PWR 사

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이 약 29,000 tU, CANDU 사용후핵연료가 약 16,000 tU 정

도로 추정된다. 또한, CANDU 원자로의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11,800 tU으로 추정된다.

2.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분석

원자력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핵심은 위험성 자체보다는 사

용후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된 것이다. 사용후핵연

료 관리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원자력과 사용후핵

연료에 관한 이해가 있는 집단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일반인을 대상

으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복잡성 등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설문조사 대상을 국한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점 및 처분

장 선정과정 등 관련 정책 수립과 시나리오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전

문기관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기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9개의 문

항을 준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①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 수립시 가

장 우선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 결과로는 ‘처분의 안전성’(63.8%)을 최우선으로 지적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수용성’ (23.0%), ‘재활용과 관련된 국제적 정치환

경’(7.8%)의 순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그림 5.1). 3순위까지의 복수로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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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면, ‘처분안전성’, ‘사회적수용성’, ‘처분경제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적수용성’의 경우 40대와 50대에서 중요시 된 반면, ‘처분경제성’은 30대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 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 수립시 주요 고려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②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에 대해 53.3%가 ‘전문

기관이 최적의 조건을 가진 후보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 및 주민과 직접 협의

후 최종 확정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36.2%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최소한의 부

지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중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모집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선정하고, 상세조사후 최종 확정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그림 5.2). ‘지자체

/주민 의견중시 방식’은 원자력관련 지역 거주 혹은 연고자의 경우 높게 나타났으

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원자력발전소 수명 종료 후 해당 부지

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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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고준위폐기물 처분부지 선정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③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시점 결정시 고려 인자에 대해 47.9%가 ‘사용

후핵연료 발생량‘을 가장 중요한 인자로 지적하고 있으며, ‘처분기술의 실증(시

점)’(21.4%), ‘발전소수명(수명종료/해체시기)’(16.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5.3). 즉, 처분장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 인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

었다.

그림 5.3.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시점 결정시 중요 고려 인자의 설문결과.

④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시점의 경우 42.8%가 ‘대부분의 가동중인 원자

력발전소의 수명기간이 종료되는 2040년 경까지 준비하고 중간저장시설의 규모는

이에 따라 최소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하였다(그림 5.4). 34.6%는 ‘독립

적인 중간저장시설 없이 최대한 빨리 처분장을 건설하고, 처분장 완공시까지 발전

소 내 용량을 확장하여 임시로 저장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20대의 경우 2040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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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를 선호하였으며, 40, 50대의 경우 최대한 빨리 건설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선호

하였다.

그림 5.4.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

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은 ‘처분의

안전성’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한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저장현황’을 고려하여 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중간저장시설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동일부지 건설을 포함한 연계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관 후보지 선정 후 지자체 협의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적정지원 수준과 지원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방안

가. 기본원칙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한 선행 국가들의 경우 관련 법 등을 통해 자국의

고준위폐기물 관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고준위폐기물 국

가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하였다. 본 국가관리 기본원칙

-①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자연을 보호함, ②고준위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자력으로부

터 혜택을 받은 발생자가 부담함, ③국내 발생 고준위폐기물은 국내에서 관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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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은 본 과

제의 의견이며, 우리나라의 기본원칙은 좀 더 폭 넓은 공감대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방안 평가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중, 국내 환경 아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정하고 그들의 특성 비교자료를 검토하였다. 전체 핵주기에 대한

직접 분석은 업무가 방대하여 최근 OECD/NEA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5-3]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PWR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은 국내 환경

에서 고려할만한 5가지이다.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재활용될 수 있는 핵분

열성 물질이 적어 직접처분만을 고려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직접처분 (S-1)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습식재처리(PUREX)-영구처분 (S-2)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고온 건식처리-SFR-영구처분 (S-3)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초장기저장(100년이내)-영구처분 (S-4)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해외 위탁재처리(습식)-영구처분 (S-5)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의 기술적 특성은 그림 5.5에 주어진 3개 특성으로 축약

될 수 있다. 그림 5.5에 나타난 바와 같이 HLW 부피, 우라늄 활용, 폐쇄후 방사선

량률 등은 습식재처리 혹은 고온 건식처리 후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났으나 비용은

약간 더 추가되었다.

S -1
S-2

S-3

S -1
S-2

S-3

그림 5.5.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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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선정하였다. 표 5.1에 언급

된 바와 같이 습식재처리의 경우 연구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적 측면에서도 고

려할 대상이 아니었으며, 해외 위탁재처리의 경우도 연구개발 측면에서 고려할 바

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외 환경을 고려할 경우, 사용

후핵연료 관리 방안으로서 직접처분(S-1)과 고온 건식처리(S-3)를 선정하였다. 초

장기저장(S-4)의 경우 조건부 선정을 하여,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PWR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그림 5.6과 같이 나타내었다. PWR 사용후핵연

료의 경우 현재 개발 중인 고온 건식처리(S-3) 기술 개발의 추이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중간저장을 수행하며, 국가 정책에 따라 고온 건식처리로부터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 혹은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S-1)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중앙집중식 중간저장, 고온건식처리공정, 영구처분

등이 동일 부지에서 수행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제안하였다. 영구처분동굴

의 일부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의 일부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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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방안 기술적 특성 국내외 환경 고려여부

S-1 직접처분

•Fissile material 재활용 어
려움
•현재 기술로 실현 가능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산

정의 기준
•핵비확산성 등 보장

•미국, 핀란드 사업화
단계
•부지확보와 안전성 실

증 어려움 예상
•많은 국가들이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고려
중

고려

S-2 습식재처리

•프랑스, 영국 등에서 실용화
•HLW 열발생량 및 발생기
간 단축
•HLW 폐기물 부피 감소
•핵비확산성 보장 어려움

•일반적으로 직접처분
보다 고비용 예상

•한반도비핵화 선언
•일본 로카쇼재처리 공

장 가동 준비 완료

불가능

S-3 고온
건식처리

•국내에서 기술개발 단계
•미국에서 금속핵연료 대상

개발
•각국에서 2번째 방안으로

기술개발 중
•핵분열생성물 등 분리가 용

이하며, 핵비확산성 유리
•SFR 핵연료로 금속우라늄
•HLW 부피의 획기적 감소

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
예상됨. 독자개발에 대
한 정당성 확보 필요.

•개발 단계마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함

•기술실증이 향후 정책
결정에 필수

고려

S-4 초장기저장

•비교적 단순한 개념의 관리
방안

•최종 처분시 불필요한 투자
•붕괴열 감소 효과 있음
•전반적 기술적 특성은 ‘직접

처분’ 방안과 유사함

•발생자 부담 원칙 유
지가 어려움

•관리비용의 후손에 전
달 방안 필요

조건부
고려

S-5 위탁재처리

•기술적 특성은 ‘습식재처리’
방안과 동일함

•해외 수송에 따른 추가 비
용이 예상됨.

•국제적 신뢰가 우선되
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

•관리비용은 증가할 것
으로 판단

•HLW 영구처분 문제
는 국내에 여전히 남
게 됨

현실성이
떨어짐

표 5.1. 국내 적용 가능한 핵주기 특성 비교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직접처분(S-1) 혹은 초장기저장 후 처분(S-4)만이

고려 대상이며, 이에 대한 장기관리 방안을 그림 5.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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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PWR 사용후핵연료 장기관리 방안.

그림 5.7. CANDU 사용후핵연료 장기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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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로드맵 구성

○ 핵심 요소기술 개발: 부지확보 이전까지

구분 2007 - 2009 2010 - 2012 2013 - 2015 2016 - 2018 2019 - 2020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및 

성능평가

·공학적방벽
설계

지하처분시설 설계

실증규모 시스템 
제작

처분용기/완충재
제작

취급시스템 및
처분시스템 제작

KURT를 활용한 
성능 실증

실증용 터널 굴착

공학적방벽 성능 실증

취급시스템, 운영시스템 등
종합적 성능 실증

년도별 인력정원
(단위:명)

○ 처분시설 운영: 부지확보에서 폐쇄까지

구분 2020 - 2039 2040 - 2059 2060 - 2079 2080 - 2119 2120 - 2139

처분부지특성 
조사

·부지
확보

부지
특성
조사

처분시설 건설

진입
터널

URL 및
처분터널

단계별 처분터널

처분시설 운영 

CANDU Spent Fuel 처분

PWR Spent Fuel 처분 (S-1)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 처분
(S-3)

원전해체폐기물/장반감기 고준위폐기물 처분

처분시설 폐쇄 폐쇄

년도별 인력정원
(단위:명)

250명
(70%)

364명 364명 364명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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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 로드맵 제안

사용후핵연료의 직접 처분방식과 비교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고려하였을

경우 처분 관점에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주로 공학적방벽이다. 고준위폐기물, 처

분용기, 완충재, 뒷채움재 등으로 구성되는 공학적방벽과 관련하여 가장 큰 차이점

은 고준위폐기물 자체와 처분용기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처분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처분시설 상용화를 위해서는 처분부지 확보가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으

며, 본 로드맵 작성에는 처분부지가 적기에 확보된다는 가정아래 작성하였다.

따라서 처분시설 상용화 과정은 처분부지 확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였다. 처

분부지 확보 이전은 재활용 정책에 맞추어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을 중점으로 작

성하였으며, 처분부지 확보 이후에는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에 중점을 두어 작

성하였다.

∙요소기술 개발은 2020년까지 시스템의 개념설계 및 성능평가, 실증 규모 시스템

제작, KURT를 이용한 방벽의 성능 실증으로 구분하였다. 실증 규모 시스템

제작에는 5년, KURT를 이용한 방벽의 성능 실증은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는 2020년 확보되어 부지특성조사가 시작될 경우,

부지암반특성 조사시설 건설 및 시운전을 포함한 기간은 20년을 고려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와 PWR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제

안한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 설계에 이용하였던 냉각기간과 처분율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결정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운영은 2041년부터 25년 동안, PWR 사용후핵

연료의 직접 처분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완료된 시점(2066년)부터 52

년 동안 2117년(PWR 사용후핵연료 최종 발생연도 2077년 가정)까지 수행하고,

폐쇄 기간은 10년을 고려하였다. PWR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에 따른 고준위폐

기물 처분도 동일한 기간을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고준위폐기물 처

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처분시설 건설, 운영, 폐쇄를 고려한 개략

적인 일정을 제시하였다. 원전 해체에 따른 고준위폐기물 처분은 205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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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년까지 40년간 수행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처분장 운영 인력은 직접처분과 재활용 시나리오 두 경우 동일하다고 가정하였

다. 연 인원은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념설계에서 고려한 364명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기간(20년) 동안에는 운영기간 인력의 70%를, 폐쇄기간(10년) 동안에는

30%를 가정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설계, 성능평가, 안전성평가, 성능 실

증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그림 5.8에 별도로 나타내었

다.

그림 5.8.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로드맵.

나. 최적 처분시점 제안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은 핵연료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으나,

CANDU 사용후핵연료는 핵분열성 핵종의 농도가 비교적 낮아 관리 방법으로서 재

활용보다는 직접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단지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을 위한 부

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를 중간저장하기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중간저장 기간 설정이 기술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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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검토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는 안

전성, 경제성,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이다. 특히 적정한 처분시점의 결정에 있어

사용후핵연료 고유의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에는 반감기가 매우 긴 방사성 핵종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현 세대 이해당사자들의 세대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으

며, 세대 간 수용성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을 후세

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책임은 발생시킨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5-4]. 최근 OECD/NEA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고준위폐기물 처분 착수 시점을 결정하는 인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5-5]. 이 연구에서는 처분시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를 도출하고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인자들의 중요도

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요한 연구결과의 하나로서 각국의 고준위폐기물 처분 시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처분관련 기술, 적절한 처분 부지의 존재, 장기 안전성

평가의 결과와 같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수용성이 주요 인자임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내에서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착수

시점 3가지를 제안하고, 각 방안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바람

직한 안을 선정하였다.

1) 월성 부지 사용후핵연료 관리 현황

1983년 월성 1호기가 가동된 이래 월성 부지에는 현재 4기의 CANDU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대략 연간 380 tU의 비교적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된다. 사용후핵

연료 중간저장 및 처분 착수 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성 부지에서 가동 중인 4기

원자로의 현황을 표 5.2에 나타내었다. 표 5.2에 주어진 바와 같이 현재 계획에 의

하면 월성 부지의 CANDU 원자로는 2030년경이면 운전이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월성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위하여 콘크리트 사일로가

건설되어 운영 중이며, 저장 효율을 향상시킨 MACSTOR-400 건설을 계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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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Type
Capacity

(MWe)

Construction
started on

Operation
started on

Operation

ends in

Wolsong-1 CANDU 679 '78. 2 '83. 4 2012

Wolsong-2 CANDU 700 '92. 8 '97. 7 2026

Wolsong-3 CANDU 700 '94. 2 '98. 7 2027

Wolsong-4 CANDU 700 '94. 2 '99. 10 2029

표 5.2. Statu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at the Wolsong site

다. 그림 5.9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월성 부지의 콘크리트

사일로의 수명도 2040년 경이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에 주어진 바와 같

이 원자로가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를

그림 5.10에 나타내었다. 그림 5.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을 전후로 현재의

월성부지 임시저장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총 발생량은 대략 12,000 tU 정

도로 추정되었다.

그림 5.9. The expected operation period of the Wolsong nuclea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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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The arisings of CANDU spent fuels.

2) 처분시점 결정 요인 분석

처분시점은 미래의 어느 때이건 관계없이 결정될 수 있으나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음 3 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즉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가 수월하게 확

보된다면 현 시점부터 준비하여 적기에 처분을 착수하는 안(제1안), 월성 부지의 사

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설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에 처분을 착수하는 안(제2안), 건

식저장 수명 연장이 이루어져 2100년 이후로 처분시점이 미루어지는 안(제3안)을

비교하였다. 각 안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분석

하였다.

방사성폐기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붕괴열이다. 붕괴

열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들의 자연 붕괴시 방출되는 방사선

에 의한 것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설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즉 처분시설 내에 효과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붕괴열이 적을수

록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 관점에서 처분시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5.11은 ORIGEN-AR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소도 8,100

MWD/MtU CANDU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계산한 붕괴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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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그림 5.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은 원자

로로부터 방출된 초기 10년 간 값이 크다. 즉,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중간

저장을 10년 이상 길게 하여도 처분관점에서 붕괴열에 의한 이득이 거의 없음을 시

사하고 있다. 표 5.2에 의하면 CANDU 사용후핵연료 최종 발생연도는 2029년으로

판단되며, 이들 사용후핵연료조차 2040년 이후에는 붕괴열 감소량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있어 중요한 인자의 하나는 핵분열성 물질(주로 플루토늄

동위원소)들의 핵비확산성이다. 비록 CANDU 사용후핵연료 중의 핵분열성 물질의

농도는 매우 낮으나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주요 물질이다. 핵비확산성 측면에서

처분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플루토늄 동위원소들의 농도 변화를 ORIGEN-AR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5.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액티나이드 핵종

들인 플루토늄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는 상대적으로 길어 원자로에서 방출된 후 100

년이 지나도 붕괴열과는 달리 방사능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용후핵연

료의 중간저장이 영구처분보다 불리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빨리 처분하는 것이

핵확산 방지 측면에서 유리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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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Decay heat from CANDU spent 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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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Change of radioactivity of Plutonium isotopes.

처분시점 결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인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

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은 중간저장-운반-영구처분을 위한 비용으로 구성되

고 있다. 관리비용에 대해 물가와 할인율이 동등하여 무시된다면 사용후핵연료 운

반비용과 영구처분 비용은 처분 착수 시점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중간저장 비용의 경우 투자비와 운영비 모두 처분시점에 따라 크게 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한수원의 계획에 의하면, 2016년까지 월성 부지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용량을 약 9,000 톤 정도로 확장할 예정이다[5-7, 5-8]. CANDU 원자로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월성 부지에서 예상되는 총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약 12,000 톤 정도이다. 따라서 처분시설이 적기에 건설된다면, CANDU

사용후핵연료만 중간저장 용량은 임시저장 용량을 초과한 3,000 톤이다. 그러나 처

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CANDU 원자로를 해체하게 되어 월성 부지 내의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 시설로 옮겨야 한다면, 월성 부지에 임시저장 되

어 있는 9,000 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위한 중간저장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

서 중간저장 용량 9,000 톤에 해당하는 투자비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처분 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증가하는 기간만큼 중간저장시설 운영 기간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운영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즉, 처분시점이 연기되

어 중간저장이 장기화될수록 중간저장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의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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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관

리가 ‘후손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은 2

년 단위로 재산정되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비례한 부담금 형태로 적립되고 있

다. 표 5.2에 주어진 원전 운전 기간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듯이 CANDU 사용후핵

연료 발생은 2000년부터 2030년 사이에 대부분 발생하며, 대부분의 부담금이 적립

된다. 현재 적립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2040년 경 CANDU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시설이 운영될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관리 비용을 추정하

고,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CANDU 원자로는 해체되고 처분 착

수 시점이 100년 정도 연기될 경우, 추가되는 부담금을 후손에게 미루게 되어, 사용

후핵연료 장기 저장은 세대 간 마찰 혹은 세대 간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해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연기될

경우 예상되는 정치적, 사회적 변동에 의한 적립된 부담금을 유지하는 어려움도 예

상되고 있다. 특히 2100년 이후 처분시점이 연기될 경우에는 처분비용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세대 간 갈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분시점이 연기될 경우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인자는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의 개발이다. 원자력계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장반감기 핵종들의 방사

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속기나 고속로를 이용한 핵변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미래에 성공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중의 장반감

기 방사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 특성의 하나는 처분된 폐기물의 회수가능성(retrievability)을 도입하는 것이다.

폐기물을 처분 후 100년 정도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런 경우 중간저

장이나 처분 모두 새로운 관리 기술 개발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현재 처분시스템 개념에서 회수성은 처분시설에 중간저장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

이다.

앞 절에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점에 대한 원자력계 종사자

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준

위폐기물 처분시점에 관한 의견(그림 5.4)으로는 42.8%가 2040년경까지 준비하기를,

34.6%는 최대한 빨리 처분장을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환경 친화성 측면에서도 중간저장의 경우 시설이 지표면에 노출되며, 대규모의

면적을 차지하나, 영구 처분시설의 경우 처분시설 운영이 끝나면 폐쇄하여 원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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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상태를 복원하는 개념이다. 또한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 국가들

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비교에 관한 연구결과[5-9]에 의하면 핀란드, 스웨덴,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스페인 등 국가에서는 세대 간 평등 원칙 측면과 지속성

측면에서 고준위폐기물의 영구처분을 중간저장보다 선호하고 있다.

3) 처분시점 대안 분석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점 대안 분석을 위하여 현재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검토하였다. 2020년경까지 처분부지가 확보될 경우에도 2040년

이 되어야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제1안으로

2040년 처분이 착수하는 안을 도출하였다. 제2안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계

획하고 있는 중간저장 착수시점이 2016년이며, 중간저장 시설 예상 수명이 50년임

을 고려하여 2066년 처분시점을 제2안으로서 도출하였다. 제3안은 제2안을 통해

준비된 중간저장의 수명이 연장되어 처분시점이 2100년 이후로 미루어지는 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 5.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술적 측면과 안전성 측면에서는 처분 시점이 빠를수록 좋았

다. 중간저장이 원전 해체 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세대 간 마찰이 예상되어,

윤리적 측면에서 우려되었다.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기금의 관리 측면에

서는 기금의 적립금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3가지 방안이 동일

한 반면, 중간저장 기간에 비례하여 중간저장 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의 증가와 정

치적 안전성 등의 이유로 인한 기금의 유지가 우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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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안-2041년 제2안-2066년 제3안-2100년 이후

특징
• 2020년 처분부지 확보. 

2041년 처분시설 운영

• 2016년부터 50년간 중

간저장

• 2016년부터 50년간 중

간저장 후 35년간 중간

저장 연장

기술적 

측면

•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측

면: 3안 동일

• 핵비확산성 측면: 가장 

유리

• 새로운 기술의 개발: 회

수성 도입으로 중간저장

과 동등. 3안 동일

•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측

면: 3안 동일

• 핵비확산성 측면: 약간 

불리

• 새로운 기술의 개발: 3안 

동일

•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측

면: 3안 동일

• 핵비확산성 측면: 2안보

다 불리

• 새로운 기술의 개발: 3

안 동일

 

안전성 

측면

• 처분안전성: 3안 동일

• 중간저장 안전성: 관리 

기간 중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유지

• 처분안전성: 3안 동일

• 중간저장 안전성: 사용

후핵연료 건전성 유지

에 의문. 중간저장 자체 

안전성 유지에 불리

• 처분안전성: 3안 동일

• 중간저장 안전성: 장기 

저장 중 사용후핵연료 

건정성 입증 필요. 중간

저장 자체 안전성 유지

에 매우 불리

경제적 

측면

• 중간저장 용량 3,000톤 

필요

• 중간저장 용량 12,000톤 

필요

• 중간저장 용량 12,000

톤 추가에 운영기간 50

년 추가 예상. 가장 불

리

기금

관리

측면

• 기금 적립: 3안 동일

(2030년 경 종료)

• 기금 유지: 가장 유리

• 기금 적립: 3안 동일

(2030년 경 종료)

• 기금 유지: 관리기간 연

장으로 약간 불리

• 기금 적립: 3안 동일

(2030년 경 종료)

• 기금 유지: 매우 불리

윤리적 

측면

• 국제원자력기구 기본 원

칙 충족

• 세대 간 마찰 약간 우려 • 국제원자력기구 기본 원

칙에 어긋남.  세대 간 

심각한 마찰 예상

환경 

친화성

• 처분시설 폐쇄 후, 매우 

우수함

• 대규모 시설의 지상 건

설로 불리

• 대규모 시설이 장기간 

지상 운영에 따라 환경 

친화성 매우 불리함

원자력 

지속성

• 원자로 해체, 중간저장 

시설 수명 등 예상. 가

장 유리.

• 신규 원전 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원전 해체가 요

구됨.  불리.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

한 불신 증대 예상. 매

우 불리

처분부지 

확보

• 윤리적 측면 등으로 대

중과의 대화 착수 필요. 

다른 안에 비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

• 정치적 측면에서 처분부

지 확보시점이 연기된 

것일 뿐 근본적 문제는 

동일함.  원전 혜택이 

중단될 경우 부지 확보

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처분부지 확보를 포함한 

처분사업 착수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어려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됨.

종합 의견

•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정
책적 결단 필요.  또한 
사전예방 원칙에도 합당
함

• 처분사업만 착수가 지연
됨으로써 중간저장 물량
이 급증하고, 관리비용이 
증가함.  

• 2안과 동일하며, 상황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방안

으로 세대 간 갈등이 더

욱 심각할 것임.

표 5.3. Comparison of three choices for the CANDU spent fuel disposal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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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10,000 톤을 넘어섰으나 아직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용후핵

연료 관리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바람직한 관

리 방안에 대한 국가 관리 로드맵을 준비하였다.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32기 원자로 가동을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

량을 예측한 결과 PWR 사용후핵연료 29,000 톤, CANDU 사용후핵연료 16,000 톤

으로 총 45,000 MtU의 사용후핵연료가 예상되었다. 2007년 추계 한국방사성폐기물

학회 참여자를 주 대상으로 수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9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처분의 안전성’이 그 다음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한 시점으로는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이 종료되는 2040년 경

을 선호하였다.

국내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방안 준비를 위하여 먼저 고준위폐기물 기본 원칙을

3가지 제안하였다. 다양한 핵주기 중 국내에서 수행 가능한 5가지 핵주기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장단점 비교 결과를 통해 3가지

핵주기-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고온건식처리공정, 장기저장 후 직접처분-를 선정하

고, 이를 대상으로 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의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제안

하였다.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처분 착수 시점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적정 시점을 제안하였다.

PW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직접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되어 이에 대한 처분시점을 제안하였다. 처분시점의 결정은 정치적, 사회적 인자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본 논문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주로 기술적, 경

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붕괴열, 핵비확산성, 중간저장 비용, 새로운 처분기술의

개발, 원자력계 종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주요 인자로 고려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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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3가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점(2041년,

2066년, 2100년 이후)을 도출하였다. 3가지 처분시점에 대하여 선정된 주요 인자별

로 정량적 혹은 정성적 비교를 통하여 국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CANDU 사용후핵

연료 처분시점으로서 2041년을 제안하였다. 2066년과 2100년 이후 안은 모두 중간

저장 물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며, 후손에 부담을 줄뿐 별다른

장점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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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추진전략

1. A-KRS

개발을

위한

고준위폐기

물 DB

구축

①2006년말 기준 월성과 영광 부지 사용후핵연료 자료를

수집 분석(PWR 9,614개, CANDU 24만개)하고, 이를 바

탕으로 각호기별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분포 등 통계 자

료를 분석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 개발(SCI 논문). 또

한, 선진핵주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파이로 공정의 물질

흐름 분석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개발함(특허 출원/등

록).

②원전 SF 발생량 예측을 위하여 3가지 모델(재장전주기

모델, 방출연소도모델, 연평균방출량모델)을 제안하고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함. 처분시스템 설계에 이용하기

위하여 기준 CANDU 및 HANARO 사용후핵연료를 대

상으로 선원항 평가를 수행하여 붕괴열량 회귀식 제안

하고 평가함.

프로그램

개발 등

전과정

자체개발

▸연구목표 달성도

1. PWR 9,614개, CANDU 24만개 사용후핵연료 DB 파

일 구축

2. 선진핵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방법 설계

3. 사용후핵연료 방출연소도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분

석

4. 원전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방법 설계

2. A-KRS

공학적방벽

개념설계:

CANDU

및

핵주기폐기

물

처분용기

①처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3가지 종류의

A-KDC-CANDU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성능평가를 수

행함. 고효율 처분용기 제작을 위하여 저온분사 방법을

적용한 구리코팅 용기 제조법을 최초로 시도하였으며

(특허 출원), 물성 및 부식 성능시험을 수행함. 새로이

개발된 처분용기의 구리 소요량은 기존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전기화학적 부식시험 결과 구리용기의 부식률은 제작방

식과 상관없이 구리의 순도에 좌우됨.

②선행국가의 고준위폐기물 저장용기 및 처분용기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발열량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을 위한 2가지

저장용기 및 처분용기(A-KDC-PYRO) 예비 개념설계를

수행함.

③칼슘-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한 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 향상을 위하여 Ag2O를 첨가한 완충재를 제안하

저온분사

용기

제작

위탁

(RIST)

처분용기

설계 및

완충재

성능향상

자체

수행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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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안된 완충재 블록의 확산실험을 수행하였음. 또

한 완충재의 열 전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이중구조 완충재(특허출원)의 열 해석을 수월하게 수행

하기 위한 해석해를 제시(SCI 논문).
▸연구목표 달성도

1.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량을 40% 향상시킨 3

가지 종류의 CANDU 처분용기(A-KDC-CANDU) 개

발

2. 처분용기 구리 소요량을 대폭 감소시킨(14.5% 이하

로) 구리용기 저온분사코팅 제조법 개발

3. 파이로 공정 고준위폐기물을 위한 2가지 저장용기

및 처분용기 개념 개발

4. 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Ag2O

첨가재를 제안하고 성능 확인

5. 완충재의 열 전달 성능을 10% 정도 향상시킨 이중

구조 완충재 개념 개발

3. A-KRS

설계 요건

개발

①처분용기 개선을 통한 CANDU 처분시스템의 처분효율

을 40% 이상 향상시킨 처분시스템의 설계 및 성능평가

(열, 구조 해석)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함. 개선

된 개념을 적용할 경우 전 단계에서 개발한 한국형처분

시스템 (KRS) 개념에 비해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1,700억원(약 20.3%) 절감 효과가 예상됨(SCI 논

문).

②OECD/NEA, IAEA 및 각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

는 처분용기 회수-장기저장 요건 검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3가

지 복합처분방식(안)에 대한 처분개념을 정립하였음.

신개념

처분용기

자체

개발 및

처분방식

자체개발

해외전문

가 검토

▸연구목표 달성도

1. 처분 밀도를 증가시킨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를 바탕으로 처분시스템을 설계, 성능평가 및 비

용평가를 완료함. 연구결과 새로운 개념이 기존 개

념에 비해 1,700억원(약 20.3%) 효과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2. 처분밀도 향상, 폐기물 회수성 향상, 장기관리 개념

도입 등의 기능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처분개념 3가

지를 도출하고 개념 정립 완성.

4.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성

평가 방안

수립

①원전 운영안전성 평가를 위해 개발된 안전성평가 체계

를 바탕으로 처분시설 운영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

오를 한국형처분시스템 설계자료와 원전 안전성 평가

경험을 토대로 도출하고, 안전성평가 절차를 수립함. 사

건수목 편집기인 CONP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표

사고에 대한 사건 수목을 구성함.

②운영안전성 평가의 각 단계별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운영안전

성 평가

방법론

자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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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 도구를 선정함. 또한 사용후핵연료 운반 시나

리오에 대하여 RADTR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

후핵연료 운반에 대한 3가지 대표 사고를 대상으로 안

전성 평가 수행 결과, 운반리스크는 운반 횟수에 민감

하였음.
▸연구목표 달성도

1. 원전 운영안전성 평가 체계를 한국형처분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대표 사고에 대한

사건수목 작성

2. 사용후핵연료 운반 중 예상되는 3가지 대표 사고를

대상으로 운반 리스크 분석 완료. 운반리스크는 운반

횟수에 민감.

5.

고준위폐기

물

장기관리

시나리오

연구

①선진 4개국 사례를 분석하였음.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정책이 법률을 통해 결정

되어 있음.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가관리원칙(안)을 제

안하고, 국가관리 프로그램의 구성과 국내 실정을 고려

한 시나리오를 결정함.

②고준위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수용성

분석을 위한 항목과 문항을 개발하고, 250여명의 원자

력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9개 항목 질문지에 대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 분석 수행. 조사결과,

처분정책 수립에 가장 우선적인 항목으로 ‘처분안전성’

을, 그다음으로 사회적 수용성을 지적하였음.

장기관리

시나리오

자체개발

및

사회적

수용성

분석

위탁

연구
▸연구목표 달성도

1.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원칙 작성

2. 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프로그램 구성 결정

2. 고준위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조사 항목

도출 및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완료

6. 장반감기

고준위폐기

물 선원항

평가체계

구축

①2007년 말 기준, 고리와 울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자료를 분석하여 1차년도에 착수된 사용후핵연료 현황

분석 프로그램의 DB에 추가하고, 선진핵주기 발생 금

속폐기물의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집합체 설계제원을

DB에 추가하여 사용후핵연료 현황분석 프로그램을 완

성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시간을 3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효율 30배 이상 증진) 가능함을 확인

하고, PWR 기준사용후핵연료 특성(초기 농축도 4.5w%,

55 GWd/MtU) 및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 특성

(초기 농축도 0.711w%, 8.1 GWd/MtU)을 도출함.

②다양한 선진핵주기 시나리오에 맞게 사용후핵연료가 조

합(서로 다른 원자로 조사, 방출연소도, 냉각기간)되어

배치(batch)로 건식처리되는 경우에도 선진핵주기 폐기

물의 물량 및 방사선원항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패키

지(CLEAN)를 자체 개발하고 검증함. 즉, 본 과제에서

핵심연구

원의

해외

전문기관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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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양한 파이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수월하게 선원항을 해석할 수 있음.

③원전 해체 장반감기 폐기물의 물량 및 방사선원항 도출

을 위해 CANDU 원자로를 대상으로 3차원 MCNP 상

세 노심모델을 개발하고, ORIGEN2를 이용하여 구조물

의 방사화 계산을 수행하였음. 계산 결과 원전 1기 해

체로부터의 장반감기 폐기물 질량은 245톤, 부피는 80

m3 정도로 예측되었으며, 폐로 후 10년 시점에서의 총

방사능은 1.3×1016 Bq정도로 추정되었으며, 국내 중저준

위폐기물 처분농도 제한치와 주요 핵종의 비방사능 비

교 결과, 60Co, 94Nb, 14C, 63Ni의 값이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제한치를 초과하였음.
▸연구목표 달성도

1. 작업시간을 2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시킨 (효

율 10배 이상 향상)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예측 프로

그램 개발

2. 작업시간을 3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효율 30

배 향상)시킨 사용후핵연료 현황 분석 DB 프로그램

개발

3. 새로운 PWR 및 CANDU 기준 사용후핵연료 결정

4. 다양한 선진핵주기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선원항 평

가 수행에 대한 사례 분석: 기존 ORIGEN-S 프로그

램보다 기능향상 및 사용상 편의성 확인

5. CANDU 원자로 해체 폐기물량 산정을 위한 3차원

노심 모델 개발 및 예비 계산 수행

7. 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①저온분사기술을 이용하여 1/10 규모 크기의 구리코팅

처분용기를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부식 시험용 시편을

제작함. 3가지의 코팅구리, 단조구리, 주조구리, 64황

동, Al-청동 등 총 7종의 구리 및 구리합금 시편을 사

용하여 해수를 이용한 부식실험, 전기화학적 부식실험

을 수행하였음. 전기화학적 부식실험결과 구리 종류에

따른 부식전위 차이가 없었으며, 구리 순도의 영향만

나타났음. 해수 중 부식률은 코팅구리 등이 높게 평가

되었음. 그러나 전기화학적 부식평가만으로 처분용기

의 장기수명 예측은 피막저항성 변화 크기로 보아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저온분사코팅 층의 두께에 따

른 부식률을 측정한 결과 두께에 따른 변화는 관찰하기

어려웠음.

②처분용기 부식예측을 위하여 1차년도에 도출한 완충재

에서의 산화제의 이동에 대한 해석적 해를 부식예측에

이용하기 위하여 GUI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URT 지하수 환경에서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부식수명을 예측하였

저온분사

용기

제작

위탁수행

(RIST) 및

부식시험

등 자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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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계산결과 비교를 위하여 일본 H-12 부식모델과도

비교하였음. 평가결과 KURT 주변환경에서 구리 처분용

기 수명은 1,000년을 훨씬 초과하였음.

③전기화학적 부식특성 조사(cyclic polarizaiton test)결과

KURT 지하수를 이용한 부식률은 해수 경우에 비해

1/2 수준이며, 코팅구리와 단조동의 전기화학적 차이점

은 없었음. 현재 진행 중인 KURT 지하수를 이용한 실

험실에서의 장기부식 시험결과(2개월, 4개월, 9개월) 3

가지 9개 시편의 부식률은 무시할만 하였음(9개월 처리

시편의 부식두께는 1×10-4 mm ~ 3×10-4 mm 정도).

KURT 현장 지하수를 직접 이용한 부식시험을 위한 장

치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 설치하였음.
▸연구목표 달성도

1. 저온분사코팅 기술을 이용하여 1/10 규모 처분용기

제작

2. 7가지 구리 및 구리합금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전기화학적 부식시험 완료: 구리 종류에 의한 부식전

위는 무시할 만 하였으며, 구리순도의 영향만 나타

남.

3. 처분용기 부식 수명 예측 프로그램 개발: 처분용기

수명 예측 결과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수 십만년

이상(설계기준: 1,000년)

4.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장기 부식시험: 9개월 동안

3가지 9개 부식시편의 부식 두께 1×10-4 mm ~

3×10-4 mm 확인

8. 복합폐기물

공학적방벽

및

처분방식

선정

①파이로 공정 분석 결과, 5가지 종류의 장반감기 고준위

폐기물의 발생이 예상됨. 파이로 공정 물질수지식으로

부터 5가지 종류 폐기물별, 부피 및 질량, 핵종별 방사

능, 열 선원항을 계산함. 이를 바탕으로 각 폐기물 별

저장-처분용기 개념을 도출하고, 회수성과 장기저장 기

능을 갖추며 처분밀도를 향상시킨 다층 구조의 새로운

개념의 3가지 복합폐기물 처분방안-금속 폐기물은 상부

층에 처분하고, 고준위폐기물은 3가지 처분방안-을 도출

함. 특히, 처분방안-II에는 처분시스템 효율을 극대화시

킨 한국형 공학적방벽 모듈(K-PEM)을 고안하여 처분개

념에 도입하였음). 처분방안 평가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

가 의견을 반영하고, 처분효율 및 경제성 측면에서 최

적의 방안을 선정함. 또한, 폐기물의 장기관리 기간 중

예상되는 처분터널 운영기간 동안의 환기 측면에서의

10가지 처분터널 배치안에 대한 정량적 비교를 통하여

최적안을 작성함.

②회수성 및 장기저장 기능이 강화된 처분시스템 개발에

맞추어 지상 및 지하 시설 공정 시나리오를 개발하였

처분방안

및

개념개발

자체

수행 후

국내

전문가

자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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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핵심 시설인 폐기물 포장시설의 장비개념 도출을

위하여 3D CAD 툴을 이용하여 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공정에 맞춘 시뮬레이션 수

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③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재활용

혹은 새로운 처분기술을 대비한 처분시스템의 회수성

향상을 목표로 복합처분시스템의 개념 설정을 수립함.

PWR과 CANDU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전략

을 포함한 방안을 제안함.
▸연구목표 달성도

1. 새로운 특성의 파이로 공정 폐기물 분석을 통한 처

분용기 5가지 개념 개발

2. 폐기물 회수성이 향상된 새로운 개념의 3가지 처분

방안 개발

3. 처분시스템 효율 및 취급성을 극대화시킨 한국형 공

학적방벽 모듈(K-PEM) 개발

4. 환기 측면에서의 처분터널 배치안 10가지에 대한 정

량적 분석 완료: 최적안 도출

5. 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설계시스템 작업환경

구축

6. PWR과 CANDU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전략 수립

9.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

성 평가

체계 구축

①운반안전성 평가체계는 국제간 자료 공동 활용을 강화

할 수 있도록 IAEA에서 개발한 INTERTRAN2 프로그

램을 설치하고, ACCE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반 안

전성 평가에 필요한 기본 자료 DB를 구축하였음.

②처분시설 운영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HAZOP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상시설 및 지하시설의 초기

사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중 대표사건에 대하여 사건

수목을 구성하고 고장수목 분석을 수행하였음. 대표사

고로 선정된 핵연료다발 낙하사고에 대하여, 1차년도에

정립된 CONPAS, AIMS PSA Manager를 활용하여 사

고경위 및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확

률을 구하였음. 고장수목 분석 결과 HVAC 시스템 고

장 확률은 8.063e-5, HEPA Filter 고장 확률은 1.201e-5

으로 평가되었음

운반평가

해외

훈련 및

운영안전

성 평가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사용후핵연료 운반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INTERTRAN2 구축

2. ACCESS 프로그램 기반 운반안전성 평가 입력자료

DB 구축

3. 한국형처분시스템에 대한 HAZOP 분석 완료: 초기

사건 선정

4. 대표사건에 대한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분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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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선정 및 사고 확률 산정

10.

선진핵주

기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평가

①다양한 핵주기와 관련된 문헌 조사를 통하여 국내 환경

에서 고려할 수 있는 5가지 핵주기를 선정함. 최근 해

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5가지 핵주기를 비교하고, 국

내 적용 가능한 핵주기를 3가지를 선별하였음. 선정된

대표 핵주기 2가지(직접처분-고온건식처리)를 중심으로

장기관리-처분 방안을 제시하였음.

②1차년도에 수행된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방안의 사회

적 수용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용

후핵연료 처분시점을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PWR

사용후핵연료의 고온건식처리를 고려한 처분시점을 제

안하였음. 제안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점 2041

년을 중심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로드맵을 작성

하였음.

처분시점

분석

일부

위탁

핵주기

특성

분석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5가지 핵주기를 대상으로 기술적 검토를 통해 2가지

핵주기를 선정하고 장기관리-처분 방안 수립

2. 선정된 핵주기를 대상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로드

맵 작성

11. 핵주기

폐기물

핵종

재고량

평가

프로그램

(A-SOUR

CE) 개발

①사용후핵연료 핵종 재고량 평가를 위하여 2008년 말 기

준 모든 사용후핵연료(11,129개) 제원 및 핵연료 장전일

데이터(20만개 이상의 데이터) 구축. 이를 바탕으로 각

호기별, 제원, 발생량, 농축도, 방출연소도, 냉각시간 등

을 분석할 수 있는 배포 버전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음.

서로 다른 특성의 사용후핵연료가 파이로 건식처리 되

는 경우에도 방사선원항을 수월하게 도출할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DB를 개량하고,

기능모듈 및 제어모듈을 개발함.

②파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

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분석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의 기능모듈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하여

선진핵주기 선원항 프로그램(A-SOURCE) 프로그램이

완성 예정(작업계산시간을 30여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가능: 효율 30배 이상 향상). 원전해체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구조재로부터 발생되는 장반감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검증 수행하여 구조재 폐기물의 방사선원

항을 계산 정확도를 200% 이상 증진함.

프로그램

개발 등

자체개발

▸연구목표 달성도

1. 2008년말 기준 모든 PWR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

(11,129개 자료, 20만개 데이터) DB 구축 완료 및 DB

분석용 배포 버전 DB 프로그램 완성

2.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선원항 프로그램 GUI 모

듈 개발 등 중간 완료(12월 최종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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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검증을 통해 계산 정

확도를 200% 이상 향상시킨 프로그램 개발(작업시간

30일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예상, 12월 완료 예

정)

12. KURT를

이용한

A-KRS

처분용기

부식 실험

①KURT 환경에서의 처분용기 부식실험을 위하여 KURT

지하수를 이용한 실험실에서의 4종의 구리시편을 이용

한 장기 부식실험이 18개월 동안 진행 중. 장기간 부

식시험 결과 모든 시편의 부식두께는 매우 완만하게 증

가하는 패턴을 나타냄. KURT 현장에서 10년 이상 장기

부식 실험을 위한 장치를 설계, 제작하고 테스트하였음.

또한, KURT 환경에서 저온분사코팅 구리시편의 국부

부식 시험을 위하여 연구원의 미국 SWRI 연구소에 파

견을 통하여 3종의 구리시편 30여개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KURT 환경에서 처분용기의 국부 부식은 거의 무

시할 수준이었음. 완충재의 팽윤압 조건이 부식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에 따른 팽윤압을 측정함.

온도가 높을수록 팽윤압이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함.

②저온분사코팅 구리용기의 밀봉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설계의 처분용기 개념을 제안하고 시험제작함. 저온분

사코팅 용기의 구조적 안정성 성능평가를 위하여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전단시험 설비를 공동 활

용하기 위하여 소형 시험체를 제작하고, 일본 JAEA와

KAERI가 서로 다른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전사모사를

수행함. 향후 시험을 통해 두 모델의 해석 결과 비교

계획.

연구원

해외파견

을 통한

국부부식

시험

수행 등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KURT 지하수를 이용한 구리처분용기 장기 부식시험

(LAB 시험: 18개월 진행 중)

2. KURT 지하수를 이용한 구리처분용기 국부부식 시험

완료(3종의 구리 30여개 대상): crevice corrosion 영

향 무시 가능

3. 온도에 따른 완충재 내 팽윤압 변화 측정: 온도 증가

에 따라 팽윤압 감소 현상 발견

4. 저온분사코팅 구리처분용기 전단시험을 위한 성능평

가 수행

13. A-KRS

개념설계

①개선된 파이로 공정 폐기물 특성을 재분석하여, 금속폐

기물과 정련폐기물을 대상으로 저장용기와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성능평가를 수행함. 또한 CANDU 사용후핵

연료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을 위한 처

분용기를 설계하였음. 국내에서 예상되는 장반감기/고

준위폐기물(CANDU 사용후핵연료, 하나로 사용후핵연

료, 파이로공정 고준위폐기물, 원전해체 장반감기폐기

물)을 복합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 설계를 위한 체

개념설계

및

성능평가

자체수행



- 225 -

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추진전략

계를 구축하고, 각 폐기물 특성에 맞춘 처분시스템 예

비 개념설계 수행. CANDU와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직

접 처분은 수직공 처분방식으로 40개의 터널을 이용하

며, 파이로 공정 금속폐기물은 2개의 수평 터널 처분방

식을 바탕으로 처분개념 설정.

②처분장 지상시설의 핵심시설인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의 공정을 대상으로 세부공정 및 관련 장비 개념을 도

출함. 또한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성에

맞춘 지하 처분공정을 분석하고 단위공정 및 장비 개념

을 도출함.

③개선된 파이로 공정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회수성과 장

기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형 공학적방벽

모듈(K-PEM)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처분시스

템을 설계하여 처분효율을 향상시킴.
▸연구목표 달성도

1. 개선된 파이로 공정에 따른 2종의 파이로 처분용기

개념설계완료 및 성능평가 수행

2. 회수성이 더욱 향상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 개념설계 및 성능평가 완료

3. HANARO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설계 완료

4. CANDU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

스템 개념설계 완료(소요터널: 40개)

5. 파이로 공정 금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완료

(소요터널: 2개)

6. 파이로 공정 세라믹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10

월 말)

7. 핵심 지상시설에 대한 세부 공정 및 관련 장비 개념

완료

8. 개선된 파이로 공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국형 공학

적방벽 모듈(K-PEM) 개량

14. A-KRS

장기관리

운영안전

성 평가

모듈 개발

①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 대한 위험

및 운전성 검토 수행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평가 수행의

초기단계인 사건수목 구성에 필요한 대표적인 사건자료

목록을 작성하였음

②처분시설 정상 운영시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의 대표 초기사건을 선정하고, CONPAS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사건수목을 분석하고, AIMS-FTREX를

이용하여 고장수목을 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각

사고경위별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고 일반 대중 피폭선량

을 평가함.

정상

운영

안전성

평가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의 대표 사

건자료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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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추진전략

2. 지상시설 및 지하시설에 대한 초기사건 선정, 사건수

목 분석, 고장수목 분석

3. 각 사고 경위별 방사선원항 평가

15.

고준위폐

기물

처분시점

대안 분석

①기술적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 3가지 처분시점 방안을

대상으로 처분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 기술적 측면, 안전성 측면, 경

제적 측면, 윤리적 측면, 환경친화성, 원자력 지속성, 원

자력계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착수 시점으로서 2041년을 제안함.

또한 처분물량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을 통해 적

정한 처분기간을 도출하였음.

②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원칙, 관리 사업자 및 비용, 처

분대상 고준위폐기물, 2041년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점을 바탕으로 결정한 고준위폐기물 관리 사업

로드맵, 고준위폐기물 관리사업 수행 방안 등을 제안한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작성함.

처분시점

분석 및

기본계획

(안)작성

등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최적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점

2. 고준위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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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기존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해당 고준

위폐기물은 CANDU 사용후핵연료, HANARO 사용후핵연료, 새로운 핵연료주기로

부터 예상되는 고준위폐기물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

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 처분용기 개발

하였으며, 회수가 가능하면서 보다 많은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HANARO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발생량이 많지 않아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였다. 고온전해분리 공정에

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은 공정 시스템을 분석하여 다양한 폐기물들의 특성을 규

명하고 이에 적합한 처분용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심지층 처분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처분용기는 기존 5 ㎝ 두께 구리용기의 대안으로 주철용기 표면에 1 ㎝ 두께 구

리코팅을 한 처분용기를 개발하여 중량과 제작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용기를 개발

하여, 처분장 건설에 있어서 경제성을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개발된 구리코

팅 처분용기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해석 모델을 개발하여 처분용기의

건전성을 용이하게 확보하였다. 처분시스템의 완충재는 우리 연구원에서 특성이 규

명된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완충재 성능 향상을 위하여

열전도도 및 요오드-129 동위원소의 흡착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하 처분시스템의 처분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보된 국내 대표 암반인 화강암의

특성을 근거로 처분장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CANDU 사용후핵연료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은 이전 단계와 유사한 수직공 처분시스템을 보

완하는 방향으로 설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처분

밀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처분개념을 도입하였다.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축적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

자력 시설의 운영 안전성 평가기술을 바탕으로 처분시설의 운영 중 안전성 평가 체

계를 확보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정책 설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는 고준위폐기물 국가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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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해결하여야만

하는 중요한 항목이며,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 개발이 기술 도입

단계를 벗어나 기술 발전 단계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①다양한 고준위폐기물을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복합 처분시스템

개발, ②처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분밀도 향상, ③처분된 폐기물의 회수

성 향상, ④장기관리 기능의 확보를 마련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개발 연구

결과는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에 따른 막대한 양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적절

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처분부지 확보와 관련된 많

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도움일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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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경제적 활용

본 과제에서 개발된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이 선진핵주기와 함께

연계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산업적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A-KRS 처분시스템이 요구하는 처분부지 면적은 획기적으로 축소되어 처분 부지

확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막대하다.

현재 국내 28기 원자로의 가동으로부터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처분용기는 대략 15,000여개로 예상되며, 처분용기 1개의 제작비용이 3억 여 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개발한 처분용기 제작법에서는 구리 소요량을 획기적으로 줄

였으며, 제작도 수월하다. 따라서 처분용기 제작비만으로도 큰 절감 효과(수 천억

원 이상)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실규모 제작이 성공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많은 관심 예상된다.

한편, 개발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은 처분밀도가 크게 향상되어,

CANDU 원자로를 개발한 캐나다에서의 관심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이와 관련된 많은 기술 교환이 캐나다와 이루어질 수 있다.

2. 사회적 활용

사용후핵연료의 적절한 관리 방안의 수립은 원자력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세대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처분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달리 회수 및

장기관리를 가능하게 개선함으로써 미래에 더욱 바람직한 기술이 개발될 경우까지

대비하였으며, 이는 세대 간의 마찰도 줄일 것으로 본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이슈인 부지 문제를 ‘장기관리 기능’을 갖춤으로써 중간저장-처분 2개

의 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일 부지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부지 확보과정에

서의 사회적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처분밀도가 향상되어 요구되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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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도 축소되어 부지확보 과정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본다.

3. 기술적 활용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은 현재 국내 원자력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

는 GEN-IV 원자로 및 파이로 공정과 함께 새로운 핵연료 주기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의 우수성이 실증될 경우, 선진 핵주기의 도

입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

면,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된 국내 고준위폐기물 국가관리 프로그램은 국가 정책 결

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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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국내 원전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2006년 말 현재 8,670톤으로 원자력발

전소 내 저장조에서 임시 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8기의 원전이 운영될 것으

로 전망되며 이들 원전에서 총36,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이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

진 핵연료주기기술을 바탕으로 SFR(Sodium Fast Breed Reactor)과 연계한 후행

핵연료주기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처분관점에서 보

면,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의 기조에서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폐기물의 병행처분

의 형태로 처분대상이 변하게 된다.

본 연구단계는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한국형기준처분시

스템(A-KRS: Advanced Korea Reference System)에 대한 처분 안전성평가 수행을

기본 목표로 두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과 관련하여 FEP

및 시나리오 개발, 종합 평가 프로그램 개발, 생태계 평가 프로그램 개발, 처분 안

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미국 UC 버클리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T-H-M-C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처분 관련 과제와는 물론 선진 핵연료주기 관련

과제와의 연계를 통하여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상호협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분안전해석과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수행되었으며, 연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차년도(2007년)

ㆍ미래형원자로 및 선진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 해석

ㆍ다분야 복합거동 평가방법론 개발

- 2차년도(2008년)

ㆍ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적 처분성능 평가

ㆍ천연방벽-생태계 접점에서 물질이동 현상 규명

- 3차년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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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래형원자로 및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종합 안전해석

ㆍ처분장 안전해석 종합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에서 논의

가 있었지만, 타국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방안은 쉽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국에서 발생한 고준위폐기물을 자체에서 처리 및 처분하

여야 함을 의미하며, 처분의 경우, 각 국가의 자연환경 혹은 처분환경이 다르므로

기술도입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정 수준이상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처분특성에 따라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처분기술개발에 노력하여 왔

으며, 관련기술은 일부 실용화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수십만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처분장의 안전

성과 성능이 담보되는가에 있으며, 단기간의 실험실 실험이나 현장 실험으로는 처

분장 안전성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단기간의 실험 결과와 함께 보수적인

관점에 기초를 둔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합리적으로 처분장의 안전성과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이번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핵비확산성 핵주기

기술개발에 바탕을 둔 선진 핵연료주기폐기물 처분 시 처분장 안전성 평가를 수행

함으로서 처분장 성능평가는 물론 핵종별 처분거동을 통하여 선진 핵주기폐기물의

처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관련 부서와 공

유함으로써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MASCOT-K는 프로그램 한계 상 시간에 따라 변화

하는 천이적(transient) 입력자료를 수용하지 못하였으나, GoldSim으로 평가코드 개

발을 수행하게 되면 보다 자세한 안전성평가 기법을 확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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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환경에서의 복합거동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C 버클리대학 원자력공학과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열, 수문학적, 기계적, 지화학적 현상 (thermal, hydrological,

mechanical, and chemical processes)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수학적 지배방정식

을 도출하고 그 해석해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평가도구로서의 전산 프로그램으로 구

현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복합영향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

2. 경제ㆍ산업적 측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처분 안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정보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우려는

매우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 누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수

있는 선진 핵연료주기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처분안전해석을 통하여 처분 환경 친화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향상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사용후핵연료 누적 문제를 겪고 있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기

여하고 있다. 또한, 처분장 안전성은 단순히 처분장 건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ource term, 처분용기, 공학적 방벽, 천연방벽 등의 종합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

다. 따라서 이들 처분요소 각각의 기능이 총체적으로 처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처분관점에서 상호 연관성 및 기능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 안전성은

원자력은 물론 지질, 건설, 재료, 수화학, 폐기물 등 여러 분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처분장 폐쇄 후 일정기간까지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학적 해석을 통한 모델링 기법에 대한 응

용은 타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산업적인 활용도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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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ㆍ문화적 측면

미국의 The 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NAPA)은 1997년 보

고서 “Deciding for the Future: Balancing Risks, Costs, and Benefits Fairly

Across Generations” (Docket No. OAR-2005-0083-0087)를 통하여, 각 세대의 행위

가 미래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행동

(inaction)이 어느 정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지와 미래 세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경우라

고 할 수 있으며, 처분장 건설이 필수적이라면, 처분장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

감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방법, 적절한 기술기준에 의해 건설 및 운영되어야 한다.

미래 처분장 전개를 예측하여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

행되는 처분장 안전성 평가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으로 투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안전성 평가의 특징에 의해 불확실성

이 커지게 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법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

구한다. 결국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은 처분장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

거를 확보하여 사회ㆍ문화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본 연구단계에서 각 연차별 목표에 따른 연구개발 범위는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 1차년도(2007년)

- 연구개발 목표

ㆍ미래형원자로 및 선진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처분안전성 해석

ㆍ다분야 복합거동 평가방법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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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범위

ㆍRES/PID 방법 적용한 시나리오 개발

ㆍ현재까지 도출된 금속환원 공정 폐기물 안전성 평가

ㆍ상호반응 이론 정립 및 해석 코드 개발

ㆍBuffer와 연계된 반 해석해 모델링 개발

ㆍ구리 및 철 부식 모델 개발 및 단열 자료 이용 평가

ㆍ용기 수명 모델 업데이트

ㆍ단열 자료 입력 시스템 개발

ㆍGBI end-point

ㆍ시스템 설계

□ 2차년도(2008년)

- 연구개발 목표

ㆍ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적 처분성능 평가

ㆍ천연방벽-생태계 접점에서 물질이동 현상 규명

- 연구개발 범위

ㆍ금속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성 자료에 따른 Near-field 평가

방법론 도출

ㆍ현재까지 도출된 금속정련 공정 폐기물 선원항에 대한 안전성 평가

ㆍ열 및 역학적 영향에 단열간극 변화 수학적 모델링

ㆍ상호 반응이 처분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ㆍ흡착 계수 등 산정을 위한 국내 expert elicitation 수행

ㆍ히터 시험 등 공학적 방벽 건전성 실증 자료 입력 시스템 개발

ㆍ오차 수정법과 해수-담수 이동 지배방정식 해석 루틴 개발

ㆍ물질 수지 보존법을 이용한 불포화대-포화대 구분 루틴 개발

□ 3차년도(2009년)

- 연구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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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래형원자로 및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종합 안전해석

ㆍ처분장 안전해석 종합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 연구개발 범위

ㆍ기본 시나리오와 50여 가지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론적 민감도 및

불확실성 평가

ㆍ처분안전해석 관련 입력 자료 품질보증

ㆍ용해도 변화에 따른 핵종 이동 해석 수학적 모델링

ㆍ고정된 단위 유입량이 아닌 천이적 유입량에 따른 선량 환산 모델링

ㆍ처분안전해석 관련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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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선진 외국의 경우 자국의 특성에 맞는 처분개념을 확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하

연구시설에서의 실증을 통해 처분개념에 대한 기술성, 안전성,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후 처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들의 연구개발 및 관련기술 실용화 도입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초중반부터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자국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물의 특성과 미래 원전프로그램의 정책 방향 및 자국 특유의

심부지질학적 특성에 맞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개념을 설정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는 설정된 자국의 처분개념 및 관련 주요 기술의 실증을 위한 지하시험시설을 건

설, 운영 또는 지하연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종

시험을 다국간 협력 하에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건강과 자연보호를

위한 국가의지를 관련 법률 제정 및 체제정비를 통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 추

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1. 안전해석 코드 개발 및 평가기술 현황

미래 처분장 변화를 예측하여 이를 통한 안전성 평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

국의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확률론적 평가 방법 적용이

권고되었으며 핵종 유출을 상세하게 규명하는 코드 및 핵종 유출 과정을 일

반인들에게 쉽게 모사할 수 있는 코드 개발이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② 처분 안전성 신뢰성 증진 차원에서 단일 코드에만 의존하는 체제에서 여러

개의 평가 코드를 병행 적용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③ 핀란드의 경우 기존의 국내 코드인 Feflow를 확장한 Feftran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iConnectflow를 Olkiluoto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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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웨덴의 경우 피닉스/Far31 등을 주축으로 한 평가 체계를 일신하여

Minitor 2000 패키지를 정비하였으며 규제 기관은 Amber를 활용하여 구획

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케이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⑤ 일본의 경우 다양한 코드들을 확보하고 있음 미국의 GoldSim, Monitor

Scientific 및 영국 Quintessa, Serco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자신들의 환

경에 적합한 컴퓨터 코드들을 해외 주문 방식으로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국

내에서도 직접 이들과 상응한 코드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처분장 안전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기존의 실증이라는 개념을 대체

하여 신뢰성 증진(confidence building) 개념이 대두되어 완전한 실증을 통한 처분장

안전성 검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평가결과 상호비교, 자연 유사, URL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종합하여 전체적인 처분 안전성을 주장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각국 처분연구 현황 및 안전해석 관련 연구 현황

가. 핀란드

①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 처분할 계획 중인 핀란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장 부지선정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최종 결정된 나라로서 처분대상 고준

위폐기물은,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BWR 형태), 로비사 원자력 발전소(구소련

가압수형 원자로, VVER), 신규의 유럽 가압수형 원자로(EPR)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이며, 신설되는 올킬루오토 원자력 발전소의 유럽 가압수형 원자로(EPR)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용기에는 4개의 집합체가 수납될 예정이지만 올킬루오토

와 로비이사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용기는 모두 12개의 집

합체의 수납을 고려하고 있다. 방사선 원자력 안전 센터(STUK)의 안전 평가 보고

서(TILA-99)에 의하면 구리용기의 수명은 10만년 이상으로 되고 있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대책에 대한 정부 결정에 의해, 1987년 원자력법에

서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 취득자가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2개의 전력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

서 POSIVA가 설립되어 최종 처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처분장의 건설, 운영을 전

담하고 있다.

③ POSIVA는 2000년 12월 지층 처분 연구 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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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조사를 위한 지하 암반 특성 조사 시설(ONKALO)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④ 처분장의 운영 시작 목표는 2020년으로, 2003년 일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POSIVA는 처분장과 캐니스터 봉입 시설의 건설 허가를 2012년에 신청해서 건설

허가 후 약 8년간에 걸쳐 봉입 시설과 처분장의 건설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처분

장의 운영 개시 목표 연도는 2020년이다.

⑤ POSIVA가 모든 관련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연

구 개발 업무는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컨설팅 회사나 건설업체 등에 위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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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에 의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기술 연구 센터(VTT)는 무

역산업성(KTM) 관할하에 있는 핀란드 최대 규모의 종합 연구소로 이 나라의 에너

지 정책에 따른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구 성과는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

분장 건설에 관한 POSIVA의 인허가 서류에 활용중이다.

⑥ 현재 핀란드에는 지하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된 URL은 없지만, 중저준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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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KALO 지하 특성 조사 시설이 현재 처분장 부지로서 선정된 올킬루오토 부지

내에 건설 중으로 건설과 병행해 조사 연구가 함께 실시되고 있다.

나. 스웨덴

① 4개의 원자력 발전 회사가 공동출자 해 설립된 스웨덴 핵연료폐기물관리회사

(SKB)가 모든 연구 개발 실증을 위한 R&D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해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오스카샴

지자체에 있는 에스페(Aspo) 암반 연구소와 용기 연구소 등이 주요 연구시설이다.

② SKB는 1984년에 제정된 원자력 활동법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

분의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제시한 후 1986년 계획서를 발표하였고 이후 매 3년마

다 갱신하여 감독기관인 SKI와 방사성폐기물 국가 평의회 KASAM에서 심사를 받

고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승인되며, SKB의 R&D 프로그램은 1992년부터 실증

(Demonstration) 개념까지 포함하여 “연구 개발 실증 프로그램(RD&D 프로그램)”으

로 개칭되었다.

③ 2004년 9월에 작성, 공표된 연구 개발 실증 프로그램 2004(RD&D 프로그램

2004)에 의하면 향후의 스케줄에 용기의 제조 및 봉입 기술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향후의 RD&D 프로그램 2007과 2010에는 각각 “지층 처분 기술” 및 “중저준

위 방사성폐기물 시스템”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 예정이다.

④ SKB는 심부처분공처분 등 각종의 지층 처분이나 감시를 통한 장기 관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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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간 저장 시설(CLAB)을 통한 무기한 저장 등의 대체 기술에 대한 비교검토를

실시하여 이 결과에 근거해 사용후핵연료를 최종적으로 지층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

하여, 이 결정은 2001년 11월 스웨덴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 다만 분리 변환 기술

과 심부 처분공 처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정보 수집할 예정이다.

⑤ 지층처분장의 설계나 적절한 부지의 선정, 그리고 과학적인 처분 관련 연구를

행하기 위한 URL을 건설하는 것이 R＆D 프로그램 86에 포함되어, 그 결과 1986년

에스페섬에서 부지 조사가 개시되어 1988년 말 에스페섬 남쪽에 에스페 암반 연구

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SKB가 결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1990년 이에 대한 허가를

완료하여 5년간의 건설을 통해 1995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다. 독일

① 독일은 연방 방사선 방호청(BfS)이 처분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

의 안전 방호 및 최종 처분을 위한 연구 개발도 실시해 실제로 BfS가 처분장 개발

과 관련되는 연구 개발을 외부 계약에 의해 수행하여 처분 사업에 적용하고 있으

며, 구체적으로 처분장 개발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기초 연구는 연방 경제기

술성(BMWi)에 의해 수행되며, 지층 처분 연구에 관해서는 FZJ, FZK, FZR 및 설비

원자로 안전 협회(GRS), 연방 지구 과학 천연자원 연구소(BGR) 등을 중심으로 연

구 수행 중이다.

② 1977년 7월, 연방 물리학 기술 연구소(PTB)에 의해 골레벤 최종 처분장 개발

조사 계획이 제시되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을 위한 센

터로서 구상되었고, BMWi를 중심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가장 적합한

모암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1999년 예산상, 연구 개발비의 25%가

암염, 45%가 결정질 바위 및 퇴적암, 그리고 나머지가 암종에 의존하지 않는 연구

로 진행되고 있다.

③ 1965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암염 광산이

었던 Asse광산을 GSF가 취득하여 1967년부터 1977년까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시험 처분이 실시되었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URL로 조사 활동이 계

속되었으며, 1990년 시작된 대규모 모의 히터 시험을 수행하였으나, 1999년 히터를

정지해 2003년 URL에서의 연구가 실질적으로는 종료되었고 이 광산은 2013년 최종

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며, 골레벤에서의 지하 탐사공도 실질적으로 URL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현재 새로운 탐사 활동은 모두 동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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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위스

① 스위스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동 조합(NAGRA)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한 장기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 및 기술적 기반의 제공, 폐기물 관리 개념에

관한 제안, 처분장 후보 부지 평가, 폐기물 목록의 작성, 폐기물 처분의 적절한 형

태 등 폭넓은 분야의 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스위스 연방 정부 등이 출자

하고 있는 자국내의 연구소와 국내외의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

하여 URL내의 지질 조사 및 처분의 안전 평가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② 1978년 “원자력법에 관한 연방 결의” 및 정부에 의해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허가의 요건으로 항구적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최종 처분의 실현 가능성

의 실증이 요구되어 NAGRA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1992년 이

계획서의 개정판으로 처분장 및 중간 저장 시설의 필요성 및 연구개발의 우선 순위

등을 포함한 “스위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개념 및 그 실시 계획”을 공표하였

고, 1995년에는 지질 조사 계획을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목적, 전략

및 일정, 지질 조사, 장기 안전성 및 방사선적 위해도”를 작성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의 처분 안전성과 실증에 관련한 연구조사 결과를 기술 보고서 등 발간하였다.

③ NAGRA는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하여 그림젤 시험부지(결정질 바위) 및 몬테

리 암반 연구소(퇴적암 점토) 등의 2개의 URL을 운영 중인데, 그림젤 시험부지는

1983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이 부지에 대한 조사 활동에는 독일, 프랑스, 일본, 스페

인, 스웨덴, 대만,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 등이 참가중이며,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되어 온 제 5단계 연구에 이어 보다 실제의 처분장에 근접한 시간 규모 및 조

건에 관한 폐기물 처분 개념의 연구에 주목적을 둔 제 6단계 연구 프로젝트가 2003

년 1월부터 개시되어 현재 PSG(틈의 공간 기하학적 규명), CFM(콜로이드 형성과

이행), LTD(장기적 확산 실험), LCS(장기적 시멘트 실험) 등이 계획되어 있고,

T-H(원격 조작 정치 실험) 및 MTF(장기적 재료 실험) 등의 실험이 실시중이다.

④ 몬테리 암반 연구소에서는 스위스 국립 수문학 지질 조사소(FOWG)의 관리

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1995년 설립된 이래 NAGRA도 이 조사에 참가하고

있고, 이 곳에서의 실험은 오파리나스 점토층의 지질학, 수문지질학, 지구화학 및

암석 역학적 특성화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마. 프랑스

① 1991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연구법에 근거하여 산업성, 연구성, 환경성 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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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연구시설을 포함한 심지층 처분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ANDRA는 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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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매질의 지층 처분에 대해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외국과의 국제 협력에 의한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고 심지층 처분장의 계획

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② 원자력청(CEA)은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분리변환 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장기 지상 저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법에 의해 고준위 및 장수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관리를 위해서 상호 관련된 3개의 분야, 즉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분리 변환, 회

수를 고려한 지층 처분 그리고 중간 저장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을 정부가 2006년 말 개정해 향후에도 3개 분야 연구가 처분을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법에 의해 ANDRA의

역할이 변경되어 ANDRA는 정부가 2006년 말까지 결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

에 의해 고준위 및 장수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 저장 시설 및 회수를 고

려한 지층 처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④ 2015년에 처분장의 설치 인허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2025년 운영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처분장 부지가 선정되어 현재 처분장 설계가 뒤따를 예정이다.

⑤ 이 처분장의 설계는 다중 방호 시스템(폐기물 용기, 인공방벽, 천연 방벽)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각 조사 부지에 대한 처분장 설계를 정밀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조사, 설계, 평가 등 3개의 항목에 대해 보다 정확한 결

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⑥ 1991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연구법에 따라, 지하 연구소 부지로서 프랑스 동부

의 무즈/오토·마르누(점토층) 두 곳에 걸쳐 있는 뷰르가 1998년 선정되어 1999년 이

부지에 대한 지하 연구소에 대한 운영허가가 2006년 말까지 주어져 건설과 병행하

여 카로비안-옥스포디안 점토질 바위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고, 뷰르 지하 연

구소에서는 주로 깊이 445m에 설치된 실험용 니치와 깊이 490m의 주시험 터널 및

주시험 터널로부터 10%의 구배로 상하 방향으로 설치된 두 개의 경사터널을 이용

하여 현재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화강암 부지를 대상으로 한 지하 연구소

에 대해서는 선정 단계에서부터 현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현재 중단되었다.

바. 캐나다

① 핵연료 폐기물의 장기 관리에 관한 법률(핵연료 폐기물법)의 제 12조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핵연료 폐기물 기관(NWMO)은 심지층 처분, 원전 부지 내 저장, 집

중 저장 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검토된 복수의 핵연료 폐기물 관리 방안에



- 253 -

대해서 이후 한 개를 채용, 추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연방 천연자원장관에게 연구 성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NWMO는 이

법률에 근거해 2005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에 근거해 NWMO가

2005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접근 방법에는 기술, 실시 스케줄,

현지의 중요한 사회 경제적 영향의 최소화 방안 등 단계적 접근방안이 수립되었다.

② 한편 핵연료 폐기물법의 제 18조는 NWMO이 매 3년마다 연방 천연자원 장

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선정된 핵연료 폐기물 관리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5 개

년 전략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③ 캐나다의 URL은 매니토바주의 화이트쉘 연구소 부근 락두바니 화강암체내

지하 450m에 건설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처분 후보 모암으로서 캐나다 순상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주된 연구 내용으로는, 지표 및 지하

의 특성 조사, 용질의 이동 연구, 지하수의 지구화학 및 미생물관련연구, 온도 및

시간에 의존한 암반의 변형 및 파괴의 특성 분석, 제어 굴착 및 폭파, 그리고 그 영

향 평가, 그리고 실링재의 개발과 성능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④ 현재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가 1996년 제시한 일정에 의하면 URL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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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시설의 건설(1982-1987), 지하 시설의 건설(1983-1990), 운영(1989-2011), 폐쇄·

해체(2011-2014)의 계획이었으나, AECL은 1998년 지하 연구소의 민영화와 URL이

위치하는 화이트쉘 연구소내의 연구개발 종료를 발표하여 그 후 이 URL은 온타리

오 전력(OPG)에 의해 기금을 제공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OPG가 기금에

대한 지원 중단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URL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 영국

① 영국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리뷰(Cm2919)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에 관련한 연구 개발에 대해서는 원자력 산업계 뿐 아니라 규제 기관과 정부도 참

여와 비용 부담을 공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②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연구는 유리 고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환경성(현재의 환경·식량·농촌 지역성(DEFRA))에 의한 프로그램은 1970

년대에 시작되어 지층 처분 및 해양해저 처분, 지상에서의 시험 부지 및 대서양의

후보 부지에서의 부지조사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환경성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쪽을 우선한다는 이유로 1980년대에 중지하였다.

③ 왕립 협회(Royal Society) 등의 권고를 받아 정부는 1995년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 처분의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를 결정하였는데 이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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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운수·지역성(DETR)과의 계약하에 QuantiSci가 작성한 최종보고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연구 개발 전략”으로 1999년 10월말에 공표되었다.

④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 목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심

지층 처분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만 지층

처분장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는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후핵연료가 프로

젝트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장래에 사용후핵연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로서 직접 처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으며 잉여 플루토늄이나 우라늄도 같은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처분장의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개발은

프로젝트로부터 제외되었다.

⑤ 이 연구 전략 책정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준 폐기물 재고량 데이터에는 고준위 유리 고화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우라늄, 플루토늄을 모두 포함하였다. 또한 2040년까지

처분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정(기준 시나리오)하에 처분장 개발 이정표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 미국

① 미국의 고준위 처분 대상 폐기물은 상용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

후핵연료, DOE 보유분으로서 핵무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로 혹은 선박용 원자로로부터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등 3 종류이다.

② 1970년대 핵비확산 정책 등의 이유로 재처리가 금지된 이후, 고준위 방사성폐

기물에 대한 처분 방침은 상용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행하지 않는 직접

처분이며, 국제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의 일환으로 핵비확산성이 우수한 재처

리를 포함하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계획에 대한 관련 연구 개발 수행중이다.

③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내부는 스테인레스강, 외부는 니켈합

금으로 된 폐기물 패키지에 함께 봉입되어 지층 처분될 예정이다.

④ 유카산에 처분될 폐기물의 용량은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63,000ton, 상업용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로부터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위

산업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7,000ton이다.

⑤ 방사성폐기물 정책법(NWPA)에 의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

료의 최종 처분에 대한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DOE가 사업 주체

이며, DOE내에 민간 방사성폐기물 관리국(OCRWM)이 설치되어 방사성폐기물 정

책법(NWPA)에 근거하여 DOE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⑥ 미국에는 연구를 위한 URL이 별도로 없지만 유카산 처분장으로 예정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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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일부 지하 시설에서 부지 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992년 착공 및 1997년

완공된 연구 시설(ESF)의 심도는 약 300m이고 터널의 전체 길이는 약 8km로 유카

산 지층의 암질이나 수문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히터 시험이나 수문 실험 등이

실시되고 있다.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기준처분시스템의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와 종합안전성 평가를 위

한 QA 및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가. KAERI FEP List (FEP Encyclopedia) 구축

① 1997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종합성능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수정,

보완되어 온 FEP 목록들을 취합ㆍ정리하여 KAERI Encyclopedia 1.0으로

발간

② Encyclopedia 1.0의 FEP 목록들은 처분 과정의 물리적 방벽 순서에 따라 폐

기물, 용기, 공학적 방벽, 자연 방벽, 생태계, 환경 영향 등으로 분류

③ 이 목록들은 NEA, NIREX, SKB의 연구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기존 KAERI FEP 데이터를 근간으로 SKB, BIOMOVS II 보고서들의

일부 FEP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총 381개로 구성

④ 각 FEP 목록들은 그 특성을 상술하는 공정 및 해당 목록이 타 목록에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술한 영향 부분으로 분리 기술

⑤ 또한 최종 개정 일시 및 참고 문헌과 관리자 등을 명기하여 품질 보증 도모

⑥ Encyclopedia 1.0은 독립적으로 개발된 Cyber R&D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입력 완료됨

⑦ FEP Encyclopedia에 대한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

나. 시나리오별 AC/AMF 개발 및 평가

① 주요 사고 시나리오(불량 용기 발생 시나리오) AC/AMF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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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철/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재료나 스웨덴 규제치에서 규정한 처분 용

기 수명을 만족하는 용기 재질들이 국내 처분 개념에 적용되었을 경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② 빙하기 시나리오 도출 및 AC/AMF 개발

∙ 대안 시나리오 평가의 일환으로 기후 변화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를 단기 온난화(Greenhouse Effect: GHE)와 장

기 빙하기(Glaciation: G)로 구분

∙ 국내 문헌 및 일본 H12 자료를 분석하여 빙하기 주기를 10만년으로 가정

하고 빙하기 도래에 대한 Process Influence Diagram과 Assessment

Context 작성

∙ 빙하기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개의 시나리오 (K1, GW1) 개발

∙ K1은 우물 굴착 시나리오로 DCF만 변한다고 가정하고 한냉기후(boreal)

DCF를 사용하고 한냉기후 DCF는 영국 Nirex95 자료를 확보

∙ GW1은 유출 경로가 빙하로 인하여 100-150m 짧아진 경우로 유출 경로

및 DCF가 변화한다고 가정함

∙ 기본 시나리오인 K1과 GW1에 대한 많은 variant 시나리오(빙하 도래 시

기의 불확실성 영향, 흡착 계수의 변화, 지하수 유속 감소 등의 영향 등)

도출 가능

③ 지진 영향 시나리오 도출

∙ 해외 처분장에 대한 지진 영향 사례 조사: 미국 YMP 및 스웨덴 SKB 사

례를 중심으로 지진 발생시 진앙으로부터 진도별 가상 피해 거리 파악과

처분장에서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수목 정리. 예를 들면,

어 대규모의 지반 활동, 단열 발생 및 영향, 단열 활동으로 인한 처분 용

기 거치 위치 변화 가능성, 지진 및 이로 인한 처분 용기 위치 사건 정리

∙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지형에서도 대규모 지반 활동이 처분장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로 사용될 예정

∙ 지진과 관련이 있는 총 21개의 FEP 사례 조사

∙ 국내 fault reactivation 관련 자료 수집 분석으로 양산 단층대에 속하는

울산 단층의 하나인 입실 단층 특성 분석을 통한 보수적인 fault

movement 예측 자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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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실 단층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국내 가상 단열은 미래 특정시점

에 약 10m의 변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지하수 특성 모델링

다. QA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CYPRUS) 구축

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전반에 관한 품질 보증 적용

및 처분종합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사업용 시스템 개발

② 처분 연구 전 과정에 일관된 품질 보증 원칙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연구 활

동을 수행하고 연구 활동에 관한 계획, 결과물과 관련된 자료들을 인터넷 기

반의 통합 시스템에 입력, 저장, 관리함으로써 장기간의 체계적인 자료 관리

보존이 필요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대한 신뢰성 확보

③ 품질보증(QA) 시스템 개발

∙ 성능평가 연구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실험, 평가 코드 관련 수행 절차서

확립

∙ 기존 품질보증 양식(25건), 평가 코드 절차(6건), 평가 코드 절차서(2건),

실험 절차서(21건), 처분연구시스템 관련 절차서(2건) 등, 총 25건의 품질

보증 양식과 31건의 연구 수행 절차서 수록

∙ 처분 안전성/성능 평가 관련 모든 연구 활동은 해당 품질 보증 양식과 정

해진 연구 수행 절차서에 따라 수행

④ 성능평가 입력자료 데이터베이스(PAID) 시스템 개발

∙ 처분 안전성/성능 평가 관련에 실제 이용될 수 있는 성능평가 입력 자료

를 저장, 관리하기 위해 사이버 종합 안전성/성능 평가 플랫폼에 성능평

가 입력 자료 관리 시스템 개발

∙ 품질보증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된 입력 자료는 keyword를 이용하여 목록

별로 검색할 수 있어, 평가 입력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가능

∙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들만으로 취합, 구성된 독립된 document로 편집할

수 있는 documentation 기능 구현

⑤ 평가 시나리오 도출(FEAS) 시스템 개발

∙ FEP부터 시나리오까지의 구성 과정 그리고 관련 평가 방법 흐름도

(Assessment Method Flowcharts; AMF) 등을 좀 더 쉽게 도출하고 이

와 같은 작업 과정을 처분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개발

∙ 인터넷상에서 FEP 선별과정, 각 FEP과 RES 구성을 위해 그룹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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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개요(Assessment Context; AC), 평가 방법, 시나리오 평가의 현황

과 향후 계획 등의 내용 열람 가능

∙ FEAS에 저장된 모든 FEP 데이터들과 AMF는 해당 시나리오를 구성하

는 각각의 RES 요소들과 관련되어 연동되고, 따라서 FEAS의 어떤 데이

터를 검색하더라도 서로 관련된 FEP, RES, 시나리오, 그리고 평가 관련

AC와 AMF 등의 확인 가능함

2. 종합 안전성 평가를 위한 MASCOT-K 체제 구축 및 Near-field

핵종 이동 모델 개발/확장하여 국산 핵연료 및 단열 암반의 특성에

따른 안전성 현안들의 평가

가. 핵종 유출 기구 영향 평가

① MASCOT-K를 이용한 핵종 유출 기구별 안전성 평가

② 갭(IRF) 유출 평가 및 조화유출과의 비교 평가

③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상 핵분열생성물들의 순간 유출률(IRF)의 중요성

부각

나. 인자별 민감도 분석 평가

① 인자별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도출

∙ Time after disposal and buffer diffusion coefficient

∙ Fracture aperture and buffer porosity

∙ Backfill 두께와 Matrix Diffusion Depth

∙ Containment time and flow velocity

다. 한국형 생태계 모델 개발 및 선량 환산 인자 평가

① 한국형 생태계 모델 개발 및 농경/담수/해수어업 집단 선량환산인자 평가

② Bioprota를 통한 생태계 data book 개발

∙ 일본, 프랑스, 핀란드 등 세계 17 개 기관 참가

∙ GBI 평가 방안 국제 공동 연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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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계 및 원계 상세 모델링 및 평가

① 처분시스템 근계 영역내 핵종유출지점 변화에 의한 핵종 유출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링 및 계산 수행

② 주요 핵종 이동 단열 통로가 터널상부 크라운지역에 위치하는 경우(Q6)와

캐니스터 결함부위 부근에 위치하는 경우(Q1)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남

마. 한국 지형내 가상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

① 영서형 및 영동형의 2가지 한국 지형내 가상 처분장 주변에 대한 지하수 유

동 평가 수행

② 영서형은 가상 처분장 주변 4개의 fracture 가정

③ 영동형의 경우 대부분의 지하수는 바다로 이동함으로서, 처분장 주변이 희석

부피가 큰 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위해를 크게 저감시킬 수 있음

3. 안전성 평가 코드 개발 및 성능 평가

가. 다차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MDPSA) 코드 개발

① 다공암반-Fracture network 접면에서의 유량 분배 모델링

∙ 균등 분배 :

∙단열의 갯수에 반비례하게 분배 :

∙단열의 투수계수에 비례하게 분배 :

② 다공암반-Fracture network 접면의 유동 저항 모델링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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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다공암반-Fracture network 접면에서의 유동 형태 모사

(a)

(b)

③ 다공암반-Fracture network 공존시 Algebraic 방정식에 대한 최종 Matrix

coefficient 구조 정리

나. 다차원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코드 성능 평가

① 기존 상용 코드(NAMMU)와의 비교를 통한 MDPSA 코드 성능 평가

② MDPSA 평가 결과 가시화 코드 개발

③ MDPSA Preprocessor를 통한 input data 생성

4. 처분장 안전성 증진을 위한 신뢰성 증진(confidence building) 연

구

가. Flow lab 시설 구축

① 처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Flow lab 시설 구축

∙ “Seeing is believing" : 단열에서의 핵종이동현상을 가시화

∙ 일반인에게 암반내 핵종이동 현상을 직접 보여 주어 처분 연구의 신뢰도

증진뿐 아니라, 핵종 이동 모델 검증 등 전문적인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

② Flow lab을 이용한 핵종 이동 모사 image

나. 단열 및 다공 암반에서 핵종 이동 모사

① 단열 암반내 핵종 이동 가시화상 및 포스트 프로세싱 화면

∙ 직접 촬영 화상

∙ 후처리 화상

② 다공 암반에서 핵종 이동 모사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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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장내 핵종 이동 모사 애니메이션

① 처분용기 내 침투 지하수에 의해 핵종이 용해되고 유출되어 생태계에 도달

하는 과정을 구현하여 처분 안전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 도모

라. 처분장 가상 현실 시스템 개발

① 심부 처분장 가상 현실 시스템을 구현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처분장 내부

를 직접 보고 처분 과정에 대한 가상 체험을 통해 처분 기술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증진

∙ 터널1(처분공 설치전), 터널2(처분공 설치중), 터널3(처분중), 터널4(처분완

료), 터널5(Backfilling완료)

제 3 절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에 부합되는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 처분개념

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해석 분야에 대한 각국의

연구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단일 코드에 의존하던 체제에서 여러 개의 평가코드를 병행 적용하는 체제

로 변화

- 확률론적 평가방법의 적용

○ 국내에서의 평가코드는 MASCOT 및 AMBER를 활용하던 기존의 평가체제

에서 GoldSim을 활용하는 평가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확률론적 평

가방법을 강화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 관련 핵심기술 및 연구내용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

관련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주에 건설 중인 중·저준

위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에도 활용 가능하다.

○ 특히,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PYRO Processing)을 처분 개념(A-KRS)과 상호

연계하여 처분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맞는 안전성

평가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처분관점에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을 바라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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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해석분야에서 원자력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비교를 위해서는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비교로 가능하다. 안전해석분야에서의 주요 관점으로 코드개발,

평가기법, 신뢰도 향상(불확실성 저감)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은 많은 격차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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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FEP/시나리오

1. 서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종합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장 폐쇄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 사건, 공정(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이하 FEP)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처분 안전성 평가가

처분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생태계까지 방사성핵종들이 유출 및 운반되는 과정을

고려하여 수행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방사성핵종들의 유출 과정은 단위 현상, 사건,

공정을 표현하고 있는 FEP을 이용한 시나리오 형태로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FEP

은 시나리오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시나리오의 내용을 결정하게 됨으로 처분장에서

발생 개연성이 있는 FEP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1, 1.2, 1.3, 1.4].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FEP 연구로 KAERI는 총 381개의 FEP으로 구성된

처분 안전성 평가 수목 사전 버전 1.0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

여 RES(Rock Engineering System) 형태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번 단계에서 추진된 FEP 분야는 선진 핵연료주기를 고려한 FEP 연구이다.

국가 후행핵연료주기가 비록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파이로 공정을 중심으로

선진 핵연료주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현 단계에서 선진 핵연료주기가 도

입될 경우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진 핵연료주기로 간주되고 있는 제19

차 파이로 공정 물질수지(Material Balance)를 FEP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시나리오 분야는 PID(Process Influence Diagram)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PID 방식은 FEP간 구체적인 연결과정을 통하여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시나리오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장점이

있다.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PID의 단점은 인터넷상에서 PID를 단순화 시켜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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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Full PID 개발 및

PID 모듈 개발을 추진하였다. 효율적인 Full PID 개발을 위하여 방법론을 도출하였

으며, 이를 통하여 기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한 Full PID 구축 작업은 기준 시나

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세부 시나리오를 각각의 세부 PID로 구축한 후 이들을

병합하여 모델 PID을 구축하였다. 또한 PID 모듈 개발 방법론을 통하여 Open

source인 Graphviz를 이용하여 PID 입력 도구(Input Tool)를 개발하였다.

2. FEP 연구

가. 개요

기존의 FEP은 국내 원자로 노형에 따라 CANDU 및 PWR 사용후핵연료에 대

한 처분을 목적으로 FEP을 선정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측면에서 파이로 공정에 대한 연구가 많은 추진되고 있으며, 파이로 공정 및 SFR

을 이용하는 후행핵주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파이로 및 SFR을 주축으로

하는 후행 핵연료주기 기술은 국내적으로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지

만, 국제적으로는 핵비확산 측면 등에서 해결할 사안들이 남아 있어 국가 후행 핵

연료주기 기술로의 공식적 지정 여부는 아직 검토단계이다. 우리나라는 농축 및 재

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는 과거 정부의 대외 선언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이므로 파이로 공정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상

용화된 UREX 및 PUREX와 달리 플루토늄을 다른 원소들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핵비확산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자원으로서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적 달성 가능성, 핵비확산성 등을 고려한 국가 후행핵주기는 파이로 공

정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를 SFR 연료로 재활용하는 일련의 공정들이 가장 가시화

되고 있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서는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처분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파이로 공정에 대한 FEP 연구는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처분관점에서 수행되어

야 할 다양한 연구 분야 중 한 분야이며, 이러한 FEP 연구를 통하여 처분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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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구성되고 처분과정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 기존의 국내 FEP 연구는 사

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에 바탕을 두고 수행되어 왔으므로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

게 되는 폐기물을 기존의 사용후핵연료와 병행 처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될 때

기존의 FEP과는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를 표현

하는데 있어 파이로 폐기물에 대한 FEP을 모두 신규 FEP 형태로 생산할 수 있으

며, 기존 FEP을 보완하여 병행 처분에 대한 FEP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또한

파이로 공정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 후행핵주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파이로 공정으

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FEP도 연구단계의 부산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후행핵주기가 결정되면, 이들 FEP에 대한 공식적 반영도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문에서는 제19차 파이로 공정 물질수지에 바탕을 두고 최종 생성물인 우라늄

및 초우란원소는 SFR에서 재활용되고, 그 외 부산물들은 고준위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들 폐기물들이 처분될 경우를 고려하여 고준위폐기물들에

대한 FEP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나. 선진 핵연료주기에 대한 특성 분석

1) 파이로 공정 검토

파이로 공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고방열성 물질

및 고방사선 물질을 분리하여 처분효율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및 초

우란원소를 SFR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있다. 파이로 공정은 그림 1.1의 파이로 공

정 흐름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PWR 사용후핵연료에서 피복관 물질을 제거하

고, Voloxidation, Reduction, Refining 과정을 거쳐 우라늄을 추출해 내고, Winning

과정을 통하여 TRU를 추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준위폐기물

(Off-gas, Cs, Sr 등)을 추출하여 별도 처리하게 된다. 이들 고준위폐기물들은

Metal waste, Ceramic Waste 1, 2 및 Vitrified Waste 1, 2로 처리되므로 총 5종의

고준위폐기물들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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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파이로 공정 흐름도

이러한 공정상의 흐름에 있어 물질수지는 농축도 4.5 wt%의 PWR 사용후핵연

료(10MTHM, 45,000MWD/MTU, 5년 냉각)을 기준으로 수립된 그림 1.2와 같은 제

19차 물질수지에 기초하고 있다. 제19차 물질수지는 그림 1.1의 기본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된 각각의 방사성핵종들의 양들이 세부 공정별로

어떻게 분산되어지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PWR 사용후핵연료에서

피복관 물질을 제거하는 Decladding 공정에서 소량의 사용후핵연료 성분들이 포함

된 Hull들이 Metal Waste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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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19차 Material Balance

이러한 물질수지에서 각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핵종, 양, 발열량 등에 대한 내

용들이 표 1.1과 같이 요약되었다.

 

Long-Lived Waste Interim decay Waste

Metal
Ceramic Virified Ceramic Vitrified

LICl+KCl LiCl+KCl
off-gas+LiC

l
LiCl

Major nuclide NM+U+TRU+RE Cs+α Sr+TRU+RE Cs Sr

Weight (kg) 3158.53 0.65 936.21 600.94 67.99

Volume (L) 470.7 0.3 419.8 231.8 30.5

Heat (W)  - 0.9 4200 12500 6000

Heat 
density(W/L)

- 3.1 10.0 53.9 196.7

Container ① ② ③ ④ ⑤

표 1.1. 파이로 폐기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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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etal waste 처분용기 규격

2) 폐기물 및 처분용기 검토

그림 1.2의 파이로 공정에 따라 분리된 Cs, Sr 등을 처분할 수 있도록 표 1.1과

같은 파이로 폐기물 제조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처분 용기를 개발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의 파이로 폐기물은 Metal waste, Ceramic 

waste 및 vitrified waste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 폐기물에 대한 상세

한 제조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FEP 작업에서는 개념적으로만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FEP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가) Metal waste 및 container

그림 1.3. Metal waste의 규격
              

Diameter (cm) 62

Height (cm) 20

Mass (kg) 344

Produced # 9.2

나) Ceramic waste 및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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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
Sealing 
Can*

Diameter (cm) 10 10.6

Height (cm) 3.7 5.4

Mass (kg) 0.65 2.35

Heat (W) 0.9  

Produced # 1  
그림 1.5. Ceramic waste I의 waste 

및 용기 규격

  Block Sealing can*

Diameter (cm) 21 21.6

Height (cm) 105 131

Mass (kg) 100.3 ~120

Heat (W) 1973  

Temp_c (oC) 329  

Produced # 6   그림 1.6. Ceramic waste 

II의 waste 및 용기 규격

다) Vitrified waste 및 container

그림 1.7. Vitrified waste I의 waste 및 용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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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Vitrified waste II의 waste 및 용기 규격

3. 선진 핵연료주기 측면에서 FEP 분석 방법론

가. FEP 분석 범위 및 방법론

KAERI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PWR 및 CANDU형 사용후핵연료를 직

접 처분하는 것을 고려한 FEP 체제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

고 있는 국가 후행 핵연료주기로 파이로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핵주기에 대한

많은 검토와 긍정적인 견해가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개념 하에서 작성 및 운용되고 있는 FEP 체제는 국가 후행 핵연료주기로

선진 핵주기가 적용될 경우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공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을 병행 처분하는 개념의 FEP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아직은 공식화 되지 않은 선

진 핵주기 공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와 파이로 폐기물을 병행 처분하는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FEP 분석을 위한 적용 범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파이로 공정 기술은 현재도 개발 중이며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 단계에서의 기술수준에서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을 기준으로 정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19차 물질수지에서 잠정 결정된 기준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파이로

공정에서의 물질수지 및 처분 용기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파이로 공정을 중심으로 한 선진 핵주기의 특징은 우라늄 및 초우란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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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리하여 SFR에서 이용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데 있

는 만큼 우라늄 및 초우란원소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파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핵종을 고화체로 만드는 기술은 계속 연

구되고 있으며 고화체 제조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어떠한 고화체

제조공정이 적용될지는 매우 유동적이므로 이번 FEP 분석에서는 파이로 폐기물로

금속폐기물, 세라믹폐기물 및 유리고화 폐기물을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파이로 공정 및 SFR이 연계된 후행핵주기 수립은 아직 국가차원의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이번 FEP 연구 결과를 FEP DB

에 바로 반영하는 것 보다는 연구 결과를 보유하면서 후행 핵연료주기의 결정 과정

에 맞추어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적용 범위를 기본 골격으로 실제 분석에 필요한 세부

적인 FEP 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선진 핵연료주기(파이로 공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

FEP 분석을 위하여 선진 핵연료주기의 범위는 PWR 절단 핵연료봉을 반입단계에서

부터 voloxidation, reduction, electrorefining 및 electrowinning 과정까지로 간주한

다. 파이로 공정에 대한 범위 확정은 처분 핵종 선정, 폐기물 종류 등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게 되어 파이로 공정과 관련한 FEP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

다. 

둘째, 심지층 처분의 대상에 대한 사안이다. 기존에는 PWR 및 CANDU형 핵연료

를 직접 처분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FEP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선진 핵연료주기

(파이로 공정)를 통한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금속폐기물, 세

라믹 폐기물, 유리고화 폐기물을 처분 대상으로 추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대

상 핵종 측면에서는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을 통하여 우라늄 및 초우라늄은 분리되

어 추후 재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선진 핵주기를 통한 폐기물은 처분용기를 이용하여 처분하게 되는데 처분

용기는 현재 개념설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처분용기의 규격이나

재질은 현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FEP 분석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처분용기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에 준하여 고려키로 한다.

넷째, FEP 체계는 폐기물-용기-공학적방벽-천연방벽-생태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분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선진 핵연료주기로 인한 처분 영향은 파이로 공정 폐기

물을 처분하는데서 시작되므로 FEP 분류형태에서 폐기물 및 용기분야의 FEP에 대하

여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처분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연관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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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간분류

1. Waste

1.1 Characteristics
1.2 Radiological/Radiation
1.3 Thermo-mechanical effects
1.4 Degradation/corrosion/dissolution

2. Container

2.1 Characteristics
2.2 Corrosion/Degradation processes
2.3 Gas production and effects
2.4 Stress/mechanical effects

3.Buffer/backfill

3.1 Characteristics
3.2 Thermal effects
3.3 Gas effects
3.4 Degradation
3.5 Radionuclide transport processes
3.6 Radionuclide chemistry
3.7 Specific factors

4. Host rock

4.1 Rock properties
4.2 Thermal effect
4.3 Groundwater Flow
4.4 Physical/mechanical effects
4.5 Gas effects and transport
4.6 Radionuclide chemistry
4.7 Construction

표 1.2. FEP 분류방법

해 공학적 방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FEP 분류 형태상으로 폐기물, 

용기, 공학적 방벽까지를 검토 범위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EP 분석 작업은 분석결과에 대한 주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FEP 분석 작업이 어느 정도 주관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석원이 어떠

한 관점에서 FEP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나. 기존 FEP 체제 분석 및 분석 범위

KAERI에서 기존에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FEP 체제는 기본적으로 국내 원전에

서 발생하는 PWR 및 CANDU 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처분

시스템은 심지층 처분개념을 활용하여 Waste - Container - Buffer/Backfill - 

Geosphere - Biosphere 등으로 기본 골격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은 FEP 

개발 및 활용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 1.2와 같은 FEP 분류방법을 활용

하여 관련 FEP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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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iosphere

5.1 Ecological factors
5.2 Climate
5.3 Soil/sediment effects
5.4 Surface/near surface water processes
5.5 Coastal water/ocean processes
5.6 Gas effects
5.7 Radiological factors
5.8 PEG
5.9 Flora
5.10 Fauna
5.11 Weather

6. Environmental effect

6.1 Inadvertent intrusion into repository
6.2 Subsurface activities
6.3 Water use
6.4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actices
6.5 Specific factors
6.6 Storage of other waste
6.7 Chemical pollution

이러한 기존의 FEP 체계에 선진 핵연료주기를 도입할 경우 주요 변화는 처분 대

상이 사용후핵연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FEP 체계에서 폐기물 및 처분용기 관련 분야에서 집중적인 변화가 예

상되며, Buffer, Backfill, Geosphere, Biosphere 분야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선진 핵연료주기 관련 FEP 분석 범위를 폐기물 및 처분용기 분야로 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Waste에 가장 인접한 인공방벽인

Buffer 및 Backfill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진 핵연료주기 관련 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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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FEP 1차 분석

선진 핵연료주기 체제로 간주하고 있는 파이로 공정에 따른 처분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FEP 분석을 FEP 분석방법론에 근거하여 수행하였다. 분석범위인 폐기물-

용기-공학적 방벽으로 이어지는 처분시스템의 해당 FEP들은 총 131개 FEP records

이며 모두 파이로 공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파이로 공정과 연관성

이 명확한 FEP이 있는 반면 파이로 공정과의 연관성이 애매한 FEP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된 FEP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

석을 추가하였다. 1차 분석 대상 FEP 목록 및 분석을 통하여 표 1.3과 같은 재분석

이 필요한 FEP 목록을 추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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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FEP
번호

FEP
명칭

FEP 설명 검토 결과

1 1.1.1
Waste 
Type 

Waste types vary by reprocessing. PWR, 
CANDU. Metal, glass and other forms with SF 
itself can exist.[YSH 2000]

이상없음(필요하면 
세라막 형태 폐기물 
추가)

2 1.1.2 Inventory 

The amounts of radionuclides in a particular 
part of the waste isolation system. It is usually 
listed as the activities (in curies or becquerels) 
of each nuclide present. It is a time dependent 
quantity.  In a potential repository which shall 
be in operation in around 2040 around 36,000 
MTU , 20,000 MTU from PWR and 16,000 MTU 
from CANDU shall be disposed of. These are 
SF from NPP's to be in operation by 2015 and 
SF to be in operation after 2015 is not 
included in this number. Around 45,500 
assemblies of PWR SF and 820,000 bundles of 
CANDU SF are considered. These SF shall be 
placed inside a container whose material is not 
determined yet. However, from preliminary 
design, the canister outer diameter is 108 cm 
and height is 496 cm and the total weight 
including waste and insert cast is 31,734 kg. 
When a container fails by corrosion or initial 
defect then once confined radionuclides shall 
be released by dissolving into intruding 
groundwater.[YS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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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1.3
Long-term 
physical 
stability 

As time spans after discharge due to the 
radiation, by corrosion, contact with air and 
water and other factors, solid phase spent fuel 
becomes loosing its integrity.[YSH 2000]

solid phase spent fuel 
뿐만 아니라 HLW 
모두에 해당

표 1.3. 1차 분석결과로부터 재분석을 위하여 선별된 FEP

나. FEP 2차 분석

선진 핵연료주기와 관련한 FEP 1차 분석을 통하여 18건의 FEP에 대한 상세 분

석을 수행하였다. 상세분석은 파이로 공정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분석은 물론 파

이로 공정을 적용할 경우 추가되어야 할 FEP과 물론 수정이 필요한 FEP의 경우 어

떠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하였다. 세부 내용은 KAERI/TR-

3978/2009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2차 분석을 수행한 FEP 제목만

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1) 1.1.2. Inventory

(2) 1.1.3. Long-term physical stability

(3) 1.1.4. Heterogeneity of waste forms (chemical, physical) 



- 276 -

(4) 1.1.5. Radionuclide decay and growth

(5) 1.1.6. Recoil of alpha decay 

(6) 1.1.7. Changes in the spent fuel radionuclide inventory

(7) 1.4.3. Solubility within a fuel matrix

(8) 1.4.9. Radionuclide release from a spent fuel matrix

(9) 1.4.6. Dissolution chemistry

(10) 1.4.7. Damaged or deviating fuel 

(11) 1.4.11. Degradation of spent fuel elements

(12) 1.4.13. Total release from the spent fuel elements

(13) 2.1.1. Canister Type 

(14) 2.2.7. Canister corrosion prior to wetting

(15) 2.2.4. Coupled effects(electrophoresis)

(16) 3.6.1. Precipitation,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reconcentration 

(17) 3.6.11. Interaction with corrosion products and waste

다. 신규 FEP 검토

폐기물, 용기 및 공학적 방벽과 관련된 총 131건의 FEP record를 대상으로 1차

분석 및 17건의 FEP record에 대한 2차 분석을 수행하면서 파이로 폐기물이 처분되

는 경우 기존의 FEP이나 수정된 FEP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의 FEP이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파이로 폐기물에 함유될 수 있는 소량의 LiCl, LiCl-KCl의 영향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LiCl, LiCl-KCl의 함유 가능성에 대한 연구원내

폐기물 전문가와 협의 결과 파이로 폐기물에 LiCl 및 LiCl-KCl은 함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FEP 분석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이로 폐기물 제조공

정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파이로 폐기물에 얼마나 많은 양의 LiCl 및 LiCl-KCl이

포함되는지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파이로 공정 특성상 기본적으로 LiCl 

및 LiCl-KCl은 파이로 폐기물에 함유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규 FEP으로 제시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진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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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목 : 파이로 폐기물에 함유된 소량의 LiCl, LiCl-KCl의 영향

내용 : 파이로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LiCL 및 LiCl-KCl은 파이로 폐기물에

소량으로 잔류할 수 있다. LiCl 및 LiCl-KCl은 반응성이 매우 좋아 하여 파이로 폐기

물에 포함되어 처분되는 경우에 대한 FEP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파이로 폐기물의

형태는 세라믹 혹은 유리고화 폐기물 형태로 제조될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세라믹 및 유리고화 공정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관점은

파이로 공정에서 사용된 LiCl-KCl 등은 세라믹 및 유리고화 폐기물에 남아 불순물로

역할을 하거나 염화반응을 촉진시켜 핵종의 용해도 변화는 물론 폐기물의 구조적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② 제목 : 파이로 폐기물에 함유된 LiCl, LiCl-KCl로 인한 캐니스터 부식 촉진

내용 : 세라믹 및 유리고화 폐기물에 남아 있는 LiCl 및 LiCl-KCl이 캐니스터

표면과 반응하여 부식을 야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핵종이동의

새로운 경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검토 해 볼 사안이 된다. 다만 파이로 폐기물에

LiCl 및 LiCl-KCl의 함유 여부와 폐기물에서 역할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

FEP 신규 추가를 위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다 엄격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파이로 공정 분야, 고준위폐기물 분야 및 처분 분야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며, 내용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라. 분석 결과

파이로 공정 측면에서 기존의 FEP 분석을 위하여 폐기물, 용기 및 공학적 방벽과

관련된 131건의 FEP을 대상으로 1차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중 17건의 FEP에 대

하여 2차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1건의 FEP은 파이로 공정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6건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1건의 FEP은 사용후

핵연료 뿐만 아니라 파이로 폐기물에도 유사한 관련이 있는 FEP으로 판단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FEP 체제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에 파이로 폐기물을 병행 처분하는 개념으로 바뀌

게 되면, 사용후핵연료에 관련된 FEP의 일부가 파이로 폐기물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FEP을 분리하여 파이로 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FEP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FEP을 수정하여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파이로 폐기물

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본문에서는 FEP을 수정하여

해당 FEP의 관련성 범위가 파이로 폐기물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FEP 수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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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FEP 분석 과정에서는 물론 FEP 수정방향을 제시하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

할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번 FEP 작업에서는 고준위폐기물을 의미하는

HLW(High-Level Radioactive Waste) 대신 파이로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HLW라는 용어가 넓은 의미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폐기물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 의미로도 사용되므로 혼선의 여

지가 있으며, 파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준위폐기물에 대한 접근에는 적합하

지 않으므로 이번 FEP 분석에서는 파이로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FEP 분석 작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waste matrix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용어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향후 보다 적합한 용어가 제시되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279 -

5. 시나리오 개발 방법론

가. 서론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처분장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처분장 성능 및 안

전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상호 독립적인 단위현상, 사건, 공정(Feature, Event and 

Process : FEP)으로 구분하여 수집하게 되며, 이러한 FEP들을 이용하여 발생가능성

이 높은 단위 FEP들을 선별하여 처분장 방사성폐기물 종합성능평가에 필요한 시나

리오를 개발하게 된다. 시나리오는 주로 RES(Rock Engineering System) 방식 및

PID(Process Influence Diagram) 방식으로 도식화되어, 처분장에서 생태계까지 방사

성 핵종의 이동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RES 방식은 top-down 방식으로

주요 FEP들을 RES 행렬 내에 인자들로 포함하고 있음으로 주요 상호작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상호작용간의 자세한 상관관계를 도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PID 방식은 Bottom-up 방식으로 각 Process간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나 과도하게 복잡하여 전체적인 연결방법을 파악하기에는 오히려 힘든 면도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처분을 연구하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RES 방식의 시

나리오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SKI 및 SKB에서 PID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1.5, 1.6, 1.7, 1.8, 1.9], 영국의 NIREX Sellafield 처분장에 사용하기 위하

여 PID S/W인 FANFARE를 개발한 바 있다[1.10]. 국내에서는 KAERI가 RES 방식의

시나리오를 2004년에 개발하여 KAERI 처분 전문 정보시스템인 CYPRUS에 RES 모

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다[1.11].

   본문에서는 PID 체제 구축에 필요한 Full PID 구축을 위하여 PID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방법론에 근거하여 정상 시

나리오를 대상으로 세부 PID를 구축한 후 이들 세부 PID를 통합함으로써 Full PID

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Full PID 구축 과정과는 별도로 추진된 PID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사용된 Graphviz의 특징 및 PID 입력 도구 개발과정을 다양한 형태

의 시험을 통하여 FEP에서 PID 형태의 시나리오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창출되는 과

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PID 형태의 시나리오를 구현하는데 요구되는 내용

물에 해당되는 Full PID 구축 및 PID 전산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면 KAERI RES가

탑재되어 있는 CYPRUS (CYBER R&D Platform for Radwaste Disposa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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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ound System)에 탑재하여 RES 시나리오는 물론 PID 시나리오를 제공함으

로써 안전성 평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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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ID 시나리오 구축 방법론 개발

   시나리오는 통상 RES 방식 혹은 PID 방식으로 구현되며, 그중에서도 RES 방식

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RES 방식의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KAERI는 RES 방식의 시나리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자 하

였으며 PID 방식은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PID 방식을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FEP 및 RES 시나리오 현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원

칙을 수립하였다[1.12].

   첫째, 4개 메인 시나리오에 대한 PID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보다 정상 시나리오

를 대상으로 모델 PID를 구축한 후 필요하면 나머지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PID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 PID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PID (모델 PID)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가

능성이 큼으로 이들을 해결하면 전 시나리오에 대한 PID 구축 시 보다 쉽게 응용

할 수 있다.

   둘째,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 PI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상 시나리오를 구

성하고 있는 5개의 세부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PID를 우선 구축하고 이들을 통합

하여 Full PID를 만들어 가는 순차적인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다.

   셋째, PID 구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호작용 결정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FEP record에 포함된 Process Description과 Influence 

Description의 내용을 최대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ocess Description과

Influence Description에는 FEP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포함하고 있는 경

우가 많음으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스웨덴의 경우 PID에 상호작용에 대한 value를 부과하였으나, 현재 KAERI

는 상호작용에 대한 value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FEP record 평가과정에서 부

여한 FEP의 중요도값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작용에 대한 value를 적용할

필요성이 생기면, FEP의 중요도를 이용한 frame에 별도의 상호작용 중요도를 구하

여 PID 작성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RES를 바탕으로 PID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는 모든 FEP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처분안전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기존의 RES 체제에서 Element 간 연결에 바탕을 둔 Group화 된 FEP들의 상관관계

를 이용하여, 이들을 바탕으로 보다 세분하여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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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ID 시나리오 개발

가. 세부 PID 구축

   개발된 PID 구축 방법론에 따라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 PID를 구축하기 위

하여 5가지 세부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 PID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구축하여야 할

세부 시나리오는 용기부식, 역학적 변화, 핵종이동, 방사분해 및 지하수로 구성되어

있다. PID에는 기본적으로 FEP 및 상호작용만이 기본적으로 표현됨으로 이들을 어

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기본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먼저, FEP은 Diagram에서 Box로 표기하기로 하고, FEP의 중요도는 Box 색상으

로 구분하였다. FEP의 중요도는 FEP record에 포함된 FEP Audit 결과치 값을 적용

하였으며, FEP box의 색상은 FEP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FEP에 흑색을 적용하고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적색, 청색, 녹색, 황색 순으로 적용하였다.

   둘째, FEP간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은 화살표로 표기하였으며, 상호 영

향을 주고받는 경우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하였다.

   셋째, 특정 FEP이 주는 영향은 반드시 1개가 아니며, 여러 FEP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는 FEP도 여러 FEP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PID 구축 방법론 개발에서 언급된 5가지 원칙과 PID 구축에 실제 필요한 3가지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그림 1.9의 역학적 변화에 대한 세부 PID와 그림 1.10의 용기

부식에 대한 세부 PID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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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역학적 변화에 대한 세부 PID

그림 1.10. 용기부식에 대한 세부 PID

   또한, 용기부식 세부 PID와 역학적 변화 세부 PID를 통합하여 그림 1.11과 같은

용기부식-역학적변화에 대한 Sample 통합 PID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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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용기부식-역학적변화에 대한 통합 PID

   용기부식 및 역학적 변화에 대한 세부 PID를 이용하여 용기부식-역학적 변화에

대한 통합 PID를 만든 것은 5개의 Sub-PID를 모두 합하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모델 PID가 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

고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통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적, 시간

적 낭비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중요도 값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가 발생하였다. FEP record에 나타나 있는

FEP 평가값은 2개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FEP 평가가 2차례 수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요도 값을 산정할 때 2개의 평가값을 평균하여 산정하였음으로 두 값이 다

른 경우 자연수가 아닌 값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요도 값이 3, 4로 나타

나는 경우 평균값은 3.5가 되며, 이 경우 중요도 값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

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방안은 기본적으로 중요도 값은 평균치

를 적용하며, 평균치가 자연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최신 평가 결과값을 적용하기

로 하였다. 

   둘째, 용기부식 세부 PID를 나타낸 그림 1.12에서와 같이 상호작용으로 연결되

지 않는 FEP이 나타났으며, 이 경우 최종 통합과정에서 활용될 소지가 큼으로 삭제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다가 최종 통합과정에서도 활용되지 않는 경우 삭제하는 것

으로 하였다.

   셋째, PID maker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RES에 바탕을 둔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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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PID 구축과정에서는 PID maker의 주

관적인 영향이 매우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FEP간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데 있어 FEP record에 나타난 process description 및 Influence 설

명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어느 정도는 PID maker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최대한 주관적인 영향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두개의 Sub-PID 및 Sample 통합 PID 구축을 통하여, 최종 통합 PID 

구축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확인 및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핵종이동, 

방사분해 및 지하수와 관련된 세부 PID를 각각 구축하였다. 핵종이동, 방사분해 및

지하수와 관련된 세 가지 세부 PID는 용기부식 및 역학적 변화와 관련된 세부 PID

보다 훨씬 많은 FEP 및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매우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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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합 PID 구축

   정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시나리오를 통하여 Full PID 구축 방법론

에 따라 5 가지 세부 PID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들을 통합하여 그림 1.12와 같이

Full PID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용기부식 및 역학적 변화 PID를 통합과정을 통하여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통하여 큰 어려움 없이

통합과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 

그림 1.12. 세부 PID를 이용한 통합 PID 구축 모형

   그림 1.12의 통합 PID에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화살표에 색상 차이는 해당 상

호작용이 어떤 세부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구축된 모델 PID

를 바탕으로 실제 PID를 이용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모델 PID를 가공하게 됨으로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PID를 만드는

과정에서 PID maker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할 방법은 없음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해당 상호작용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쉽게 추적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호작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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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상호작용이 기본적으로 어느 세부 시나리오에서 근거한 것인지 밝힐 수 있

도록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림 1.12의 통합 PID에서 여러 가지 색상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된 것은 FEP이

하나의 세부 시나리오에서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세부 시나리오에 동

시에 관여되기 때문임으로 그림 1.13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림 1.13. 모델 PID의 상호작용 구분

   구축된 통합 PID는 그림 1.14와 같으며, 이 모델 PID는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PID를 표현하고 있다. 



- 288 -

그림 1.14. 모델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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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도 부여

1) 외부 전문가 자문

   정상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개발된 Model PID는 FEP의 중요성을 포함한 FEP간

상호작용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FEP간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이는 Full PID 구축 방법론 개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PID 설계단계에서 FEP 

record의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Full PID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

하였기 때문이다. Full PID 개발 초기 단계에서 상호작용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한 것은 PID에 적용할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나 정보가 없거

나 부족한 상황에서 PID 구축연구에 상호작용을 적용하는 것은 PID 관련 업무범위

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결과가 됨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적용 여부는 PID frame이 개발되고 난 후 검토하는 것이 바

람직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ID 설계단계에서 목적한 모델 PID를 개발한 현 단계에서 상호작용의 적용 여

부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었으며, 상호작용의 값은 PID 내에서

화살표로 표기됨으로 상호작용의 중요도 값만 추출하면 화살표의 형태나 색상 변

화를 통하여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다만, FEP간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상호작용의

중요도와 FEP record의 중요도간 상호관계는 명확하지 않음으로 상호작용 중요도

를 추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상호작용의 중요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FEP audit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해

FEP 중요도가 부여된 것과 유사하게 FEP간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중요도값을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특히 PID 제작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상호작용 중요도 부여가 보다 객관적일 수 있음으로 원자력분야 중

에서도 처분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자

문을 요청하였다.

   외부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개발된 모델 PID 및 FEP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PID에 나타난 FEP간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도 값을 표 1.4와 같이 얻을 수 있었으

며, 외부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상호작용의 중요도 값을 검토한 결과는 PID에 직접

적으로 반영하기에 약간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상호

작용에 대한 중요도 값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당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간의 주관적 인식 차에서 연유하였다고 판단된다.



- 290 -

   이러한 전문가 자문 내용은 활용 전문가 수가 작아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

도 하지만 현 상태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전문가를 통한 상호작용

중요도 부여가 필요하다. 더 많은 상호작용 중요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혹은 내부 전문가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선정하여 2차 상호작용 중요도 부여작업이나 내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데이

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 1.4. 상호작용 중요도를 부여한 (예)

2) 향후 역무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두 외부 전문가가 부여한상호

작용 중요도 값에는 많은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EP간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 개별적인 판단이 매우 주관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상호작용 중요도를 PID에 반영

하기 위해서는 중요도 값은 단일 값으로 제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편차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칙이나 방법을 수

립하여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작용 중요도 값 부여에 단순히

두 외부 전문가만이 참여한 것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상호작용

의 중요도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며, 각기 다른

값이 부여된 상호작용 값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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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서 시나리오는 FEP으로 표현되므로 FEP과 시나

리오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단계에서 FEP 연구는 선진 핵연료

주기 공정과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시나리오는 PID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PID 방식의 시나리오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FEP 연구를 위하여, 기준이 될 선진핵주기 공정을 선행 조사하였으며 제19차 파

이로 공정 물질수지를 기준으로 파이로 공정을 통하여 분리되는 우라늄 및 초우라

닉 원소는 SFR에서 재활용하는 개념 하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처분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은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 폐기물(metal 

waste, ceramic waste 및 vitrified waste) 병행 처분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관점에

서 생산 관리되고 있는 FEP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 용기, 인공방벽과

관련된 131건의 FEP을 대상으로 1차 분석 및 2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1차 분석에서

는 파이로 폐기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관련성 여부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7

건의 FEP을 선정하였다. 2차 분석은 17건의 FEP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통

하여 수정되어야 할 FEP으로 11건 및 신규 FEP으로 2건의 FEP을 제시하였다. 제시

된 선진 핵연료주기 관련 FEP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

며, 특히 용어 및 개념의 정확성을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작업은 국가 후행핵연료주기 선정 시점에 맞추어 잘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ID 방식의 시나리오 개발을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RES 방식의 시나리오를 바

탕으로 PID 방식의 시나리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추진전략에

따라 Full PID 구축 및 PID 모듈 개발을 추진하였다. Full PID 구축을 위하여 PID 

구축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방법론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 정상 시나리오를 구

성하고 있는 5가지 세부 시나리오로부터 각각의 세부 PID를 우선 구축하였으며 이

들 세부 PID를 병합하여 Full PID(모델 PID)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이 Full PID

는 FEP record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Full PID에 상호작용의 중요

도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상호작용에 중요도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의 일

환으로 외부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였다.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를 PID에 활용하기



- 292 -

위해서는, 각 상호작용의 중요도 값을 단일 값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

해서는 추가적인 전문가 검토 및 다양한 상호작용 값을 단일 값으로 나타낼 수 있

는 합리적인 규칙이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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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진핵연료주기 안전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1. 개요

   파이로 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개념은 현재 A-KRS라는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

다. 아직 파이로 연구가 본격적인 대규모 실증 연구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각 파이

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정확한 핵종 재고량(inventory)을 산정하는데 한계

가 있다. 또한 이렇게 발생된 폐기물 내 일부 방사성 핵종과 화학 물질 조성에 따

라 폐기물을 고화체로 생산하는데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미 상용화된 PUREX 공정

의 경우를 보더라도 몰리브덴의 농도 등에 따라 건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유리 고화

체를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 파이로에 대한 환경친화성

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오차 범위

안에서 파이로에 대한 예비 안전성 평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원자

력연구원(KAERI)에서는 파이로와 이와 연관된 고속로(Sodium Fast reactor 이하

SFR)에 대한 환경 친화적 측면으로 (1) 처분장 소요 면적 감소, (2) 장기간에 걸친

환경 위해 가능성 종식을 위한 장반감기 핵종 변환, (3) 연간 개인선량 감소를 예상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 중 (2), (3) 항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종

합 안전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TSPA에서 사용하던 MASCOT-K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 출력을 생산해

다음 sub-module로 전달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각 sub-module 내 평균 농도

와 플럭스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 각 지점에서 시간별 농도와 플럭스를

예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류 분산(Advective and Dispersive)에 따른 각 지

점 별 그리고 sub-module간의 물질 이동을 천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Laplace 역변환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한계상 시간에 따라 천이

적(Transient)으로 변화하는 입력 자료 수용은 불가능하였다.

   이번에 평가도구로 사용된 Goldsim은 MASCOT-K와 같이 각 평가 지점에서 농

도와 선속을 예측하지 못하고 각 구획 내 평균 농도와 유출 플럭스를 계산하는 한

계는 있으나 천이적인 이류 분산 현상을 정밀 모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간 변화에

따른 비고전적인(Discrete) 입력 데이터 변화도 모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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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평가 대상 고화체 및 시나리오 개발

   파이로 TSPA는 단순히 그 차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처분(Direct 

Disposal 이하 DD)과의 비교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

서는 파이로 폐기물 뿐 아니라 PWR 및 CANDU SNF DD에 대한 TSPA도 평가할 수

있는 코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였다. 파이로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

해서는 아직 연구 개발이 수행 중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초 개최된 KAERI 

제 19차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회의 결과와 이에 근간을 두고 시스템 개발과

제에서 수행한 5자기 폐기물에 대해 지하 500 미터 및 200 미터 분리 처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가. 정상 시나리오

   TSPA 정상 시나리오는 평가 대상이 PWR, CANDU SNF이던 파이로 폐기물이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전술한 대로 파이로 폐기물 처분 개념인 A-KRS 현 평

가 대상 개념은 폐기물을 각각 200 미터와 500 미터 심부에 나누어 처분하는 개념

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PWR, CANDU SNF DD는 지하 500 미터에 처분을 하는 개

념상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DD에서는 스웨덴 SKB KBS-3V 개념과 유사하게 처분

터널을 굴착한 후 터널 바닥에서 처분공을 굴착한 후 처분 용기를 거치하고 주위를

벤토나이트 완충재로 충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파이로 처분을 위한 A-KRS에

서는 SKB의 KBS-3H 개념과 유사하게 처분 터널을 굴착한 후 터널 내에 폐기물을

거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500 미터 심부에 처분하는 경우 심부 지하수(Deep 

Groundwater)가 침투하여 지하수 속에 함유된 부식 촉진 물질이 용기를 부식 및

고화 상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용해시킨 후 외부로 이송시키는데 반해 200 미터에

처분하는 경우는 지하수 화학 조성이 심부 지하수와 다른 지하수가 유사한 반응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침투 지하수는 처분 터널 혹은 사일로 주변 공학적 방벽의 안전 성능을 저하시

킨 후 벤토나이트 방벽을 통과한 후 내부로 침투하여 처분 용기를 부식시킨 후 고

체 상태로 유지되던 폐기물을 용해시켜 외부로 유출시킨다. 현재 모델링에서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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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용기의 수명을 300 년으로 가정하고 최근 스웨덴 등의 연구에서는 초기 용기 손

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용기 불량 손상 발생률을 0.1%로 전과 같이 가정하였다. 용기 파손 후 유출된 방사

성 핵종들은 공학적 방벽을 통과하여 주변 암반대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공학적

방벽과 암반 사이에는 충전재와 함께 암반 굴착 영향으로 발생한 지역(EDZ: 

Excavated Disturbed Zone) 등이 있다. 

   실제적으로 EDZ 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서

들이 스웨덴 Aspo 및 Stripa 실증 연구에서 많이 규명되었고 EDZ 규모도 TBM 굴

착 시 30 cm, 제어 발파를 하는 경우 1 m 이내임이 Aspo 국제 공동 연구에서 규

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 이러한 EDZ이 지하수의 집

함점으로 처분 용기로부터 유출된 방사성폐기물이 EDZ에 집적된 후 외부 암반으로

유출된다고 가정하였다. 공학적 방벽에서 천연 방벽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지하수

유동 속도가 빠른 단열(fracture)로 입수되게 된다. 이 경우 유효 단면적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다.

유효 단면적 = 처분장 사일로 단면적 x 사일로 높이 당 단열 폭 [-],  (1)

   이와 같이 단열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들은 이류(advection)와 분산(dispersion)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 또한 일부 핵종들은 주변 암반으로 확산된다(matrix diffusion). 

이와 같이 주변 암반으로 확산된 핵종들은 상당 시간 경과 후 다시 단열로 재확산

되어(back diffusion)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천연 방벽을 통한 방사성 핵종 이동은

크게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 유

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과 같은 수치 해석 기법에 근간을 둔 컴퓨터 코드

를 통해 해석되거나 구획 모델(compartment theory)에 바탕을 둔 컴퓨터 코드로 평

가된다. 

   천연 방벽을 통과한 핵종들은 천연방벽/생태계 접점 (GBI: Geosphere Biosphere 

Interface)를 통과한 후 생태계로 도달하게 된다. 선진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폐기

물에 대한 지층 처분장은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생태계로 육상 농

업 생태계, 해상 어업 생태계 및 담수 어업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지난 인허가

신청 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독립적으로 각각 이와 같이 다른 3 개의 생태계에 거주

한다고 가정하여 평가하였으나 향후 인허가에서는 한 독립적인 지역 주민이 3 개

생태계에서 활동할 경우, 평가 시에 3가지 생태계에서 발생한 연간 개인 선량

(annual individual dose)를 모두 합산하여 그 결과물을 연간 개인 선량으로 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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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론을 규제 기관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평가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비정상 시나리오

1) 우물 굴착 시나리오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서 통례적으로 가장 높은 연간 개인 선량치를 예측하는 시

나리오가 바로 우물 시나리오이다. 지층 처분장 인허가 시에 고려한 우물 시나리오

는 두 처분 동굴이나 사일로 사이 중앙에 우물이 굴착되어 이로부터 채취된 우물물

을 거주민들이 음용 및 생활에 사용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평가 시에 가

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우물 주변 지하수 유동 평가이다. 지하수 유동 평가는

평가 대상 볼륨의 길이를 수 킬로미터로 간주함으로 우물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

할 그리드 사이즈는 수 미터 혹은 수십 센티미터 레벨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한 그리드 생성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에서 핵심 입력 자료인 수리

정보가 정확한 부지 조사 결과 몇몇 특정 사일로에서만 지하수가 우물로 유입된다

면 적절히 입력 값을 조정하면 되도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물 시나

리오의 큰 현안의 하나는 사일로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 뿐 아니라 우물 유입량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주변의 신선한 지하수 유입량을 어떻게 정확히 산정하는가이

다. 이와 같은 신선한 지하수 유입량은 희석률(dilution factor)과 연관되며 최종적인

우물물의 농도는 희석률에 반비례하게 된다. 이러한 희석률은 실제 정밀 부지 조사

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안전성 평가 모델 개발 시에는 희석률이 반영될 수 있게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물 굴착 및 이에

따른 양수 작업으로 인한 지하수면 하강이다. 일반적으로 우물 굴착으로 인한 유입

량은 아랫방정식 (2)에 주어진 Thiem 해법 공식으로부터 산정될 수 있다.

우물 유입량 = 
ln



∇                                (2)

   따라서 우물 굴착에 따른 단위 시간당 양수량에 따라 수두 변화 구배를 관련 수

리 시험 및 현장 실험 결과치가 우물 유입량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우물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 할 생태계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생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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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된다. 우물에서 양수된 물은 직접 음용수로 사용되거나 농작물 및 가축 재

배에 사용되어 먹이 사슬(food chain)을 거쳐 인간으로 전이될 것이므로 새로운 생

태계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진 시나리오

   일반적으로 지진은 지하에 위치한 구조물의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설령 지진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구조물이 손상되는 경우라도 구조물의 화학적

조성이 변화하지 않는 한 처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는 화학

적 조성이 최고용해도(solubility limit)와 핵종 이동 지연 계수(retardation 

coefficient)에 영향을 미치며 근계(near field)에서는 이류에 의한 핵종 이동이 상대

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천연 방벽에서 진도가 높은 지

진이 발생하는 경우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건을 야

기할 개연성이 있다.

(1) 단열을 통한 지하수 유동 속도 증대

   단열 내 지하수 유동 속도는 일반적으로 단열 폭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큐빅

법칙에 따른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 지진이 발생해 그 영향으로 인해 단열 폭이 상

승한다면 이론적 측면에서는 지하수 유동 속도 증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수학적 모델링으로는 입력 인자로 들어가는 지하수 유동 속도가 얼마나 증

가했는가로 지진의 영향이 표현될 수 있다. 

   현재 처분안전해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천연 방벽 특성상, 천연 방벽의 핵종 이

동 지연 능력이 낮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핵종 이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

지 못하므로 설사 지진이 발생하여 단열 폭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단열 발생 확률을 평가에서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연간 개인 선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등 지진에 대한 여러 분야 질의에 대비해 이 같은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Goldsim을 이용한 방법론으로 쉽게 해결 가능하다. 

(2) 새로운 이동 경로 생성

   이와 같은 경우 기존의 이동 경로보다 이동 길이가 짧은 새로운 경로가 발생하

는 것으로 수학적 개념에서 보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와 상이점이 없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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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Goldsim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다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모델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다.

(3) 공학적 방벽 기능 조기 상실

   만일 공학적 방벽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물성을 유지하다가 이후 열화

(degradation) 되는 경우 이러한 공학적 방벽 기능 조기 상실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업무이다. 

   처분안전연구에서는 Goldsim 코드 내 selector 기능을 이용 시간에 따른 공학적

방벽의 물성 변화를 표현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Goldsim의 기능

은 MASCOT와 같은 Laplace 역변환을 사용하는 평가 코드에서는 없는 기능이다. 

Laplace 변환의 경우 시간 0부터 무한대까지 물성이 변화하는 현상을 기술할 수 없

으며 모든 response function이 classical function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물성 변화를 discrete 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Goldsim과

같은 코드가 적용되어야 한다.

(4) 기체 이동 평가 시나리오

   기체 이동 시나리오 평가도 이동 경로 및 속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Goldsim에서도 평가 가능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Goldsim은 water 뿐 아니라

air와 같은 다른 종류의 fluid property 정의가 가능하고 지정된 fluid에 대한

partitioning coefficient 정보가 있으면 특성 기술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Goldsim을 사용 방사성 기체 이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체 이동 평가

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동 경로와 속도 평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LBNL에서

개발한 Tough 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코드는 한국원자력

연구원과 서울대 등 국내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Tough를 통해 기체

이동 정보 및 이에 따른 농도 평가까지 가능하므로 자세한 기체 이동 관련 입력자

료가 전무한 현재로서는 Goldsim을 이용 별도로 방사성 기체 이동 현상을 평가하

는 것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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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ldsim을 이용한 평가 모델링 개요

   Goldsim을 이용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자가 염두에 둘 주요 항목들

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Container로 묘사할 물리적 방벽: EngSystem, HostRock, Bisophere, 

Well_receptor

(2) Container로 묘사할 대안 시나리오 목록: Scenarios

(3) Container로 묘사할 입력 자료: GeneralData

(4) Dashboard: Dashboards, View Dashboards

그림 2.1은 이러한 Container  모델 개념에 의거해 개념적으로 도출한 Goldsim 

이용 안전성 평가 코드의 Top Level View이다

그림 2.1. Goldsim  코드로 묘사한 월성 처분장 안전성 평가 개념도



- 302 -

   본 장에서는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따른 방사

선적 장기 종합 안전성 평가를 위해 Goldsim을 이용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상

기 4 가지 요소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가에 대한 평가 방법론 개발에 대해 논하

고자 한다.

가. Container를 이용한 물리적 방벽 개발

   Goldsim으로 묘사할 물리적 방벽은 그림 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 정상 기준 시나리오를 위한 물리적 방벽

   - 우물 굴착 시나리오를 위한 새로운 물리적 방벽

1) 정상 기준 시나리오를 위한 물리적 방벽

기준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물리적 방벽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가) 공학적 방벽

   각 처분 동굴 및 사일로 등을 sub-container로 표현하는 container와 이러한 각

처분 동굴 및 사일로를 상술하는 하위 container들로 공학적 방벽 모델은 구성된다. 

이때 각 하위 container들은 폐기물 종류별 특성을 기술한 source들의 집합체로 표

현되며 이들 source들은 유출 현상을 기술하는 세부 container와 연계되어 각각의

유출현상을 표현한다. 유출 현상 묘사를 위해 사용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

다.

l 조화유출

l 상수로 표현된 유출율

l 단위 유출 면적당 상수로 표현된 유출율

l Instantaneous Release Fraction(IRF)로 표현되는 일부 고용해도 유출률을 보이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에 기반한 유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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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델링에서는 공학적 방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벤토나이트 방벽에서의 분산

현상 규명을 위해 cell generator를 사용 수직 상하, 측면 방향 별 확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진핵연료 페기물 중 일부 처분 터널의 경우 수평 방향의 분산을 고려하는 것

이 중요할 수 있어 buffering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최종적으로 Up, 

down, lateral 및 처분 터널 방향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이와 같

이 4 방향으로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들은 전술한 EDZ으로 이동한 후 최종적으로

천연 방벽으로 유출되게 된다. 

   Goldsim 코드를 사용할 경우 EDZ와 천연 방벽 내 단열을 연결하는 미소 체적의

가상 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이와 같은 공학적 방벽 말미에 1 세제곱 미터의

체적을 가지는 가상의 최종 집결지를 설정하고 천연방벽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나) 천연 방벽

   천연 방벽의 경우 단열을 표현하는 아래 그림에 도시된 element를 통해 도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천연 방벽이 다공성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강암, 화강 편마암과 같은 단열이 발달된 암반임을 근거로 모델링 하는

것이다. 현재 모델링 상에서는 암반 내 단열을 단일 단열(Single Fracture)로 표현

하였으나 만일 보다 정확한 부지 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단일 단열 암

반 모델링에서 진일보하여 단열 네트워크를 고려한 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고준위 처분장 개념 안전성 평가 시에 이와 같은 단열 네트워크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로카쇼무라 중준위 동굴처분장 안전성 평

가 시에도 이러한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지질 수문 자료가 부족하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

는 KINS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이 없어 해당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

나 향후 처분장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에서는 단열 네트워크 모델링 도입을 검토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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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심부 천연방벽 모델링을 위해 Goldsim에서 사용되는 Element

다) 생태계

   선진핵연료주기 안전해석에서 적용하는 연안지역 가상처분장 개념에서는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3 가지 피폭 그룹을 상정한다.

l 농경 그룹

l 해양 어업 종사 그룹

l 담수 어업 종사 그룹

 이러한 그룹들은 기존 인허가 단계에서는 별도의 그룹으로 상정되어 각 그룹별 연

간 개인 선량이 평가되었다. 하지만 향후 안전성 평가에서는 이 세 그룹의 연간 개

인 선량을 합산한 효과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3 개의 피폭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 각 그룹은 표토층, 강, 강 바닥 퇴적층, 해수, 해

저 퇴적층을 통해 피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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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농업/담수/해수 어업 종사자 피폭 그룹 개념도

2) 우물 굴착 시나리오를 위한 새로운 물리적 방벽

가) 새로운 이동 경로

   우물 시나리오의 경우 지하수에 용해되어 공학적 방벽으로 유출된 핵종들이 천

연방벽으로 유입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if 문을 이용 직접적으로 WellReceptor로 표

현된 새로운 생태계에 유입되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만일 우물이 고려

되지 않으면 공학적 방벽에서(Goldsim 코드에서는 공학적 방벽 내 모든 유출물은

EBS_Release로 element 포집) Rock_Mass라는 천연 방벽으로 유출되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수리 실측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자는 천연 방

벽에서의 희석률을 모델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예에서는 공학적 방벽인 silo를

통과하는 Volumetric flow의 20%만큼의 지하수가 천연 방벽을 통해 이동할 때 추

가적으로 유입되어 약 20% 희석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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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우물 존재 여부에 따라 지정되는 주변 천연 방벽으로 이동 현상

   우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굴착된 우물을 이용한 양

수 행위에 의하여 얼마만큼 수두가 떨어지는가를 고려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만일 양수량이 많다면 당연히 수두 감소 폭이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

으로 기존 인허가 심사에서 고려한 연간 50,000 톤의 양수 시 우물의 지하수 수두

가 약 25 m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아래에 도시된

Thiem theory에 근간을 둔 우물 주변에서의 Volumetric flow rate  계산식을 이용

해 얼마나 많은 오염 지하수가 우물로 유입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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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우물로 유입되는 지하수 유입률을 모사하는 코드

   우물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비단 처분장을 거쳐 이동하면서 오염된 지하수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오염 지하수 이외에 주변의 신선한 지하수가 우물 양수에 따

라 우물로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가 오염 지하수와 천연 지

하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상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궁극적으로 희석 효과

를 야기하는 것이다. 

그림 2.6. Well Draw Down 표현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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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우물로의 유입율 산정 코딩

그림 2.8. 우물로부터 방출율 산정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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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생태계

   우물 생태계에서 고려해야 할 구획들은 개념적으로 아래와 같다. 우물물이 유입

되는 Aquifer_Local로 Inflow 양은 전술한 WellFlow 와 같다.

그림 2.9. Well Biosphere 개념도

   이와 같이 유입된 지하수는 Well로 유입된다. 이외에 불포화대를 나타내는

VadZone이 존재하며 이 element에는 불포화대 특성상, water, soil 이외에 air가 존

재하게 된다.

   여기서 water zone의 volume 및 Air zone의 Volume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Volume, [m3/yr] = Area *  Element Depth *  포화도 (3)

          Volume, [m3/yr] = Area * Element depth *  불포화도 (4)

   유체와 달리 고체 상태인 soil은 부피가 아니라 질량으로 표현되는데 그 식은 아

래와 같다.

질량, [kg] = Area * Element depth * Soil Density           (5)



- 310 -

   이와 같이 정의된 VadZone 내의 유입률과 유출률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유입률, [m3/yr] = 강수량 침투율 * 면적 (6)

   VadZone에서 지하수 이동 경로는 상부 Surface Soil 과 하부 Aquifer Local 로

대별될 수 있다.

   불포화대 상부에 위치한 Surface soil로는 우물과 불포화대로부터 물질이 유입된

다. 이 경우 우물물로부터 유입 속도를 알면 여기에 Surface soil  면적을 곱해 우

물로부터의 유입량을 알 수 있다. 또한 불포화대로부터 유입량을 알려면 면적 곱하

기 풍화율(단위는 m/yr) 곱하기 토양의 밀도를 곱하면 될 것이다. Surface Soil 층의

유출률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불포화대로의 유출률로 그 크기는 상기에 주어진

VadZone의 유입률과 같을 것이며 또 하나의 유출률은 토양 풍화에 따른 유출률이

다.

   이와 같은 VadZone, Surface Soil  각 층 간에는 Advective flow 이외에

dispersive flow 가 물질 이동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Goldsim 각

element 에 있는 Diffusive Fluxes window를 이용하면 될 것이고 각각 element  별

확산 거리는 각각 element depth 의 반을 상정하면 될 것이다. 이외에 Surface 

soil로부터 대기로의 확산 영향을 위해 새로운 구획 element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개념 모델과 3 가지 피폭 그룹에 대한 inhalation, ingestion, external 

exposure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각 피폭 그룹별 연간 개인 선량이 각

핵종이 미치는 연간 개인 선량의 합, 즉 Goldsim에서는 vector로 표시된 각

element의 영향의 합인 Sum Vector로 표현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안 시나리오의 하나인 우물 굴착 시나리오는 아

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서 평가 될 수 있다.

l 우물 시나리오를 평가하겠다고 프로그램에 명령을 보내는 부분

l 우물 양수 효과에 따른 수두 변화 표현

l Thiem Solution에 바탕을 우물로의 유입량

l 신선한 우물물 유입률

l Aquifer_Local element 구성

l 불포화대 토양층 우물 등 각 주요 생태계 element

l 결정 집단 정의 및 ingestion inhalation external exposure를 고려한 연간 개인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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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진 등 what if 시나리오

   지진 등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방법론 개발은 제 11 장에서 상술하기로 하

고 여기에서는 그림 2.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지하수량 및

공학적 방벽 기능을 손상시키는 개념만을 도시하기로 한다.

그림 2.10. 자연 재해 등을 상세하게 모사하는 Discrete 변화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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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 자료 생성 방안

   Goldsim_RT에서는 프로그램 생성 시 아래 그림에 도시된 Species라는 element

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는 Species 및 기타 Global 하

게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그림 2.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GeneralDatas라는 container

를 만들어 삽입한다.

 

그림 2.11. General Data Container 내부 구조

   이 container 안에는 자동적으로 water라는 element가 생성된다. 이 element는

Goldsim Radionuclide Transport(RT)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Water의

특성은 크게 밀도, tortuosity와 함께 분배 계수로 표현되며 이러한 자료는 일반적으

로 Spread Sheet(SS)로부터 불러 들여진다. 

   이와 함께 Species에 수록된 각종 isotope를 element 별로 grouping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위 그림에 나타나 있는 El to Spe라는 element 

table이 요구된다. 또한 Global 하게 사용되는, 예를 들어 현 모델에서 정상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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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Biosphere와 Well biosphere에서 동시에 Global 하게 사용되는 Data들을 위해

Spread Sheet, 그리고 암반, 토양층 등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들이 Global 하게 사용

될 수 있게 그 특성을 지정하는 element 들이 그림 2.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의

된다.

그림 2.12. SS 데이터 Goldsim 프로그래밍

  

   이외에도 용해도, 확산속도 등과 같은 데이터들은 Goldsim 프로그램으로 입력되

어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많은 기본 입력 자료들은 Spread Sheet 혹은 데이터 형

태로 입력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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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모델링

   전반적인 Goldsim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전성 평가 코드 개발에 대한 설명 및

입력 자료의 생성방법을 바탕으로 Element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공학적 방벽 containers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1) 공학적 방벽 container 내부에서 모든 container에 대해 global 하게 사용되는

물성 특성을 기술하는 EBS_Materials containers

(2) Silo 든 Rock cavern이든 실체 방사성폐기물이 거치되는 처분고에 대한 설명, 거

치되는 방사성 물질들의 특성 및 inventory, 지하수에 용해되어 이동하는 방사

성 물질들의 advective dispersive transport를 기술하는 그림 2.13에 도시된 바

와 같이 각종 폐기물을 열거하는 Container(Silo 처분 방식의 경우 Silo라 명명)

(3) 여러 개의 처분 동굴 혹은 Silo로부터 유출되는 핵종 이동 현상을 합산 하기 위

해 전체 처분 시설을 흐르는 지하수 양을 합산하는 모듈

(4) 가상의 element로 전체 EBS로부터 주변 천연 방벽이나 우물로 유출되는 총 유

출률을 평가하는 EBS_Release

(5) EBS_release를 도시하기 위한 expression: Activity_Flux와 Graph element

그림 2.13. 공학적 방벽 프로그래밍 개요도



- 315 -

   아래 그림 2.14는 상기 Container 부분 중 Material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학적

방벽 내 지하수 조성은 일반적인 천연 지하수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공학

적 방벽이 시멘트 물질로 구성되는 경우 시멘트의 라임 성분에 의해 pH, Eh 등이

달라져 이에 따라 각 element 별 최고용해도나 분배 계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공학

적 방벽 container 내부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water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이곳에 설정된 water 특성은 공학적 방벽 container가 localized 되어 있으

므로 천연 방벽 등 동일 레벨 타 container의 water로 활용되지 않는다.

그림 2.14. Localized 된 지하수 특성 프로그래밍

   사용후핵연료 모듈에는 Instantaneous release를 기술하는 IFR와 조화유출을 기

술하는 부분이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 2.1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에 두 가지 selector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KRS에서 추구하는 수직 직접 처분

의 경우 상부 터널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경우, 유출되는 경우, 혹은 유입이 전혀 없

는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지하수 유입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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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처분 터널 지하수 유입 조건에 따라 상세 개발된

공학적 방벽 프로그래밍

   Goldsim에서는 Icon 형태의 Element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수행하게 되며

디렉토리 역할을 하는 container를 이용하게 된다. 프로그래밍에는 수많은 안전성

평가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많은 Element의 조합이 필요하게 되며, 이들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container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container 내에는

많은 데이터나 계산수행을 위한 Elements를 포함하게 된다. 이번 평가 프로그램에

서도 container를 이용하여

- 처분 터널 등 각종 geometry 관련 데이터 처리

- Source term의 핵종 유출 계산

- 이류 분산과 관련된 지하수 데이터 처리

- EBS 관련 데이터 처리

- 천연방벽에서의 지하수 및 핵종이동 계산

- 생태계의 섭취, 호흡, 외부피폭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

 등 많은 모듈별 계산을 통하여 상세 프로그래밍을 수행하였다(자세한 내용은

KAERI/TR-3988/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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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습식 재처리후 유리고화 폐기물 처분 및

파이로 주기 폐기물 처분 등 다양한 처분 방식에 따른 방사선적 장기 안전성 평가

방법을 기술하기 위해 먼저 평가 대상 시나리오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모델

링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세계적으로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Goldsim 프로그램을 이용 성능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세한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허가에서 사용하던 방법론에서 진일보하여 Selector 

element를 사용 물성 변화를 기술하는 방안, well draw down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물로의 유입율을 산정하는 방안 등 새로운 방안들을 많이 도입하였는데 이는 지

난 단계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던 MASCOT-K로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다 현실적

이며 정확하게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 현상을 모사하는 성

과를 가져다 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근간으로 Code V&V를 국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A-KRS 처분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

한 평가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318 -

제 3 절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처분안전성 평가

1. 서론

   국가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라늄 자원의 한계

성 극복, 고준위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분, 경제적 부담 가중방지 등의 기술적 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확산 저항성의 미래 원자력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KIEP-21 (Korean, Innovativ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Proliferation Resistant System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선진핵연

료주기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 개념의 주요 기술은 새로운 원자로로 SFR과 기존의

PWR 사용후핵연료를 SFR 연료로 재활용하도록 처리하는 파이로 공정이다. 파이로

공정 기술은 "Dirty Fuel & Clean Waste" 개념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회수

연료물질의 제염계수가 매우 낮고, Self Protection Criteria를 만족한다고 알려져 있

다. 또한 파이로 공정 기술은 전해분리 반응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 플루토늄

환원전위 조건에서 조차 용융염의 저항으로 인한 전위구배 존재, 그리고 근접 환원

전위를 갖는 원소의 동반 회수로 인해 고순도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없다는 자체가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기술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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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KIEP-21 개념도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공정의 주요 공정 및 폐기물 흐름도는 그림 3.2

와 같으며 물질 수지 (Material Balance)는 그림 3.3에 나타나 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개념에 의하면 5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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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파이로 공정 주요 공정 및 발생 폐기물 흐름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선진핵연료주기 처분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제3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oldsim을 이용하여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보

고서에서는 파이로 공정의 폐기물의 처분 안전성을 평가하여 처분 관점에서의 파이

로 공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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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파이로 공정 물질 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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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및 평가 입력자료

    처분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기준 사용후핵연료 (PWR 4.5 wt% U-235, 45,000 

MWD/MTU, 5년 냉각 기준)를 가정하고 이 기준 사용후핵연료로 파이로 공정을

거쳤을 때 나오는 폐기물의 양을 그림 3.3의 물질 수지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3.1]. 각 폐기물의 양과 주요 핵종은 그림 3.4에 수록 되어 있다. 

그림 3.4 파이로 공정의 폐기물 특성

(10 MTHM of oxide fuel with 4.5 wt% U-235. 45,000 MWD/MTU, 5년

냉각 기준)

   각 폐기물의 처분 방식은 그 특성에 맞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개념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개념들은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 되고 있다. 현재의 개념에 따르면 각 폐기물은 준위에

따라 지하 200m와 500m에 처분된다 [3.1]. 그림 3.4의 세라믹 HLW의 경우는 그

양이 매우 작아 유리화 HLW와 같이 처분한다. 각 폐기물의 처분 개념은 그림 3.5 - 

3.8에 도시되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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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금속폐기물 처분 개념

 

그림 3.6. 유리화 HLW 처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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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세라믹 ILW 처분 개념

그림 3.8. 유리화 ILW 처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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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선진핵연료주기 처분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Goldsim을 이용하여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3.2].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활

용하기에 매우 편하게 되어 있으며 복잡한 처분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즉 각기 다른 형태의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처분 시

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9. Goldsim을 이용한 처분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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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론적 평가 결과

   이 보고서에서 평가한 폐기물의 양은 24개의 PWR에서 나오는 모든 사용후

핵연료 (4.5 wt% U-235, 45,000 MWD/MTU, 5년 냉각 기준)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26,000 MTU의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 공정 처리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하였다. 각 폐기물의 핵종재고량과 처분개념 설계 입력 자료는 별도의 자료에

수록하였다. 파이로 공정 폐기물을 현재 제안된 처분시스템에 처분하였을 때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보았으며 비교를 위하여 기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한

경우도 평가하였다.

   그림 3.10은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한 경우 안전성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핵분열 생성물의 영향이 우세하며 후반에는

액티나이드들의 영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특히 IRF 핵종인 I-129,  Se-79 

등의 영향이 초기에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Direct Disposal 피폭선량 (Congruent Release)

   그림 3.11은 파이로 공정 폐기물이 사용후핵연료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즉 모든 폐기물에서 핵종들이 사용후핵연료의 UD2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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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를 가지고 있는 폐기물 Matrix와 조화 유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평가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I-129의 경우는 최고치는 직접처분의 10-4 

정도로 낮아지나 유출 기간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액티나이드의 경우는

직접처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액티나이드의 경우

Matrix에 비해 그 양이 매우 적고 용해도도 매우 낮기 때문에 재고량이 어느

이상이 되면 재고량에 크게 영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처분 개념과 직접 처분 개념과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파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Congruent Release)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경우 앞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특성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파이로 공정 폐기물 고화체의 유출률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림 3.12 -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화체의 유출률을

10-5 1/yr, 10-8 1/yr및 10-12 1/yr의 경우를 각각 평가하였다. 상당히 높은 유출률인

10-5 1/yr의 경우는 예상되는 바와 같이 핵분열 생성물과 액티나이드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10-8 1/yr이 경우는 핵분열 생성물의 경우는 낮아졌으나

액티나이드의 경우는 Steady state에 이르는 시간만 차이가 날 뿐 최대치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액티나이드의 경우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고화체의

유출률이 액티나이드의 용해도 이상일 경우는 침전이 생기며 용해도만큼만

유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화체의 유출률이 10-12 1/yr로 충분히 낮아지면 핵분열

생성물과 액티나이드 모두 낮아지며 유출 기간은 늘어난다. 10-12 1/yr의 경우가

조화 유출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유출률과 비슷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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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파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 10-5 1/yr)

그림 3.13. 파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 10-8 1/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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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파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 10-12 1/yr)

   다음은 그림 3.15 - 3.17에 10-12/yr의 침출율의 경우에 대하여 각 폐기물의 영향

을 따로 도시하여 보았다. 유리화 ILW은 주요 핵종이 Sr-90으로 유출률이 10-12 정

도로 충분히 낮으면 생태계에 도달하기 전에 지하 매질을 이동하는 중 모두 붕괴되

어 생태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금속폐기물의 경우는 Ac-227과

Pa-231이 약 109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낮은 고화체

의 침출율과 금속폐기물의 처분 개념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금

속폐기물의 처분 개념은 재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5. 금속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 10-12 1/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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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유리화 HLW 피폭선량 (유출률, 10-12 1/yr)

그림 3.17. 세라믹 ILW 피폭선량 (유출률, 10-12 1/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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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률론적 평가 결과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와는 달리 확률론적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대상 입력인자는 사전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선택하였다. 또한 각 인자의 확률 분포함수는 문헌 자료와 내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가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택된 대상 입력 인자와 확률

분포함수는 표 3.1에 나타나 있다.

입력인자 확률 분포함수 Parameter 비고

Container Failure Time 
[yr]

Uniform 
Min -1
Max 4

CFT=10**para

Early Time Failure 
[%]

Triangular 
Min 0
Most Likely 0.1
Max 0.5

ETF=para

Waste Dissolution Rate 
[1/yr]

Uniform 
Min -12
Max -5

WDR=10**para

Fracture Length 
[m]

Triangular 
Min 50
Most Likely 100
Max 200

FT=para

Dispersion in Fracture 
[m]

Triangular 
Min -1
Most Likely 0
Max 1

DF=10*10**para

Hydraulic Conductivity
[m/s]

Triangular 
Min -12
Most Likely -10
Max -8

HC=10**para

Porosity in MWCF Triangular 
Min 0.025
Most Likely 0.05
Max 0.1

PO=para

MWCF Length 
[m]

Triangular 
Min 400
Most Likely 800
Max 1600

ML=para

Dispersion in MWCF
[m]

Triangular 
Min -1
Most Likely 0
Max 1

AF=50*10**para

표 3.1. 확률론적 평가 대상 입력 인자와 확률분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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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에 포함된 9개의 입력인자에 대하여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500개의 샘플링의 결과가 그림 3.18에 나타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균이 그림

3.19에 있다. 그림 3.19에서 보듯이 107년까지는 I-129가 주요 핵종이며 그

이후에는 Pa-231과 Ac-227이 주요한 핵종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앞 절에서와 동일하다.

그림 3.18. 확률론적 평가 결과 (500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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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500 Cases 평가 결과의 평균 피폭선량

   그림 3.20은 각 Case별 최대 피폭선량과 최대피폭선량에 도달하는 시간과의

관계이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최대피폭선량에 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 최대 피폭선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109 년 근처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간대에서의 최대 피폭선량은 U-235와

Dynamic Secular Equilibrium에 도달한 Pa-231과 Np-227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들의 최대피폭선량에 이르는 시간은 Dynamic Secular Equilibrium에 영향을 주는

용해도, 반감기 및 흡착계수 등에 관계되며 다른 인자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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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최대피폭선량에 이르는 시간

   그림 3.21은 이에 대한 CCDF를 보여 주고 있으며 9개의 입력 자료가 주어진

확률분포를 가지고 변할 때 피폭선량은 10-6 mRem/yr에서 350mRem/yr의 범위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0 mRem/yr 이상의 피폭선량을 가질 확률은 2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입력인자 조합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피폭선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높은 피폭선량에 대한 주요인은 폐기물의

용해도 (Dissolution Rate)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1 CCDF

   그림 3.22에서와 같이 피폭선량은 폐기물 고화체의 용해도에 정비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0-7 1/yr보다 클 때에는 다른 인자에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고화체 재질의 선정과 제조방법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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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Dissolution Rate와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

   그림 3.23 - 3.25에서는 Failure Time, Dispersion in Fracture 및 Hydraulic 

Conductivity of Fracture 등 일부 입력인자에 대한 영향을 보여 준다. Failure 

Time과 Dispersion은 주어진 입력자료 조합에서는 최대피폭선량과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수리 전도도 (Hydraulic Conductivity)는 약한 상관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입력인자들도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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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처분용기 수명과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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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Fracture Dispersion과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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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Fracture Hydraulic Conductivity와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

   각 인자들의 최대피폭선량과의 상관성을 보기 위하여 9개의 인자 중 한 개의

인자만을 변화시키고 다른 8개는 일정한 값으로 입력하여 평가하여 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용해도의 경우 (그림 3.26)는 매우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0-10 1/yr 근처에서 최대 피폭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그림 3.27에서와 같이 Hydraulic 

Conductivity도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Hydraulic Conductivity가 10-10 m/s 

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최대 피폭선량은 비례하여 증가하나 10-9 m/s가 되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는 Hydraulic Conductivity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의 양이

증가하다가 점점 포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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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Dissolution Rate와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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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Fracture Hydraulic Conductivity와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I)

   그림 3.28은 Container Failure Time과 최대피폭선량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앞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 그림에서는 Failure Time이 100,000년

보다 적을 때는 최대 피폭선량이 거의 일정하다가 100,000년 정도에서 급격히

감소한 후 그 이상이 되면 서서히 감소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최대 피폭선량에

기여하는 주요 핵종을 고려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초기에는 I-129가

주요핵종으로 Failure Time이 변하여도 최대 피폭선량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Failure Time이 증가하면 I-129의 붕괴효과가 나나나기 시작하며 100,000년

이상에서는 최대 피폭선량에 기여하는 핵종이 I-129에서 Pa-231과 Ac-227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 피폭선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그 후에는 Pa-231, Ac-227과

모핵종인 U-235의 붕괴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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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처분용기 수명과 최대피폭선량 상관도 (II)

    그 외에도 균열에서의 분산 (Dispersion)과 최대 피폭선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최대 피폭선량은 거의 변하지 않으며 매우 약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산이 증가하면 피폭선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아주 미미하지만 반대의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산이 증가하면

농도구배가 커지며 확산이 빨라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좀 더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확률론적 평가 결과 Container의 Failure Time과 Dissolution Rate 및

Hydraulic Conductivity가 가장 중요한 입력인자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Container의

Failure Time과 Dissolution Rate는 폐기물 고화체의 재질과 제조 방법 등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인자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ydraulic 

Conductivity는 인간이 조절할 수는 있는 인자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낮은 값을 갖는

지역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Hydraulic Conductivity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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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KIEP-21 (Korean, Innovativ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Proliferation Resistant System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선진핵연료주기 개

념을 설정하였다. 이 개념 중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인 파이로 공정은 크게 환원

공정과 전기정련 공정으로 나누어지며, 이들 공정을 통하여 5가지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된다.  이러한 선진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Goldsim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활용하기에 매우 편하게 되어 있으며 복잡한 처분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각기 다른 형태의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처분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파이로 공정 폐기물의 경우 고화체의 유출률 및 유출 형태 등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I-129와 같은 IRF 핵종은 파이로 공정으로 영향을 쉽게 저감 시킬 수 있으나

액티나이드의 경우는 처분 개념 및 고화체 선택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금속폐기물 처분 개념은 재 고려해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폐기물 고화체의 유출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의

하나로 고화체 유출형태 및 제조 방법에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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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진 핵주기 폐기물 처분 대안 시나리오 확률론적 안

전성 평가

1. 서론 및 배경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처분시스템)의 안전성평

가 또는 그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된 GoldSi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그리고 확률론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평

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상용 범용 개발 도구인 GoldSim[4.1]을 이용해 개발된 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처분장의 근계 및 원계영역에서의 핵종의 유출과 생태계에서의

핵종의 전이에 따른 피폭선량을 동시에 정량적이고 보다 보수성을 줄이면서 신뢰도

를 증가시키면서 실제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 이 GoldSim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처분장 주변의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영향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인간

침입과 같은 사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관련된 주요 입력변수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확률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GoldSim 평가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론과 평가 기법은 향후 처분장의 설계는 물론

인허가를 위한 처분장 성능평가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현재 고려중인 처분시스템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나 파이로 공정

에 의해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분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여러 대안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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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률론적 평가를 위한 대안 시나리오 도출

평가 대상이 되는 처분시스템의 개념을 그림 4.1에 개념적으로 도시하였다. 폐기

물이 처분되는 장소로서, 그림에서 보는 대로 터널과 처분공으로 기술되는 처분장

을 상정한다. 그러면 처분장 주변의 인공방벽을 포함하는 근계영역, 그리고 주로 천

연 방벽으로 이해되는 모암과 지하매질과 GBI로 분리되어 고려될 수 있는 생태계를

통틀어 처분시스템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처분 시스템 내 처분장과 근

계영역 주변으로는 지하수의 유동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지하수는 궁극

적으로 폐기물 용기 내의 폐기물과 접촉하여 그 내부의 방사성 핵종을 용해시켜 이

들이 근계영역, 원계영역을 지나 생태계로 유출되도록 하여 결국 생태계에 거주하

는 피폭집단에 대한 피폭선량을 야기하게 된다.

이렇게 핵종의 유출에 따른 피폭선량이나 핵종플럭스 등 결과의 확률론적 평가

를 위한 주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4.2,4.3]:

- 처분장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의 형태는 크게 “In-flow” (flow into tunnel)와

“Outflow”로 나눌 수 있고, in-flow의 경우 처분공의 지하수의 수두가 터널의 그 것

에 비해 높아 지하수의 유동이 그림 4.1에서처럼 처분공쪽, 즉 하부에서 터널이 존

재하는 상부로 향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outflow의 경우는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다.

- 처분장에 처분된 처분용기나 캐니스터는 지하수가 흐르는 단열과 전체 또는

그 일부가 접촉을 하고 있거나 전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유출된 핵종은 지하수 유동패턴에 따라 터널쪽으로 유동이 일어나는 in-flow나

터널쪽으로 유동이 일어나지 않고 암반매질로 유동이 일어나는 outflow를 따라 이

류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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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캐니스터가 지하수와의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도 가능한데 이 경우는 지

하수의 유동자체가 없는, 즉 in-flow나 outflow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Noflow"상태

로 되어 핵종의 유출은 더 이상 내부 단열 (internal fracture)을 통해서는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그림 4.2와 3에 도시한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핵종의 이동 개념과 이동

메카니즘에서 보는 대로, 캐니스터를 빠져 나온 핵종은 주변의 벤토나이트 완충재

로 들어온 이후, 이어서 터널내 뒷채움재와 모암에 생성된 손상대 (EDZ)를 통해 근

계 영역내 핵종의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핵종이 이러한 근계 영역에서 모암내, 즉 원

계영역으로 유출되는 출구는 그림에서 보는 대로 처분공주변의 EDZ와 터널주변의

EDZ, 이렇게 두 군데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 가정을 하였다:

-  in-flow의 경우에는 캐니스터를 나온 핵종은 일단 확산을 통해 처분공 주변의

EDZ에 이르고, 이후 EDZ내에서는 지하수의 유동에 따른 이류적 이동을 통하여 터

널 주변 EDZ까지 유출되어, 이후 그 곳 (그림에서 4번)을 통해 근계영역을 벗어나

원계영역으로의 이동을 계속한다.

- 처분된 캐니스터와 접촉하면서 그 내부에 지하수 유동이 존재하는 단열이 존

재하지 않는, 즉 지하수의 유동이 전혀 없는 noflow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터널

의 EDZ를 통해 유출되긴 하지만, 그 이전, 처분공 주변의 EDZ에서의 지하수 유동에

의한 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캐니스터를 나온 핵종은 확산만을 통하여 터널

쪽으로 이동하여 터널에서 터널 주변 EDZ로 확산을 통해 유출된 후 근계영역을 빠

져 나간다. 

- outflow의 경우만이 근계영역을 빠져나온 핵종들이 처분공 주변 EDZ (그림에

서 3번)와 터널 주변 EDZ (그림에서 4번)를 통해 바로 원계로 이동해 나간다.

- 그러나 모든 매질에 대해서 그림 4.3에서 보는 대로 핵종이동에 대한 확산 메

카니즘은 존재한다.

확률론적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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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1: 지하수 유동 패턴의 변화: 캐니스터 주변을 유동하는, 단위 캐니스

터당 유동 지하수량의 변화와 캐니스터 개수에 대한 지하수가 흐르는 단열에 의해

접촉되는 캐니스터의 개수의 비율을 접촉분률로서 동시에 고려한다.

- Scenario 2: 인간침입 (Human Intrusion)으로 이 경우 MWCF 내의 지하수 유

동률이 변화하고, MWCF 내 이동거리가 줄어 들 수 있다고 본다.

- Scenario 3: 지진발생으로 시나리오 2와 마찬가지로 MWCF내의 지하수 유동률

이 변화하고, MWCF 내 이동거리가 줄어 들 수 있으며, 지진의 강도가 특별히 큰

경우에 대해서는 근계영역으로 부터 유출된 핵종은 내부 균열매질을 우회하여 바로

MWCF를 통해 생태계로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3개의 시나리오를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상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으로 정상시나리오로 분류될 수 있지만 지하수의 유동과 처분시스템내의 지하수의

유동이 존재하는 단열의 분포의 가능성 등으로 보다 상세히 고려되어야 할 대안적

시나리오로 판단된다. 반면 나머지 두 시나리오는 사고에 의해 시스템 요소가 일부

또는 전부 파괴되는 시나리오 (Disruptive scenario)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이 세 시나리오를 모두 대안 시나리오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천연방벽 내에서 주요한 핵종의 이동 통로가 되는 단열에 대한 물리

적 특성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단열내 매트릭스 확산의 깊이와

단열폭의 크기의 변화에 따른 확률론적 결과도 따로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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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대상 처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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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핵종의 이동 개념

그림 4.3. 각 매질별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핵종의 이동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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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 유동 패턴에 의한 핵종 이동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만이 직접 처분되는

경우에 대해서, GoldSim에서 구현된 지하수 유동패턴 모듈을 그림 4.4와 4.5에 도시

하였다. 이 들 그림에서 보면 캐니스터가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에 접촉하는 비

율과 함께 in-flow 및 outflow에 대한 입력을 통하여 선원항이 제어되도록 하였는

데, 그림 4.4에서는 단열내 유동 지하수에 접촉하는 캐니스터 접촉률에 대한 확률론

적 분포를 고려하고 있고, 반면 그림 4.5에서는 단위 캐니스터 주변을 유동하는 지

하수 유동률에 대한 확률론적 분포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캐니스터에 대한 지하수 접촉률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캐니스터가

지하수와 접촉하고 있지 않는가를 정량화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zero contacting 

fraction으로 정의하여 입력변수로 보았다.

그림 4.4. 처분장 주변에서의 지하수 유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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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처분장내 처분된 캐니스터 용기당 지하수 유동률 및 접촉률

전술한 3가지의 유동패턴, 즉 in-flow, outflow, 그리고 no flow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이 고려한다. 즉, 캐니스터가 지하수에 모두 접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no flow

는 따로 고려하지 않지만, in-flow, outflow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캐니스터의

일부 또는 전부는 단열내 유동 지하수와 반드시 접촉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캐니스터가 일부라도 지하수와 접촉하고 있으면 그 캐니스터에서 유출된 핵종은

in-flow 또는 outflow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정상 시나리오를 위한 결정론적 계산을 위해서는 이들 두 변수의 값은

in-flow와 outflow에 대하여 각각 50%의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계영역에서 원계영역으로의 핵종의 이동은 완충재 부근

EDZ와 터널 뒷채움재 부근의 EDZ, 이렇게 두군데 유출 경로를 따라 발생하고 이

때 지하수의 유동에 따른 이류에 의해 핵종 이동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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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계영역 내의 이류에 의한 이동은 이렇게 두 군데와 EDZ내에서, 그것도 in-flow

가 있는 경우에서만 일어나고, 그 나머지 근계영역의 완충재 내와 이 완충재에서

터널 뒷채움재로, 그리고 이들과 완충재 및 뒷채움재 부근 EDZ사이에서는 모두 확

산에 의한 핵종의 이동 메카니즘만 고려하였다. 즉, Outflow의 경우에는 핵종의 모

든 유출은 완충재와 터널의 EDZ 이렇게 두 군데 경로를 통하여 이류를 통해 지하

수를 따라 원계영역으로 이동하지만, In-flow나 noflow의 경우에는 완충재 부근의

EDZ에서의 이류에 의한 이동은 존재하지 않고, 터널외부 EDZ에서 원계영역으로

나가는 이류만 존재하게 되며, in-flow의 경우에는 완충재쪽에서 터널 방향으로의

EDZ내부에서 이류에 의한 이동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된다.

Noflow의 경우에서는 모든 캐니스터가 흐르는 지하수에 접촉하지 않으며, 따라

서 핵종의 이류에 의한 원계영역으로의 이동은 단지 터널 뒷채움재 부근의 EDZ로

부터 모암으로만 발생하게 된다.

표 4.1. 계산에 사용된 Cs와 I의 Kd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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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 침입 시나리오의 구성

처분장이 폐쇄되고 나면 우물천공이나 광물 채취에 의한 시추, 또는 건설에 의한

굴착 등 다양한 형태의 인감 침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6. 인간침입 사고 시나리오 모델링

이렇게 인간 침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유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원계영역의 천연방벽내 MWCF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하수의 유동거리가 0.9배로 짧아지고, 지하수의 유동률도 10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 인간침입의 빈도나 확률을 부여하기 위해 또 다른 가정을 하였는데, 인간침입

은 Poisson 분포를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하지 않으

나 무작위적으로 연간 10-4의 빈도로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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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침입의 경우에는 MWCF의 거리가 짧아지는 시나리오를 고려함에 따라 핵종

의 저지능도 상실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우 암반과 근계영역 등의 흡착계수

(Kd)값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검토하였다. 그림 4.6에 이에 대한 GoldSim 프로그램

모듈을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 침입이 발생하는 경우 MWCF의

물리적, 지화학적 영향이 전파되도록 모델링하였다.



- 352 -

5. 지진 발생 시나리오의 구성

전 절에서 보는대로 인간 침입은 발생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처분시스템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의 문제이지만 지진은 이와 달리 발생했을 때 영향이 있을

만큼 크고, 진앙도 가까운가하는 문제를 우선 검토해봐야 하는 점이 다르다.

지진의 경우는 지진이 매번 발생하는 경우마다 유량이 계속 증가하고, MWCF 거

리도 계속적으로 짧아진다고 가정을 하였다.

그림 4.7. 지진 발생 시나리오 모델링

지진도 역시 인간침입처럼 Poisson 분포를 따라, 일정한 간격이 아닌 무작위로

10-4 /yr의 발생률로 일어나는 것으로 인간침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정을 하였다.

다만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지진에 의한 변

화는 무시되는데, 지진의 크기와 진앙지 거리가 특별한 조건, 즉 지진의 크기와 거

리의 비 (M/D) 가 1.0 km-1
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만 그 효과를 인정하는 것

으로 하였다. 그림 4.7에 이와 같은 지진 시나리오에 대한 GoldSim 모듈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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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진이 발생하면 MWCF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매 지진

조건 만족시마다 유동거리가 0.9배로 짧아지고, 지하수 유동률은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지진의 규모가 7.0 이상이면 진앙까지의 거리에 관계없이 내부

단열을 우회하여 근계영역내 완충재나 터널로부터 유출된 핵종은 MWCF로 직접 유

출이 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6. 확률론적 시나리오 평가 결과

가. 지하수량 민감도 분석

처분장내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복잡한 핵종유출율의 변화는 안전성평가 측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처분장에 처분된 캐니스터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의 연간 유

량률과 캐니스터의 접촉률이 주요한 2개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술하였는데, 이

들 변수의 변화에 대하여 주요 지하수 유동로 (Main water conducting feature; 

MWCF)로 부터의 핵종유출률 및 피폭 선량률의 민감도 계산을 확률론적으로 수행

하였다.

유량률에 대해서는 기본 유량률에 대해 10-4배와 104배로 변화하되 Log-uniform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고, 접촉률의 경우는 지히수와 캐니스터가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를 0으로 하고, 모든 캐니스터가 지하수와 접촉하는 경우를 1로 하

여 Uniform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였다. 그리고 200개씩의 샘플을 취하는 것으

로 하여 Latin Hypercube 샘플링을 통한 Monte Carlo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이를 위

해 고려된 핵종은 I-129와 Cs-135로, 이 두 핵종 모두에 대해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선량률은 이 2개의 변수에 따라 민감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이 보고서의

생태계 모델링 부분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즉 지하수 유동률이 1m3/yr근처까지 증가함에 따라 선량률도 따라서 증가하며

민감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유량율이 1m3/yr를 넘어가면 이 유량률에 대해 더 이상

민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니스터의 단열내 유동 지하수 접촉률에 따른

변화는, 흡착성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한 I-129의 경우는 낮은 접촉률에 대해서

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다가 유량률이 커지면서 핵종의 유출이 두드러지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캐니스터의 약 40% 이상이 지하수와 접촉하게 되면 접촉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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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유출에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핵종의 유출 플럭스 측면에서 좀 더 상세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한

편 여기서의 모든 논의는 PWR 캐니스터만이 모두 100개가 처분된 경우를 상정하

였다.

그림 4.8과 4.9에 캐니스터 주변을 유동하는 지하수 유량률에 대하여 MWCF로부

터 유출되는 I-129와 Cs-135 플럭스에 대한 민감도를 각각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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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캐니스터주변을 흐르는 지하수 유량률과 지하수와 접촉하는 캐니스터의

비율이 함께 변하는 경우에 대한 I-129의 최대 유출 플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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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캐니스터주변을 흐르는 지하수 유량률과 지하수와 접촉하는 캐니스터의

비율이 함께 변하는 경우에 대한 Cs-135의 최대 유출 플럭스

이 들 그림에서 보면 scatterplot의 분포가 넓이를 가지고 밴드처럼 변화하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생태계에서 확률론적 분포를 논의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분포 밴드의 상한의 경우는 모든 캐니스터가 지하수의 유동이 존재하는 단

열에 접촉한 경우이고, 하한의 경우는 어느 캐니스터도 지하수와 접촉하지 않는 경

우이다. 즉 상한의 경우, 모든 캐니스터가 지하수가 흐르는 단열과 접촉을 하고 있

어 지하수 유동패턴에 따라 터널쪽으로 유동이 일어나는 in-flow나 터널쪽으로 유동

이 일어나지 않고 암반매질로 유동이 일어나는 outflow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는 대로 두 핵종 모두 유동률이 ~1 m3/yr 정도를 넘어가면 이 유동

률에 대해 민감도는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렇지만 밴드의 넓이가 의미하는 대로 캐니스터와 지하수와의 접촉률은 어느

정도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량률이 낮은 경우에는 이



- 356 -

접촉률에 큰 민감도를 보이지는 않다가 접촉률이 증가하며 민감함을 보이는 I-129

의 경우보다는 Cs-135의 경우 전 유량률의 영역에서 접촉률에 민감함을 보이고 있

는 것이 두드러진다. 이는 표 4.1에 보이는 대로 두 핵종간의 흡착계수의 차이에 따

른 지연효과의 차이 때문으로 Cs-135와 같이 Kd가 0이 아닌 경우 전체적으로 전

유량률에 대해 접촉률에 고르게 민감한 결과를 보여주나, I-129와 같이 Kd가 0인

경우는 그래프의 전반부, 즉 유량률이 적을때 보다 유량률이 많을때 보다 큰 접촉

률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밴드의 하한의 경우, 모

든 캐니스터가 지하수와의 접촉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in-flow나 outflow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noflow 상태로 되어 핵종의 유출은 더 이상 내부 단열을 흐르는

지하수를 통해서는 이뤄지지 않고, 확산에 의해 터널쪽으로 이동해가 결국 터널의

EDZ를 통하여만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좀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Cs-135에 대한 추가 scatterplot을 수행하였다.  완

충재나 뒷채움재 등 모든 근계영역내 매질에 지연효과를 고려하고 MWCF에서 지연

효과를 무시한 경우 및 근계영역에서 지연효과를 배제하고 MWCF에서 지연효과를

가정한 경우 등에 대한 결과로 보면 모든 매질에 대해 지연을 무시할 경우는

Cs-135에 대한 MWCF에서의 최대 유출 플럭스는, 반감기가 조금 더 긴 I-129와 유

사한 결과를 주어 MWCF에서의 지연에 따라 상당히 민감한 결과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WCF에서의 지연이 없으면 유량율이나 접촉율에 관계없이 최고치

유출 플럭스에 재빨리 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인간 침입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

사고재해로서의 인간침입의 경우는 침입의 발생이 연간 10-4/y의 발생률로

Poisson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한 확률론적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 그림 4.10

에서 보는 대로 I-129는 인간침입에 대한 영향을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그림 4.11

에서 보는 대로 흡착을 가정한 Cs-135의 경우 파과곡선의 변화를 심하게 주면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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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값의 변화를 보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그림 4.12, 4.13의 핵종유출률 및 선량률에

대한 CCDF에서 보이는 대로 I-129의 경우는 인간침입에 대한 결과의 영향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Cs-135의 경우는 침입에 따른 결과의 변화가 어

느 정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인간침입에 의한 I-129에 대한 MWCF에서의 시간에 따른 유출

플럭스에 대한 확률론적 해석 결과

그림 4.11. 인간침입에 의한 Cs-135에 대한 MWCF에서의 시간에 따른 유출

플럭스에 대한 확률론적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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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인간침입에 의한 I-129에 대한 MWCF에서의 유출 플럭스에 대한 CCDF

그림 4.13. 인간침입에 의한 Cs-135에 대한 MWCF에서의 유출 플럭스에 대한

CCDF

다. 지진 발생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

전술한 대로 지진에 의한 영향은 지하수 유동량 증가나 MWCF 길이의 변화를

촉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4.14에 GoldSim 모델링에 의한 지진 발생 모사 결과

로서 시간에 따라 Poisson 분포를 가지고 발생한 지진의 크기와 진앙까지의 거리를

보였다. 전술하였듯 이 두 변수의 비(M/D)가 1.0 km-1 이상이면 MWCF에 물리적

변화가 발생한다고 본다고 가정한다. 또 그림에서 지진의 크기가 7을 넘는 경우는

내부 단열을 우회해서 근계영역에서 MWCF로 핵종의 유출이 직접 이뤄진다고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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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지진 발생에 따른 MWCF

에서 지하수 유량률의 변화 결과

그림 4.16. 지진 발생에 따른

MWCF길이의 변화 결과

다. 그림 4.15와 4.16에는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MWCF에서의 지하

수 유량률과 거리의 변화를 모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10-4/y의 빈도로 Poisson 

분포를 갖는 다고 가정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정에도 불구하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지진이 처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4.17과 4.18에서 보이는 대로 사용한 입력 자료 범위

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s-135에 대해서는 그림에서 보는 대로 어느 정도

영향을 보이고 있지만 I-129의 경우는 거의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가 있

다.

그림 4.14. GoldSim 모델링에 의한 지진 발생 모사 결과로서 시간에 따라

Poisson분포를 가지고 발생한 지진의 크기 (좌)와 진앙까지의 거리(우)

이와 같은 자연 재해로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MWCF 내에서의 물리적 변화로

서 지하수 유동률과 경로의 단축과 같은 처분시스템의 변화로 근계영역에서 직접

MWCF로 핵종의 유출에 따른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I-129의 경우는

그림 4.17에서 보는 대로 지진에 대해 거의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Cs-135의 경우

는 그림 4.18에서 보는 대로 내부 단열를 우회하는 경우에 초반 피크 플럭스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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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지진 발생에 따른 MWCF에서

I-129의 유출 플럭스

그림 4.18. 지진 발생에 따른

MWCF에서 Cs-135의 유출 플럭스

화를 보였으며 MWCF의 물리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후반에 피크는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는 I-129와 Cs-135에 대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로, 핵종별로 지진의

크기와 거리의 비(M/D)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19. 지진에 따른 MWCF에서의 지하수계의 변화 및 처분시스템 요소의

변화에 따른 I-129 및 Cs-135의 확률론적 평가 결과로서의 파과곡선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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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열 확산 깊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

MWCF에 존재하는 단열에서의 핵종의 이동이 존재할 때 이동방향에 수직한 매

트릭스벽으로의 확산은 핵종 이동의 저지 능력을 제공해주어 안전성 측면에서 바람

직한 현상이다. 매트릭스로 확산되어 들어간 핵종은 확산과 함께 매트릭스 공극 표

면에서 흡착을 겪게 되고 결국 매트릭스 내에서 붕괴를 겪게 되어 모암의 암반 매

트릭스가 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 확산의 깊이가 클수록 더 많은 핵종이 확

산되어 들어가 물리적 확산과 지화학적 흡착을 통하여 보다 큰 저지능을 주게 된

다. 이 때문에 단열확산깊이 (Matrix Diffusion Depth; MDD)에 대한 민감도를 검토

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때 MWCF는 원계영역에서 모델링한 내부단열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10개의

단열이 묶음의 형태로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원계영역 내 단열의 간극의 확산 깊이에 대한 민감도는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그림 4.20에서 보이는 것처럼 흡착유무에 따른 두 핵종간의 차이는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릭스 깊이 변화에 대한 분포 함수는 Uniform 분포

를 따르며 0.1m에서 5.0m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대해 200개의

샘플을 취하여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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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원계영역내 간극으로부터 암반매트릭스내로의 확산깊이에 따른 I-129와

Cs-135의 민감도 계산 결과

I-129와 달리 흡착능을 갖는 Cs-135의 경우에는 확산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핵

종의 유출 플럭스를 감소시켜 주요한 이동 억지효과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

으나, 흡착능이 없다고 가정한 I-129의 경우는 이에 대한 민감도를 거의 보이지 않

으며 복잡한 이동경로에 따른 산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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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열 간극 크기에 대한 민감도 분석

원계영역내 내부 단열과 MWCF에서의 단열 폭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수행하였

다. 이 역시 단열폭의 변화에 대한 분포 함수는 Uniform 분포를 따르며 단열폭은 2

☓10-5☓0.01m~2☓10-5☓100m 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에 대해 200

개의 샘플을 취하여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내부 단열에서 단열폭에 대한 핵종 유출 플럭스의 민감도는 거의 나타나

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원계영역 내 단열의 간극의 경우와 달리, 

MWCF 내의 단열의 간극 폭에 대한 민감도는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흡착유무에 따른 두 핵종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

만, 그림 4.21에서 보는 대로 단열확산 깊이에 대한 민감도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Cs-135의 경우에 복잡한 산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129의 경우도 완만하긴 하지만 간극이 커짐에도 플럭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여주는데, 이는 단열간극의 크기가 증가해도 지하수의 volumetric flow rate는 일정

하게 유지되므로 이에 따라 결국 핵종의 이류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되지

만, Cs-135의 경우는 흡착의 영향 때문에 I-129보다 유속의 변화에 느리게 반응하여

그림과 같은 산란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1. MWCF의 단열 간극의 폭의 변화에 따른 I-129와 Cs-135의

유출플럭스의 민감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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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평가 및 성능평

가를 위하여 개발된 GoldSi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률론적으로 다양한 대안시나

리오를 평가하였다. 처분장 주변의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영향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인간침입과 같은 사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고, 그 결과를 관련된 주요 입력변수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확률론적으로 보였다. 

이를 위해 확률론적 평가를 위한 대안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지하수 유동 패턴에

의한 핵종 이동을 검토하였고, 인간 침입 시나리오와 지진 발생 시나리오를 구성하

여 이에 대한 확률론적 시나리오 평가 결과를 논의하였다.

   또 단열 확산 깊이와 단열 간극 크기에 대한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도 논의와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GoldSim 평가 프로그램에 의한 방법론과

평가 기법은 향후 처분장의 설계는 물론 인허가를 위한 처분장 성능평가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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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및 추가 모듈 개발

1. 서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과 관련한 종합성능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 TSPA)에 사용되는 행위는 크게 입력자료 생산, 입력자료를 이용한 안

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사업의 일환으

로 수행되며, 연구 사업을 행위의 발생순으로 구분하면 (1) 계획, (2) 연구사업 실행, 

(3) 문서 작성, (4) 내부 검토, (5) 외부 검토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실제 고준위방

사성폐기물 처분사업 인허가 취득 및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 활동의 결과물인 자료의 기록 보존 및 투명성이 중요하다[5.1].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에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수행

된 1단계 연구에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 연구에서는 T2R3(Traceability, Transparency, 

Reproducibility, Retrievability, Reliability) 개념에 따라 TSPA에 필요한 연구 사업에

적용될 품질보증 절차를 개발한 바 있으며, 개발된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한국원자

력연구원은 CYPRUS(CYBER R&D Platform for Radwaste Disposal in Underground 

System)를 개발하여 연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는 실험결과에까지 적용

할 수 있는 Web 기반 품질보증 체제를 개발하였으며[5.2], CYPRUS를 2006년 미국

Sandia National Lab.에 수출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품질보증체계, Project base 운영체계, FEAS, PAID 등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 중인 시나리오

관련 연구, 단열(Fracture), 지하수 조성 등에 대한 신규 모듈 개발 현황을 조사하였

다. 또한, 처분 연구 과정에서부터 생성되는 많은 결과물(실험 절차서, 실험 Data, 

설계 결과물, 주요 논문 등)들에 대한 등록 절차는 물론 PAID 체제에서 유사한 성

격의 데이터를 한 번에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입력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

적 분석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CYPRUS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시스템 보완을 통

하여 다양한 처분 연구의 결과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며, 연구 결

과들이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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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처분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안전성 평가에서 사용됨으로써 처

분장 안전성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CYPRUS 목적

   처분 연구 분야에서는 처분장 부지 및 주변에 대한 다양한 형태 및 규모의 지화

학적인 실험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지하수 유속, 지하수 유동거리, 

분배계수, 침투계수, 흡착계수 등 다양한 자료들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공식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험조건, 절차, 장비 등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

며, 이러한 객관성은 실험단계에서 충분히 기록 및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분

야의 정보시스템인 CYPRUS는 단순히 자료의 등록을 통한 공유의 의미는 물론 적절

한 환경 하에서 실험이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데 관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 CYPRUS가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처분분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춘 시스템

   -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정보시스템

   - 미래 지향적인 정보시스템

   그림 5.1은 CYPRUS가 처분전문정보시스템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Application 을 보여주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Web based QA System 및 Technical 

Data Management System이 가동 중에 있으며, Assessment System과 Virtual 

Reality System은 가동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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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CYRPUS 시스템 구성도

 

3. CYPRUS의 특징

가. QA(Quality Assurance) 시스템

   CYPRUS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NRC의 10 CFR Part 50 Appendix B에서 언급

하고 있는 18조항의 QA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18조항의 QA 원칙은 처

분연구와는 무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품질보증 원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

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프로젝트 계획, 실행, 문서화, 내부검토 및 외부검토라는 연

구의 다섯 단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원칙을 그림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구성 하였다.



- 368 -

그림 5.2 10 CFR Part 50 Appendix B의 18조항에 대한 반영

   또한, ISO 9001, ISO 9000-3과 같은 일반적 품질보증 체계와 1997년 개정된

ANSI(America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의 NQA 1/2 및 NQA 3과 같이 미국

NRC 10 CFR Part 50 Appendix B에 규정된 원자력 관련 품질보증 체계에서 강조된

품질보증 개념을 정리한 미국 샌디아 국립 연구소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와 관련

한 품질 보증에 도입한 T2R3 개념은 다음과 같다[5.3].

- 추적성(Traceability) : 어떤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입력 혹은 데이터의 근원과 합

리적인 추론과정을 이해함

- 투명성(Transparency) : 결과를 도출해 낸 논리, 계산 및 그 외 다른 운용 과정

을 추적할 수 있음

- 평가용이성(Reviews) : 주석과 해법을 포함한 문서화된 기술적이고 품질 보증

관련 검토 사항이 잘 수록되어 있음

- 재생산성(Reproducibility) : 결과를 재생산할 수 있음

- 접근 용이성(Retrievability) : 관련문서를 체계적으로 찾거나 복구할 수 있음

   이러한 개념 및 원칙에 의해 수립된 품질보증시스템은 본질적으로 CYPRUS내 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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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eb-based Project 시스템

   CYPRUS는 단순히 실험 결과나 실험절차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필요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하

여 실험결과나 실험절차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이들 이용자가 등록된 자료

들을 접할 수 있어야 하므로 CYPRUS는 Web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Web 기반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등록 및 수정은 검

증되지 않은 데이터의 등록이나 등록된 데이터의 변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데

이터 질(quality)을 유지하기 위한 QA 시스템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도 Web 기반

시스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Project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Project 기반 시스템은 Project 별로 Project 구성원과 Project 리더를 선정하여, 

Project 구성원은 절차서나 데이터를 등록하게 되고 등록된 자료에 대한 품질은

Project 리더 및 QA 관리자가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Project 기반 시스템은

CYPRUS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용 권한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 등록된 이용자 : 데이터 확인만 가능

- Project 구성원 : Project 데이터의 입력 가능

- Project 리더 : Project 데이터의 수정 가능

- Admin : Project의 생성과 삭제 가능

   이러한 차별화된 기능으로 등록된 이용자의 권한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

기 쉬우나 실제 이용에 있어 등록된 이용자가 타인의 실험 결과나 실험절차를 훼손

시킬 이유는 없으므로 등록된 이용자가 등록된 자료를 일람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

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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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YPRUS의 운영

   FEAS(FEP to Assessment through Scenario Development)는 FEP에서부터

Assessment까지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FEP, Scenario, AMF(Assessment 

Method Flowchar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개발단계인 PID 방식의 시나리오

구현이 완료되면 FEAS에서 이용하게 된다. PAID (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base)는 처분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Conductivity, 

Distribution coefficient, Porosity, Heat capacity, Friction angle of fracture, Thermal 

expansion, Tensile strength, inventory 등 수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가. FEAS

   FEAS에 포함된 FEP, 시나리오, AMF는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간단히

현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FEAS는 FEP(Feature, Event and Process)은 KAERI FEP 

Encyclopedia에 담겨있는 381 종의 FEP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FEP은 방벽

종류에 따라 1차 분류하고 방벽별로 다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FEP 분류체계에 따른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FEAS에 나타나지 않으나 FEP 번호에 적

용된 기준이므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FEP들은 이러한 분

류방법에 의해 세 번째 숫자를 일련번호로 부여하여 고유의 FEP 번호를 유지하게

된다. FEP record 양식은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FEP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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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시나리오는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서 핵종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유출되고

유출된 핵종들이 인공방벽과 천연방벽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생태계에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일련의 FEP으로 표현하게 된다. 시나리오를　표현하는　방법은　

통상　Rock Engineering System인 RES 방식과 Process Influence Diagram인 PID 

방식이 이용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은 상호 장단점이 있으며, CYPRUS에서는 RES 

방식의 시나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PID 방식은 이번 단계에서 개발하였다. 

   RES 방식은 행렬 구조를 이용하여, 주 대각선 방향의 Element에는 폐기물, 용기, 

Backfill, Buffer 등의 방벽이 위치하게 되고 부 대각선 방향의 Element에는 교차하는

주 대각선 Element에 있는 방벽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게 된다. 각 Element에는 관

련된 FEP들이 포함되어 있어 방벽간 영향을 상호 순차적으로 표현하게 됨으로써 시

나리오는 표현되고, 이렇게 RES 방식으로 표현된 시나리오는 자세한 처분 시나리오

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자만 처분 시나리오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

점이 있다. KAERI는 정상시나리오, 초기 용기파손 시나리오, 자연재해 시나리오, 장

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4개 시나리오를 그림 5.4와 같이 RES 방식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5.4. RES 방식으로 개발된 시나리오 

   Reference는 정상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초기 용기파손, 장기적 기후변화, 자연재

해 시나리오는 대안 시나리오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 각각의 시나리오는 지하수, 

역학적 변화, 방사분해(Radiolysis), 용기부식 및 핵종이동의 5개 세부 시나리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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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으며, 5개 세부 시나리오의 RES 조합으로 표현된다. 그림 5.5는 정상 시나

리오의 RES Matrix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5. 정상 시나리오의 RES 모형

   AMF는 FEP 및 시나리오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지 보여주

는 Flowchart이다. Source term에서부터 생태계의 인간까지 방사선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과정에서 세부적인 안전성 평가 결과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세부

적인 안전성 평가에도 많은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결과를 얻게 된

다. 세부 평가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TSPA(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는 수행되므로 AMF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부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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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AID(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base)

1) 일반적인 데이터 등록 및 이용

   PAID는 처분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Conductivity, 

Distribution coefficient, Porosity, Heat capacity, Friction angle of fracture, Thermal 

expansion, Tensile strength, inventory 등 수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PAID 데이터들의 등록방법은 Project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FEAS 데이터를 등

록하는 방법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Project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과제 기

획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획물부터 최종적으로 보고서, 발표자료, 실험절차서, 실

험결과물, 실험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Project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FEAS 및 PAID 데이터도 Project를 통하여 등록하게

되므로 등록절차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CYPRUS에 Project를 이용한 데이터 등

록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5.6과 같다.

① 등록 자료 결정 및 등록 의뢰

⑤ 이용자에게 Open

④ 결재 및 확인

③ 자료 등록

② Project 생성 및 수정

그림 5.6. 등록 절차

   Project를 통하여 등록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FEAS 및 PAID로 분류

되어 저장되며, 여기에서는 PAID에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 위주로 기술하

고자 한다.

   PAID에 등록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검색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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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림 5.7의 좌측에 있는 Word search와 Normal search 방법이 있다.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Category 지정 및 Field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Category는

고준위처분장이 Multi-barrier system 개념에 기초하므로 방벽별로 구분되어 있다. 

Field는 Material Name, Parameter Name, All Columns로 구분되는데 Material은 주

로 방벽이나 매개체를 의미하며, Parameter는 핵종의 성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Buffer에서의 Np 핵종의 분배계수를 찾고자 할 경우, Buffer를 이용한 검색에는

Category를 Near field로 지정하고, Field를 Buffer로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Category를 Near field로 지정하고, Field를 Np 혹은 Distribution coefficient로 검색

하여야 한다. 

그림 5.7. PAID 초기 화면

   Word search는 Category 지정 및 Field 지정을 통하여 단어 검색으로 데이터를

찾게 되는 반면, Normal search는 Category 지정으로 Material ID 및 Material 

Name이 자동으로 지정되므로 Parameter Name으로 검색하고 싶으면 Field를 변경

해서 검색하면 된다.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속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5.8에 있

는 Category와 Field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Category는 Waste, 

Near field, Far field, Biosphere, Physical constant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eld

는 Material name,  Parameter name 및 All Column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천연암반에 대한 Neptunium의 Distribution coefficient(Kd) 데이터를 찾

고자 하는 경우, Category 항에서 Far field를 지정하고 Field 항에서는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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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을 지정한 후 Keywords 항에 Np 혹은 Distribution coefficient를 입력하여야

하며, 검색 결과를 그림 5.8과 같이 얻을 수 있다. 

그림 5.8. PAID 검색 결과 화면

   이러한 검색 결과로부터 원하는 항목을 찾았으면 해당 PAID 데이터를 직접 선

택하거나 View PAID를 통하여 선택된 PAID 데이터를 그림 5.9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9. PAID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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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등록방법 활용

   2009년도의 CYPRUS 데이터 등록의 가장 큰 핵심은 처분연구부의 연구결과를

PAID에 데이터 형태로 등록을 시도하였다는데 있다. Project에 등록된 대다수의 데

이터는 데이터보다는 자료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자료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PAID

에 데이터 형태로 등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표 5.1와 같은 자료를 PAID에 등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첫째, 표에 담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표 5.1은 실험공 3군데의 화강

암에 대하여 pH 3.5 부근에서 Np 수착실험을 수행하여 3종의 Kd 값을 구하였으며, 

3종 Kd 값을 평균하여 Avg. Kd 값을 산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pH Core No. Co
(mol/L) Final pH Cf

(Bq/mL)
Kd

(mL/g)
Avg. pH Avg. Kd

(mL/g)

3.5
YH1-1

～10-6M
3.84 2.37 34.28

3.45±0.39 32.21±1.79KP1-32 3.07 2.63 31.24
KP2-20 3.44 2.36 31.12

5.5
YH1-1

～10-6M
5.38 1.38 68.11

5.78±0.35 56.20±15.85KP1-32 5.95 2.03 38.21
KP2-20 6.00 1.50 62.29

표 5.1. pH 변화에 따른 심부처분환경 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대한 넵투늄의 

수착실험 결과

   둘째, 이들 데이터에서 어떻게 PAID에 입력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

어 Avg. Kd만 등록할 수 있으며, Avg. Kd를 포함한 4가지 Kd를 모두 등록하는 것

도 가능하다. 그림 5.10는 4가지 Kd를 모두 적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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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Project를 통한 PAID 데이터 등록

   이렇게 Project를 통하여 PAID form을 이용하여 데이터로 등록이 완료되면, 

PAID에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PAID에서 KURT 화강암

이 속한 Category를 Far field로 지정하고, Field는 Parameter Name을 지정하고

Key word 검색으로 Distribution Coefficient로 수행한 결과는 그림 5.11과 같으며,  

이를 통하여 Histroy에서 4로 표현된 4건의 데이터를 그림 5.1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5.11. PAID 데이터 검색 결과 



- 378 -

그림 5.12. PAID 데이터(KURT의 화강암에 대한 Np 237의 Kd)

   이러한 History 데이터를 동시에 보게 되면 각 데이터별로 차이점(실험 환경)을

쉽게 비교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취사선택하여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판단

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 교육자료 개발

   CYPRUS의 목적이 처분 관련 자료 및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있다면 양

질의 자료 축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질적 측면에서 보면, QA 시스템이

적용된 CYPRUS에서는 등록된 자료의 경우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QA 시스템의 적용은 QA Admin을 포함한 이용자별 권한의

차이와 품질보증을 위한 다자간 검토과정으로 인해 이용 상에 일부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 loading을 위한 Project의 생성이나 삭제가

Admin에 의해서만 수행된다는 점에서 생겨나는 이용자-Admin 간의 협조관계 형성

필요성이나 데이터 loading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QA 문서 등은 이용자에게 익

숙해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용자가 CYPRUS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QA 시스템 적용에 따른 상이한 절차 등을 변경하는 것은 QA 시스

템 적용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CYPRUS에 대

한 이용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CYPRUS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CYPRUS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료(제목 : Current Status of CYPRUS+) 및 실제 CYPRUS 이용 절차(제목: CYP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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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Loading 방법)를 개발하였다. 

   Current Status of CYPRUS+ 자료에는 CYBER R&D Platform에 대한 미래 지향

적인 개념, QA 원칙, T2R3(Traceability, Transparency, Review, Reproduceability, 

Retrievability), QAP form, Project, FEAS(FEP & Scenario), PAID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물론 CYPRUS에 향후 탑재될 PID 방식의 시나리오와 로즈 다이아그램에 대

하여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CYPRUS에 대한 철학, 구현된 시스

템, 향후 개발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CYPRUS에 대한 이해 증진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CYPRUS 데이터 Loading 방법 자료에는 등록대상 자료의 구분, 요약된 등록절

차, QA Admin의 작업(Project 생성 절차, QAP form/KAERI form 지정, Project 

leader 지정, Project member 지정 등), Project member의 데이터 로딩 작업(파일첨

부방법, 적용된 QAP form 작성, PAID form 작성, 결재선 지정, 자료 보내기 등), 결

재자의 자료 확인 및 결재 수행, QA Admin의 자료 확인 등에 대한 제반 과정을 자

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09년 하반기에는 CYPRUS 활용을 촉

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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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YPRUS 데이터 축적 현황

   CYPRUS의 데이터 등록 현황은 Project 등록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Project 등

록 건수는 2004년 2건, 2005년 2건,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6건, 2009년

20건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CYPRUS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되

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CYPRUS 등록현황

0

5

10

15

20

25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도 구분

건
수

건수

그림 5.13. 연도별 CYPRUS 자료 등록 건수

   2009년도의 CYPRUS 데이터 등록의 가장 큰 핵심은 처분연구부의 연구결과를

PAID에 데이터 형태로 등록을 시도하였다는데 있다. Project에 등록된 대다수의 데

이터는 데이터보다는 자료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자료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PAID

에 데이터 형태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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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모듈 개발

가. PID 모듈 개발

1) 목적

   처분 시나리오는 통상 RES(Rock Engineering System) 혹은 PID(Process 

Influence Diagram) 방식으로 표현된다. RES 방식은 시나리오의 주요한 영향을 표현

하는데 쉽도록 만들어졌지만 FEP간의 자세한 관계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PID 방식은 처분 관련성 여부에 따라 FEP들을 1:1 연결하여 FEP간 상호관계를 직접

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세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장점이 있다[5.4]. 

   본 연구에서는 이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PID(Process Influence Diagram)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5.14는 다양한 형태의 PID를 보여준다. 원안에 사건을 기

입하고 화살표를 이용하여 각 사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흐름도이며, 이를 통해

한눈에 각 사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최종 결과를 도출해 낸 과정을 살

펴볼 수 있다. 

그림 5.14. PID 형태

2) 개발 툴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ID를 쉽고 편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Graphviz 

(http://graphviz.org)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Graphviz는 AT&T 연구소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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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를 그리기 위해, Dot Language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만든 오픈 소스 툴 패키

지이다. Graphviz는 무료 소프트웨어로써 툴을 사용할 때 무료로 라이브러리를 제공

한다. 또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므로 기존의 CYPRUS에 삽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확장자 JPG, PNG로 된 그림 파일을 제공하므로 웹브라우저 상

에서 쉽게 구현 가능하다.   

   Graphviz를 사용하여 흐름도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그림 5.15에서 볼

수 있듯이 ‘digraph G{.......내용.......}‘ 형식의 괄호 안에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

용’을 각 사건마다 화살표(->)를 연결한다. 각 사건들을 화살표로 연결하고

graphviz.exe 실행 파일에 보내주면 Graphviz 프로그램은 그림 5.15와 같은 흐름도

를 그림 파일로 출력해준다.    

그림 5.15. Graphviz를 이용한 PID 생성 흐름도

   이와 같이 기본적인 흐름도 뿐만 아니라, Graphviz에는 사건을 나타내는 칸의 모

양과 색깔 및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 선의 모양과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해주는 여

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FEP의 중요도 및 관계의 중요도를 쉽

게 표현할 수 있다.

3) 개발 형태

   CYPRUS에 삽입된 PID는 기존의 RES와 달리 각각의 시나리오를 보고자 할 때

개별 선택 및 복수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초기 화면을 그림 5.16와 같이 구

성하였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복잡한 종합 시나리오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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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D는 FEP의 관계 및 시나리오를 표현해 주는 도구이므로 FEAS 카테고리 아래

RES와 같은 등급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파악하길 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

할 때 RES 및 PID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17은 PID가

기존의 CYPRUS에 삽입 되었을 때의 모습이다.

그림 5.16. 시나리오 선택화면

그림 5.17. CYPRUS에서의 PID 배열 형태

   FEP 자체의 중요도인 FEP factor는 원안의 색깔을 5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

며, FEP 사이의 관계인 FEP relation factor는 선의 색깔을 5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

였으며 2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결합할 때 구분해 주기위해 선의 형태를 실선에서

점선 등 총 5가지로 구변하여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하였다. 또한

PID에서 FEP의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그림 5.18과 같이 FEP Category

를 선택 시 기존의 FEP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팝업을 띄우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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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FEP record와의 연계 화면

4) 입력 형태

   시나리오의 Category를 정해주고 FEP 번호, FEP 관계 및 중요도를 입력해주면

각 관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 있도록 PID 입력 툴을 그림 5.19와 같이 개

발하였다.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PID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는 T2R3의 재현

성(Reproducibility)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림 5.19. PID 입력 Tool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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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열정보 모듈 개발

1) 목적

   핵종이동에 관한 연구는 처분장 안전성평가에 매우 중요하며 처분된 방사성폐기

물에 있는 핵종들이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로를 고려해 보면, 암반 내의 단열은 핵

종 이동의 가장 중요한 경로가 된다. 따라서 핵종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자 한다

면 단열의 형상과 위치 및 개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작업을 수작업이나 독립된 도구로 이용하여 왔으나, 효과적으로 단열 정보를 저장

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일관된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Fracture Information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2) 개발 과정

   단열 정보를 표시하는 그림들은 매우 단순한 형태이다. 평면 위에 모든 것을 표

시하기 때문에 좌표만 있으면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하다. 따라서 상용 프로그램이

있으나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HP 함수의 GD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였다. 또한 GD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열정보의 기본적인 저장 데이터로는 dip angle, dip direction, size, aperture, 

relative position 과 site name이 있다. 이는 그림 5.20과 같이 시추공에서 나온 암

석과 시추공 위치에 대한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림 5.20. 단열정보 실측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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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학에서는 실측한 단열 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림 5.21과 같이 나타낸 입체 투영법(Stereographic 

Projection)이 있다. 입체 투영법은 dip direction과 dip angle을 조합하여 구면에 투

영하듯이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한눈에 그 지역의 지질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체 투영법을 보조하기 위해 각 방향마다의 dip direction의 개수를 rose 

diagram으로 나타내고, dip angle의 개수 또한 각 방향별로 표시한다.  

그림 5.21. Stereographic net, Dip direction(rose diagram) 및 Dip angle 

 

   또한 세 가지 그림과 더불어 그림 5.22와 같이 단열의 크기 및 위치를 테이블로

정리하여 단열정보 이해에 도움이 되게 한다.

그림 5.22. 부산지역 단열정보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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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력형태

   단열정보를 체계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림 5.23과 같이 단열정보 입력모듈

을 개발하였다. Fracture site를 담은 정보는 지역을 의미하게 되며, 해당 정보는 그

림 5.22의 오른편 그림과 같이 Site 정보로 옮겨진다. 그 외 입력모듈을 통해 입력

된 Fracture와 관련된 정보들은 stereonet으로 나타나던지 table 형태로 제공된다. 

그림 5.23. 단열정보 입력모듈 

4) 향후 계획

   단열 정보 모듈은 PAID 시스템에서 암반의 단열을 묘사하고 지하수 흐름을 파

악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리고 단순한 자료 입력만으로도 매우 많고 복잡한 단열 정보를 한눈에 보여

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열 정보 입력 시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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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수 조성 모듈 개발

1) 목적

   핵종 이동은 지하수에 의해 발생된다. 물속에서 여러 가지 콜로이드와 이온은

핵종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처분장에 있는 여러 핵종들이 생태계로 유

출된다면, 지하수 내의 콜로이드와 이온은 핵종과 결합하여 핵종 이동의 주요한 매

개체가 된다. 따라서 핵종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지하수 조성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작업을 수작업이나 독립된 도구로 이용하여

왔으나, 효과적으로 지하수 조성을 저장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일관된 도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Groundwater Contents Diagram 모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개발 과정

   지하수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콜로이드와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표 5.2와 같이

KURT 시추공에서 조사한 지하수를 보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2. KURT내의 시추공에서의 지하수 조성(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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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조성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여러 가지 그래프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 5.24와 같은 Radar(spider) chart를 사용하

였다. 이러한 radar chart를 이용하여 지하수 조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요 성분

을 몇 가지만 그래프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table의 형태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KURT 및 다른 Site의 지하수 정보를 파악하여 10가지로 주요성

분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주요 성분만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그 외의 나머지 성분들

은 테이블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듈 개발 방향을 정하였다. 

   Radar chart는 그림 5.24에서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를 갖는다. 평면 위에 모

든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좌표만 있으면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하다. 따라서 상용

프로그램이 있으나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HP 함수의 GD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또한 GD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설

치할 필요 없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5.24. Radar chart(spider chart)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10가지 주요성분을 Na, K, Ca, Mg, SiO2, 

Cl-, So4
2-, No3

-, F-, HCO3
- 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콜로이드와 이온의 양이 매우 적

은 경우 그래프를 보기가 매우 어려운 형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래프의

단위를 그림 5.25와 같이 로그 단위로 바꾸었다. 지하수 조성 그래프는 그림 5.25의

두 번째와 같이 최종 형태를 띌 것이며, 정확한 데이터 검색을 위해 그래프 아래

테이블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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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지하수 조성 모듈

3) 입력형태

   현재 지하수 조성의 입력 형태는 QA 방식을 취하고, 추가로 PAID에 지하수 조

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방식을 이용하고 PAID 

Form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방향을 정하였다. PAID에 데이터를 저장하

기 위해서는 지하수 성분 데이터의 이름을 two folder 시스템에 맞도록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 그림 5.26처럼 Material ID를 대푯값의 이니셜로 바꾸어 조합을 하는

것도 일종의 대안이다.   

그림 5.26.  지하수 조성 데이터 이름의 two folder 분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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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CYPRUS는 처분 분야에 대한 종합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 체제를 갖춘 시스템,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 정보시스템 및 미래 지

향적인 정보시스템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번 단

계에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충, 추가 시스템 개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다. 

   먼저,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처분 연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자체의 질적 우수

성을 바탕으로 CYPRUS에서 데이터 처리기법을 이용하여 유사한 데이터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처리기법은 향후 이용자가 원하는 데

이터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

발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단계에서 수행된 PID 모듈, 단열정보 모듈 및 지하수

조성 모듈 개발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CYPRUS에 탑재되어 이용자에게 제공

되고 있다.

   셋째, CYPRUS 품질보증 체계는 CYPRUS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면서, 시

스템 이용을 번거롭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이용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CYPRUS의 필요성, 장단점, 기능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 홍보 자료 및 데이터 등록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

였으며, 향후 개발된 자료는 CYPRUS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CYPRUS 개발활동 이외에도 CYPRUS 운영을 통하여 안전성 평가는 물론

처분 연구에도 기여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데이터 등록 건수에 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CYPRUS 데이터 등록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번 단계에 개발된 모듈 및 교육 자료를 통하여 CYPRUS 이

용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처분연구 결과의 기록보전이라는 기본 목표 이외에 CYPRUS 이용 활성

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미래 지향적인 이용자 중심의 CYPRUS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및 보완은 물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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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도별 연구개발 실적 및 연구목표 달성도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주요 연구개발실적 및 연구목표의 달

성도는 다음 표에 기술한 바와 같다.

1. 2007년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미래형 원자로 및 선진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해석

FEP/시나리오에 대한 외부 평가 및 결과를 

이용한 수정 연구
100

금속체 및 염폐기물 처분에 따른 방사선적 

안전성 예비 평가
100

처분장 Near Field 변화가 

처분 종합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모델링 개발 &

평가

방사성 붕괴열의 지하수 및 핵종 이동 

영향 평가
100

방사성핵종 사슬과 다중 방벽을 고려한 

단열내 유사 콜로이드 이동 평가
100

균열부식과 점부식의 

상관관계 규명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부식 평가 모델링 개발 100

안전성 영향 평가 100

천연 방벽/생태계 접점 

영향 평가 현안 도출 및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처분안전해석정보시스템(Cyprus)을 이용한 

KURT 수리 특성 입력 체제 개발 운영
100

평가 인자의 다양화 100

Flow-lab을 이용한 안전성 시각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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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적 처분 성능 평가

정련 반응 세부 공정별 발생 폐기물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 금속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성 자료에 

따른 Near-field 평가 방법론 도출 100
정련 공정 폐기물 처분 방사선적 안전성 

예비 평가: 현재까지 도출된 금속정련 공정 

폐기물 선원항에 대한 안전성 평가

 처분장 응력변화가 수리 

및 방사선적 유동에 

미치는 영향 통합 평가 

모델링 개발

응력 - 단열 간극 상호반응 모델링 개발 : 

열 및 역학적 영향에 단열간극 변화 

수학적 모델링 100
상호 반응 영향 평가: 상호 반응이 

처분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안전해석 입력자료 생산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expert elicitation)

입력 자료 전문가 의견 수렴: 흡착 계수 등 

산정을 위한 국내 expert elicitation 수행

100
Cyprus+를 이용한 KURT 공학적 방벽 

건전성 실험자료 입력 체제 개발 및 운영: 

히터 시험 등 공학적 방벽 건전성 실증 

자료 입력 시스템 개발
 해안 처분장 영향 분석을 

위한 단열망 내 

해수/핵종이동 통합 평가 

모델링 개발 & 평가

해수 침투 해석을 위한 MDPSA 루틴 개발: 

오차 수정법과 해수-담수 이동 지배방정식 

해석 루틴 개발

100

 생태계 천부 환경 

(catchment) 에서의 

지하수 및 핵종 이동 현상 

규명 template 개발

불포화대 지하수 및 핵종 이동 모사 구획 

모델링 개발: 물질 수지 보존법을 이용한 

불포화대-포화대 구분 루틴 개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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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미래형 원자로 및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확률론적 종합 안전 해석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확률론적 종합 

안전 해석: 기본 시나리오와 50 여 가지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

100

1단계 처분장 안전해석 

종합 품질 보증 시스템 

운영

안전해석 평가 및 입력데이터 수집 종합 

운영: 처분안전해석 관련 입력 자료 

품질보증 

100

처분장 방사분해 

(radiolysis)가 종합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통합 평가 

모델링 개발& 평가

방사분해 영향 평가: 용해도 변화에 따른 

핵종 이동 해석 수학적 모델링
100

천연방벽-생태계 접점에서의 

물질 이동 현상 규명

GBI에서의 동적 물질 이동 현상 모사 모델 

개발 및 평가: 고정된 단위 유입량이 아닌 

천이적 유입량에 따른 선량 환산 모델링

100

국내 처분 환경에 대한 

지수문/지화학 종합 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KURT 자료를 중심으로 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처분안전해석 관련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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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처분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 온 한국형 처분시스템 A-KRS에 선진

핵연료주기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을 고려한 선진 핵연료주기 한국형 처분시스템

A-KRS에 대한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국형 처분시스템 A-KRS와 선진 핵연

료주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계속되고 있어 성능 향상이 예상되지만 현 단계를

기준으로 선진 핵연료주기폐기물의 처분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안전성 분석을 위하

여 GoldSim을 사용하여 개발된 평가 프로그램은 이류나 분산 등에 대한 상세한 모

델링 및 시간에 따른 입력체계 도입 등으로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기법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선진 핵연료주기폐기물 처분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

핵연료주기 한국형 처분시스템 A-KRS에 대한 평가결과를 관련 연구원들과 공유를

통하여 선진 핵연료주기 연구개발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처분정보 품질보증시스템(CYPRUS) 운영 및 개발을 통하여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핵비확산과 관련된 시스템인 로제타스톤을 개발에 착수하였다. 로제타스

톤은 선진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의 품질보증 및 자료 문서화를 통하여 관련 연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며 특히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PID 시나리오, 단열정보, 지하수 조성 등에 관련된 추가모듈을 응용하여 선진 핵연

료주기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서 미국 UC 버클리대와의 공동연구과제로부터 THRC (Thermo - 

Hydraulic - Radioactive - Chemical) 상호 반응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소프트

웨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였으며, JAEA와의 생태계 관련 연구결과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국내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 결과는 한국형 처분시스템인 A-KRS에 대한 처분 안전성을

평가함은 물론 후행 핵연료주기기술에 환경친화성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후행핵연료주기기술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과제간 상호협력을 강

화시켜 연구효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원자력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하

여 연구효율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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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번 단계에서 얻어진 처분안전해석 연구개발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수행

되거나 산업체 적용 과제로 활용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먼저, FEP/시나리오 개발의 일환으로 개발된 PID 방법론은 처분 연구 뿐 아니라

파이로 연구에도 적용하여 각 공정별 반응 및 물질 흐름, 공정간 연계성 등을 도시

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둘째, 종합 성능 평가 코드 개발 및 THRC 연구 결과는 한국형 처분개념의 향상

에 맞추어 코드의 수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THRC 연구는 현재의 연구결과물을 바

탕으로 추가적인 이론적 연구는 물론 상세 연구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

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Goldsim을 이용한 처분 안전성 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2010년 이후 새로

운 파이로 폐기물 처분 개념(A-KRS)가 정립된 후 관련 수정 입력 자료에 근거한 평

가 결과물을 산출하여 파이로 주기 환경 친화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며, 현재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해외 기관을 통한 별도의 평가 결과와 상호

검증하는데 활용되어 파이로 주기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데 사용될 예정

인데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2010년에 수행될 예정이다.

   넷째, 생태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현 단계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차기 단계에서 입력 자료 보완 등 보충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Bioprota 국

제 공동 연구에 우리의 생태계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에 현 단계에서 개발된

방법론이 적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CYPRUS+와 이를 바탕으로 Rosetta Stone 개

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Rosetta Stone은 전체 핵연료주기연구개발에 적용될 예정이

다. Rosetta Stone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통하여 핵연료주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향후에는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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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심지층 처분 타당성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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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 분야는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폐기물을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암반 내에 처

분하여 인간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타당성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그 후보부

지 선정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개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사전 연구를 통해서 자국 고유 자연환경에 적합한 처분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 개발된 처분시스템은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 예측기술 개발을 통해서 반드시

검증과 실증을 거쳐 부지특성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 심지층처분 관련 기술은 한국의 심지층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고준

위폐기물 심지층처분의 장기적 안전성을 선진외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는

바 국내지질환경에서의 심지층 처분환경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한다.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를 위해 궁극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지질학적 인

자들은 지구과학분야의 특성상 단기적인 현장 시험 및 실내 실험 이외에도, 최소

수 십년 이상의 장기적인 연구나, 수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관측과 시험 등이 복합

적으로 수행되어야 얻어질 수 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 수행과정과

그 결과가 국민적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기술 개발 또는 연

구 분야와 그 성격이 뚜렷이 구별된다.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심부환경의 조사·해석기술의 확보를 위

해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장기적인 계획 하에 연구개발을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실증실험을 통해 상용처분사업을 시작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 지질환경의 불균

질성과 초장기적인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10~20년

간의 장기적인 기초연구를 선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년에 달하는 장기적인 심

지층 처분관련 연구를 수행 또는 수행 중에 있다. 각 나라마다 지질환경, 특히 심지

층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선진 외국의 기술들을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는 심지층 처분 적합성

평가와 이를 위한 조사·해석기술을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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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범위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 연구 분야는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 개발을 목

표로 연구개발 최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한반도 심지층처분 예비타당성 및 심부환경 조사․해석기술 확보

∙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 절차 및 방법 개발

중장기연구개발계획 (1997～2006) 10년 과제에서는 처분장 모암으로 화강암류

/심성암을 우선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심도 500m 에 국한된 원

위치 조사 및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2007년부터 착수된 연구개발에서는

고준위폐기물의 장기 국가 관리 프로그램의 완성을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심지층 처

분에 대한 적합성 평가, 지질학적 요건 및 적정 지역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이를 위해 기존의 500미터까지의 시추공 조사 및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원위치시험 기술을 활용하여 1,000미터 심도까지 도달하는 심부시추공을 개발하고

원위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하심부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기술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본 심지층 처분타당성 평가 연구분야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

다.

1단계 (’97-’99) 2단계 (’00-’02) 3단계 (’03-’06) 4단계 (’07-’09)

-심지층처분장 지질방벽

요건 설정

-후보매질도출을 위한

기반 자료 확보․예비

평가

-지질방벽 특성평가 기

술확보

-결정질암류 심부지질환

경 예비평가

-국내 안정된 지질환경

지역 요건 도출

-처분유동경로의 심부지

질환경특성 규명 및 특

성평가기술 확립

-처분장 후보부지 평

가.선정 기본 방안

구축

-심지층 처분 환경 특

성 정량화 및 DB 구

축

표 1.2.1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지구과학 분야의 단계별 단계별 연구

내용 및 범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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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97-’99) 2단계 (’00-’02) 3단계 (’03-’06) 4단계 (’07-’09)

-투수성단열체계 및 투

수성 인자의 정량화 기

술

-광역단열대 주 방향별

길이, 간격, 폭, 깊이

등의 인자간 상관관계

분석

-광역적 및 국지적 지하

수 유동체계 분석

-암석-물 상호반응 특성

및 심부지하수 혼합과

정 규명

-화강암분포지역에서 지

하수/ 탄산염반응 특성

규명

-환경동위원소 및 주

요․미량 원소 분포특

성

-후보매질 적합성 비교

평가

-국내 자연유사연구 대

상지역 예비조사

-장기안전성 FEP 인자

예비 평가

-심부지질환경 특성조사

drill hole 설치 및

fracture mapping

-단열 투수성인자의 정

량화 및 심부 단열암반

의 수리 인자에 대한

확률론적 해석

-심부 지하수․암석․단

열광물의 지화학적 특

성 및 심부 지하수 진

화과정 규명

-자연수내 C-14과 동위

원소 (He, S-34 등) 분

석 및 해석 기술 확보

-단일공 동위원소추적자

시험 방법 및 해석기술

확보

-심부암석의 수리적․열

적․역학 적 물성 평가

-국내 안정된 지질환경

지역 요건 도출

- 처 분 유 동 경 로 의

geological setting 정

립

-Reference pathway 수

리 특성 및 수리지화학

특성 평가

-Repository domain 암

반의 설계인자 도출

-안전성평가 입력인자

도출

-부지선정 및 평가 방법

론 개발

-화산암 및 편마암지역

수리.지화학 기초현황

조사

-장기지질안정성요소 정

량평가 연구

-KURT 부지주변 수리.

지화학 분포특성

-심부지질환경 조사 및

해석기술 개발

표 1.2.2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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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현황

가장 최근에 후보부지 결정 및 건설 허가 심의과정에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부지선정 단계를 거쳐 제안부지에서 부지특성평가․안전성평가보고서를 작성

하고 건설 인허가를 취득하기까지 거의 3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

다. 처분관련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50여 년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또한, 핀란드의 경우는 2002년 초 후보부지가 결정되어 부지특성 및 안전성평

가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검토과정과 건설기간을 감안하여 약 3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일정을 가지고 있어 시설운영

시점까지 약 38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두 국가들은 공히 처분연구를

197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25년여 연구 실적이 축적되어 있으며, 상용처분사업의

시작 업무로서 후보부지 선별․평가와 병행하여 실증연구는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6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연구에 착수하여 현재

까지 25년 이상의 연구수행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2 개소의 지하처분실증시험연구

시설을 계획하는 등 처분실증연구는 사업수행과 병행하여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원

자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2030년대에 운영을 목표로 현재 사업수행 주관 조

직을 구성하고 상업적 처분사업 수행단계에 진입함과 동시에, 상업적 처분사업 수

행 착수 시점에서 운영(2030년대)까지 30～40년의 소요 기간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하심부지질환경 특성 규명 및 국민이해제고를 위해서 1,500m 심도까지 drilling

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시험을 위한 2 개소의 지하시험시설을 각각

1,000m/500m 심도까지 건설계획으로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층과학연구 program

을 수립하여 실행단계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개념 확립을 넘어서서 실증 및/또는 상업적 처분사업 수행단계

에 진입하는 국가들이 상당수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된 변

화로 인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은 처분기술이 상당한 신뢰를 확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대국민이해 제고에도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원전발전 규모임에도 불구하

고 국가 정책의 뒷받침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고, 대국

민 이해도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성숙도를 보이고 있

다. 그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중간저장 혹은 직접처분 등

후행핵연료의 장기적인 정책에 따라서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10～2030년

경 이후부터 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거시적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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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규제기준의 개발과 그 이론적 배경 확보를 위해 부지선정 절차, 부지특성평가

및 처분기술의 확립, 처분장의 설계, 건설, 운영에 관한 연구를 30～50년에 걸쳐 수

행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제도적 지원 하에 다양한 분야가 종합적으로 공감대

를 이루도록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

특히, 지질 환경 관련 분야는 매우 다양한 분야가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연구

로서 그 범위가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대형 장기 연구

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준위폐기물처분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심지층 처분방법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체계나 후보부지 선정방안을 구축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기본적인

근거 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현황

국외환경의 변화에 비해서, 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 심지층처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처분정책, 규제기관의

임무와 기술들의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발전으로의 모색이 결여된

것은 아니고 처분정책에 대한 기본 결정사항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행히, 처분정책 관련 연구의 착수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

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처분정책 관련 견해의 괴리

가 너무 커서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에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4 단계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 연구」분야의 업무를

기능과 목적 별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현 실정을 감안한 효과적인 연구결과 생

산과 기술력의 제고가 달성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준위폐기물 관련 연구가

초기단계인 점과, 30～40년 이상의 연구 수행 경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OECD)의

고준위폐기물 관련 정책 및 연구현황 등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 특히, 심부지질환경 관련연구는 각 인자들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우

선순위에 따라 신중한 장기적인 추진 전략이 절실하다.

이러한 제반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일부 원자력발전 전문가들이나 정

책입안자 및 사회적인 시각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시각은 반드시 불식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자세로 전환이 필요하다. 즉, 상업적 처분사업의 초기업

무인 후보부지 선별․평가 업무 착수 이전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정책적,

기술적 제반 현안들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과학 분야의 심부지질환경특성연구는 1997년부터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련

기초연구를 시작하여 기준처분시스템을 설정하고 현재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을 정

립한 단계에 있다. 심지층 처분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심부지층 처분을 위한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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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체계적인 축적과 함께 개념설계 및 안전성평가의 기본자료 구축과 관련 기반

기술 개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이의 접근방법으로 기존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용

하고 최소한의 원위치 조사․시험 및 실내시험을 토대로 접근하였다.

특히, 초기 연구결과에서 제안한 3 가지 암종(화강암류, 화산암류 및 편마암

류) 중 화강암류를 우선 연구 대상암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국내 지질환경을

근거로 영동형과 영서형으로 구분하였고, 비록 제한된 지역이지만 500m 심도의 심

부지질환경특성평가를 시도하였다. 2007년부터는 KURT를 중심으로 처분시스템 개

발 및 안전성 평가에 요구되는 자료의 생산에 집중하였고, 처분장 모암의 대안으로

써 화산암과 편마암에 대한 심부환경 기초현황조사도 병행하였다. 장기적인 지질현

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내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의 객관적인 평

가에 이용하기 위하여 정량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되어 수행

된 연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주축으로 1997년부터 교과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

환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을 개발하여왔으나, 연구예산의 한계로 심지층처분

에 대한 원론적 기술 개발 및 소규모 실험실적 연구를 통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처분시스템 개념을 제안한 수준임.

○ 부지평가 기초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장기지질안정성과 관

련한 기존 자료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원내 소규모 지하처분연구시

설(KURT) 부지를 대상으로 심지층지질환경 조사 및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이는 경주 중저준위처분장 부지특성조사에 활용되었음. 현재 KURT

내부 및 주변에 각각 500m 및 1,000m 깊이의 시추공을 굴착하여 심지층환경

조사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지하처분연구시설을 활용한 처분기술 실증연구과 관련해서는 2006년 11월 심

도 100m 수준의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로 KURT 주변의 단열망 모델링 및 지하수의 수리/화학적 특성 평가 기술

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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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수행 방법

1. 추진전략 및 연구 방법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 연구」분야는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

술개발」과제가 시스템형 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한국형처분시스템의

개발과 그의 안전성 해석에 필요한 지구과학 분야의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연

구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연구내용, 즉, 장

기지질안정성 요소의 정량화, 처분장 모암의 대안연구(화산암 및 편마암), 그리고

심부지질 조사 및 해석기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림 1.1 과제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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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세부과제 간의 자료 공유 및 제공 등의 연계 연구를 위하

여 선진핵주기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과제, 처분 안전 해석 과제, 공학적

방벽 성능 현장실증 연구 과제, 그리고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규명 연구 과제 간

협력 연구내용은 그림 1.2와 같이 수행하였다.

그림 1.2 세부 과제간 협력 연구체계

본 과제는 크게 5개 세부 연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그림 1.3과 같은 수행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

였다.

그림 1.3 과제 수행 방법 및 전략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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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지 평가 및 선정 방법론 개발

1. 지질학적 평가 항목 및 단계별 평가인자 분류

가. 연구방법

국내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관련 기준 및 지침과 관련된 연구

가 그동안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내의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후보부지 선정평가를 위한 지질학적 항목 개발을 위해서 먼저 관련 해

외사례를 대상으로 연구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였다.

l 각국의 지질특성 및 환경과 관련한 처분방식 및 후보부지 선정기준

l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국내의 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

l 최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관련 국내의 처분장 선정기준

이를 토대로 국내 지질특성과 처분환경에 적합한 후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적 인자를 개발하였으며, 처분 후보부지의 선정을 위한 4개 대분류 분야(factor)를

도출하였다.

l 부지의 지질학적 장기안정성

l 건설 및 운영적합성,

l 토지 및 환경성,

l 사회적 영향성 등이다.

둘째, 선정단계별 평가항목과 평가인자간 분류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전술한

평가인자를 대상으로 인자간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분류체계는 대상인자의 고유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factor)-부문(function)-항목(item)-인자(parameter)의 4개 단

계로 설정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장기안전성 분야(factor)를 대상으로 지질학

적 관점에서 부지평가를 위한 지질요소를 분류체계별로 설정하였다. 이들 분류 인

자는 최종 제안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최종 제안

부지 선정과정은 검토대상지역(preferred area), 후보부지(candidate site), 제안부지

(proposed site) 등 3단계의 평가․선정단계와 선정단계별 평가방식을 도출하였다.

검토대상지역은 적합/부적합을 결정하는 결정론적 방식을 후보부지 및 제안부지의

경우는 비교우위 평가방식으로 계획하였다.

셋째, 평가 대상인자의 최소조건 기초안 도출과 지질학적 평가 기술지침서 작

성을 위해 먼저 부지선정의 각 단계별로 지질학적 평가인자의 최소 조건안을 도출

하였다. 제안부지 선정을 위한 3개 단계에서 지질학적 평가인자별 최소조건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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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차적인 조건안을 도출하였으며, 단계별 선정평가 방식과 국내 지질조건 및

지질인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 최소 조건안을 도출하였다.

전술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지질학적 평가 기술지침(안)을 작성하였다. 기술지침(안)은 장기안정성 분야

(factor)와 관련 지질인자와 최종 제안부지 선정단계를 고려하여 총 4개 부문, 12개

항목별로 각 선정평가 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기술지침(안)은 수립

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질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였

고, 특히 기술지침이 IAEA 등 세계적인 규정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나. 부지선정 평가항목 및 항목별 최소조건 기준 도출

1) 후보부지 선정 평가항목 및 선정단계 도출

○ 후보부지 선정 평가분야(factor)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제안부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분야(factor)는

크게 4개로 구분하였다. 즉, 처분장의 장기안전성(long-term safety) 항목, 건설 및

운영적합성(construction and operation feasibility) 항목, 토지 및 환경성(land and

environment) 항목, 사회적 영향성(societal impact) 등 분야이다. 처분장의 장기안전

성 분야는 지질학적 관점에서 자연방벽의 기능으로서 지질매체의 특성 즉, 핵종의

격리(isolation), 지연(retardation) 성능을 평가하고, 핵종의 이동 및 확산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건설 및 운영적합성 분야는 처분장 건설을 위한 부지의 처분적합성과 장기적

으로 시설 운영을 위해 암반공학적 특성, 교통 및 운반시설, 기존의 산업단지, 지상

및 지하의 시설, 건설비용 그리고 부지조사의 가능성 및 편의성 등을 평가한다. 토

지 및 환경성 분야는 후보부지 선정지역의 인문지리적 상황과 처분장을 건설 및 운

영함에 따른 주변의 환경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영향성 분야는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 지정 및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제반요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 제안부지 선정단계 도출

최종적인 제안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과 절차

를 거쳐야 하고, 제안부지의 선정은 단계적으로 평가 대상지역 또는 지점의 영역과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부지선정

을 위한 초기 단계로서 부지선정 및 평가시스템과 기술지침을 확정하고 평가인자와

부지선정 방법론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기초조사와 평가를 거쳐 우선 검토대상

지역(preferred area)을 복수로 설정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검토대상지역만을 대상으로 부지의 적합성 조사와 평가를

통해 후보부지(candidate site)를 도출한다. 도출된 후보부지는 상황에 따라 단수 또

는 복수가 될 수 있다. 후보부지 선정단계에서는 비교우위 개념을 바탕으로 복수의

검토대상지역 중 각 인자별 최소조건 또는 지침을 상대적인 우세 지역을 선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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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평가한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후보부지를 대상으로 한개 내지 두개의 제안부지

(proposed site)를 선정한다. 이 제안부지는 현장 정밀조사와 세부특성 평가를 통해

최종부지로 제안되며, 조건이 만족될 경우 처분장 건설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후보부지 선정단계에서 조사·평가되어야 할 인자에 대하여 정성적 및 정

량적 최소조건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2) 선정단계별 평가 부문-항목-인자간 구조 및 분류

전술한 바와 같이 제안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 요소와 그 하부 인자들의 구조

체계를 정립하고, 최종적인 제안부지를 선정하는 단계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제안부지 선정단계별 세부 평가인자를 분류하였다(표 2.1). 단, 본 연구에서

는 지질학적 관점에서의 장기 안정성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 부문-항목-인자의 전

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

장기안전성 분야에서 도출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제안부지 선정용 평가인자

를 분류하여 4개 부문(function), 12개 항목(item), 52개 인자(parameter)로 구성하였

다. 개발된 제안부지의 선정평가용 지질학적 인자를 대상으로 제안부지의 선정단계

별로 고려하여야 할 세부 평가인자를 각각 도출하였으며, 일부 인자는 3단계에 모

두 적용되나 일부 인자는 각 단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구성하였다(표 2.1).

3) 평가인자의 최소조건 기준(안) 도출

후보부지로서의 처분안전성과 자연방벽의 성능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평가

인자별로 국내 지질특성을 평가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의 부문별 지질자료

와 해외의 인자별 최소조건을 비교․검토한후 인자별 최소조건(안)을 도출하였다.

검토대상지역 선

정 단계에서는 대체로 결정론적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외지침을 중심으로

최소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제안부지 선정 단계에서는 비교우위가 가능하도록 선호

지침을 중심으로 최소조건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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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Items Parameters
Preferred

areas

Candidate

sites

Proposed

sites

Geology and Topography

Lithology

Rock type ○ ○

Diversity ○ ○ ○

Homogeneity ○ ○

Volume ○ ○

Ore ○ ○ ○

Ductile

structures

Mylonite zone ○ ○ ○

Fold, Foliation ○ ○

Brittle

structures
Fault zone ○ ○ ○

Geology and Topography

Brittle

structures
Joint, vein / dyke ○ ○

Neotectonics

Active fault, Earthquake ○ ○ ○
Volcano

Uplift / Subsidence /

Erosion
○ ○

Weathering

(exposed rock)

- Soil cover ○ ○ ○

- Depth ○ ○

Topography
- Topographical gradient ○

- Quaternary deposits ○ ○

Geology and Topography

Brittle

structures
Joint, vein / dyke ○ ○

Neotectonics

Active fault, Earthquake ○ ○ ○

Volcano

Uplift / Subsidence /

Erosion
○ ○

Weathering

(exposed rock)

- Soil cover ○ ○ ○

- Depth ○ ○

Topography
- Topographical gradient ○

- Quaternary deposits ○ ○

Rock mechanics

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 Strength ○ ○

- Deformation modulus ○ ○

- Fracture geometry ○ ○

- Rock mass quality ○ ○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 ○

- Thermal conductivity ○ ○

- Geothermal gradient ○ ○

Initial rock

stress

- Magnitude and ratio of

in-situ stresses
○ ○

표 2.1(1). 부지선정 단계별 분야, 항목, 인자에 대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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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Items Parameters
Preferred

areas

Candidate

sites

Proposed

sites

Hydrogeology & Geochemistry

Hydrogeology

- Hydrogeologic unit ○

․Aquifer, Confining beds ○

- Hydraulic conductivity ○ ○

- Transmissivity ○ ○

- Hydraulic gradient ○

- Groundwater flow ○

․Velocity, Distance ○

- Gas transport properties ○

․Fracture network ○

- Diffusion ○

․Diffusion rate ○

- GW body types ○

․Stability, Residence time

․Mixing
○

- GW pathway ○

Hydrogeology & Geochemistry

Geochemistry

- pH, Eh, Fe
2+

, HS
-

○

- TDS, DOC ○ ○

- Organic and others ○

- Retardation factor ○

- Isotopes: 18O, D, 3H, 14C ○ ○

- Groundwater age ○

․H-3, C-14, Cl-36 ○

- Ca
2+

, Mg
2+

○

- Radionuclides(Ra, Rn) ○

- Pyrite, Biotite ○

Hydrogeology & Geochemistry

Geochemistry

- pH, Eh, Fe
2+

, HS
-

○

- TDS, DOC ○ ○

- Organic and others ○

- Retardation factor ○

- Isotopes: 18O, D, 3H, 14C ○ ○

- Groundwater age ○

․H-3, C-14, Cl-36 ○

- Ca2+, Mg2+ ○

- Radionuclides(Ra, Rn) ○

- Pyrite, Biotite ○

표 2.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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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Items Parameters
Preferred

areas

Candidate

sites

Proposed

sites

Meteorology & Natural Hazards

Meteorology
- Precipitation ○ ○

- Storm ○

Natural

Hazards

- Landslides ○ ○

- Flood ○ ○ ○

표 2.1(3). 계속

2. 부지 선정을 위한 기술지침 제안

제안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질학적 관점에서 장기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술지

침을 작성하였다. 기술지침안은 도출된 지질인자와 제안부지 선정단계를 고려하여

총 4개 부문(function), 12개 항목(item)별로 각 선정단계 별로 부지평가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기술지침안의 구성은 각 요소마다 그 요소의 법적근거,

요구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핵심사항인 지

침안을 검토대상지역과 후보부지 선정단계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였다.

○ 지질 및 지형(Geology and Topography) 부문

∙ 항목 : 암질(Lithology)

- 검토 대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단일 암종이어야 하며, 석회암 및 탄전지역

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2: 처분장 모암에 경제적으로 유용한 광물이 분포된 지역은 제외한

다.

- 후보부지(candidate site)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단일 암종이거나 단순하며 심성암이 선호

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모암 분포지역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광물이 분포하지 않

는 지역이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 모암의 암종은 균질한 특성을 가진 암반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 모암은 암체의 체적이 가능한 큰 암체가 선호된다.

∙ 항목 : 연성지질구조(Ductile structures)

- 검토 대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 모암에 대규모의 연성전단대가 발달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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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에 대규모의 연성전단대, 습곡구조 또는 엽리구조가

발달하지 않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모암에 소규모의 연성전단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선호

된다.

∙ 항목 : 쇄성지질구조(Brittle structures)

- 검토 대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에 대 단층대와 지역적 대 단층대가 존재하는 지역은 제외

한다.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에 가능한 한 대 단층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에 가능한 한 지역적 소 단층대나 소규모의 단층대가 적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에 가능한 한 절리의 간격이 넓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에 가능한 한 암맥의 발달이 적은 지역이 선호된다.

∙ 항목 : 신기지체구조(Neotectonics)

- 검토 대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거나 활성단층에 근접한 지역은 제외

한다.

제외지침 2: 처분장 인근에 지진활동이 있었거나, 활성단층과 연계한 지진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3: 처분장과 그 인근에 제4기 화산활동이 있었거나, 앞으로 화산활동

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4: 처분장은 최근 100,000년 동안 융기율이 0.35 mm/년 이상인 지역

은 제외한다(IAEA Safety Series No. 111-G-4; NUMO(개요조

사지구 선정상의 고려사항); 조화룡(1978); 김종욱 외(2005)).

- 후보부지

제외지침 1: 처분장에 활성단층이 존재하거나 활성단층에 근접한 지역은 제외

한다.

제외지침 2: 처분장 인근에 지진활동이 있었거나, 활성단층과 연계한 지진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3: 처분장과 그 인근에 제4기 화산활동이 있었거나, 앞으로 화산활동

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외지침 4: 최근 100,000년 동안 융기율이 0.35 mm/년 이상인 지역은 제외한

다(IAEA Safety Series No. 111-G-4; NUMO(개요조사지구 선

정상의 고려사항); 조화룡(1978); 김종욱 외(2005)).

∙ 항목 : 풍화(Weathering)



- 416 -

- 검토 대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 내 토양의 두께가 두꺼운 지역은 제외한다.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내 토양의 두께가 가능한 한 얇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내 풍화대의 두께가 가능한 한 얇은 지역이 선호된다.

∙ 항목 : 지형(Topography)

- 검토 대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 내 지형구배가 급한 지역은 제외한다.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내 지형구배가 가능한 한 완만한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에 제4기 비고화 퇴적층의 두께가 가능한 얇은 지역이 선

호된다.

○ 암석역학(Rock mechanics) 부문

∙ 항목 : 역학적 및 열적 특성(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 검토 대상지역: 해당없음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우리나라 대표적 기반암의 평균적인 강도 값을 가

지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반암의 평균적인

변형 물성 값을 가지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 모암은 처분시설의 안정성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균열

밀도가 가능한 한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 모암은 처분시설의 안정성문제를 크게 유발하지 않을 정

도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5: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한 낮은 열팽창 계수의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6: 처분장 모암은 가능한 한 낮은 열 전도도를 갖는 지역이 선호된

다.

∙ 항목 : 초기 암반 응력(Initial rock stress)

- 검토 대상지역: 해당없음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모암은 처분시설의 안정성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응력 크기와 응력비를 가지는 지역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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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지질 및 지구화학(Hydrogeology and Geochemistry) 부문

∙ 항목 : 수리지질(Hydrogeology)

- 검토 대상지역: 해당없음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수문지질 단위가 가능한 한 단순하고, 대수층 및

피압층이 발달하지 않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수리전도도가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투수량 계수가 작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수두경사가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5: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지하수의 유속이 느리고, 배출지역까지

의 유동거리가 먼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6: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균열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아 가스

이동이 제약된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7: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확산 속도가 느린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8: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안정성, 체류시간, 혼합특성의 지하수체

의 종류가 파악된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9: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지하수 유동경로가 단순한 지역이 선호

된다.

∙ 항목 : 지구화학(Geochemistry)

- 검토 대상지역: 해당없음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은 가능한 한 수소이온농도가 6-10의 범위에 분포하는 지

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은 용존 산소가 없는 지역(낮은 Eh 및 Fe2+, HS- 존재)이 선

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은 가능한 한 용존고형물총량이 낮은 지역(TDS<100g/l)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4: 처분장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수는 가능한 한 동위원소 중 H-3과

C-14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5: 처분장 지역은 일반적으로 용존 화학성분의 함량이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6: 처분장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수의 연령은 가능한 한 오래된 지역

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7: 처분장 지역은 암석이 광물상평형학적으로 환원상태인 지역이 선호

된다.



- 418 -

○ 기상 및 자연재해(Meteorology and Natural Hazards) 부문

∙ 항목 : 기상(Meteorology)

- 검토 대상지역: 해당없음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한반도 연평균 누적 강우량보다 작은

강우량을 가지는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2: 처분장 지역은 가능한 한 일 강우강도가 낮은 지역이 선호된다.

선호지침 3: 처분장 지역은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태풍 경로에서 최대한 원거

리의 지역이 선호된다.

∙ 항목 : 자연재해(Natural Hazards)

- 검토 대상지역

제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과거 홍수범람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역은 제외

한다.

- 후보부지

선호지침 1: 처분장 지역은 산사태 및 사면붕괴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 선호된

다.

선호지침 2: 처분장 지역은 과거 홍수범람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선호된다.

3. 평가 인자별 정량적 가중치 분석 및 제안

가. AHP 기법을 이용한 인자별 상대적 가중치 평가방법

1) 기준과 대안들의 상대적 가중치 결정

이는 기준과 대안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쌍대비교는 공통의 속성을

따라 대안을 쌍으로 비교하는 경우이다. 쌍대비교에 대한 수치적 척도를 나타내는

값은 로써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i”와 “j”는 서로 비교되어지는 요소를 나타낸

다. 쌍대비교 과정에서 사용되는 입력값은 표 2.2와 같다.

수치적 척도 언어적 척도

1 요소 “i”와 “j”는 중요도가 같은 경우.

3 요소 “i”와 “j”는 중요도가 약간 높은 경우.

5 요소 “i”와 “j”는 중요도가 높은 경우.

7 요소 “i”와 “j”는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경우.

9 요소 “i”와 “j”는 중요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경우.

2, 4, 6, 8 각 척도의 중간값

표 2.2 상대비교에서 사용되는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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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AHP 분석기법을 이용한 후보부지 평가인자별 상대적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검토대상지역 선정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7개 요소 중 Neotectonics 요소가 31점

으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Brittle structures 23점,

Lithology 16점, Natural hazards 11점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Ductile

structures, Topography, Weathering이 각각 9점, 6점, 4점의 순서로 가중치를 가진

다. 이를 통해 지진과 관련한 활성단층, 지진활동 등이 포함된 신기지체구조

(Neotectonics) 및 지각 내 단층을 포함한 취성지질구조(Brittle structure) 부문 등

이 상대적 중요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지질 및 지형 요소 중 검토대상지역 선정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인자

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 분석결과 Fault zone(15점), Active fault(14점),

Earthquake(12점), Rock type(8점)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질구조 특히, 취

성지질구조와 신기지체구조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정성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의미있는 분석결과로 판단되다. 또한, 단층대의 분포는 지하수의

유동과 이를 따른 핵종의 거동 및 지화학적 측면의 거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

하게 생각할 수 있다.

지하수 및 지화학 요소에서는 Hydraulic conductivity(13.75점), Groundwater

flow(11점), 물속의 pH/Eh(11점), Hydrogeologic unit(9.9점), Hydraulic

gradient(8.25점), Retardation factor(7점) 등의 순서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지

하수의 흐름 또는 유동은 수리전도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

질인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상대적 중요도 및 가중치는 실제 부지선정 단계에서 사회 및 지역 여

건에 따라서 조정·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인자별 정보입력을 위한 공간범위 도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는 많은 종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처분적합성이 확인된 지역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질인자를 토

대로 한 부지평가를 위해서는 광역 혹은 부지 규모에 적합한 단위공간범위를 설정

하고, 각 단위공간범위를 대상으로 각종 지질인자별 특성 값을 취득하고 이를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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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구조 분포도를 이용한 남한지역 선구조 분포 해석

후보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지질인자별 정보입력을 위한 공간범위 설정을 위해

서는 평가대상 인자 중 부지선정에 미치는 영향력 또는 중요도가 높은 인자를 우선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지의 처분안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경우 분포특성을 감안하여 공간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검토대상지역(preferred area) 선정단계에서 평가되는 요소 중 신기지체구조 요소와

취성지질구조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는 지

각 내에 분포하는 단층, 절리 등의 지질구조와 관련한 것이므로, 선구조의 분포를

감안하여 부지의 특성평가를 위한 공간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

다. 이 연구에서는 남한의 선구조 분포도(장태우 외, 2003)의 단열분포 특성을 이용

하여 선구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자별 정보입력의 단위공간범위를

검토하였다(그림 2.1).

그림 2.1 남한지역 선구조 분포도(장태우 외, 2003).

전술한 선구조 분포도에 표시된 남한지역의 선구조는 총 1,388개이며, 이들 개

별 선구조의 길이를 분포를 분석해 보면, 선구조의 길이를 km단위로 구분하면 로그

노말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2.2). 즉, 2~9km 범위의 선구조 빈도는 전체 선구조

의 58.2%를 차지하고 있어, 남한지역 광역 선구조의 상당 수가 길이 9km 이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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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남한지역 선구조의 길이 분포.

나. 선구조 분포특성을 고려한 단위공간범위의 크기 검토

남한에 분포하는 선구조의 분포특성 중 선구조의 길이와 선밀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한 단위공간범위의 크기를 검토하였다. 먼저 선구조의 선밀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밀도원을 작성하였다. 선밀도원은 각 원의 중심에서 원의 반경

크기만큼 이격시켜 중첩하여 작성하였으며, 선밀도원은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단위

공간범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입력인자의 단위공간 범위를 크게 하면 주로 대규모의 선구조에 대해 집중적

인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며, 소규모의 선구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

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9km 이상의 선구조 및 선밀도원 직

경의 경우 소규모 선구조의 특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며, 단위공간의 범위는 최대

9km를 상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에는 활동성 단층의 최소 길이를 1.6km부터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지침을 감안하더라도 선구조의 특성과 후보부지의 특성

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단위공간범위는 가급적 작은 직경의 공간범위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후보부지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지질정보체계 설계

가. 연구 영역

후보부지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지질정보 GIS DB설계의 대상영역은 지질 영역

이며, 기본적으로 공간적 영역을 점유하는 지질도를 비롯한 지질주제도 영역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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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영역을 점유하며 일반적으로 지질도 및 지질도폭보고서가 그 핵심 틀을 유지

하고 있다. 후보부지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지질정보 GIS DB의 범위 역시 지질 영

역을 중심으로 국내의 지질 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후보부지의 선정 선정을 위한 지질정보체계를 마련하였다.

나. 후보부지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지질정보 GIS 설계

1) 후보부지 평가 및 선정을 위한 기초지질모델

후보부지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지질정보 GIS DB설계는 지질 주제를 목록별로

정의하고 각각의 공간기하를 정의하여 공간레이어를 추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를 위해서는 지질 모델의 최상위 도메인이 필요하다. 이들은 지질개념, 지질관계,

지질 피쳐, 지질 속성, 지질도 지도화 피쳐 및 공간재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질 개념(GEOLOGICAL CONCEPTS)

∙ 지질 관계(GEOLOGICAL RELATIONSHIPS)

∙ 지질 피쳐(GEOLOGICAL FEATURES)

∙ 지질 속성(GEOLOGICAL PROPERTIES)

∙ 지질도 지도화피쳐

∙ 공간 재표현(SPATIAL REPRESENTATION)

2) 후보부지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지질모델 패키지

후보부지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지질정보 GIS DB설계는 지질 주제를 목록별로

정의하고 각각의 공간기하를 정의하여 공간레이어를 추출하였다. 먼저 처분장 후보

부지에 대한 지질주제의 목록은 지질 및 지형, 암석역학, 수리지질학 및 지구화학

그리고 기후 및 자연재해로 패키지화하였다.

3) 개별 패키지에 따른 클래스다이어그램

지질 및 지형(Geology and Topography) 패키지 내에는 암상(Lithology)의 단

일 단위로 추상화된 암석단위, 연성지질구조(Ductile structures), 쇄성지질구조

(Brittle structures), 신기지체구조(Neotectonics), 풍화(Weathering), 지형

(Topography)으로 일반화하여 클래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다. 암석역학(Rock

mechanics)패키지 내에는 역학적 및 열적 특성(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및 초기 암반 응력(Initial rock stress)으로 일반화하여 클래스다이어그램으로 표현

하였다. 수리지질 및 지구화학(Hydrogeology and Geochemistry)패키지 내에는 수

리지질(Hydrogeology) 및 지구화학(Geochemistry)으로 일반화하여 클래스다이어그

램으로 표현하였다. 기상 및 자연재해(Meteorology and Natural Hazards)패키지 내

에는 기상(Meteorology) 및 자연재해(Natural Hazards)로 일반화하여 클래스다이어

그램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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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후보부지 선정평가를 위한 지질학적 항목을 개발하였다.

이는 각국의 지질특성 및 환경과 관련한 처분방식과 후보부지 선정기준을 비교 연

구하고, 국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기준을 분석한 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4개 대분류 분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4개 분

야는 장기안정성(지질), 건설 및 운영적합성, 토지 및 환경성, 사회적 영향성 등이

다. 그리고, 후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적 인자 개발을 위해 8개 지질학 전문부문

을 대상으로 국내 지질특성 중 후보부지의 장기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52

개 지질인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단계별 평가항목 및 평가인자간 분류체계를 도출하

였다. 먼저 장기안정성 분야를 대상으로 부지평가를 위한 지질인자의 분류체계를

부문-항목-인자의 순서로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4개 부문, 12개 항목, 52개

인자를 정리하였다. 한편, 최종 후보부지 선정을 위해 검토대상지역(Preferred area),

후보부지(Candidate site), 제안부지(Proposed site)의 3단계 평가․선정단계를 제안

하였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후보부지 평가방식은 검토대상지역은 적합/부적합의

방식으로, 후보부지 및 제안부지는 비교우위의 평가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최

종적으로 평가인자의 분류체계에 따른 3단계별 부지평가용 지질학적 세부인자를 도

출하고 분류한 결과 검토대상지역 단계에서는 2개 부문, 7개 항목, 12개 인자를 평

가하고, 후보부지 및 제안부지 단계에서는 4개 부문, 12개 항목, 48개 인자를 평가

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전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인자의 최소조건 기초안을 도출하고 지질학

적 평가 기술지침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단계별 선정평가 방

식과 국내 지질조건 및 지질인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 최소 조건

안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장기안정성 분야를 대상으로 도출된 지질인자 및 후보

부지 선정단계를 고려하여 총 4개 부문, 12개 항목별로 각 선정단계에서 부지평가

를 위한 기술지침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후보부지 평가용 입력인자 선정 및 인자별 정량적 분포

범위를 제안하였다. Lithology 요소 중 rock type, ore 인자, Ductile structure 요소

중 mylonite zone, fold, foliation 인자, Brittle structure 요소 중 fault 인자,

Neotectonics 요소 중 active fault, earthquake, uplift, erosion 인자, Mechanical &

Thermal properties of rocks 요소 중 initial stress, mechanical properties,

geothermal gradient, Thermal conductivity 인자, Geochemistry 요소 등에 대한 정

량적․정성적 분포범위 및 특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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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별 정보입력을 위한 공간범위 및 단위격자 크기 제안을 위해 장태우 외

(2003)가 작성한 남한의 단열분포도를 이용한 남한지역 선구조 분포를 해석하였다.

남한지역의 선구조는 총 1,388개이며, 선구조의 길이를 km단위로 구분하면 로그노

말 분포를 보이고 있다. 2-9km 범위의 선구조가 다른 길의 범위의 선구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범위의 선구조 빈도는 전체 선구조의 58.2%를 차지

하고 있어, 남한지역 광역 선구조의 상당 수가 길이 9km 이하임을 알 수 있다. 특

히 선구조의 길이 및 선밀도원의 직경이 9km를 기준으로 선밀도의 분포가 음의 지

수분포 형태가 되었다. 선밀도원의 직경이 증가하면 단위공간의 범위가 커지게 되

며, 이 경우 대상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소규모의 선구조는 누락되거나 정확한 평가

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9km 이상의 선구조 및 선밀도원 직경의 경우

소규모 선구조의 특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단위공간의 범위는 최대

9km를 상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인자별 상대적 가중치 제안을 위해서 AHP 기법을 이용한 인자별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1차년도에 선정한 12개 요소 중에 검토대상지역

(preferred area) 선정시 고려되는 7개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한 후, 각 요소

를 구성하는 인자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2차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결과

Neotectonics, Brittle structures, Lithology, Natural hazards, Ductile structures,

Topography, Weathering의 순서로 중요도가 결정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질정보의 확보 및 평

가를 위해 지질정보체계를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후보부지 평가 및 선정을 위한 기

초지질모델은 지질개념, 지질관계, 지질 피쳐, 지질 속성, 지질도 지도화 피쳐 및 공

간재표현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질 주제를 목록별로 정의한 후 각각의

공간기하를 정의하고 공간레이어를 추출하여 지질모델 패키지를 도출하였으며, 개

별 패키지에 따른 클래스다이어그램을 최종적으로 도출했다. 이 결과는 향후 고준

위 폐기물 처분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될 때 관련 지질정보체계를 설계하는데 기초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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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장기 지질안정성 요소 정량평가

1. 한반도의 지체구조

가. 개요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동쪽 연변부에 위치하며, 한반도는 중국대륙, 시코테-

알린, 일본열도 등과 지질학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특히, 한반도의 지질과

지체구조는 일본보다는 아시아 대륙과 유사성이 많으며, 동해는 대륙 연변의 연변

해로 태평양판의 운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후배호분지(back arc basin)로 제3기 이후

부터 동해지역이 확장되면서 형성되었다.

현재 동아시아의 지체구조와 관련하여 한반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받

고 있다. 첫 번째는 약 250Ma에 형성된 중국의 충돌대가 한반도로 연장되는 지 여

부와, 두 번째는 산업시설이 집중된 남동부에서 발견된 활성단층이다. 먼저 중국 충

돌대의 연장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 하나는 중국

충돌대가 한반도를 통과한다는 의견(Liu, 1993; Yin and Nie, 1993; Ernst and Liou,

1995; Ree et al., 1996), 다른 하나는 충돌대가 황해에서 한반도의 남쪽으로 우회,

제주도 남쪽을 통과하여 일본의 히다대 남쪽 경계부로 이어진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 활성단층과 관련된 신기지구조운동 연구는 한반도가 판의 경계부가

아니라 안정된 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그 동안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양산단층에 대한 활성문제가 제기되고, 특히, 원자력발전소 및 산업시

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신기 지구조운동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면서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기 지구조운동과 관련된 분야는 구조지질, 지형변화를 반영하는 지형지체구

조, 지진지체구조, 화산활동과 지각 평형과 관련된 해안선의 융기 등이 있다(Yeats

et al., 1997). 이들 중에서 한반도 남동부에서의 신기 지체구조운동과 관련된 현상

은 최근의 지형변화와 선형구조의 발달, 제4기 단층운동, 지진발생, 남동해안의 융

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신기지구조 체계 및 응력 체계

동아시아의 신기지구조 체계는 (1) 인도-유라시아 충돌에 의한 대륙지괴의 동

쪽으로의 extrusion과 (2)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섭입 등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제

어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각각 섭입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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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kai Trough와 Japan Trench에 가까이 위치한 한반도는 상기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가는 중요한 의문 중의 하나이다.

경상분지는 백악기 전기에 이자나기판의 북쪽을 향한 섭입의 결과로 발생한

주향이동단층과 관련된 인리형분지로 해석된 바 있으며(Chun and Chough, 1992),

에오신 후기부터 마이오신까지는 맨틀로부터 hot plume이 상승하여 기인된 확장변

형으로 동해가 형성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다(Maruyama et al., 1997).

최근 Park et al(2006)이 한반도 남동부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들의 변위자료

를 근거하여 σ1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이고 σ3은 거의 수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지진 진원기구로부터 구해진 한반도의 광역적 응력장에서 최대 주응력축의 동북

동～서남서 방향(Jun, 1991), 그리고 최근 지진의 진앙분포(최위찬 외, 1998a)와 지

진들의 단층면해에 의한 응력해석을 보면 진원기구는 거의 남-북 주향의 역단층으

로, 압축응력 축은 동-서 방향로 추정되고 있어, 제4기 단층들로부터 얻은 응력장

분석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림 3.1은 지진연구로부터 구해진 동아시아의 최대 수평주

응력(σmax)과 압축방향(P axes)을 도시한 것이다. 제4기 단층의 변위분석으로부터

구한 σ1의 동북동-서남서 방향은 인도와 유라시아의 충돌로부터 기인된 응력장 σ

Hmax의 궤적과 잘 일치한다.

그림 3.1. 동아시아의 판운

동 및 응력장. (a) 최대 수

평응력 방향의 분포. (b) 인

도-유라시아판의 충돌에 기

인한 응력장(after Park et

al. (2006)).

다. 제4기 단층운동의 특성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를 따라 발달하는 제4기 단층들의 대부분은 남-북 내

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주향과 남동쪽으로의 경사를 이루고, 단층조선이 동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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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하고 있다. 단층의 운동학적 특성은 주향이동성분이 우세한 일부 단층을 제외

하고 대부분 상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역단층의 성격을 보인다. 또한 울산

단층대에서 실시한 고해상도 탄성파 반사법 탐사에서도 5-40m 두께의 충적층으로

덮여 있는 기반암 상부면이 단층에 의해서 단절된 모습이 인지되며, 20여 개가 넘

는 이 단층들은 모두 동쪽이 상승한 역단층으로 해석되었다(김기영 외, 2000). 이와

같은 제4기 단층들의 방향성과 운동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 단층들은 최대압축응

력이 동-서 방향으로 작용한 제4기 응력영역(stress regime) 하에서 이동하기에 적

절한 방향으로 배향되어있던 기존 단층들이 재활동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정밀한 지표 단층조사 및 트렌치조사와 더불어 제4기층의

정확한 연대가 알려진다면, 이를 이용하여 단층의 변위속도와 재발주기를 보다 정

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국내 지질환경에 맞는 단층의

거동특성 모델을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제4기 단층의 시․공간적 활동 형태

한반도 남동부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들의 주향 방향은 양산단층대와 거의 평

행한 북북동 방향과 울산단층대 및 원원사-마동 드러스트대와 평행한 남-북 방향들

이 우세하다. 단층면의 경사가 고각인 경우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우세하며, 저

각인 경우는 스러스트단층 혹은 역이동 성분이 우세한 사각이동 단층으로 나타난

다. ESR 수치 연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남동부의 제4기 단층 운동의 특

성을 기술한 이희권과 양주석(2007)의 의견을 근거로 약 50만년전 이후의 한반도

남동부의 조구조 환경을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응력방

향에 의해 만입대 블록이 서쪽으로 밀려 그 경계부에 역단층 도는 스러스트단층이

우세하게 발달하였으며, 양산단층대 남부지역에서는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 운동을

일으켰으며, 양산단층대 북부지역에서는 좌수향의 주향이동 단층운동을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2 & 3.3.3).

2. 남한의 지질 및 지질구조 특성

가. 암종(Rock type)

남한의 암반은 크게 선캠브리아 이언의 변성암복합체, 현생 이언의 퇴적암, 중

생대의 화강암으로 삼분할 수 있다(그림 3.4). 가장 넓은 분포를 차지하는 암반은

선캠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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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단층활동의 시․공간적 형태(이희권과 양주석,

2007). (a) 1,400-1,600ka, (b) 1,100-1,200ka, (c) 800 ka ago.

그림 3.3. 단층활동의 시․공간적 형태(이희권과 양주석,

2007). (a) 650-700ka, (b) 500ka, (c) 400ka, (d) 300ka, (e)

200ka, (f) 100ka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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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언의 변성암과 중생대 화강암으로 이 두 암종을 합치면 남한 면적의 약 47%

가 넘는다(표 3.1).

암종 면적 (km2) 비율(%)
선캠브리아 이언의 변성암 26,687.034245 27

쥬라기 화강암 18,024.810613 18
백악기 화강암 2,067.769693 2

표 3.1. 남한에서 분포가 넓은 암석이 차지하는 면적. (남한 면적: 99,300 km2)

선캠브리아 이언의 변성암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대의 경기육괴와 전라

도, 경상도 고생대 지층들은 모두 최소 3회의 변형작용을 받았다(Kim, 1996). 이 암

반은 퇴적암이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 암상의 분포를 예측 할 수 있으나, 퇴적암 내

에 층리는 처분장의 모암으로서 매우 불리한 요소이다.

중생대의 화강암은 쥬라기 화강암과 백악기 화강암으로 다시 세분이 가능하다

(그림 3.4). 쥬라기 화강암은 경기육괴, 옥천대, 영남육괴에서 북동방향으로 대상 분

포하며, 특히 경기육괴와 옥천대의 경계부를 따라서 대량으로 분포한다. 백악기 화

강암은 경기육괴, 옥천대, 영남육괴, 경상분지 등에 분포하며, 쥬라기 화강암에 비해

서 소규모로 발달한다. 두 화강암의 암상차이로 쥬라기 화강암은 백악기 화강암에

비해서 깊은 곳에서 정출되어 조립질의 조직을 보이는 반면에 백악기 화강암은 세

립질이거나 반상질이며 조직이 균질하지 않다(Hong, 1987; 조등룡과 권성택, 1994).

따라서 분포 면적과 암상의 균질성을 보았을 때, 처분장 모암으로서는 백악기 화강

암보다 쥬라기 화강암이 유리하다.

나. 광석(Ore)

현재 광상이 있거나, 과거에 채굴한 흔적이 있거나, 미래에 광상을 개발할 수

있는 광석이 존재하는 경우 부지선정에 불리한 요소가 된다. 광석과 관련된 인자들

은 후보부지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평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광화대는 후보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남한의 광화대

는 중부 지역, 서해안-호남 지역, 영남 지역으로 나누어서 정리된 바 있다(고상모

외, 2001, 2002, 2003). 지역 별로 다음과 같은 광화대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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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한반도의 지체구조도.

다. 압쇄대(Mylonite zone)

압쇄대는 모암과 다른 암종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압쇄대를 따라

서 절리나 단열이 잘 발달하므로, 부지 선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

존에 보고된 압쇄대(연성전단대; ductile shear zone)를 포함할 경우는 후보 부지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남한에는 순창전단대, 예천전단대, 전주전단대, 영광전단대

와 같은 대규모의 전단대가 보고되었다. 전단대의 다양한 특징 중에서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단대의 공간적인 분포로 전단대가 통과하는 곳은

부지로서 적당하지 않다. 현재까지 각 전단대의 공간적 분포를 연속적으로 추적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으며, 부분적으로 확정되었을 뿐이다.

대규모 압쇄대가 분포하는 지역은 지질도폭이 대부분 발간되었으나, 해당 지

역의 많은 도폭이 압쇄대의 개념이 성립되기 전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압쇄대의 분

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후보부지의 압쇄대의 분포에 대한 1차 지질조사

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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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습곡구조(Fold) / 엽리구조(Foliation)

한반도에서 일어난 변형작용은 크게 선캠브리아기에 일어난 변형작용과 중생

대에 일어난 변형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한반도에는 선캠브리아기에 최소 3회, 중

생대에 최소 3회의 변형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암상을 고려하지

않고 변형구조만을 생각했을 때, 후보부지는 젊은 암석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 단층(Fault) / 절리(Joint) / 암맥(Dyke)

단열의 여러 특성 중에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로는 부지에서부터

대규모 단열대(단층대)까지의 거리와 부지 내의 소규모 단열대의 길이, 폭, 간격 등

이다. 후보부지의 선정에서 단층, 절리, 암맥과 같은 단열의 형성기작에 따른 분류

보다는 길이, 폭, 간격과 같은 기하학적 분류가 더 유용하다. 문제는 단열의 길이,

연장, 폭 등의 특성에 대해서 국내에서 DB화를 통한 정량적인 분포범위를 제시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스웨덴 SKB에서 제시한 분류표를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표 3.2). SKB에서 이 표를 제안할 때 각 단열구분의 경계값을

어떤 식으로 정하였는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고, 경계값은 조사의 규모, 목적 등

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명 칭 길이 폭 기술방법

광역적 단열대

(regional fracture zone)
> 10km > 100m 결정론적

지역적 대 단열대

(local major fracture zone)
1-10 km 5-100 m 결정론적

지역적 소 단열대

(local minor fracture zone)
10 m - 1 km 0.1-5 m

통계적

(부분적 결정론적)
소규모 단열대

(small fracture zone)
< 10m < 0.1m 통계적

표 3.2. 스웨덴 SKB에서 제시한 단열 분류표.

마. 활성단층

활성단층은 최근의 지질학적 시간에 반복적으로 움직였고, 장래에 재활동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보통 최근의 지질학적 시간은 제4기인 약 2백만년

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4기 단층 중에서 미래에 재동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활

성단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경상도 지역에 많은 제4기 단층들이 보고

되었다(그림 3.5).

제4기 단층이 지진성인가 아닌가는 부지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제4기 단층이라도 비지진성이라면 일반 단열로 취급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 단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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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제4기 단층 분포도.

지진성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단층의 기원은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단층기원

의 해석은 단층의 기하학적 형태나 운동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제

4기 단층이 수 km 이상의 연장을 가지고 깊이가 5km 이상이라면, 그 단층은 지진

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부지의 경우, 제4기 단층이 발견되면 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만약 활동성 단층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부지로부터 단층의 거리에

따른 단층의 길이를 판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단층에 대해서만 평가대상이 된다.

따라서 표 3.2를 참고하면, 광역적 단열(단층)과 지역적 대 단열(단층)만이 지진성

단층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후보 부지의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2백만 일본 활성단층도(2002)를 후보부지의 평가에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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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지역에 활성단층도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아직 활성단층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선 기존의 보고서

와 논문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3. 제4기의 지질 특성

제4기는 지구 역사 46억년 중 가장 최신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질시대이며, 크

게 플라이스토세 (260만년부터 1만년까지)와 현세 (1만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제4기 동안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빙하기와 간빙기에 의한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해수면 변동을

들 수 있다. 해수면 변동 과정은 해안단구 등 연안 지형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해

안단구는 (1) 파도에 의해서 기반암이 깎여 나가서 형성된 삭박 평탄면 (해성 침식

단구)과 (2) 파도의 힘에 의해서 퇴적물이 쌓인 단구면 (해성 퇴적단구)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서운, 1973). 단구면의 높이와 단구면상에 쌓인 단구 퇴적층의 생성시기

를 안다면 해안선의 융기속도를 추론할 수 있고 따라서 한반도 신기지각운동의 진

화사를 규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의 동고서저의 경동지괴 지형 발달사를 규명하기 위하

여 해안지역에 발달한 해안단구에 대한 연구가 동해안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다. 지금까지 수행된 해안단구 연구 동향은 (1) 고도를 달리 하는 단구들의 생

성시기의 규명, (2) 동해안과 서해안 사이의 융기/침강 대비, (3) 단구지역의 융기율

산정, (4) 동해 지역의 지각 변동 등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

1970-1980년대에는 단구의 고도별 분포에 따른 분류 그리고 단구의 생성연대

에 관한 연구가 지형학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지질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단구 퇴적층 (제4기층)의 층서 연구, 단구 퇴적층의 퇴적물에 대한 광

물학적 연구와 절대연대 측정 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단구의

고도 분포, 단구의 생성연대 등에 관한 통일된 의견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

다. 따라서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단구의 고도 분포와 단구 생

성시기에 대해 신뢰할 만한 단일 기준에 의해서 재정립 또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

다.

기존의 해안단구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성단구의 분류는 저자에 따라

다양한데, 즉 단구면을 정하는데 있어 지역명을 붙여서 표기하는 방식, 위에서 아래

로 갈수록 단구의 순서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식 등이 있고, 고도에 따른 단구면

을 분류하는데 있어 단구 퇴적층 표면의 해발고도 또는 단구침식면의 고도 또는 구

정선각 (paleo- shoreline angle)의 고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단구의 생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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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대체로 제4기 빙하기와 간벙기의 전세계적인 해수면 변동을 이용하거나 심해

저 퇴적물의 산소동위원소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연구자들 간에 2

단구와 3 단구는 고도분포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으나, 생성 시기는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도분포 범위가 보통 10 m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단구는

그 생성연대가 약 80-100 kyrBP 정도이며, 고도분포 범위가 보통 20-30 m의 고도

의 생성연대는 125 kyrBP로 추정하고 있다.

가. 융기율

남한에서 융기율 산정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제4

기 동안 형성된 지형기록체와 퇴적기록체에 나타난 증거들을 근거로 산정해 오고

있는 편이다. 융기율 산정연구를 위한 사례지역은 한국 동남부 나정에서 수렴 지점

일대이다. 본 지점에 분포하는 해성단구의 구정선연장부(shoreline angle)에 대한 도

면화 자료와 각종 연대측정자료와 참고문헌을 근거로 단구지형 형성을 위한 융기율

을 계산하였다. 남한의 하안단구 연구는 장 호 등(2001)의 연구결과를 들 수 있다.

상기 단구 형성시기의 추정에 따라 해성단구 형성시기와 융기된 단구 고도간

의 상관관계 그래프와 표준 고해수면 변동곡선에 대비하여 융기율을 산정한 결과,

제2단구가 약 0.25m/ky, 제3단구가 약 0.22m/ky, 제4단구가 약 0.2m/ky로 평균 융

기율은 0.19m/ky이다.

하안단구 연구는 지형학자를 주축으로 하여 비교적 많은 연구보고가 있으며,

그 주요 연구내용은 하안단구 형성작용과 시기 해석 및 형성 당시의 환경복원에 대

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 연구된 남한의 주요 수계를 따라 발달하는 하안

단구분포 연구는 임창주(1989), 송언근(1993, 1998), 손명원(1993, 1996), 최성길 등

(1999) 등이 있으며, 주요한 하안단구의 분포특성을 요약해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남한의 해안가에 대한 융기율의 적정치 추정에 있어 저위 I단구면과 5e 해당

해성 단구면을 약 30m 이상으로 추정한 경우에는 융기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

보다 상위의 단구면으로 갈수록 융기율은 다소 감소하여 약 0.15-0.10mm/yr 정도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상기 융기율 산정에서 전체 평균치를 보면, 약

0.14-22mm/yr로 나타나며, 이 융기율은 월성지역의 Choi et al(2008)연구에서

0.31mm/yr 로 나타나나 다른 지역에서는 상기의 범위가 비교적 잘 부합되는 범위

값으로 사료되어, 이 수치를 남한의 해안지역의 대표적인 융기율로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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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특성

하안

단구면

하상

비고

(m)

1)적색토

유무

(○, ×)

화강암력

풍화정도

단구면

형상/*원면

보존정도

*
석회암지대

단구면

돌리네 유무

(○,× )

단구면 형성 시기(연대)

고위 1면(H1)

고위 2면(H2)

50~60

30~40

○

○

내부적색풍화

내부적색풍화

구릉화 50%내외

구릉화 50%내외

○

○

Mindel 빙기 전기(?)

Mindel 빙기 후기(?)

중위 1면(M1)

중위 2면(M2)

25~30

20~25

○

○

부분풍화

부분풍화

70~80%

70~80%

○

○

Riss 빙기 전기

Riss 빙기 후기

**해면변동단구1면(T1)
**

해면변동단구2면(T2)

2)18(±)
2)

10(±)

○

×

부분풍화
3)
초기표면풍화

70~80%

80~90%

?

?

최종간빙기 최성기 (125,000년 BP)

최종간빙기 후기 (77,000년 BP)

저위 1면(L1)

저위 2면(L2)

15~20

5~10

×

×

3)초기표면풍화

미풍화

80~90%

90% 이상

×

×

최종빙기 전기 (>30,000년 BP)

최종빙기 후기

표 3.3. 남한의 하안단구 분포 특성별 대비 (장호와 박희두, 2001 정리자료)

*
1)

B층의 토양색이 5YR4/6 이상의 적색을 나타냄.

*2) 고해안선 높이

*
3)

역 표면에 작고 엷은 구멍이 많음.

나. 침식량

우리나라의 지표면 침식량은 주로 토양 침식량을 위주로 산정되어 왔으며, 지

형요소 중에서도 주로 구곡이나 구릉지 말달부에서 하천이 시작하는 하천 최상류

지점에서 발달하는 토양 침식량을 현장모니터링 혹은 수치 모델링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현재 GeoWEPP이나 RUSLE에 의한 토양 유출량 산정모델이

널리 알려져 있다(권형중 외 2001; 김민석, 2006; 김진관 외, 2004a, 2004b; 손광

익, 2001; 신원호, 2004; 양동윤 외, 200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 그러나 암반에

대한 지표면 침식량은 국내에서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 암반 침식량에 대해서는

현재 베릴리움(Be)과 같은 우주핵종물질의 지표암반에서의 축적량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암반 침식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토양침식량의 모델잉과 실측량의 비교를 통하여 이천 화강암 지역(유

역면적 : 0.29㎢)과 안성 변성암 지역(유역면적 : 0.25㎢)에 대한 토양 침식량의 차

이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강암 유역과 안성 변성암 유역의 유역면

적, 고도, 사면경사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상기 사

례연구 유역에서 실측 토사량 측정자료인 화강암 유역에서의 토사 유출량 270.54

ton/year(유역면적 : 0.29㎢), 변성암 유역에서의 토사유출량 31 ton/year(유역면적 :

0.29㎢), 비중 2.65g/cm3 자료와 이의 단위변환(1000kg/m3) 과정 등을 통하여 토양

침식량을 산정해 보면, 화강암 유역에서의 침식량은 0.35mm/yr, 변성암 유역에서의

침식량은 0.047mm/yr로 각각 산정되었으며, 그 결과 상기 2개 유역간 약 7배 이상

침식율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남한의 상이한 지질별로 나타나는 토양 침식량은 약 0.35mm/yr

이하로 추정되며, 기반암 지질에 따라 침식량 규모가 약 10배 정도 더 감소할 수도



- 437 -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암반을 대상으로 한 침식량은 우주핵종물질인 Be의 암반 축

적량의 측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국내에서는 수년내 관련 자료가 산출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지진활동

어떤 지역의 지진활동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일정기간동안에 발생가능한 지

진을 확률론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지진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자료는 약 2000여년에 걸친 역사지진 자료와 1905

년 이래의 계기지진자료로 나눌 수 있다.

가. 역사지진자료 재평가

한반도의 지진활동 평가에서 피해역사지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세계 지진학계에 따르면 동일 지역에서 반복해서 피해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주기

는 약 100-1000년 정도이다. 하지만, 근대 지진학의 탄생과 지진자료가 기록 된지는

약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진 주기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피해 역사

지진 자료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판경계부 지역에서는 지진이 빈발

하여 발생주기가 수 10년 내외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의 판내부 지역에서의 지진 발

생주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길므로, 계기지진자료뿐만 아니라 역사지진자료도 반듯

이 해석되어야만 한다.

최근 들어 많은 역사문헌들에 대한 번역 및 D/B 작업이 진행되어, 역사지진연

구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금번 연구에서는 번역작업이 완료된

역사문헌을 대상으로 역사지진 자료를 분석하여 총 2,213회의 역사지진 자료를 획

득하였다.

역사지진의 경우 문헌상에는 피해 정도 및 지역 정도가 기술되어 있다. 따라

서 피해 정도에 의한 진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김성균, 박창업, 전명순, 전정수 등이 참여하여 피해 정도에 따른 진도를

결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1997)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초기계기지진자료의 경우 역사지진과 계기기진의 중간단계로 감진지역과 진폭

등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 면적에 대한 규모 결정식을 구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하여 역사지진 중 감진 지역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초기계기

지진자료의 규모 결정식을 이용하여 규모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지진의 판

단 근거에 따라 총 2,213회의 지진중 진앙이 결정된 1,641개 지진의 진앙분포도는

그림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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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213개의 역사지진 자료 중 진앙

이 결정된 1,641개의 역사지진 진앙분포도.

나. 초기계기지진(1905-1942)

우리나라에서 지진계에 의한 관측은 1905년 3월 24일부터 조선총독부의

인천 관측소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진관측소는 계속 증가되어 1937년에는 인

천과 서울, 부산, 대구, 평양 및 추풍령등 6곳에서, 1941년 11월에는 원산에서

계기지진 관측이 보고된 것으로 보아 7개 관측소에서 지진계에 의한 지진관측

을 수행하였고 이는 아마도 해방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 계기지진

초기 계기지진자료는 1905년부터 1942년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남한의 경우

1978년부터 본격적인 지진관측이 시작되므로 1943년부터 1977년까지 35년 동안 남

한에서 지진자료는 획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지진연구소(1987)는 서

기 2년부터 1985년까지의 지진목록을 작성, 발표하였다. 즉, 서기 2년부터 1889년까

지 총 1,843개의 역사지진, 1901년부터 1959년까지 58년 동안에 238개의 지진, 또한

1960년부터 1983년까지 24년 동안에 287개의 지진을 포함하여 1981년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총 2,366개 지진의 발생일시, 규모, 진도 및 간략한 진앙위치를 기술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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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진원 특성 분석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지진원 특성자료를 23개를 수집

하였으며, 그 외 최근 발생한 지진중 규모 4.0 이상인 4개 지진에 대한 focal

mechanism을 구하여 총 27개 지진의 focal mechanism 목록을 작성하였다. 27개 지

진의 발생위치와 focal mechanism을 표시하면,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지

진의 대부분은 주향이동 단층 운동에 의한 메카니즘과 다소의 역단층 운동이 첨가

된 단층운동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3.7는 인접국인 일본 및 중국지역에서의 주응력축의 방향을 동시에 표시

한 것으로, 한반도 및 주변에서 단층작용을 일으킨 주응력 방향은 거의 수평한 동

북동-서남서 방향을 나타낸다. 같은 판내 지역인 중국 자료와 비교하면 주응력 방

향이 매우 유사하고 동해 동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한반도 및 그 주변

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주응력은 동쪽에서 유라시아판 밑으로 침강하는 태평양판의

영향뿐만 아니라 서남쪽에서 충돌하는 인도판의 영향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110E 120E 130E 140E 150E
30N

40N

50N

그림 3.7. 중국 및 일본 서부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지진발생 메카니즘과 주응력축 방향 분포.

우리나라와 같이 판내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지진발생 분포는 산만하게

분포하며, 발생빈도는 매우 낮으며, 발생주기는 수백년내외로 매우 길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지진발생주기 및 빈도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역사지진자료

의 수집 및 분석이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삼국사기, 고려사, 증

보문헌비고,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문헌을 조사하여 2,213회의 역사지진자료를 수집

하였다.

지진발생원인 및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서의 응

력상태를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가팅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거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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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응력상태를 규명하기가 어려워 특정 지진

에 대해서만 일부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획득 가

능한 모든 외국의 자료를 수집 및 재분석하여 총 27개의 지진의 메카니즘을 구하였

다.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서의 지진발생 특성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수평압력에 의한 수평이동단층 성분이 주를 이루며, 약간의 역단층 운동성분을 포

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대지반가속도와 진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계기지진의 역사가 매우 짧아 이러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운영 중인 가속도 관측소에 대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관측소

의 타당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들 관측소의 최대지반가속도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5. 남한의 광역 수리지질 특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안정성 평가 시 수리지질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수리특성 요소로서 암반 및 충적대수층이 나타내는 수리전도도 분포,

투수량계수와 비양수량과의 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조사하였다(김용제 외

2007).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된 국가지하수 관측망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총

312개 암반관정(202개)과 충적관정(112개)을 대상으로 수리특성을 분석하였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안정성 평가 시 고려해야할 국내 대

수층의 수리특성은 다음과 같다.

충적대수층의 평균 수리전도도는 1.26 m/day로 암반대수층 0.076 m/day 보다

약 17배 크다. 암반대수층 수리전도도의 평균과 분산도는 국외의 결정질 균열암반

과 거의 일치한다. 충적대수층은 수리전도도의 분포로 보아 주로 모래로 구성된 퇴

적층이 대종을 이루며, 미사와 자갈의 혼합 정도에 따라 입도분포 특성이 달라지면

서 수리전도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암반대수층의 수리전도도는 암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퇴적암 지역에

서 평균 0.11 m/day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화성암 지역 0.083 m/day, 변성암 지역

0.044 m/day 순이다. 한편 충적대수층의 수리전도도는 화성암 지역에서 평균 1.70

m/day로 가장 크게 나타나 투수성이 좋은 사질의 풍화토를 형성하는 화강암의 풍

화특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암반 및 충적대수층의 평균 투수량계수는 각각 3.3m2/day와 7.1 m2/day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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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일한 수두구배를 가정할 때 국가지하수 관측망의 지하수는 암반을 통하여

32%, 충적층을 통하여 68% 정도가 흐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암반대수층의 투수량계수 과다산정 가능성 및 관정 개발 심도 하부의 암반

지하수 흐름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제한점을 가진다.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수리지질분야의 주요 인자들 중에서 기체이동 특성, 분

산, 지하수체 유형 등은 광역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분야의 인자

들에 의해 후보지가 선정된 후 정밀 조사 시 자료를 확보하여 처분지 타당성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6. 남한의 광역 지구화학적 특성

가. 지질(암석)의 지구화학적 특성

암석을 구성하는 원소는 지각을 구성하는 지질(암석)의 지구화학적 특성에 따

라 다양한 함량 및 분포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에는 시생대부터 제4기까지 오랜 지

질시대에 걸쳐 생성된 변성암, 화성암(심성암, 화산암), 퇴적암 등 다양한 암석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이들 지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원소의 조성, 함량 및 분

포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칼슘(CaO)의 자연배경치는 백악기 경상누층군에서

는 0.60%이나, 조선누층군은 4.00%이다. 화성암류 내 크롬(Cr)의 자연배경치는 심

성암류(46 ppm), 화산암류(45 ppm), 반심성암류(47 ppm)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함량을 보이는 반면,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류 내 크롬은 이들

보다 두 배 이상(107 ppm)으로 높다. 마그네슘(MgO)의 경우에는 같은 심성암에서

도 단일 암체별로 각기 다른 함량을 가진다. 예를 들어, 트라이아스기의 마천 반려

암(3.97%)의 배경치는 백악기 대야산 화강암(0.47%) 보다 약 10배 정도 높은 함량

을 보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전국 규모의 지구화학 지도를 작성하여 전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원소의 함량과 분포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연배경치를 설정

하였다(이평구 외, 2007). 이러한 전국 지구화학 지도는 ‘국제 지구화학 지도 작성계

획’의 표준안(UNESCO 보고서: Darnley et al., 1995)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으며, 이

는 약 23,700개에 달하는 1-2차 수계 하천퇴적물 중 입자크기가 150 μm 보다 작은

가벼운 표사(漂砂; 하상퇴적물)를 대표시료로 채취하여,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나. 방사성원소의 지구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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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분포하는 우라늄 광산은 크게 선캠브리아기의 함우라늄페그마타이트

광상과 변성우라늄광산 및 고생대의 퇴적광상(옥천계 우라늄광상)으로 구분된다(이

현구 외, 2007). 본 연구를 통하여 20개 대표 국내 암반 중에서 258개 시료들을

MCA로 분석한 결과 우라늄의 평균함량은 선캠브리아기 화강암에서 7.06±3.89ppm

으로 가장 높으며, 트라이아스기 화강암(4.57±1.51ppm)과 쥬라기 화강암

(4.52±1.88ppm), 백악기 화강암(4.18±2.31ppm)은 비슷한 약 4ppm의 함량을 보인다.

그리고 백악기 화산암에서 3.21±1.34ppm, 선캠브리아기 변성암에서 2.17±0.89ppm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인다(표 3.4).

표 3.4. 국내 기반암의 방사성원소의 평균 함량

다. 지하수의 수리지화학적 특성

국내의 지하수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는 대부분 수자원의 개발, 오염원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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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탄산수와 같은 온천수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되어져 왔으며, 방사성페기물 처분

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김선준과 안종성, 1993; 정찬호 등

1994, 1995; 전용원, 1995; 전용원과 김선준, 1996; 이종운 등 1996). 지하수의 수리

화학적 특성은 부존 지역의 지질학적 특징 및 오염원의 존재에 따라 다양하며, 동

일한 지역 내에서도 부존 심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성

지역에 부존하는 지하수계의 지구화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화강암

과 편마암과 같은 결정질 암석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지로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

어져 왔다. 현재까지 국내 심부 지하수에 대한 지구화학적 특성 연구로는 화강암지

역에 대한 이종운(1997a), 고용권(2000), 배대석(2002) 등이 있으며, 변성퇴적암류지

역에 대한 연구로는 이종운(1997b), 정찬호(1998)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심부 지하수 및 지열수의 지구화학적 특성 자료를 정리하면 표

3.12와 같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지구화학적 특성은 높은 pH(6-10), 낮은 Eh(무

산소, Fe(II), sulfide 함유 지하수), 낮은 용존성분(TDS<100g/l, DOC<20mg/l,

colloids<0.5mg/l, 낮은 암모늄 함유, Ca2++Mg2+>4mg/l) 및 오래된 연령의 지하수

등 핵종의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

직까지 상기한 기준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진 연구가 미비하여, 이들 자료 중 일부만

을 정리하였다. 표 3.5에는 심부 지하수 및 지열수의 심도, pH, Eh, TDS, DOC, Ca

와 Mg 농도 및 지질(암석)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전국의 화강암질암 내 심부 지하수(300m 이하의 심도)의 종합적인 지구화학적

특성은 이종운 외(1997a)에 정리되어 있다. 국내 화강암질암에서 산출하는 심부 지

하수의 pH는 6.5에서 9.8의 범위이며, Eh는 -173 mV에서 126 mV 까지의 범위를

보이나 대부분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DS는 56-763 mg/l이며,

Ca2+과 Mg2+ 이온의 합은 0.9에서 174.5 mg/l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다(이종운 외,

1997a).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의 조건으로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는 처분장 심도에

지하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Angino, 1977). 하지만 우리나라의 결

정질암은 파쇄대가 발달되어 있으며, 처분장의 건설 시 혹은 처분 후의 방사능 붕

괴열 발생으로 인한 미세절리 발생 및 확장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 유동의 통로를

제공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상기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국내의 심부 지하수에서 측정된 자료에 의하면, 많은 심부 지하수

에서 음(-)의 Eh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도가 깊음에도 불구하

고 양(+)의 Eh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측정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자료의 축

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심부 지하수의 pH 역시 대부분 6-10의 범위에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pH

10이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TDS 농도는 대부분 3 g/l 이하를 보이고 있으며, 일

부 지역에서 분석된 DOC 농도도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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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행정

구역

지하수

type

심도

(m)
pH

Eh

(mV)

EC

(μs/cm

)

TDS

(mg/l)

[Ca+

Mg]

(mg/l)

DOC

(mg/l)
암석

참고

문헌

전국 전국
심부

지하수

300

이상

6.5-

9.8

-173

∼

126

58-

1220

56-

763

0.9-

174.5
- 화강암질암 (1)

전국 전국
중간

지하수
100-300

6.8-

8.5

-40

∼

458

86-

331

65-

306

6.8-

62.8
-

변성

퇴적암류
(2)

부곡
경남

창녕

hot

온천수
240-300

8.1-

8.9

-124

∼

-68

363-635 -
3.2-

30.1
- 백악기

퇴적암

(진동층)
(3)

warm

온천수
325-450

8.9-

9.6

-167 ∼

-120
292-362 -

1.1-

7.6
-

중원
충북

중원

탄산

온천수
200-558

5.7-

6.4

25

∼

85

1250-

2830

1173-

2721

174.7-4

02.5

13.6-21.

8
중생대

화강암질암
(4)

알칼리

온천수
200-400

9.1-

9.5

-136

∼

-128

167-

296

168-

254

2.0-

7.6

1.0-

1.3

문경
경북

문경

탄산

온천수
547-800

5.8-

6.5

-98

∼

48

466-

2450

400-

2682

63.4-

592.2
-

백악기

화강암
(5)

알칼리

온천수
781-900

9.1-

10.4

-128

∼

-84

132-

158

72-

116

4.0-

8.6
-

풍기
경북

영주

심부

지하수
500-810

9.4-

9.8

-246

∼

-143

194-

237

167-

205

1.5-

4.5
-

선캠브리아

기 편마암
(6)

영천
경북

영천

심부

지하수
200-600

7.1-

8.3

-56.2

∼

-5.5

123-

226

124-

184

12.3-

29.5
-

백악기

흑운모

화강암

(7)

유성
대전

유성

심부

지하수
250-360

6.5-

7.5

130

∼

199

298-

549

314-

411

20.4-

56.7
-

중생대

복운모

화강암

(8)

논산
충남

논산

심부

지하수

554-

928

8.8-

10.4
- -

74-

108

20.4-

56.7
-

변성퇴적암

류(옥천대)
(9)

유성
대전

유성

심부

지하수

30-

456

7.7-

10.3

-256

∼

-63

- - - - 화강암 (10)

표 3.5. 전국 심부 지하수 및 지열수의 지구화학적 특성 자료

향후 많은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가 축적되어야겠으나, 현

재까지의 심부 지하수의 지구화학적 특성 자료로 볼 때, 심도는 300 m 이상, 음(-)

의 Eh 값, 높은 pH (6-10), 낮은 TDS (5 g/l)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

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화강암질암(특히, 화강암)이 가

장 적합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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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열-역학적 특성에 기인한 암반공학적 요소

가. 응력분포

일반적으로 지하공동의 굴착으로 주변암반에 발생되는 안정성 문제는 현지 암

반의 초기응력조건과 암반강도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이 심도가 깊은 지역에서는 과도한 응력 발생에 의한 취성파괴의 우려

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개별 지체구조구 영역에서 최대 수평응력의 평균 방향성은 NE∼ENE 방향으

로 영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대 수평응력의 작용방향이 경기육

괴 영역의 경우 진북기준 50°∼90° (N50°E∼EW)에 집중된 반면, 경상분지에서는

10°∼70° (N10°E∼N70°E)의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습곡대에

서는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대표성을 가지기는 다소 어려우나 60°∼90°

(N60°E∼EW)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수압파쇄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된 국내 초기응력의 제반분포특성은 15m∼

310m 심도 구간에서 최대 수평응력은 0.90 MPa∼21.13 MPa 범위의 값을 가지며,

최소 수평응력은 0.55 MPa∼11.51 MPa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8;

3.3.9).

나. 지온경사

지층의 심도별 온도는 굴착된 시추공에서의 온도검층 등으로부터 측정하게 되

며, 측정된 지온자료로부터 심도에 따른 지온변화율을 계산하여 지온경사

(geothermal gradient) 또는 지온증가율을 산출한다. 전국에 분포하는 심도 300m 이

상의 시추공중 696개의 시추공으로부터 얻은 온도검층 자료에서 지온경사 산출이

가능한 580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지온증가율 분포를 보여준다 (송윤호 등,

2005). 국내의 지온경사 분포도에 의하면, 18.6~62.3 ℃/km 범위를 나타내었고, 중서

부와 동해안변을 따라 남동부 지역까지 약 40~74 ℃/km로 높은 이상 값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평균 지온경사는 약 25.7℃/km으로 추정된다(김미성 등, 2005).

다. 열전도도

일반적으로 암석의 열전도도는 지층의 노두, 시추 코아 등에서 얻어진 암석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실내에서 측정하고 있다. Zoth와 Haenel(1988)에 의하여 분석

된 외국의 암종별 열전도도에 의하면, 암석 종류마다 열전도도 측정값이 매우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 이는 같은 암석이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그 생성환경, 조성 성분

및 조직이 각기 달라서 다양한 열전도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반적



- 446 -

으로 화성암류가 높고 퇴적암

(a) 최대 수평응력 (b) 최소 수평응력

그림 3.8. 수평응력성분의 심도별 변화.

그림 3.9. 최대수평응력 의 평균방향성 분포도.

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퇴적암 중에서 돌로마이트, 안하이드라이트, 암

염의 경우는 열전도도 범위도 넓으며, 측정값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사암이나 역

암의 경우도 평균 열전도도 값은 각각 2.47, 2.46 W/m-K이나 각각의 측정값 범위

는 0.8~6.6, 0.82~5.75 W/m-K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한편 화강암의 경우는

1.25~4.45 W/m-K 범위에 평균값 3.05 W/m-K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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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화산암 및 편마암 심지층 환경 기초조사

1. 연구지역 선정

1차적으로 도출된 후보부지로 화산암지역 36개 지역과 편마암지역 26개 지

역을 대상으로 기존 문헌과 지질학적 특성을 근거로 각 암종별 2개의 후보지역을

도출하였다. 후보부지 도출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국내화산암은 백악기 화산암과 제3기 화산암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서

제4기 화산암지역은 분포 및 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로 제외

하였다. 제 3기 화산암은 우리나라 포항-울산일대에 주로 분포하며 미고결 혹은 연

약한 화산쇄성설 퇴적암으로 주로 분포하고, 일부지역 화산암층에서는 제올라이트

스멕타이트와 같은 핵종흡착 능력이 뛰어난 광물로 구성되지만 대부분 복잡한 층서

를 보이고 단일규모의 큰 암체가 분포하지 않으므로 고준위 폐기물 처분부지로 대부

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백악기 화산암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넓은 분포면적을 가지고 단일 암종으로 지질구조가 복잡하지 않는 지역을 도출 기준

으로 하였다. 백악기 화산암체로 국내 가장 넓게 분포하는 암종은 안산암질 화산암

류와 유문암질 응회암류이다. 후보부지의 지질은 안산암질 화산암류 지역 1곳과 유

문암질 응회암류 지역 1곳 등 2개 지역으로 압축하여 남동해안지역과 남서해안지역

으로 구분하여 두 개 지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백악기 산성 화산암류로서 화산에서 분출한 유문암(석영조면암), 조면암, 응

회암으로 구성되고 화산암체의 규모가 8km 이상의 큰 지역으로 서해안의 1곳을 선

정하였으며,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면, 상서면, 진서면일대이다. 그리고 안

산암질암 지역으로는 동해안 지역 1곳을 선정하였으며 행정구역상으로 부산시 기장

군 장안읍일대이다. 이 지역은 안산암질 화산쇄설암과 안산암의 용암으로 구성되며

서로 교호하여 산출된다.

국내 편마암(편암) 지질은 변성조직과 광물조성, 변성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암종으로 구분된다. 국내 분포하는 화강암질 편마암을 중심으로 반경 8km 이상의 규

모를 갖는 단일암체를 후보부지 선정의 기준으로 하였다. 아울러 결정질 편암계 암석

도 상당지역 분포하므로 편암지역 중 비교적 암체가 큰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하

였다. 선정된 지역은 동해안 1곳과 서해안 1곳으로 동해안에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양

양군 서면, 현북면, 손양면 일대(M-2지역)로 주로 화강암질 편마암류가 주로 분포하

는 지역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서해안 1곳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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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M-9-1지역)로 화강편마암류와 결정편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이다. 4개의 연구용 후

보지역의 위치는 그림 4.1에서 보여준다.

그림 4.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후보부지 위치도

가. 연구지역 지질특성

1) V-1 연구지역

본 지역의 지질은 백악기 산성 화산암류로서 변산반도에 분포하는 산성 화

산암류는 대체로 하부의 격포리층을 정합으로 덮으면서 격포분지를 채운다. 지역의

대부분이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서면 해안가에서 일부 충적층이 관찰된다.

연구지역의 지질은 1:25만 축척의 광주-전남 지질도폭을 참고하였다(그림 4.2).

그림 4.2. V-1 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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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역의 대부분은 산성화산암류로 되어 있다. 최하부와 격포리 층의 최상

부 흑색 셰일사이에는 페퍼라이트 암이 나타나기도 한다. 산성 화산암류는 화산에

서 분출한 유문암(석영조면암)및 조면암으로서 반정석리 때로는 반정이 없다. 반정

은 석영 및 장석, 석기는 담색 때로는 조면상 또는 유상이다. 석영조면암의 성분은

화암과 같은 산성에 속하며, 분해는 화화암과 달리 풍화가 용이하지만 우수에 손실

되기 쉬운 관계로 얕고 척박하며 건조한 양을 형성한다. 미세립의 치밀한 암석인

조면암은 사질토양을 생성하며, 칼슘이 많고 계곡에서는 깊은 토심을 이룬다.

격포분지를 채우는 이들 화산암류는 주로 유문암과 응회암으로 구성되어있

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현무암질 내지 안산암질, 응회암이나 분출물이 협재하기도

한다. 본 지역의 충적층은 대부분 상서면 해안가일부에서 관찰된다.

2) V-13 연구지역

연구지역의 지질은 1:5만 축척 지질도와 부산지역 지하수기초조사(건설교통

부, 2003년)를 참고하였다. 연구지역의 지질도는 그림 4.3과 같다. 연구지역은 중성

화산암류와 상부의 산성화산암류가 주로 분포하고 있다. 국부적으로는 충적층이 관

찰된다.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지역인 만큼 관입에 의한 흑운모 화강암이 관입을

한 형태로 관찰된다.

그림 4.3. V-13 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3) M-2 연구지역

연구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화강암질 편마암류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

며, 석류석편마암과 호상편마암으로 세분화된다(그림 4.4). 양양군 서면 수리지역은

석류석편마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녹니석,

석류석과 불투명 광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리 지역 주변으로 호상편마암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의 호상편마암은 화강편마암과 반상변정 편마암이 분포하며

주로 구성된 광물은 정장석, 사장석 및 석영, 흑운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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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M-2 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4) M-9-1 연구지역

본 연구지역은 선캠브리아기 편마암, 성주동 편암, 쥬라기 무주산층이 분포

하며 백악기 화강암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충적층이 넓게

분포한다(그림 4.5). 결정질편암은 석회암, 규암, 각섬암, 사암, 점판암 등에서 변질

한 변성암이다.

그림 4.5. M-9-1 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2. 화산암, 편마암 지역 수리 지화학 특성

가. 수리화학적 유형

연구용 후보부지 지하수의 수리화학적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이퍼 다이

어그램상에 지하수의 주요 이온성분들의 미리당량으로 도시하였다. RockWorks 프

로그램을 이용해 그림 4.6.에 도시하였다. 연구지역의 수리화학적 유형은 V-1 연구

지역은 Na-HCO₃형에서 Ca-Cl형에 걸쳐 도시되었다. 해수침투가 발생한 2개 관정

의 경우 NaCl 형으로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4개의 Ca-NO₃(Cl)형에 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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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V-1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적 유형

그림 4.7. V-13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적 유형

그림 4.8 M-2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적 유형

그림 4.9 M-9-1 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적 유형

V-13연구지역은 Ca(Na)-HCO₃형과 Na-Cl형, Ca-NO₃형이 관찰되었는데, 해수침

투에 의해 4곳이 NaCl형으로 오염이 진행된 3개의 관정은 Ca-NO₃형으로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M-9-1 지역 지하수는 Ca(Mg)-HCO₃에서 Ca(Mg)-Cl(NO

₃)의 유형까지 넓게 분포한다. 이는 해수의 혼합과 오염의 영향을 반영하는 화학적

유형이다.

나.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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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별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은 그림 4.10 에서 통계기법으로 비교하

였다. pH는 M-2지역 지하수가 평균 7.2 정도로 가장 높고, 다른 세 개 지역은 평균

6.5-6.7정도의 약산성의 특성을 보인다. 산화-환원전위(Eh)는 V-13 화산암지역 지

하수가 가장 낮은 조건을 보이고 나머지 세 지역은 비슷한 산화환경을 보인다. 전

기전도도값는 M-9-1 지역 지하수에서 가장 높고, M-2지역 지하수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M-9-1지역에서 가장 높은 전기전도도 값을 보이는 것은 해수의 혼합

된 지하수가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지하수내 용존산소의 함량은 V-13지역에서

약간 낮은 값을 보이고 다른 지역은 유사함 함량을 보인다.

그림 4.10 연구지역별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비교

다. 지질특성별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 비교

그림 4.11에서는 연구용 후보부지로 선정된 화산암 2개 지역과 편마암 2개

지역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과 기존의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지화학 자료를 활용하

여 지질특성별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비교된 통계자료를 보

면 핵종흡착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pH-Eh 환경은 화강암지역 지하수가 가장 알카리

성이며 낮은 산화환원전위를 보이고, 그 다음 편마암 화산암의 순을 보인다. 지하수

의 이온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용존 무기이온의 함량과 주요이온 농도는 화강암, 화

산암, 편마암의 순으로 낮은 값을 보인다. 핵종흡착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의

pH-Eh 요소측면에서는 화강암>편마암>화산암 순으로 유리하며, 이온강도측면에서

는 편마암≈화산암>화강암의 순으로 유리한 조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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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화산암, 편마암, 화강암 지역 지하수의 지

화학적 특성에 대한 박스-휘스커 통계 다이아그램

비교분석

라. 화산암, 편마암 지역 심부 지열수의 지화학 특성

고준위폐기물 처분의 개념은 심부지층처분을 기본바탕으로 하므로 지하

500m-1,000m 정도의 심부지질환경에 대한 자료의 확보는 후보부지 지질안전성 평

가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내 지하수의 수리학적 및 지화학적 자료의 대부분은 지

하 200m이내의 심도에 국한된다. 앞에서 도출된 자료의 대부분도 200m이내 심도의

지하수 자료로 그 이상의 심부자료는 주로 지열수(온천수) 자료에 국한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 분포하는 온천공에서 획득된 지열수의 지화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심부지하수 환경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열수 자료

의 제한성으로 임해지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국내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모든 지열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열수의 지화학적 자료는 암종별, 심도별, 온도별로 구분하여 박스-휘스커

도를 통하여 통계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암종은 화강암, 편마암, 화산암으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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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분하였고, 각 암종별 지열수 자료를 심도별, 온도별로 구분하여 통계처리를 하

였다. 지열수에 대한 지화학적 자료는 pH와 전기전도도(EC)와 같은 현장측정 자료

와 Na+K, Ca+Mg, Cl+SO4, HCO3+CO3 등 주요 이온의 함량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

석되었다. 그리고 지화학적 변수들 사이에 상관성을 알아보았고 화학적 유형을 구

분하였다.

1) 지화학성분의 통계 및 상관성 분석

그림 4.12 은 암종별 지열수의 pH와 전기전도도에 대한 박스-휘스커 통계

분석 결과이다. (a)와 (c)는 모든 지열수 자료를 통합한 자료이고, (b)와 (d)는 지열

수의 전기전도도 값중 1,000μS/cm 이상을 제외한 통계자료이다. 전기전도도 1,000μ

S/cm 이상의 자료는 해수혼합 등의 영향이므로 암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화학 자

료로는 부적합하므로 제외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지열수의 pH는 평균값이 편마암,

화강암, 화산암 순서로 낮아지며, 편마암과, 화강암지역 지열수는 pH 평균이 9내외

의 알카리성의 특성을 보인다. 화산암지역 지열수도 pH 8에서 8,5 정도의 약알카

리성을 보인다. 지열수의 전기전도도 값은 편마암, 화산암, 화강암의 순서로 낮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해수 혼합을 제외한 지열수의 경우 평균 200-300 μS/cm 정도의

값을 보인다.

(a) (b)

(c) (d)

그림 4.12 암종별 지열수의 pH, 전기전도도 특성에 대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a)와 (c)는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결과이며, (b)와 (d)는 자료중 해수혼합의

영향을 받은 전기전도도 1,000μS/cm 이상의 지열수를 제외한 통계도.

그림 4.13는 지열수의 주요 양이온 성분의 특성을 박스-휘스커 다이아그램

으로 도시하였다. 그림 4.24와 마찬가지로 (a)와 (c)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였고, (b)

와 (d)는 전기전도도 1,000μS/cm 이상을 제외한 통계 다이아그램이다. Ca+Mg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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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화산암지역 지열수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Na+K의 함량은 편마암지역 지열수

에서 높은 값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화강암 혹은 편마암지역 지하수의 지화학적 진

화과정상에서 진화가 진행될수록 지하수는 Na-HCO3의 종말점으로 향하게 되고

pH는 보다 알카리성을 특성을 보인다(정찬호외, 1995; 정찬호외, 2007). 따라서 화강

암 및 편마암지역 지열수의 지화학적 특성은 진화경로를 따른 상당히 진화된 특성

을 보인다.

(a) (b)

(c) (d)

그림 4.13 암종별 지열수의 주요 양이온에 대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a)와 (b)는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결과도이고, ((b)와 (d)는 자료중 해수혼합의 영향을 받은

전기전도도 1,000μS/cm 이상의 지열수를 제외한 통계도.

그림 4.14 은 지열수의 주요 음이온 함량에 대한 통계자료로 HCO3
++CO3

2-

의 함량과 SO4
2+
+Cl

-
함량에 대한 통계도에서 평균값 모두가 화산암지역 지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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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높은 값을 보인다. 편마암, 화강암지역 지열수의 순서를 보인다. 그림 4.27는 지

열수내 불소의 함량을 제시한 통계도로 편마암과 화강암지역 지열수에서 평군 5

mg/L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고 화산암에서 1 mg/L 내외의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화강암 및 편마암지역 지열수에서 높은 불소 함량을 보이는 것은 암석내

주요광물인 운모류의 OH기를 치환한 F성분이 물-암석 상호반응의 과정을 거치면

서 용되어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a) (b)

(c) (d)

그림 4.14 암종별 지열수의 주요 음이온에 대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 (a)와

(c)는 모든자료에 대한 통계결과이며, (b)와 (d)는 자료중 해수혼합의 영향을

받은 전기전도도 1,000μS/cm 이상의 지열수를 제외한 통계도.

(a) (b)

그림 4.15 암종별 지열수의 주요 음이온에 대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 (a)는

모든 자료에 대한 통계결과도이고, (b)는 자료중 해수혼합의 영향을 받은

전기전도도 1,000μS/cm 이상의 지열수를 제외한 통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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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와 3.4.17은 pH와 전기전도도 변화에 따른 주요이온 농도의 변화

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pH에 증가에 따라서 Ca2++Mg2+ 성분은 대체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보이는 반면 Na++K+ 이온성분은 미약하나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pH

와 주요음이온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기전도도는

전기 저항의 역수로 단위는 μS/cm를 기준으로 하였다. 전기전도도는 지하수의 수질

특성을 간단하게 지시해주는 자료로서 지하수내 무기이온의 함량과 TDS(총고용물

질)과 대체적으로 비례한다. Na++K+ 성분은 전기전도도 증가와 함께 전체적으로 뚜

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HCO3
-+CO3

2- 성분 역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그러나 Ca2+ + Mg2+ 성분과 SO4
2+Cl- 성분은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a) (b)

(c) (d)

그림 4.16 암종별 pH와 주요이온 농도사이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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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17. 암종별 전기전도도와 주요이온과의 상관관계

2) 지열수의 화학적 유형분석

암종별, 심도별, 온도별로 구분하여 지열수의 화학성분을 파이퍼도에 도시하

였다(그림 4.18∼23). 사용된 지열수 자료의 개수는 화강암 83개, 편마암 20개, 화산

암 31개의 시료가 사용되었다. 화강암 지역의 온천공의 심도는 평균 692m 정도이

고, 지열수의 수온은 30.8℃ 이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로 Na-HCO3형이 우세하고

일부 Na-Cl형이 존재한다. 이는 임해지역 지열수로 해수 혼합의 영향을 반영한다.

편마암지역의 지열수공의 심도는 평균 781m 정도이고 수온은 27℃ 정도로 낮은 온

도의 특성을 보인다. 편마암 역시 Na-HCO3 형이 우세하며, 해수침입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지열수는 Na-Cl형에도 일부 도시된다. 화산암 지역에서의

온천공의 심도는 평균 780m내외이고, 수온은 평균 29.4℃로 편마암보다는 높지만

화강암보다는 약간 낮은 수온을 보인다. Na-Cl 형도 보이고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Na-HCO3 형이 유리하다

화강암과 편마암지역 지열수의 화학성분 특성은 Na-HCO3 유형이 우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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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Na-Cl형에 도시된다. 그러나 화산암지역 지열수의 경우

Na-HCO3 유형, Ca-HCO3 유형, Na-Cl3 유형까지 넓은 범위를 보인다. 온도와 심도

에 따라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온도가 높고, 심도가 깊을수록

Na-HCO3 유형의 지열수가 많음을 보여준다. 화강암과 편마암지역의 지열수 중 일

부는 Na-HCO3 유형의 종점에 가까운 특성을 보여 이는 지열수의 지화학적 반응에

의한 진화단계가 거의 최종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산암과 편마암

및 화강암과 같은 결정질암은 심부지하수환경이 서로 상이한 지화학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편마암 및 화강암지역 심부지하수는 알카리성의 중탄산-나

트륨의 화학적 특성과 임해지역의 경우 해수 혼합에 의한 희석된 염수 환경 하에서

의 핵종의 거동에 대한 평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화산암지역 심부 지

하수는 다양한 화학조성의 특성을 보이므로 지역별, 세부지질별 지하수의 화학특성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8. 화강암지역 지열수의 심도별
수리화학적 특성

그림 4.19. 화강암지역 지열수의 온도별
수리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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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편마암지역 지열수의 온도
별 수리화학적 특성

그림 4.21. 편마암지역 지열수의 심도
별 수리화학적 특성

그림 4.22. 화산암지역 지열수의 심도별

수리화학적 특성
그림 4.23. 화산암지역 지열수의 온도별

수리화학적 특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지역을 도출하

기 위하여 수리, 지화학적 측면에서 화산암 및 편마암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자료의

구축 및 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Ÿ 국내 화산암, 편마암지질에 대한 세부 암종별 시대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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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질도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임해지역의 화산암 36개 부지, 편마암 26

개 부지를 후보 부지로 선정하였고, 2차적으로 안산암질 화산암과 조면암질 화

산암 지역 각각 1개 지역을 연구용 후보지로 선정하고, 화강편마암지역 2곳을

연구용 후보부지로 선정하였다.

Ÿ 1차적으로 도출된 62개 화산암 및 편마암 후보지역에 대한 기존에 출판된 지질,

수리지질학적 및 수리지구화학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제시하였다. 기존자료가

전무한 지역도 상당하여 모든 후보지역에 대한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자

료획득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수집된 자료를 수록하였다. 향후 새로운 자료의

추가와 통계적 분석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Ÿ 62개 후보부지에서 연구용 부지로 4개 지역을 도출하였다. 4개 지역에 대한 현

장조사 및 화학분석 결과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지질학

적 영향, 해수 혼합의 영향, 그리고 인위적 오염의 영향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한 연구용 후보부지의 지하수 지화학적 연구는 물-상호

반응에 의한 자연적 진화에 의한 지하수의 지화학적 환경특성 뿐만 아니라, 해

수의 혼합과 관련한 이온강도의 증가, 황산염이온의 증가에 의한 핵종과의 복합

체 형성 등과 같은 중요한 지하수계의 지화적 변화가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질

산성질소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한다.

Ÿ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획득되어야할 심부지하수 환

경에 대한 정보는 국내 지열수 자료를 통하여 구하였다. 획득된 지열수의 지화

학성분 자료의 통계적 분석결과 화산암, 화강암, 편마암지역 지열수의 화학적 환

경이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화강암지역 심부지하수는 고알카리성의

중탄산-나트륨의 화학적 특성과 임해지역의 경우 해수혼합에 의한 희석된 염수

환경하에서의 핵종의 거동에 대한 평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화산암

지역 심부 지하수는 다양한 화학조성의 특성을 보이므로 지역별, 세부지질별 지

하수의 화학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지역 예비 지하수유동 모델링

가. 화산암 연구지역

화산암 지역의 대표적 연구지역으로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화산암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화산암 연구지역의 지하수시스템을 모의하기 위해 분석된 수리지질

개념모델에 근거하여 모의 영역 내에 수리상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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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영역 설정) (사용한 수리지질영역의 단면도)

그림 4.24. 모의 영역 설정 및 격자망 구성

화산암 지역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화산암 지역의 지하수 유동은 수

리지질개념모델에서 구성된 수리투수성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그

림 4.37, 수두분포 결과 참조).

(평면도) (단면도)

그림 4.25. 모의된 수두 분포

나. 편마암 연구지역

편마암 연구지역으로 전라북도 부안군 일대에 대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편

마암 지역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 정류상 모델에서 지하수의 방향을 벡터로

나타냄. 낮은 수리전도도에 의해 지하수의 유속이 2.5×10-8m/s로 극히 적게 나타나

며, 지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지하수 유동 방향은 북쪽과 남쪽에 존재하는 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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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방사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 또한, 지하수의 유속을 확인한 결과, 편

마암 지역 심부 영역의 지하수 유동은 투수성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

다.

(모델 영역) (등수두 분포) (지하수 유속 분포)

그림 4.26. 편마암 지역의 모델 영역 및 지하수 유동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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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KURT 시설부지 수리 및 지화학 특성평가

1. 부지 특성 조사

가. 지표 지질조사

1) 선구조 분석

선구조선은 단층, 파쇄대, 층리, 지질경계, 주절리 등과 같은 지하의 지질구조 요

소를 파악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시자로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

구원내에 건설된 지하처분연구터널 (KAERI Underground Reseach Tunnle) 을 기

준으로 수리지질학적 시스템을 고려하여 국지영역과 부지영역으로 영역 구분을 실

시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수치지형도의 고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 주변의 선구

조선 발달 양상을 파악하고, 연장길이 및 빈도수에 대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 국지 영역

KURT 주변의 국지 규모의 영역에서 선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구조 분석은 수치

지형도 (1:50,000)을 이용하였으며, 현재 지형을 이용하여 선구조를 도출한 결과 총 88개

의 선구조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선구조의 주방향은 남북 방향이 우세하였으며, 북서 방

향의 선구조가 2차 그룹을 형성하였다. 과거의 지형을 가상적으로 구현한 접봉도면

(summit level map) 을 이용하여 선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65개의 선구조가 도출되었

다. 도출된 선구조의 주방향은 남북 방향이 우세하였으며, 동서 방향의 선구조가 2차 그

룹을 형성하였다.

국지영역의 선구조를 분석한 결과 KURT 주변 지역에서 관측되는 선구조는 주

로 남북 방향의 주향을 나타내었으며, 북서 내지 동서 방향의 선구조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선구조의 길이는 전형적인 대수정규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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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지형을 이용한 분석 (b) 접봉도면을 이용한 분석

그림 5.1. 국지영역의 선구조 분석 결과

나) 부지 영역

KURT 주변 지역의 부지 규모 선구조 분석은 1:5,000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였다.

수치지도에서 X,Y,Z의 좌표를 이용하여 지형을 구성하고 지형에 따른 선구조 분석

을 실시하였다. 선구조 분석을 위해 20m, 40m, 80m 공간 간격의 접봉도면 (summit

level map) 을 구성하여 연구 지역의 침식 이전의 가상의 지형을 구축하였다(그림

5.2). 선구조 분석을 종합한 결과 KURT 주변 지역에서는 남북 방향의 선구조가 주

방향을 이루며, 추출된 선구조는 대수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5.1).

(a) 3차원 지형도 (b) 접봉도 (20m)

(c) 접봉도 (40m) (d) 접봉도 (80m)

그림 5.2. 선구조 분석에 이용된 지형도 및 접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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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부지규모 영역의 선구조 분석 결과

2) 지표 지구물리 탐사

KURT 주변 지역의 부지 규모에 대한 지질 구조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된 시추

공 및 주변 지역에서 지표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 지표 지구물리탐사는 비저

항 탐사와 탄성파 탐사를 이용하였는데, 총 12개의 측선에서 지표 지구물리 탐사를

수행하였다. 지표 지구물리 탐사 결과 KURT 주변 지역의 부지규모에서 총 7개의

지구물리 자료에 대한 이상대가 관측되었으며, 이를 선상으로 연결하였을 때, 남북

방향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5.4).

그림 5.4. 단열대 분석을 위한 지표지구물리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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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추공 단열 조사

1) 시추공 초음파 텔레뷰어

KURT 주변 지역 에서 굴착된 총 9개의 시추공에서 도출된 시추공 텔레뷰어 자

료를 이용하여 단열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추공 텔레뷰어 결과 시추공별로 단열

에 대한 분포가 깊이별로 도출되면, 깊이별 단열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

행하였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단열대를 정의하고 이를 시추공별로 구분하였다. 시

추공 별로 존재하는 단열대는 다시 시추코아 분석을 통해 기반암에 존재하는 미세

단열과 단열대에 존재하는 단열을 구분하여 단열대를 재분석 하였다. 또한, 시추공

텔레뷰어 결과 및 시추코어 분석에서 각 단열대에 대한 주요 단열을 분석하여 단열

의 방향성을 예측함으로서 단열대의 폭을 구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단열대의 방향성과 폭은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각 시추공 별로

존재하는 단열대를 분류 기준에 맞게 정의하였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지질 모델에

반영하였다.

2) 통계 분석

시추공 텔레뷰어 결과 각 시추공에서 관측되는 단열에 대하여 단열의 빈도 분석

(frequency analysis) 및 공간 분석 (spac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단열의 공간

분석은 단열과 단열 사이 공간(spacing)을 도출하여, 단열 사이의 공간에 대한 누적

밀도함수를 구함으로서 단열대를 구성하는 단열에 대한 통계적인 기준으로 설정하

기 위한 주요 인자가 된다. 단열의 빈도는 3차원의 공간적인 단열의 밀도를 1차원

의 시추공의 단열 개수를 이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 주요 인자가 될 수 있으며, 또

한 단열 빈도 분포를 이용하여 단열대가 갖는 단열의 개수를 개략적으로 예측하는

주요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단열 암반에서 단열망 모델링을 수행할 때 주요한 인

자로 분류 된다.

단열의 공간 분석 결과, 누적밀도함수를 이용하여 그 기울기로 단열대를 분류하

는 데에 이용하였다(그림 5.14). 본 연구지역에서 수행한 단열의 공간 분석에서

Fracture spacing이 0.2m를 기준으로 누적밀도함수의 기울기가 현저히 변하며, 이를

기준으로 Fracture spacing이 0.2m 이하의의 구간을 단열대로 분류하였다. 이는 단

열의 빈도 분석에서 단위 길이 (1m) 당 5개 이상의 단열이 존재하는 구간을 의미하

며, 단열 빈도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단열대의 구간을 선정하는 데에 기준으로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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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시추공 단열대의 공간분석 결과

다. KURT 지질조사

KURT 시설부지를 중심으로 시행된 시추조사는 KURT 부지의 지질모델, 수

리지질모델 및 지하수유동 모델 해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추조사를 통하여

모델에 입력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실제의 현장 조사의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지질정보는 지질구조로서 이러한 지질구조가 지하수 유동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심부의 수리 및 지화학적 특성이 심도별로 어떠한 변

화 특성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것이au, 이러한 배경에서 DB-1과 DB-2 시추조사를

수행하였다.

1) KURT 내 DB-1 시추조사

KURT 시설 내부에 이전 연구 단계에서 수직으로 굴착된 200m 심도의 DB-1

조사공을 500m 심도까지 연장하여 시추 조사를 실시하였다. DB-01의 500m 장심도

시추의 주요 목적은 KURT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단열암반의 수리 지질학적 특성

을 파악하고, 터널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체계 변화 장기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서 굴착되었다. 이를 위하여 장심도 시추공 굴착 후 구간별 현장수리시험을 수행하

고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부차적인 심부 시추공에서의 수리/지화학 조사기술

개발과 KURT의 수리/지화학 파라메터 생산 KURT확장을 대비한 수리/지화학 환

경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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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KURT내 시추조사과정

2) KURT 외부의 DB-2 시추조사

가) 시추조사 목적

기 제안된 KURT 주변 심지층 지질모델(ver.1)에서 제시된 주요 투수성 단열

대 ( Main Water Conductor Features, MWCFs) 구조 확인을 위해 KURT 외부에

심부 시추공을 굴착하였다. 1차년도에는 지표에서 600m까지 시추를 실시하며,

100m 단위로 수리․지화학 특성 조사를 수행하고, 2차년도에는 600m에서 1,000m의

시추를 실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100m 단위로 심부영역에 대한 수리․지화학 특성

을 조사하였다. 본 장심도 시추공 조사를 통하여 심부의 저투수성 조건에서 현장

수리지질특성 조사를 활용하여 수리인자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동시

에 심부 환경에서 지화학 특성을 조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 시추위치 결정

연구 지역에서 제시된 지질모델에 근거하여 심부 시추공 굴착 위치를 선정하

였다. 연구지역에서 구축된 지질모델 결과추가 조사가 필요한 위치가 A, B 지역으

로 선정되었다. 이중 A 지역은 동서/북서 방향의 단열대 확인, 기존에 구축된 지질

모델에 대한 검증, 단열대의 연장성 및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B 지역은선구조 분석 결과 예측되는 다른 단열대 확인하여 지질모델

보완할수 있는 점, 동서 방향 단열대의 연장성 확인이 가능한 지점으로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각 위치에서 심부 시추공의 위치를 결정할 경우 장점 및 단점을 평가하

여 최종 시추위치로 A 지역 선정하였으며 2008년에 지표에서 심부 600m, 2009년에

600m에서 1,000m로 굴착을 진행하였다 (표 5.1, 그림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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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

B

지역

그림 5.16. 연구지역의 심부 시추공 위치 선정

장 점

•EW trend, NW trend 단열대 확인

•구축된 지질모델 검증

–단열대의 연장성 및 위치 확인

–수리시험 결과, 단열대에 대한 수리

특성 보완

•선구조 분석 결과 예측되는 다

른 단열대 확인 : 지질모델 보

완

•EW trend 단열대의 연장성 확

인 가능

기술적

장점

•장비의 접근성 양호

•시추공 관리에 효율적
•장비의 접근성 양호

단 점 •추가적인 단열대 확인이 어려움
•연구소 철책 외곽에 위치하여

시추공 관리가 쉽지 않음

평 가 A B

표 5.1. 연구지역 시추공 굴착위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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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600m 시추현장 및 현장 수리시험 사진

2) 지구물리탐사 및 물리검층

가) 반사법 탄성파 탐사

원자력 연구원 내 KURT Site에서 기존 터널 굴진 시 확인된 단층대의 연장

성과 방향, 또는 이상대 탐지를 위해 메인 터널 길이인 180m에 터널밖으로 연장

122.5m를 추가하여 총 302.5m의 측선을 설정하였다. 그림 5.18는 반사법 탐사의 측

선도이다.

그림 5.18. 반사법 탄성파탐사 측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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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Enlarge upper 200ms section

중합단면도에 도시된 파란색의 이벤트는 진폭의 일관성을 따라 무작위로 추정

한 구조선이므로 물리적인 의미는 없으나 반사 이벤트 및 추정 구조선을 찾을 수

있도록 추후 추가적인 data processing이 요구된다. 중합단면도와 기존의 지표 지질

조사/터널 시추조사에서 발견된 구조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사법 탐사자료의

분해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반사법 자료의 수직분해능과 수평분해능을 계

산했을 때 기존에 발견된 구조선의 크기가 중합단면도에서 감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0. VSP 측선 개요도

나) Multi-offset 수직 탄성파 탐사 (VSP, Vertical Seismic Porfile)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기존 터널 굴진 시 확인된 단층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진공(DB-1)과 다양한 방위와 오프셋을 갖는 약 2m 깊이의 8개의 송신공

(SP-1～8)으로 VSP탐사를 실시하였다. 측선 설정은 터널 구조를 고려하여 수진공

과 평행선상에 오프셋만 다르게 하여 4개의 송신점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4개의 송

신점은 각각 다른 방위와 오프셋을 갖도록 하였다(그림3.5.20).

Multi-shots VSP 탐사를 통하여 고각의 단층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500m

이내의 천부구간의 단층대와 1,000m 까지의 심부 구조 이상대를 확인하였다 (그림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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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Multi-shots VSP 해석 결과

다) DB-01 시추공 물리검층

온도 및 전기전도도 검층을 통해 도출한 지하수의 온도 및 전기전도도 값은

시추공내에서 지하수의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시추공으로 지하수가 흐를 경

우 일반적인 지온구배의 경향을 보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일 수 있어 온도 검층 결과는 투수성 단열대의 지시자로 활용하기에 아주 효

과적인 검층 방법이다. DB-01 시추공에서 수직적 온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심도

210m를 기준으로 두 개의 기울기 (0.013, 0.022)를 갖는 온도 구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도 0 ～ 210m, 심도 210 ～ 500m의 지온구배는 다음과 같다.

․ 0 ～ 210m : 0.013 × depth (m) + 16.45℃

․ 210 ～ 500m : 0.022 × depth (m) + 14.12℃

공내 수직적 지하수의 온도 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 깊

이에 대한 온도 변화치 (Temperature difference)를 도출하여 보았다. 온도 변화치

를 통해 확인된 DB-01 시추공에서의 온도 이상대로 인지되는 구간은 심도 12.0～

23.6m, 37.7～62.2m, 90.7～110.5m, 206.6～214.0m, 219.0～228.0m 이다. 이 구간에서

투수성 단열대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타 검층 결과

및 단열 분석결과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전기전도도 검층 결과는 일반적으로 공내 지하수에서 이온의 희석 효과에 의

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항을 보이지만, 시추공으로 지하수가 흐를 경

우 그 지하수의 전기전도도 값으로 순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 투수성 단열대의 지시자로 활용하기에 효과적인 검층 방법이다. 공내 수직

적 지하수의 전기전도도 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 깊이에 대한 전

기전도도 변화치 (EC difference)를 도출하여 보았다. 전기전도도 변화치를 통해

확인된 DB-01 시추공에서의 이상대로 인지되는 구간은 심도 7～23.6m, 94～

100.7m, 207.5-224.9m로, 이 구간에서 투수성 단열대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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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한 확인은 타 검층 결과 및 단열 분석결과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SPS 검층 결과, DB-01 시추공의 전체 구간에서 나타난 P파의 속도 분포는

약 3,170～6,000 m/s, S파는 약 1330～3530 m/s로 나타났다. 특히, 196.0 ～ 224.2m

구간에서는 P파의 속도가 평균 4,600 m/s, S파가 1996m/s의 저속도 값을 갖는 것

으로 도출된다. 이는 해당 심도에서 P파와 S파의 속도를 감쇠시키는 단층 혹은 단

열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DB-01시추공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P파, S파 속

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구간은 심도 8.5 ～ 20.5m, 45.2 ～ 61.3m, 86.6 ～ 115.5m

구간과 124.7 ～ 131.3m, 147.4 ～ 163.5m 구간으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 상부에 나

타난 저속도 구간은 단열이 많이 존재하거나 화학적 풍화가 진행된 곳으로 판단되

며 하부에 나타나는 저속도 구간은 단층대 및 단열대에 의한 것으로 예측된다. SPS

검층결과를 이용하여 P파와 S파의 속도이상대로 판단되는 심도를 표 5.2와 같이 설

정하였다.

심도(m) 평균 P파속도(m/s) 평균 S파속도(m/s) 평균 포아송비

8.5 ～ 20.5 4806 2265 0.351

45.2 ～ 61.3 5087 2963 0.241

86.6 ～ 115.5 5278 2705 0.317

124.7 ～ 131.3 5331 2639 0.335

147.4 ～ 163.5 5138 2293 0.374

196.0 ～ 224.2 4600 1996 0.382

표 5.2. SPS 검층 결과 단열대로 판단되는 저속도대

음파검층결과 전체 구간에서 P파는 4,000 ～ 5,500 m/sec, S파는 2,200 ～

3,400 m/sec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P파가 4,500 m/sec, S파가

2,400 m/sec 이하의 속도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낮은 속도를 보인 심도

207.9 ～ 212.0m 구간으로 P파속도가 3,600 m/s, S파속도가 1,800 m/s 값을 보였으

며, 이보다는 속도값이 크지만 심도 15.5 ～ 21.6m 구간, 심도 46.5 ～ 52.6m, 심도

94.1 ～ 101.9m, 그리고 심도 151.0 ～ 159.1m에서도 P, S파 속도가 4,500 m/s 와

2,500 m/s 정도의 값을 보여 다른 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값이 얻어졌

다. 이 구간들은 단열이 많이 발달하거나, 화학적 풍화가 더 진행된 곳으로 판단되

어지며, 이는 코어를 관찰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파검층결과를 이

용하여 P파와 S파의 속도이상대로 판단되는 심도를 표 5.3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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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m) 평균 P파속도(m/s) 평균 S파속도(m/s) 평균 포아송비

9.5 ～ 22.5 4,668 2,521 0.293

45.0 ～ 55.0 4,960 2,859 0.251

90.9 ～ 105.0 5,049 2,919 0.249

147.5 ～ 160.3 4,905 2,781 0.263

196.2 ～ 212.0 4,495 2,446 0.290

표 5.3. Full wave sonic 검층 결과 단열대로 분석되는 속도 이상대

전기비저항검층결과 전체 구간에서 200 ～ 12,000 ohm-m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2,000 ohm-m 이하의 낮은 비저항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

다. 가장 낮은 속도를 보인 심도 200 ～ 220m 구간으로 short normal과 long

normal 저항치가 1,000 ohm-m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보다는 크지만 심도 13.0 ～

29.0m 구간, 심도 43.0 ～ 66.3m, 심도 83.5 ～ 110.5m, 심도 144.5 ～ 163.5m, 그리

고 심도 235.5 ～ 248.3m에서도 부분적으로 2,000 ohm-m이하의 비저항치를 나타

내어 다른 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저항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구간들은 단열이 많이 발달한 파쇄대 및 단층대의 존재로 인해 지하수의 함양이 풍

부한 곳으로 판단되어진다. 심도 253.2m 이하부터는 기기의 최대치인 12,000

ohm-m 을 넘는 값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매우 단단한 암반으로 구성되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비저항검층결과를 이용하여 저비항치로 판단되는 심도를

표 5.4와 같이 설정하였다.

심도(m) SH-N (ohm-m) LO-N (ohm-m)
Formation Res.

(ohm-m)

13.0 ～ 29.0 6469 5187 6332

43.0 ～ 66.3 3512 2442 3078

83.5 ～ 110.5 2651 2450 2433

144.5 ～ 163.5 1485 1419 1602

196.6 ～ 229.6 1201 625 1246

235.5 ～ 248.3 6030 3956 5753

표 5.4. 전기비저항 검층 결과 저비저항대

전체 구간에서 나타난 밀도 분포는 약 2.0～2.7g/cm3로 나타났으며, 자연 감마

값은 약 150～350cps로 분포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값을 보인 심도 4.0 ～

23.5, , 37.0 ～ 46.0m, 88.7 ～ 93.5m, 155.4 ～ 160.7m, 172.6 ～ 176.8m, 199.4 ～

223.2m, 234.7 ～ 244.3m, 293.5 ～ 301.4m, 378.5 ～ 384.3m의 구간에서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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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47의 g/cm3의 밀도값이 계측되며, 218 ～ 357 cps의 자연 감마값을 보이

고 있어, 해당 지역의 주요 지질인 화강암의 밀도값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

다. 특히, 88.7 ～ 93.5m, 155.4 ～ 160.7m, 199.4 ～ 223.2m, 234.7 ～ 244.3m의 구간

에서는 2.30 g/cm3 이하의 밀도를 갖고 있어, 단열대 혹은 파쇄대로 예측된다. 그러

나, 293.5 ～ 301.4m, 378.5 ～ 384.3m의 낮은 밀도값은 자연감마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실제 밀도값은 그 상하부와 비슷한 값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도 300 m

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하부의 밀도가 평균 2.53 g/cm3 으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심도(m) 자연감마 (CPS) 밀도 (g/cm3) 비 고

4.0 ～ 23.5 218.58 2.47

37.0 ～ 46.0 287.64 2.36

88.7 ～ 93.5 356.48 2.23

155.4 ～ 160.7 232.68 2.28

172.6 ～ 176.8 304.01 2.31

199.4 ～ 223.2 253.89 2.29

234.7 ～ 244.3 326.00 2.00

293.5 ～ 301.4 302.93 2.29 자연감마 영향

378.5 ～ 384.3 262.40 2.36 자연감마 영향

표 5.6. 밀도검층결과 도출된 고자연간마대 및 저밀도대

라. 수리지질 및 지구화학 조사

1) 수리지질조사

가) 현장 수리시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를 위하여 부지특성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원자력

연구원내 2000년부터 다수의 시추공을 굴착하였다. 굴착된 시추공의 위치 및 굴착

심도에 따라 BH와 YS, KP, TB관정군 및 DB관정으로 분류하였는데, BH 관정군

(BH-2, BH-3, BH-4, BH-5, BH-6)은 천부 지하수의 수리특성 조사를 위해 굴착되

었고, YS 관정군(YS-1, YS-2, YS-2-1, YS-2-2, YS-3, YS-4, YS-5, YS-6,

YS-7)은 심부 지질 특성 및 심부 지하수의 수리특성 조사를 위해 굴착되었다. KP

관정군은 2006년 한국원자력연구원내 건설된 지하처분연구시설이 건설되기 전, 부

지 조사를 위하여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입구에 수직 방향으로 KP-02, 나란한 방향

으로 KP-01시추공을 굴착하였다. 또한, 지하처분연구시설내부에 단심도 TB관정군

(20 m～50 m)을, 장심도 시추공인 DB-01을 2008년 초에 시추하였으며, 처분 대상

심도 이상(500 m 이상)의 지하에 대한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1,000 m 심도의 DB-02시추공을 2009년에 굴착하였다. 이들 시추공에서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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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굴착된 10개의 심부 시추공을 선정하여 현장 수리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이용해 연구 지역의 지질모델 구성요소에 대한 수리지질특성을 파악하였다(표

5.7).

Borehole Elevation Depth Size Borehole Elevation Depth Size

YS-1 82 500m NX(3") YS-5 76.0 200m NX(3")

YS-2 81 200m NX(3") YS-6 94.0 500m NX(3")

YS-2-1 81 200m NX(3") YS-7 56.0 400m NX(3")

YS-2-2 81 200m NX(3") KP-1 125.0 250m NX(3")

YS-3 80 300m NX(3") KP-2 125.0 60m NX(3")

YS-4 91.0 350m NX(3") DB-1 90m 500m NX(3")

표 5.7. YS 시추공의 제원

본 수리지질조사를 위해 일정구간별 정압주입시험을 실시하였다. 정압주입시험

은 이중패커를 이용하여 구간별로 시행되었다(박경우 외, 2004). 시험은 주입단계에

서 20분 내외로, 정압주입후 일정유량이 매질로 유입될 때 까지 시험을 실시하였다.

주입수는 연구지역의 지표수를 이용하였으며, 주입압력의 안정화를 위하여 약 20

m～40m 의 정압이 걸리도록 상부 표고에 물탱크를 임시로 설치하거나, 물탱크 설

치가 어려운 곳은 주입펌프를 사용하여 일정압력으로 물을 주입하였다. 주입호스

선상에 설치되는 압력계는 0.1 ㎏/㎠까지 판독 가능한 유압 압력계를 사용하였고,

주입량의 정밀한 계측에 가장 중요한 유량계는 Gilmont Instruments사의 rotameter

를 계측 범위별로 중첩하도록 자체 제작되었다. 피압구간에서의 역류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유량계 각각의 연결라인에 체크밸브가 설치되었다.

2) 지구화학 조사

부지조사에서 지화학특성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KURT (심지층 처분환경) 에서의 지하수 지화학 특성 규명

∙ KURT 지화학모델링을 위한 지화학 자료의 신뢰도 확보

∙ 심지층 처분환경 심부지하수 지화학 조사기술 개발 :

심부시추공지하수의 물리화학적 파라메터(Temp, pH, Eh, DO, EC,

Alkalinity), 화학조성(주원소, 미량원소, TOC, DOC), 안정동위원소조성(2H,
13

C,
18
O,

34
S,

87
Sr/

86
Sr), 방사성동위원소 조성(

3
H,

14
C,

238
U/

234
U)

∙ 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지화학 자료 생산

이와 같은 지화학 조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연구기간 중에 수행된 지구화학 조

사의 주요 주제는 크게 KURT 모암 및 단열충전 광물분야와 지하수 분야의 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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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KURT 모암 및 단열충전 광물 분야에서는 주로 암석

화학, 단열충전광물 및 광물화학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부지주변의 암석-광물학적

특성 및 진화과정을 해석하였고, 지하수 분야에서는 주로 KURT 및 주변 심부 시

추공 지하수의 장기 모니터링을 통하여 연속측정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 측정

및 지화학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직접 적용하였고, 또한 지하수화학 및 유기물

분석, KURT내 심부시추공 확장을 통한 심부 지화학 모니터링, YS시추공 및

KURT 주변의 지화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KURT 부지에서의 지화학

특성 조사를 위한 시추공 지하수 현장측정 및 지화학 분석 개념도는 그림 5.22와

같다.

조사된 지구화학 특성의 결과들은 안전성 평가, 공학적 방벽 및 핵종이동 등

과 관련하여 다음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 처분용기의 부식 (canister corrosion)

∙ 완충재(벤토나이트)의 성능 (bentonite performance)

∙ 고준위폐기물의 용해도 (fuel dissolution and solubilities)

∙ 핵종 저지 (radionuclide retention)

∙ 지질학적 이해 (geoscientific understanding)

∙ 기타

그림 5.22. KURT 부지에서의 시추공 지하수 현장측정 및 지화학 분석 개념도



- 482 -

2. 지질학적 특성

가. 지질 개요

KURT 시설부지의 지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KURT가 위치한 한국원자력연

구원을 포함한 대전 유성 북부지역의 광역적인 지질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본 절

에서는 KURT시설 부지 주변의 광역적 지질특성을 기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보고

서(한국원자력연구원, 2007)에 수행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이후

KURT의 건설 및 심부시추공에서 얻어진 지질자료를 중심으로 KURT 시설부지의

국지적인 지질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유성 지역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50 km 지점에 위치하며 경기변성암 복합

체 내에 위치하고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중생대의 심성암과 맥암류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5.23).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는 흑운모 편마암 및 편암으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시추지점의 북서부에 주로 분포한다. 연구 지역을 주로 구성하

고 있는 심성암류는 크게 시대미상의 편상화강암과 중생대 복운모화강암으로 나뉘

어진다. 이 중 복운모화강암은 연구 지역의 전 범위에 걸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

하는 암석으로 편상화강암을 관입하고 있다. 복운모화강암은 중립 내지 세립질이며

주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이고 저어콘, 금홍석, 인회

석 등이 소량 관찰된다. 사장석과 미사장석은 쌍정이나 입자 경계를 따라서 부분적

으로 견운모화 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운모류는 벽개면을 따라 녹니석화

되어 있기도 하다.

그림 5.23. KURT 시설부지 주변의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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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운모화강암지역의 야외관찰시 풍화된 암석의 경우 XRD분석결과 풍화산물

은 대부분이 일라이트질 점토광물이며 소량의 카올린 광물이 산출된다. 연구지역내

심부시추공 주변의 지질은 중립질 내지 세립질 복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지적으로는 미약하나마 편상조직을 보이기도 하나 연구지역 남서부에 분포하는

편상화강암과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대전도폭에서는 편상화강암을 쥬라기의 편마상

화강암으로 보았고 복운모화강암과는 동일 마그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 (이상

만 외, 1980). 이들은 중립질로서 편리의 방향이 주변의 변성퇴적암류의 편리방향과

일치한다. 또한 연구 지역 외곽부에는 중생대 심성암류가 시대미상의 변성퇴적암류

를 관입하고 있다 (박희인 외, 1977).

이 밖에 맥암류와 석영반암이 연구 지역 전반에 걸쳐 이들을 관입하고 있다.

석영반암은 연구 지역 동남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복운모화강암과는 상호 점이적 관

계를 보인다. 맥암류는 주로 산성암맥으로 석영반암과 함께 주로 NS 내지 N10?W

의 관입 방향을 보이며, 정지곤 외 (1997)는 이 암맥류들이 유성온천지역의 온천수

를 가열시킨 열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4기 충적층

이 수계를 따라 3-11 m의 두께를 보이면서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나. 구성 광물과 암석

1) 모암 및 조암광물

한국원자력연구원내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의 모암은 복운모 화강암으로서 주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이며 이밖에 녹니석, 금홍석, 저

어콘, 인회석 등이 소량 존재한다. 이들의 산출양상은 기존의 심부지질환경특성조사

를 위하여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심부시추공의 분석결과와 유사하지만

국지적으로 흑운모가 우세한 운모류로 산출되면서 흑운모 화강암의 양상을 보이며,

시설의 일부 구간에서는 구조작용에 의한 편상 흑운모 화강암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일부 산화철이 미세 단열을 따라 세맥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KURT내

심부시추공(DB-1)에서 얻어진 신선한 모암들로부터 분석된 모달분석결과를 심성암

분류표에 도시하여보면 대부분 화강암영역에 도시되며, 이는 기존 심부시추공들(YS

시추공)로부터 얻어진 모암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그림 5.24). 또한 주변의 YS심부

시추공에서 관찰되었던 양상과 유사하게 지하처분연구시설내의 시추코아에서도 단

열대와 관련되어 견운모화, 녹니석화, 세립의 황철석 함유, 산화대 존재 등의 다양

한 변질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일부구간에서는 세립의 황철석의 산출과 함께 열수

변질양상이 관찰된다 (그림 5.25). 신선한 모암의 장석은 알바이트에서 올리고클레

이스까지의 조성을 보이고 흑운모는 앤나이트와 흑운모사이의 좁은 범위의 조성을

보이면서 Al이 결핍된 조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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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KURT 및 심부시추코아(DB-1), 주변 화강암류들의 모달분석 결과

전체적인 연구지역 화강암의 SiO2의 함량은 66.4∼75.0%로 산성암에 해당되며, 지

화학적으로 I-type에 속하면서 과알루미나 성질을 나타내고, 0.96∼1.21범위의 알루미나

포화지수를 갖는다. 화학분석결과는 전체적으로 SiO2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TiO2, Al2O3,

MgO, FeOT, CaO, P2O5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K2O는 증가하는 일반적인 화강암

의 분화경향을 나타낸다(그림 5.26). 기존 YS 시추코아 분석결과와는 CaO와 Na2O 경

향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 마그마 진화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동일마그마

기원으로 판단된다.

그림 5.25. KURT 화강암류의 편광현미경 사진 (Qtz : 석영, Pl : 사장석, Mcl : 
미사장석, Bt : 흑운모, Mus : 백운모, Chl : 녹니석, S : 견운모, Cc : 방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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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KURT및 심부시추공 시추코아, 주변

화강암류들의 SiO2에 대한 주요원소들의 분포경향

(Harker’s diagram)

2) 단열충전광물

KURT내의 시추공들로부터 얻어진 시추코아에서 일라이트, 로먼타이트, 녹니

석, 녹염석, 몬모릴로나이트, 카올리나이트, I/S 혼합층상광물 등의 단열충전광물들

이 감정되었다. 특히 기존의 주변 YS시추공들에서의 지하수 화학분석결과와 열역학

데이타를 이용한 계산에서만 추정되었던 몬모릴로나이트와 카올리나이트가 확인되

었다. 단열충전광물 중에는 방해석이 가장 광범위하게 산출되며, 일라이트는 산출

양은 많지 않으나 산출빈도는 가장 높다. 로먼타이트와 같은 제올라이트 광물은 주

변 시추공보다는 빈도가 낮지만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녹니석은 주로 단열대 표면

의 변질광물로서 주로 산출된다. 특히 로먼타이트와 녹염석 및 황철석의 산출은

KURT를 포함한 연구지역 전반에 열수변질작용의 영향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주

사전자현미경 관찰에서 로먼타이트는 전형적인 주상의 결정형을 보여주며, 일라이

트와 카올리나이트는 판상의 결정형태로 산출되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결정도를 보

인다. 반면에 녹니석은 전형적인 판상의 결정형의 집합체로 산출되고, 몬모릴로나이

트의 경우는 전형적인 벌집형태의 조직을 보여준다 (그림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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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KURT내 심부시추코아(DB-1)에서 관찰되는 단열충전광물의

주사전자현미경(SEM) 사진

다. 단열대

1) KURT 주변 지역

가) 단열대 조사

KURT 주변 지역에 대한 기반암에 대한 단열대 및 단층을 분석하기 위하여 2

단계 해석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지표 조사의 일환으로 KURT 주변 지역의

선구조 분석 및 지표지구물리 탐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선구조 분석과 지표지구물

리탐사 결과를 활용하여 KURT 주변 지역의 개념적 지질 구조를 이해하고, 예상되

는 단열대 및 단층과 그 방향성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시추공 단열 조사를 수행하였

는데, 시추공 단열 조사는 시추공 텔레뷰어 결과를 이용하여 단열에 대한 통계적 자

료를 분석하고,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대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시추공별로 존

재하는 단열대를 분류하여 그 크기 및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지표 조사

및 시추공 조사를 종합하여 KURT 주변 지역의 지질 모델을 구성하였다.

연구지역에 굴착된 총 9개의 시추공에서 도출된 시추공 초음파주사검층 자료

를 이용하여 단열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시추공 초음파주사검층 결과를 이용

하여 시추공별로 단열에 대한 분포를 깊이별로 도출하고, 깊이별 단열 정보를 이용

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단열대를 정의하고 이를 시추공

별로 구분하였다 (표 5.8). 시추공 별로 확인된 단열대는 다시 시추코아 분석을 통

해 기반암에 존재하는 미세 단열과 단열대에 존재하는 단열을 구분하여 단열대를

재분석 하였다. 시추공별로 구해진 단열대의 폭은 또한, 시추공 초음파주사검층 결

과 및 시추코어 분석에서 각 단열대의 주요 단열을 분석하여 단열대의 경사 방향을

도출함으로서 시추공에서 판단되는 단열대의 폭을 최종적으로 구하였다. 이렇게 분

석된 단열대의 방향성과 폭은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각 시추공 별로 존재하는 단

열대를 분류 기준에 맞게 정의하였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지질모델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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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대 분석 자료 Remarks

YS1_104F YS1MF104(N18W74N)
선구조 분석

major fracture on 104mabh
of YS1FZ1ab

YS1_104DZ YS1FZ1ab(87.2-138.0mabh) fracture zone #1of YS-01
pararell to YS1_104F

YS1_433F
YS1MF433(N20W55S)
지표 물리탐사
선구조 분석

YS1_433DZ YS1FZ4cd(417.3-447.2mabh) pararell to YS1_433F

YS2_106F
YS2MF106(N10W73N)
지표 물리탐사
선구조 분석

YS2_106DZ YS2FZ1abc(88.9-152.1mabh)

YS6_70F
YS6MF70(N9W75N)
지표 물리탐사
선구조 분석

YS6_70DZ YS6FZ2ab(51.5-93.0mabh) YS6FZ2(52.7-92.7mabh)

KP1_75F KP1MF75(N2E86E)
선구조 분석

KP1_75DZ KP1FZ1a(27.0-83.0mabh) KP1FZ1(29.3-82.0mabh)

KP1_120F KP1MF120(N75E42S)
선구조 분석

KP1_120DZ KP1FZ2b(115.0-132.0mabh) KP1FZ2(101.0-124.0mabh)

KP1_177F KP1MF177(N87E71S)
지표 물리탐사

KP1_177DZ KP1FZ3(176.5-181.6mabh) KP1FZ3a(176.5-195.0mabh)

표 5.8 KURT 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대 및 단열 손상대

나) 단열대 분류 결과

단열대의 분류 기준에 따라, KURT 주변의 단열대에 대해 분류하여 보았다(표

5.9). 분류된 단열대 명칭은 FZ(order)(분류결과)-No.의 순서와 형식으로 정하였다.

FZ2A의 단열대는 총 6개가 존재하며, FZ2S 단열대 1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명칭은 향후 추가적인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No 단열대 두께(m) Order 분류 결과 단열대 명칭

1 YS1_104F 14 2 Class A FZ2A-1
2 YS1_433F 17.3 2 Class A FZ2A-2
3 YS2_106F 18.5 2 Class A FZ2A-3
4 YS6_70F 11-20 2 Class A FZ2A-4
5 KP1_75F 65.9 2 Class S FZ2S-1
6 KP1_120F 12.5 2 Class A FZ2A-5

7 KP1_177F 14.0+ 2 Class A FZ2A-6

표 5.9. KURT 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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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URT 지역

KURT의 심부 시추공(DB-01)에서 수행한 시추공 단열조사(BHTV)의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예비 단열대 6구간을 선정하였고, 물리 검층과 비교하여 2차 예비 단

열대 7구간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아로깅 및 코아사진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 8구간의 단열대를 도출하였다.

단열구간

BHTV로

도출된 단열대

물리검층으로

도출된 단열대
최종 단열대

From (m) To (m) From (m) To (m) From (m) To (m)

DB-01-1 3.0 25.0 8.0 26.0 3.0 25.0

DB-01-2 43.9 59.5 45.0 58.0 43.5 59.5

DB-01-3 96.0 116.4 90.0 114.0 92.0 116.0

DB-01-4

154.0 227.6

155.0 159.0 156.0 159.0

183.0 194.0

203.0 224.0 201.5 226.0

DB-01-5 236.2 244.6 237.0 249.0 234.0 244.0

DB-01-6 276.7 300.8 291.0 301.0 279.0 293.0

표 5.10. DB-1 시추공 단열대

빈도 분석은 공간분석을 바탕으로 0.2m/m 이하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단열들

을 깊이별로 plot하여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6구간을 1차 예비단열대로 예상하였다.

물리 검층으로 도출된 RQD, 밀도 탄성파 속도, 전기저항, 온도 자연감마값이 결정

질 암반 특유의 값이나 주변 지질과 다른 특정 구간을 시추공 단열조사(BHTV)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여 7구간의 2차 예비단열대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코어

로깅과 코어사진를 선행된 자료들과 깊이별 오차와 단열들의 실제 공간과 분포를

비교하여 최종 8구간의 단열대를 선정하게 되었다(표 5.10).

그림 5.28. 최종 확정된 단열대 물리검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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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암반 배경단열 분포특성

KURT 내 위치한 심부 관정 DB-1에서 acoustic televiewer를 이용하여 관

정 로깅을 하였다. 관정에서 관찰된 모암의 암상은 모두 화강암이며, 개구성 단열과

광물 등으로 충진된 폐쇄성 단열이 관정을 관통하고 있다. 코어 로깅 결과와 관정

로깅 결과를 종합하여 DB-1 관정과 교차한 단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

여 단열대를 구분한 후 단열대 외 지역에 위치한 배경단열들에 대해 그 분포 특성

을 분석하였다.

관찰된 모든 배경단열들에 대한 단열밀도는 단위 길이의 관정과 교차하는

단열의 개수로 정의되는 P10값으로 나타내었으며, 기준 관정 길이는 20m로 하여

구간들을 세분하였다. 터널 바닥으로부터 150 ∼ 200m 하부에 위치한 구간에서

P10이 6.0 ∼ 7.0으로 단열 밀도가 매우 높으며, 300 m 하부 구간들에서는 대부분

P10이 0.5 이하로 매우 낮은 단열 밀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터널 바닥으로부터 0 ∼

150m 하부에 위치한 구간들과 200 ∼ 300m 하부에 위치한 구간들에서는 2.0 ∼

3.0 의 P10값이 관찰되었다. 각 구간에서 관찰된 모든 배경단열들의 방향성 분포를

살펴보면, 터널 하부 25∼43.5m 구간과 293∼500m 구간에 위치한 배경단열들은 수

평으로 누워있는 단열들이 우세하다. 반면에 나머지 구간에 위치한 배경단열들은

일부 EW 방향의 단열이 우세하거나 (터널 하부 59.5∼92m 구간), NS 방향의 단열

이 우세한 구간 (터널 하부 194∼201.5m 구간)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개 NW 방향

의 단열들이 우세하다.

관찰한 배경단열에는 개구성 단열과 반개구성 단열, 폐쇄성 단열 모두가 포

함된다. 이에 투수성 단열일 확률이 높은 개구성 단열과 반개구성 단열에 한정하여

단열 밀도와 그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배경단열 중에 투수성 단열일 확률이

높은 개구성/반개구성 단열의 비율은 매우 낮아, P10값이 모든 배경단열을 대상으

로 했을 때에 비해 10배 이상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터널 바닥으로부터

25∼43.5m 하부에 위치한 구간에서는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이 1개 교차하여서

0.05의 P10을 보여주는 등 매우 낮은 단열밀도를 보여주다가 아래로 점차 내려갈수

록 단열밀도가 커져 터널 하부 60∼300m 구간에서는 0.15∼0.25의 P10값을 보여준

다. 이후 터널 하부 300m 이하 구간에서는 단열 밀도가 매우 낮아져 개구성/반개구

성 배경단열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모든 배경단열의 방향성 분포와 달리, 관찰된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들은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NW 방향의 방향성을 보여

주어 하나의 단열군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KURT 하부에 위치한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을 하나의 단열군으로

분류하여 그 방향성의 통계적 특성을 FracMan (Dershowitz et al., 1998)의 ISIS

(Interactive Set Identification System) modul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DB-1이 수직으로 뻗어 있어 생길 수 있는 관찰 결과의 편향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관찰 자료에 대해 Terzaghi 보정을 하였으며 최적화 방법으로는 sim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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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al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표 5.11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포형태 Fisher 분포

특성지수
Mean dip (tr, pl) (199.6, 66.0)

Fisher K 8.62

표 5.11.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방향성에 대한 통계적 특성

관찰된 방향성 분포와 가장 잘 가까운 분포 형태는 Fisher 분포로, 그 특성

지수는 평균 dip direction은 199.6˚, 평균 dipping angle은 66.0˚로 분석되었다. 또한

단열 방향성의 분산도를 나타내는 최적의 Fisher K는 8.62로 계산되었다. 도출된 통

계적 특성이 관찰된 방향성 분포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 (K-S)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K-S 통계는

0.09, percent significance는 92.3%로 계산되어 분석한 통계 특성으로 관찰된 방향

성 분포 특성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K-S 통계는 분석한 통계

특성으로 단열의 방향성 분포를 예측하였을 때 예측값의 누적확률밀도함수와 관측

값의 누적확류밀도함수의 최대 절대 차이값을 의미하며, 그 값이 작을수록 분석한

통계 특성이 관찰값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percent

significance는 분석한 통계 특성으로 단열의 방향성 분포를 예측하였을 때 그 평균

과 표준편차가 관찰값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같을 확률을 의미한다 (Dershowitz et

al., 1998).

3. 수리지질학적 특성

가. 수리지질 개요

1) 지표 수문

연구소 지역을 포함하여 가로 6.76km × 세로 5.58km 규모의 광역 영역에 대

한 geomorphology를 살펴보면, 산의 능선을 기준으로 지표수 시스템을 7개로 구분

할 수 있다. 지하수 시스템이 반드시 지표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지

만, 일반적으로 지하수 수두 분포가 지형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에서 7개로 구분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체 영역에서 관심이 되는 영역은 A영역과 B영역이다. A영역과 B영역의 경

계 위치에 연구소의 시추공이 위치하고 있으며, 실증처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형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수 시스템을 구분하는데 있어, A영역과 B영역에 경계가

남쪽 산(적오산)에 의해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어, 시추공이 위치한 지역을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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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하수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힘들다. 따라서 시추공으로부터 가능한 자

료를 획득하여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질도를 살펴보면 같은 지질을

갖는 위치에 있으므로 수리화학적 특징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평균 강수량

연구지역의 지하수 수리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강수의 효과에 대한

고찰을 위해 현재 강수량을 분석하여 강수량에 대한 수리학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방법이 적절하다. 대전 지역은 동해안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

반적인 몬순 기후를 보이는데, 대략 연평균 1,350mm의 강수량을 나타내며, 6월과 9

월 사이에 내리는 강수량이 대략 900mm의 강수량으로 연 강수량의 67% 차지할 정

도로 집중적인 강수량 분포를 보인다. 건기인 10월에서 3월 사이에는 강수량이 상

대적으로 우기(6월～9월)에 비해 적다. 평균 강수량의 차이는 지하수 유입량과 유출

량에도 변화를 주게 되는데, 하나의 유역에서 외부로부터의 유량 유입이 없다면, 강

수에 의한 유입이 유일한 source가 된다. 대전지역에서는 위와 같이 계절별 강수량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기상 상태가 연구지역의 지하수 시스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3) 지하수 시스템

연구지역은 국지적으로 북쪽과 서쪽에 위치하는 산계와 남쪽의 산계에 둘러

쌓인 분지형태의 지형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북서쪽의 산계와 남쪽의 산계에 의

해 영향을 받는 지하수 시스템이 적용된다. 광역 지하수 시스템은 주로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움직인다. 또한, 지하수로의 유입 원천이 되는 강수의 함양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연구지역의 강수에 의한 지하수 함양율을 제시한 자료는 부족하

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하수 함양율은 매질의 특

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외에 일조량, 강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사, 식

물 분포 등에 의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각각의 함양율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지역 표토층 하부의 경우 대략 퇴적층이 5m 내외로 얕게 쌓여 있으

며, 강수는 표토층과 풍화대를 지나 기반암에 이르게 된다. 기반암의 매질은 표토층

과 풍화대에 비해 수리전도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지하수 함양은

극히 적다. 그러나 단열대가 존재할 경우 단열을 따라 비교적 빠른 함양이 일어날

수 있다. 연구지역에서 함양과 관련된 일반적인 모식도는 아래 그림 5.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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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연구지역의 수리지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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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열대의 수리 지질학적 특성

연구지역의 부지특성 조사용 시추공에서 현장 수리시험을 수행하였다. 수리특성

분석을 위한 현장 수리시험으로서 YS, KP 관정군에서 일정 구간별 정압주입시험

을, 자분정인 DB-1 시추공에서는 시추조사 결과 도출된 8개의 단열대를 대상으로

정압배출시험 및 회복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배경단열에 대한 수리특성 해석을 위해

같은 방법으로 일정 구간별 정압배출시험과 회복시험 각각 수행하였다.

일정 구간별 정압주입시험의 결과는 정상류 해석방법으로 계산되었다. 실제 단

열암반에서 지하수 유동의 경향은 선형유동, 방사상 유동, 구상유동의 세가지 형태

를 나타내며, 부정류 상태의 지하수 유동에 대해 차원분석법을 이용하여 수리전도

도 값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차원분석법을 이용하여 수리전도도 값

을 구할 때 수리시험의 기간 및 초기 유입되는 유량 자료의 부족 등의 한계가 있으

며, 차원 해석에서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Kuusela-Lahtinen, A., 2003). 정상류 해석법에 의한 수리전도도는 균질 등방성

매질에 수직인 시험공에서의 흐름이 방사상 층류(laminar flow)라 가정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법은 Moye의 공식(Moye, 1967)에 따랐다.

Moye(1967)는 정압주입시험에서 시추공의 주변에서는 2차원의 방사상 유동이

일어나며, 시추공에서 거리가 시험구간의 1/2이 되는 지점부터 3차원의 구상유동

(spherical flow)로 전환한다고 가정하여 투수량계수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차원분

석법으로 구한 해와 Moye의 공식에 의한 해는 실제 수리시험이 행해지는 매질에서

지하수가 방사상으로 유동할 때 가장 잘 일치하며, 선형유동 및 구상유동에서는 약

간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단열암반에서 주로 보이는 지

하수 유동은 방사상 유동의 성격을 띠며, 실제 시험결과 차원분석법으로 구한 해와

Moye의 공식으로 구한 해가 비교적 잘 일치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SKB

TR 91-13, 1991).

정압배출시험 결과는 Moye 방법 (USBR, 1968)과 Jacob-Lohman 방법 (Jacob

and Lohman, 1952), Straight line 방법 (Jacob and Lohman, 1952)을 이용하여 해

석하였다. 이 때, Moye 방법은 지하수 시스템의 정류 상태를 가정하여 지하수 배출

량이 수렴하였을 때의 수렴값과 떨어뜨린 수리수두를 이용하여 투수량계수를 추정

하는 방법이고, Jacob-Lohman 방법은 지하수유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압배출시험

시 지하수 배출량 변화의 해석해를 유도한 후 이 해석해를 이용한 type curve와 관

찰된 지하수 배출량 변화를 matching시켜 대수층의 투수량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다. 그리고 Straight line 방법은 간략화한 Jacob-Lohman의 해석해를 이용해 대수

층의 투수량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회복시험결과는 Horner plot을 이용한 해석

법 (Horne, 1995)으로 해석하여, 회복시험 시 관찰된 수두 변화로 Horner plot을 그

리고, Horner plot으로부터 무한방사형 지하수 흐름을 보이는 시간대를 찾아낸 다

음, 그 시간대의 수두 변화로부터 대수층의 투수량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구지역에서 구간별 투수량계수 10-7～10-9 m/sec로 화강암지역에서의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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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리전도도 값을 보였으며, 누적분포함수를 도시해 보았을 때, 정규분포나 지수

분포 보다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수량계수의 평균값은

5×10-7 m2/sec이고, 표준편차는 1.7×10-6 m2/sec로 평균 투수량계수에 비해 현저히

큰 값을 보여, 구간별 투수량계수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수리전도도의 중앙

값은 3.9×10-9 m2/sec (1st Quartile : 8.410-10 m2/sec, 3st Quartile : 3.1×10-8

m2/sec)로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값을 보였다. 시험 구간에서 물이 전혀 주

입되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구간의 수리전도도를 유량계의 측정 한계치를 기준으

로 1×10-11 m2/sec로 두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YS-06, YS-01, YS-07 시추공에서 지하 400m 이하의 깊이에

서 심부 지하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투수량계수를 나타내었다는 점이다.

정압주입시험으로 산출한 투수량계수와 텔레뷰어의 검층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주

로 단열이 많이 분포하는 구간에서 수리전도도 값이 크게 나타났으며, YS-01번 시

추공의 지하 400m 아래 구간과 YS-07번 시추공의 지하 400m 근처 구간에서 다른

구간에 비해 소규모 단열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수성이 양호한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비록 단열군의 규모가 작더라도 소규모의 투수성 단열이

존재한다면 해당구간의 투수량계수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시한다.

다. 암반 및 배경단열의 수리 지질학적 특성 

KURT 내 암반 및 배경단열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DB-1 내

단열대 외 구간에 더블패커를 설치하고 각 구간에 대하여 정압배출시험 (constant

head withdrawal test)과 회복시험 (recovery test)를 수행하였다. 이 때,시험구간의

간격은 20m로, 20m보다 작은 길이를 갖는 구간에서는 수리시험을 수행할 수 없었

다. 표 5.12는 암반 및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를 예측하기 위해 정압배출시험과 회

복시험을 수행한 DB-1 공의 시험구간과 각 구간에서 발견된 전체 배경단열의 개

수,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개수를 보여준다. 시험구간에 전체 배경단열은 많

은 편이나 유동성 단열일 확률이 높은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개수는 매우 적

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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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간 전체 배경단열 개수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 개수

터널하부 65〜85m 55 3

터널하부 125〜145m 62 5

터널하부 161〜181m 137 4

터널하부 251〜271m 16 0

터널하부 291〜311m 49 0

터널하부 311〜331m 16 1

터널하부 331〜351m 8 0

터널하부 351〜371m 15 2

터널하부 371〜391m 11 0

터널하부 391〜411m 4 0

터널하부 411〜431m 8 0

터널하부 431〜451m 4 0

터널하부 451〜471m 16 0

터널하부 471〜491m 2 0

표 5.12. 수리시험을 수행한 DB-1 공의 시험구간과 각 구간에서 관찰된 배경단열

의 개수

수행한 정압배출시험 결과는 Moye 방법 (USBR, 1968)과 Jacob-Lohman 방법

(Jacob and Lohman, 1952), Straight line 방법 (Jacob and Lohman, 1952)을 이용하

여 해석하였다. 표 5.13은 관찰한 수리시험 결과를 전술한 방법들로 해석하여 도출

한 각 시험구간의 투수량계수를 보여준다. 정압배출시험의 경우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 결과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압배출시험의 해석 결과와 회복

시험의 해석 결과가 달라 크게는 1차수까지 차이나는 구간이 존재한다. 개구성/반개

구성 배경단열의 개수가 많은 시험 구간에서는 대체로 정압배출시험과 회복시험의

해석 결과가 비슷하나, 보통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개수가 적은 시험 구간에

서는 두 시험의 해석 결과의 차이가 커진다. 이는, 회복시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시

험 시 수리반응 중 무한방사형 지하수 흐름을 보이는 반응을 찾아 해석하였으나,

정압배출시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전 수리반응을 무한방사형 지하수 흐름으로 가정

하여 해석한, 해석 방법의 가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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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간
추정한 투수량계수 [m2/sec]

Moye 방법 Jacob-Lohman
방법

Straight line
방법

Horner plot
방법

터널하부
65〜85m 1.64E-07 1.31E-07 3.03E-07 1.51E-06

터널하부
125〜145m

1.14E-07 1.11E-07 3.54E-07 5.50E-07

터널하부
161〜181m

1.07E-07 1.15E-07 1.41E-07 4.04E-07

터널하부
251〜271m

1.65E-07 1.29E-07 1.93E-07 1.01E-06

터널하부
291〜311m

5.94E-08 3.00E-08 2.91E-08 5.61E-08

터널하부
311〜331m

3.06E-08 1.29E-08 1.47E-08 6.12E-08

터널하부
331〜351m 5.68E-08 3.14E-08 3.48E-08 1.53E-07

터널하부
351〜371m

5.62E-08 3.30E-08 3.17E-08 3.54E-07

터널하부
371〜391m

6.01E-08 4.15E-08 3.42E-08 4.43E-07

터널하부
391〜411m

5.91E-08 3.03E-08 3.26E-08 1.85E-07

터널하부
411〜431m

4.94E-08 3.05E-08 3.37E-08 3.37E-07

터널하부
431〜451m

4.13E-08 5.09E-08 2.53E-08 4.49E-07

터널하부
451〜471m 5.53E-08 5.39E-08 3.42E-08 2.84E-07

터널하부
471〜491m

5.31E-08 7.58E-08 6.06E-08 3.69E-07

표 5.13. 수리시험 결과로부터 도출한 각 구간의 투수량계수

수리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각 수리암반영역 내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의

통계적 특성을 유추하였다. 투수량계수 유추를 위해 FracMan (Dershowitz et al.,

1998)의 OxFilet (Osnes Extraction from Fixed-Interval-Length Effective

Transmissivities) 모듈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시 사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험구간의 투수량계수는 구간 내 존재하는 투수성 배경단열들의 투수량계수의 합

과 같다고 가정하여, 암반의 매질은 불투수하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투수성 단

열일 가능성이 높은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개수가 0인 시험구간의 투수량계

수를 기준으로 삼아, HRD-1의 경우 3.00E-8 m2/s보다 작은 투수량계수를 갖는 배

경단열은 불투수하다고 가정하였고, HRD-2의 경우 6.00E-8 m2/s보다 작은 투수량

계수를 갖는 배경단열은 불투수하다고 가정하였다. 이 때, HRD-3에서 수행된 수리

시험은 없기 때문에 HRD-3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행된 패커 시험

은 서로 연결된 단열들로 이루어진 단열망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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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수 배경단열에 관한 상기 가정을 이용하여 OxFilet 모듈을 이용하여 유동성 배

경단열 최적 투수량계수 분포 추정은 물론, 시험구간 내 유동성 배경단열의 최적

개수를 유추하였다. OxFilet 모듈의 배경단열 투수량계수 분포 예측 과정은 그림

5.30과 같다. 먼저 관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와 불투성 구간으로 가정된 구간

의 비율을 가지고 복합적 포아송 과정을 통해 투수성 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예

측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를 유추한 다음, 유추된 구

간별 투수량계수 분포와 관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를 비교한다. 이 후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관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분포와 가장 잘 맞는 구간별 투수

량계수 분포를 유도하는 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그 영역 내 투수성 단열의 투수

량계수 분포로 확정한다.

그림 5.30. OxFilet을 이용한 투수성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 및 P10 예측 과정

먼저 HRD-1 내 시험구간에서 관찰된 구간별 투수량계수의 분포를 구하였고, 그 결

과는 표 5.14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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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m2/s) 4.07E-08

표준편차 (m2/s) 1.53E-08

왜곡도 (Skewness) 1.41

첨도 (Kurtosis) -0.03

표 5.14. HRD-1에서 관찰된 시험구간별 투수량계수의 분포

위 결과를 토대로 OxFilet을 이용하여 HRD-1에 위치한 투수성 배경단열들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유추하였다. 그 결과, 그 최적의 분포 형태는 Normal

distribution of Log로 분석되었고, 그 때 Log(T)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7.48,

0.08로 계산되었다. 또한, 투수성 배경단열의 빈도는 m 당 0.061 개로 예측되어 그

P10이 0.061로 계산되었다. 이렇게 예측된 투수성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이

용하여 패커 구간별 투수량계수를 유추하였을 때 그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4.11E-08 m2/s, 1.95E-08 m2/s로 계산되었고, 그 왜곡도와 첨도도 각각 2.14와 4.41

로 계산되어 실제 관측된 값과 비슷하였다.

HRD-2에서 관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의 최적의 분포는 그 평균과 표준편차

가 각각 -7.88, 0.50인 Normal distribution of Log였고, 투수성 배경단열의 P10은

0.182으로 계산되었다. 이렇게 예측된 투수성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이용하

여 시험 구간별 투수량계수를 유추하였을 때 그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8.10E-08

m2/s, 3.11E-08 m2/s로 계산되었고, 그 왜곡도와 첨도도 각각 0.76와 -1.39로 계산되

어 실제 관측된 값과 비슷하였다. 이에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의 분포를 표 5.15와

같이 확정하였다.

분포 형태 Normal distribution of Log

Log(T)의 평균 -7.88

Log(T)의 표준편차 0.50

투수성 배경단열의 P10 0.182

표 5.15. 확정된 HRD-2 내 투수성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

4. 지구화학적 특성

가. 지하수화학특성 개요

1) KURT 건설 및 운영 초기 지하수 화학 특성

광역적인 KURT 주변 부지의 지질환경조사를 위해 기존에 총 17개의 시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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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3개 심부시추공에는 단열구간 별로 Multi packer system

이 설치되어 시추공 굴착 후 현재까지 연구지역의 수리지질특성 및 지하수의 지화

학적 해석을 위한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다. 이 중 기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나

공상태 (open borehole)에서 채취된 지하수 시료들은 심도별로 지하수의 수리화학특

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피압이 걸리는 시추공에서는 공내에서의 수두차

이에 의해 상방향 유동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 구간에 걸쳐 지하수의 수리화학

특성이 동일하다.

그러나 MP system이 설치된 시추공지하수의 pH값은 -50m이상의 천부지하수에

서는 약 7임을 보여주는 반면 심도 -150m 이하 구간에서의 지하수의 pH는 약 9.9

∼10.3으로 매우 일정한 값으로 심도 -500m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중패커시스

템이 설치된 YS-1공 주변의 시추공들의 pH는 7.4∼9.1을 보여준다. 심도에 따른

pH의 변화양상과는 달리 산화-환원전위 (Eh)는 심도에 따라 크게 2가지 양상으로

대분되어 심도 -250이하 구간에서는 크게 환원환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추

공으로부터 실측된 연구지역 지온증가율은 2.6℃/100m 이다. 시추공 지하수의 용존

산소함량은 대부분 2∼5 ppm 범위에 속하며, 심도에 따라 뚜렷한 변화특성을 보이

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지화학 특성이 -252m∼ -259.5m 심도를 기준으로 크게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지하수의 체류시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어 심도

-250m 구간까지 심도 증가에 따른 물-암석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심부지하수의 이산화탄소분압은 약 10-6 atm을 보이고 있어, 심부지하수는 이

산화탄소에 대하여 거의 닫힌계에서 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KURT 부

지 주변의 광역적인 심부지하수는 크게 화학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Ca-HCO3, Na-HCO3 및 Ca-OH). 대부분 천부지하수는 Ca-HCO3 유형을 보이며,

심부지하수는 Na-HCO3 유형을 나타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2007).

기존에 YS시추공을 포함하여 연구지역의 심부지하수의 지화학 파라메터를 현

장에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산화-환원전위의 경우 그 값이 안정되

어 지하수시료의 대표치를 나타내는 데는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화학 모니터

링의 효율성과 측정결과의 품질보증에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금번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 평가를 위한 연구수행과정 중에 심부시추공 지하수에 대한

수리지화학 장기모니터링을 위한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측정에 이

용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현장 측정자료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개발 내용은 제6절의 심부지질환경 조사 및 해석기

술 개발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KURT 건설 중 및 건설 완료 후 운영중의 지하수의 수리화학적인 성

분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는 시추공의 특정구간에 대하여 패커시스템을 이용하여 구

간을 격리시킨 후 시료를 채취하였다. 건설중 및 운영 초기 KURT내 시추공들의

지하수 화학조성은 대부분 Ca-HCO3유형에 속하였으며, 다중패커가 설치되어 지화

학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는 연구시설 주변의 심부 시추공 (YS-1, 4, 7)의 화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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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와는 달리 아직 시추수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부

터널 진입부의 관측공 지하수에서는 Ca-SO4 유형의 지하수 시료들이 분석되어 이

들이 주변 벽의 숏크리트와의 반응영향을 지시하였다 (그림 5.31). KURT 운영 초

기에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산화-환원전위 역시 터널의 굴착에 따른 대기환경과의

접촉으로 인한 산화환경으로의 변화특성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천부지하수의 유입에 의한 변화특성도 함께 보여주었다.

이들 지하처분시험시설내 시추공 및 투수성단열대의 지하수 시료 화학분석결과와

열역학데이타를 이용하여 계산한 대표적인 광물의 포화지수를 살펴보면 로먼타이

트, 녹니석, 일라이트, 몬모릴로나이트 등에 대하여 과포화 상태에 있으며 이는 시

추코아에서 관찰된 단열충전광물과 일치하였다.

그림 5.31. KURT내 시추공들의 지하수 화학 특성(DB-1 심부시추 이전 및 이후)

2) KURT 운영중 심부시추공(DB-1)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금번 연구기간 중 개발된 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KURT의 운영중 터널내 시

추공 지하수의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 온도와 pH, EC, DO 등은 측정 후 1-2 시간

이내에 빠르게 안정화 되었으나 산화-환원전위(Eh)의 경우에는 현장측정챔버내의

유속에 따라 1-3일 이상이 걸렸다. 대부분의 KURT내주변 시추공지하수가

Ca-HCO3유형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DB-01 시추공(500m 심도)의 심부지하수는

Ca-Na-HCO3유형을 보여 준다. 특히 심도의 증가에 따른 산화-환원전위의 감소와

pH의 증가 및 용존이온들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DB-01시추공에서는 지하수주유동로로 추측되는 두 개의 대규모 투수성 단열

대가 150-159m와 200-218m 심도 구간에서 확인되었으며 측정된 지하수의 산화-환

원전위는 환원환경을 이 구간들이 환원환경임을 지시하고 있다. DB-01시추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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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지화학모니터링의 자세한 결과는 다음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나. DB-1 심부시추공의 심도별 지하수화학특성

현재 KURT 내부에는 지질조사용 연구모듈내 총 11개의 시추공들이 20～

500m 심도로 설치되어 있다. 이중 DB-1 시추공은 2006년 시추 당시 200m 심도였

으나 2007년에 500m 심도로 확장하였다. 이와 같은 심부시추의 지화학적 목적은 다

음과 같다.

∙ KURT 부지의 지화학 파라메터 생산

∙ 단열대 및 심도별 수리시험과 지하수 시료채취

∙ 지하수체계 변화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KURT확장 대비)

∙ 처분심도 및 심부환경에서의 독자적인 지화학 조사 및 해석기술 개발

∙ 처분시스템 개발 및 안전성평가의 지화학 관련 입력자료 생산

1) 지화학 특성 조사를 위한 시추코아 상세로깅

단열구간에 대한 시추완료후 상세조사(수리시험과 지화학측정 및 시료채취)를

위하여 조사구간을 수리적, 지화학적 특성에 따라 정하기 이전에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추코아의 상세로깅을 수행하였다. 코아로깅이란 시추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전 시추코아를 대상으로 코아에서 얻을 수 있는 암석, 광물, 단열

정보를 정해진 코아기재 방법에 따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단열분석 및 암

석/광물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시추코아 기재

시스템에서는 단열의 물리적 특성만을 중심으로 하여 (코아회수율, 단열방향, 개수

등) 기재하였으며, 실제 코아 심도를 비교하여 확인할 만한 실측 데이터가 함께 기

재되지 않으며, 각 단열에 대한 변질정도와 단열충전광물의 상세 기재가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금번 연구기간 중에는 기존 시추코아 기재법을 개선하여 암

석/광물학적인 상세 기재내용을 포함한 단열대중심의 암석지화학 상세 시추코아 기

재법 확립하여 DB-1 심부 시추코아 로깅에 활용하였다. 개선된 시추코아 상세로깅

시스템의 주된 내용 및 예시는 다음과 같다(그림 5.32).

∙ 암석.광물기재: 심도, 코아사진, BIPS, BHTV, 암석명, 조직, 광물조성, 입자크

기, 모양, 유색광물함량, 풍화정도, 풍화/변질에 의한 물리적 분류, 코아회수

율, 등

∙ 단열구간 기재: 단열밀도, 단열그림, 단열번호, 심도, 주향경사, 단열형태, 단

열면상 선구조특성, 단열산출상태, 등

∙ 단층대 기재: 단층암석분류, 두께, 등

∙ 변질대 기재: 변질폭/정도, 변질물질 등

∙ 충전광물 기재: 충전광물폭, 충전물질, 광물조성변화 등



- 502 -

그림 5.32. 상세 시추코아 로깅 시스템에 의하여 기재된 시추코아의 예시

2) DB-1 심부시추중 지화학 조사

DB-1 시추공에 대한 지화학 조사는 시추중의 조사와 시추후의 상세조사로 나

누어 질 수 있다. 두 과정 모두 해당 심도에 대하여 싱글 혹은 더블패커를 설치 후

수리시험과 더불어 연속적인 흐름 내에서 외부의 공기와 접촉없이 현장 측정을 수

행하였으며, 충분한 양수 후 현장측정값들(특히 Eh)이 안정된 후(4시간～5일) 시료

채취를 실시하고 지화학 분석을 수행하였다.

심부시추중에는 총 5개 단열 구간에 대하여 지화학 모니터링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였다. 대부분의 지화학 파라메터들은 수시간 이내에 안정되었으나 산화환원

전위의 경우에는 지하수 유출양에 따라 최소 2일-10일 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

였다. 특히 시추 초기 210～220m 구간에서는 대규모의 투수성 단열대가 발견되어

그라우팅이 실시되었으며, 그라우팅에 의한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그라우팅 이전에

해당 구간에 대한 현장 측정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였다. 심부 시추 중의 지화학 모

니터링 결과는 일반적인 심부지하수의 변화 양상으로 심도의 증가에 따른 pH의 증

가 및 용존이온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가장 깊은 심도의 400m 이하 심도에

서는 매우 적은 지하수 유출량과 시추 공기에 따른 수리시험 진행 등의 문제로 지

화학 파라메터들이 완전히 안정화 될 때까지 측정하기가 불가능 했던 이유로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천부 시추공 지하수 시료들이 Ca-HCO3 유형에 속하는 반면DB-1 시추

공의 지하수가 Ca-Na-HCO3 유형에 속함을 보여준다. DB-1 시추공의 확장이전에

기존 확인된 150～160m 구간의 투수성 단열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화학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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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결과들은 이들 천부 시추공 시료에 비해 용존 Na의 비율리 더 높아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는 심부환경으로 갈수록 지하수는 Na-HCO3 유형으로 전이함을

지시하며, DB-1 시추공 확장 후, 상세 지화학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3) DB-1 심부시추후 상세 지화학 조사

심부시추가 완료된 후, 단열 조사 및 상세 단열 로깅 결과 등에 의해 상세 수

리시험 및 지화학 모니터링 구간이 총 8개 구간으로 결정되었다 (표 5.16). 심부시

추중의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는 일반적인 심부지하수의 변화 양상으로 심도의 증가

에 따른 pH, EC 및 용존이온증가와 Eh, DO값의 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300m 이하 구간에서는 수리전도도 값이 매우 낮으며, 따라서 지하수의

유출량도 지화학 측정이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지화학 측정 및 시료채취에 매우 장

기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단열분석에 의해서 결정된 8개 단열구간에 대한 지화학

조사와는 별개로 300m 심도 이하 구간에 대한 정확한 지화학 트성값을 얻기 위한

모니터링을 약 1개월 간에 걸쳐서 별도로 수행하였다. 300m 심도 이하 구간에 대한

현장 측정 결과는 온도는 18.6℃, pH는 8.5, Eh는 -256mV, EC는 174μS/cm, DB는

0 mg/L의 전형적인 심부지하수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었다.

Piper 다이어그램에서는 시추중 및 천부 시추공 지하수 시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URT내의 다른 천부 시추공 지하수 시료들이 Ca-HCO3 유형에 속하는 반면

DB-1 시추공의 지하수 및 특히 300m 심도 이하 구간의 시료가 Ca-Na-HCO3 유형

에 속함을 보여준다. 산소-수소 안정동위원소 분포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모든 지하

수는 강수기원임을 알 수 있다. C-14분석에 의한 지하수 연대측정 결과는 가장 심

부의 지하수가 약 8,600년의 지하수 연대를 지시한다. 일반적으로 강수기원의 지하

수의 경우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의 체류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지하수 연

대가 오래된 값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93～213m 심도의 지하수의 경우에

는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해당 구간에 대

규모의 투수성 단열대가 인지되었으며 수리전도도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측정

된 바 있다. 따라서 국지적인 단열 특성 의한 지하수 유동체계 특성을 반영하고 있

음을 지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KURT 부지에서의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

물 처분장의 심지층처분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지질모델을 구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생산된 지화학 자료들의 신뢰도 확보는 매우 중요하

며, 본 연구기간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생산되는 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기술개

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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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6. 상세 수리시험 및 지화학 모니터링 구간

다.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지화학 반응

본 연구는 지구화학 프로그램인 PHREEQC 2.0 (Parkhust and Appelo, 1999)

에 의해 계산되었다. PHREEQC는 상용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

으로서 지구화학 반응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1) 지하수/시멘트페이스트 반응

지하수와 시멘트페이스트의 반응은 중저준위폐기물처분장인 경주지역 지하수

와 위의 모델링 결과에서 생성되는 시멘트페이스트의 주요 구성 광물들과의 평형

반응을 통해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링 결과는 아래그림에 용해·침전되는 광물

들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pH는 12.4로 강알칼리성을 pe는 -8.0로 환원환경에 도달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광물들의 용해·침전을 살펴보면 Porlandite는

1.69×10
-2

mol, Katoite는 1.63×10
-5

mol, Hematite는 3.55×10
-12

mol이 용해되었으며,

반면 Calcite는 1.39×10
-3

mol, CSH1.1은 3.04×10
-4

mol, Brucite는 8.19×10
-6

mol,

Ettringite는 2.46×10-6 mol이 침전하였다. 일반적으로 고화된 시멘트페이스트에 주

변 지하수가 침투하기 시작하면 공극 내에서 Portlandite와 CSH 광물들의 용해·침

전반응이 수질을 조절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CSH 광물들은 CSH 내의

Ca/Si 비율에 의해 그 종류가 결정된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다량의 Ca를 함유

하고 있기 때문에 Ca/Si 비율은 1.8 이상이며 이 조건에서는 Portlandite가 침전하여

CSH1.8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Moranville et al., 2004). 하지만 용해도가 상대적

으로 큰 Portlandite가 우선 용해되기 시작하고 다음으로 CSH1.8은 CSH1.1로 변하

게 된다. 또한 시멘트페이스트와 지하수의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CSH1.1은

CSH0.8로 변환되고 CSH0.8은 SiO2-gel 형태로 변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nbow et al., 2005). 최종적으로 CSH 광물들도 모두 용해되고 나면 침투된 지하

수에 의해 공극수 수질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CSH 광물들은 콘크리트 방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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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방어하는 광물들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 상태에서 104년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gerblad and Tragardh, 1994). 따라서 본 모델

링이 지하수와 시멘트페이스트의 반응만을 고려하였지만 높은 pH와 CSH1.1의 존

재는 콘크리트 방벽이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3. 시멘트 페이스트 와 지하수 지화학 반응

2) 지하수-암석반응 모델링

지하수와 시멘트페이스트 반응을 통해 형성된 강알칼리성 수질을 이용하여 주

변 암과의 반응을 모델링하여 수질 변화 및 광물의 용해·침전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광물들의 함유량(mol)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추공 내 광물들의 중량 비를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모델링 결과는 아래 그림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pH는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103년에는 약 11.2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CSH1.1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고

CSH0.8의 농도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멘트의 풍화에서 CSH0.8이

형성되는 조건에서는 pH가 약 10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모델링

에서 pH가 11.2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Albite의 다음 반응식과 같이 H+

를 소모하는 광물들의 용해 반응이 pH를 완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NaAlSi3O8(Albite) + 2H+ +9H2O = Al2Si2O5(OH)4 + 2Na
+
+4H4SiO4

이온들의 농도변화와 광물들의 변화를 살펴보면 Na의 경우 위의 반응식과 같

이 Albite의 용해에 의해 그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a는 Anorthite의 용해에 의해 생성되지만 Katoite, CSH1.1, CSH0.8 광물의 침전에

의해 그 농도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Ca 농도가 450년 부근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 지점은 Anorthite의 포화지수가 0에 도달하는 지점으로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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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rthite의 용해가 발생하지 않고 CSH 광물의 침전에 의해 Ca가 제거되기 때문이

다. Si는 규산염 광물들의 용해 반응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의 농도

는 310년 부근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K-mica가 포화지수

0에 도달하여 침전되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K농도는 K-mica의 침전반응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g는 소량이지만 Chlorite의 침전에 의해 그 농도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Fe 역시 Hematite의 침전에 의해 그 농도가 감소

하고 있다. 이들 결과는 강알칼리성 지하수와 주변 암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지구화학 조건 및 지하수 수질은 규산염 광물들의 용해와 2차 생성 광물인 CSH 광

물들, 점토 광물들, 산화광물의 침전 반응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03년이 지나도 여전히 알칼리성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 콘크리트 방벽의 내구

성이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34. 시간에 따른 시멘트-지하수-주변 암석의 화학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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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KURT 주변 심부환경의 산화-환원 과정 분석

라. 지하수 산화-환원 반응

지하수 환경에서 발생한 산화-환원과정에 대한 열역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림 5.35). 지하수환경에서 산화-환원과정을 열역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

다 (Chapelle et al., 1996). 즉, Fe reduction,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 reduction)

그리고 메탄생성과정 (methanogenesis)에 대한 열역학 계산을 통하여 어떤 산화-환

원과정이 우세한지를 밝히는 것이다.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 reduction)과 관련하

여 그들의 열역학 결과가 다른 산화-환원과정에 비하여 미생물관련 에너지학적으로

우세하다는 결과를 나타났다. 결국, 열역학적으로 보았을 때,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 reduction)이 우세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메탄생성과정 (methanogenesis)

은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 reduction)과는 달리 제한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이 때 지하수환경의 위치에 따라서 열역학적으로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

reduction) 과 메탄생성과정 (methanogenesis) 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발

견되었다.

5. 부지특성모델 개발

가. 지질모델

1) 연구 지역 지질 모델의 구성요소

지표 지질조사 및 시추공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KURT 주변 지역의 상부 토

양층 및 풍화대, 저경사 단열대, 단열대에 대한 요소별 분포 깊이 및 크기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URT 주변 지역의 상부 토양층 및 풍화대에 대한 깊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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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 및 시추공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부 토양층

및 풍화대는 시추공별로 각각 그 깊이 분포가 차이가 있으며, 10m～38m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와 비교하여 KURT 주변 지역

의 상부 토양층 및 풍화대에 대한 분포 깊이를 도출하였다.

No 단열대 두께(m) Order 분류 결과 단열대 명칭

1 YS1_104F 14 2 Class A FZ2A-1

2 YS1_433F 17.3 2 Class A FZ2A-2

3 YS2_106F 18.5 2 Class A FZ2A-3

4 YS6_70F 11-20 2 Class A FZ2A-4

5 KP1_75F 65.9 2 Class S FZ2S-1

6 KP1_120F 12.5 2 Class A FZ2A-5

7 KP1_177F 14.0+ 2 Class A FZ2A-6

표 5.17. KURT 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대

시추공 텔레뷰어를 통한 단열의 방향성 분석 결과 도출한 시추공별 저경사

단열대는 22.5m～84.2m의 깊이로 분포하며, 지질 모델의 한 구성 요소로 입력하였

다. 다만, KP-01 시추공은 수평 시추공이므로 저경사 단열대에 대한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단열대의 분류 기준에 따라, KURT 주변의 단열대에 대해 분류하여 보았다(표

5.17). 분류된 단열대 명칭은 FZ(order)(분류결과)-No.의 순서와 형식으로 정하였다.

FZ2A의 단열대는 총 6개가 존재하며, FZ2S 단열대 1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

다.

2)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을 종합하면 그림 5.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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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2차원)

(b)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3차원)

그림 5.36.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나. 수리지질모델

1) 수리지질 개념모델

일반적으로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는 수리토양대(Hydraulic soil domain, HSD),

수리투수대(Hydraulic conductor domain, HCD), 수리암반대(Hydraulic rock

domain, HRD)로 구성된다. 그러나,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에서 저경사 단열

대가 추가 되었으므로 저경사 단열대(Low angle fractured domain)의 요소를 수리

지질모델에 추가하여 기본 개념 모델을 구성하여 보았다. 즉, 구성된 수리지질 개념

모델에서 HSD는 지질모델의 상부토양층 및 풍화대에 해당되며, HCD는 KURT 주

변지역에 존재하는 7개의 단열대, HRD는 단열대 사이의 기반암에 해당되며, LAFD

는 저경사 단열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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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지질모델의 요소에 대한 각각의 특성을 표 5.18과 같이 요약하였다.

수리지질모델의 요소 수리지질학적 특성

HSD
- 등방성의 투수성

- 공간적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균질한 분포

LAFD
- 이방성의 투수성

- 공간적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HRD
- 등방성의 투수성

- 공간적으로 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불균질한 분포

HCD
- 이방성의 투수성

- 각 단열대 마다 상이한 투수성

표 5.18. 각 수리지질모델의 요소에 대한 특성

2) 수리지질모델의 요소에 대한 수리특성

KURT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에 대한 요소에 대응된 수리지질 개념모델의

각 요소의 수리적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각 시추공에서 구간별로 산출된 수리전도

도 값을 지질모델의 구성 요소의 깊이별 분포로서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시추공별

상부토양층 및 풍화대의 깊이에 해당되는 수리전도도의 분포는 수리시험 결과에 대

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시추공에서 산출된 수리전도도(1.5E-7m/sec)를 이용

하였다. 상부토양층 및 풍화대를 제외한 각 시추공에서 도출된 수리지질모델의 요

소별 수리전도도 분포는 그림 5.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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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별 수리전도도 분포

다. 지구화학 모델

KURT 부지 주변의 17개의 YS 심부시추공(200～500m)에서 얻어진 지화학 데

이터를 이용한 지화학 특성 모델은 그림 5.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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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KURT 부지 주변의 200～500m 심부시추공에서 얻어진 지화학 데이터를

이용한 지화학 특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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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하수 유동모델링

KURT로 인한 주변 지하수 시스템의 변화를 다공성 지하수 유동 모델을 이용

하여 모의하였다. 암반은 다공성 연속체매질로 가정하였고, 계산에 사용한 모델은

Modflow이다. 입력자료는 기존 YS 계열의 시추공에서 얻은 자료에 근거하였다.

해석 영역 내 암종은 단일 암종(화강암)으로 모사하였다. 수리단위층으로서,

투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HSD(수리토양층)는 충적층이 분포하는 영역 내에 국한

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HRD(수리암반체)는 GL. -250 m를 경계로 상․

하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수평적인 해석 영역은 터널굴착 시 주변의 지하수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리적 경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질구조선, 능선, 계곡까지 확장

하였다 (그림 5.39). 해석영역은 수평방향의 수리경계를 포함하는 1.63 km × 1.56

km의 영역(그림 5.40)으로, 터널 내에서부터 외곽으로 1 ～ 40 m의 간격으로 격자

를 구성하였으며, 총 column 수는 69, row 수는 116, layer는 7개로 설정하였다.

모델의 최상부층은 주변 지표 관측공(KP-2, BH 계열 시추공)에서 계측된 수

위자료에 의해 작성된 초기수위와 함양량 (15 mm/year)을 상부 경계조건으로 하였

다. 모델의 위쪽에 위치하는 산 정상부와 아래쪽의 농경지 및 하천, 그리고 터널 우

상단에 위치하는 저수지는 general head boundary, 해석영역 내에 분포하는 수계는

river boundary를 각각 적용하였다. 최하부는 터널 굴착으로 인하여 지하수체계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도 (EL. -800 m)까지 충분히 확장하였다.

터널의 방향은 N56°W이고, 터널 내는 대기압 상태로 적용하였다. Modflow의

특성 상, 10% 경사를 갖는 터널의 모사가 불가하여 EL. 67～100 m에 위치하는 터널

을 수평터널로 가정하여 그 중간심도에 해당하는 EL. 84.5 m에 터널이 위치하는 것

으로 모사하였다.

그림 5.39. KURT 부근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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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지하수유동 모델링 영역

수리전도도는 기존 YS 계열의 시추공에서 수행된 수리시험 결과를 이용하였

고, 공극률과 같은 일부 조사되지 않은 인자에 대하여는 결정질암반의 일반적인 범

위의 값을 사용하였다(표 5.19; 그림 5.41).

Zone Hydraulic
Conductivity(m/sec)

Storage
Coefficient

Specific
Yield

Porosity(%)

HSD 5 × 10
-8

0.0002 0.25 3
HRD

Upper 5 × 10-9

Lower 1 × 10
-9

표 5.19. 모델에 적용된 입력인자

정상류 조건에서 1단계 굴착 종료 후 1 m 이상의 지하수위 강하를 보이는 영

향범위는 터널을 중심으로 횡축방향으로 약간 신장된 동심원을 이룬다 (그림 5.42).

이 영향추는 최대 반경이 약 350 m에 이른다. 영향추를 벗어난 고지대의 상류 구배

지역은 지형적인 이유로 1 m 정도의 수위강하 영향을 받지만 그 범위는 크지 않다.

터널 입구로부터 하류 구배 영역은 저지대이므로 수위강하 영향이 극히 작고, 우측

의 능선에서 약간 영향을 받는 정도이다.



- 515 -

HSD : 5 X 10-8 m/sec

HRD(Upper zone) : 5 X 10-9 m/sec

HRD(Lower zone) : 1 X 10-9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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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수리영역별 수리전도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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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정상류 조건에서 터널굴착 완료 후

수위강하분포도

정상류 해석 시 터널 굴착 완료 후 터널 내 유입량은 3.54 m
3
/day로 예측된다.

이 계산결과는 터널 굴착 시 지하수 다량 유입 구간에 대하여 암반의 투수성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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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정도로 지수가 이루어진 상태의 것이다.

나. 분리단열망모델을 이용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KURT 주변에 대해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층적으로 지

하수 유동 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KURT 주변 지역에 대해 광역 규모,

지역 규모, 부지 규모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모의를 위해 사용한 수

치 모의 방법은 유한요소법이며, 포화대 만을 대상으로 모의하였다.

지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KURT 주변의 지역 규모 지하수 유동 시스템

을 이해하고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의를 위한 모의 영역과 경계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그림 5.43은 모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43. 지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으로 예측한

수리수두 분포

지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위한 모의 영역과 경계 조건을 도출하였다. 단열대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분리

단열망 모델을 만든 후 Oda's method를 이용하여 (Oda, 1985), 모의를 위한 이방성

수리전도도 장을 구성하였다. 그림 5.44는 Oda's method를 이용하여 분리단열망 모

델로부터 도출한 이방성 수리전도도 장을 보여준다. 이 때 모의 영역의 상부는 지질

모델을 바탕으로 수리토양영역으로 가정하였으며, 수리토양영역, 수리암반영역, 단열

대의 수리지질특성은 부지 내 YS series 관정, KURT 내 관정 등을 통해 도출한 수

리지질특성을 그대로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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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부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위한 이방성 수리전도도 장

그림 5.45는 단열대가 없는 경우 지표 부근 지하수위는 지표의 고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지하 1000m 부근에서는 KURT의 진입터널 방향으로 완만하게 지

하수가 흐른다.

그림 5.45. 단열대가 없는 경우의 정류상 수리수두분포

그림 5.46은 지질모델에 포함된 단열대만 존재하는 경우 단열대가 없는 경우에 비

교하여 단열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체적으로 수리수두구배가 커지면서 지하수 흐

름 방향도 많이 바뀐다. 또한 수평 방향의 단열대가 지하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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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6. 단열대가 있는 경우의 정류상 수리수두분포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단열대의 유무에 대해서 지표에서는 단

열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으나 심부 환경에서는 투수성 단열대가 심부 영역의 지

하수 유동에 현저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부 영역에서의 지하수

유동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단열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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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심부지질환경 조사 및 해석기술 개발

1. 수리 및 지화학 조사기술 개발

가. 특허 : 침전물회수가 간편한 원심분리 튜브 부속품 (등록번호 10-0890316;

출원번호 10-2007-0062388)

용액내의 부유뮬 혹은 불순물이 주된 연구대상 물질일 경우, 원심분리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을 분리한 후 손쉽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시료의 양이 적거

나 완전한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시약수저를 이용하여 회수하거나 증류수

로 다시 세척하여 회수하고 건조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원 시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량의 침전물도 완전히 회수

할 수 있는 원심분리 튜브, 혹은 원심분리 튜브 부속품이 필요하다.

기존의 원심분리 튜브에 간단히 장착하여 원심분리 침전물을 간편하고 완전하

게 회수할 수 있는 원심분리튜브 부속품(2)의 모식도는 그림 6.1과 같다. 화학적으

로 안정하고, 고속의 원심분리시 원심분리튜브 내부와 유연하게 밀착하여 작용될

수 있도록 테프론 재질로 제작되며, 원심분리시 침전물은 원추모양의 기존 규격화

된 원심분리튜브의 하단부와 밀착된 본 발명품의 침전물 회수 부분(3)에 모여지고,

원심분리 후 튜브의 뚜껑부분까지 연결된 손잡이(4)를 이용하여 부속품을 분리해

내면 소량의 침전물도 완전히 회수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발명품에서 침전물이

회수되는 부분의 내부 형태를 구형(5)으로 제작함으로써 침전물의 회수를 더욱 쉽

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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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원심분리 튜브> <새로 고안된 원심분리 튜브>

그림 6.1. 침전물회수가 간편한 원심분리 튜브 부속품

나. 심지층 가스채취기술 및 예비조사

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은 용존이온 뿐 아니라 용존 가스에 의해서도 변화하

며 이는 특히 심부산화-환원 환경의 지시자로 작용→이들의 동정 및 심지층 가스채

취기술이 중요하다. 심부환경의 가스채취시는 지하수채취와 마찬가지로 상·하부의

간섭 및 교란으로 인한 시료채취의 신뢰도 확보가 우선적이며 이를 위하여 시추공

내 여러 구간을 완벽하게 격리시킨 후 지하수 환경을 심도별로 모니터링하고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림 6.2).

Groundwater inGroundwater out

Aluminum bag

Gas

Groundwater inGroundwater out

Aluminum bag

Gas

그림 6.2. 더블패커시스템을 이용한 심도별

가스채취장치 모식도

기존의 다중패커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시료채취관으로부터 가스를 분리하기

위한 진공라인을 개발하여 다중패커시스템의 시료 채취관으로부터 직접 가스시료의

획득이 가능하다. 개발된 가스시료채취 챔버 (그림 6.3)를 심도별 지하수시료채취를

위하여 개발된 수리시험용 더블패커시스템에 연결하여 적용했을 경우 격리된 단열

구간별로 지하수압과 지하수질 변화특성 자료와 함께 가스시료채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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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심도별 가스 시료채취를 위한 tool

2. 지화학 원위치 측정기술 개발

가. 특허 : 수리화학 파라메터 현장측정 챔버 (출원번호 10-2007- 0065791)

지하수가 시료채취된 후 각종 수리화학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온도, 압력

변화 및 대기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즉, 지표환경에서 온도변화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기존 수리화학 파라미터 현장 측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현장

측정 챔버의 구성요소는 아래 그림과 같다. 채취된 지하수는 현장측정 챔버안에서

각종 수리파라미터가 측정된다. 지하수의 유입부와 배출부를 가진 챔버의 본체는

진공을 유지하도록 하여 챔버 내부가 외부에 의한 온도변화를 최소화하며, 각종 탐

사침(probe)이 밀폐된 조건에 측정하도록 하여 압력감소에 의한 가스용출을 방지한

다. 알칼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산(acid)을 주입하며, 주입에

의한 챔버내부의 압력증가를 상쇄하기 위한 별도의 주사기를 사용한다. 주사기는

주입구는 고무격막(septum)을 이용한다. 챔버내부에는 회전막대를 삽입하여 교반

기를 이용하여 회전시킴으로써 주입된 산이 빠르게 챔버안에서 혼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4. 수리화학 파라메터 현장측정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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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화학 연속측정기술 개발

기존 현장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심부 지하수의 현장측정 및 시료

채취 방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화학 연속측정기술을 개발하였다.

∙ 싱글/더블패커, 수중펌프, 측정챔버 이용. 현장측정과 시료 채취 (Slug test

병행)→연속적인 흐름 내에서 외부의 공기와 접촉없이 현장 측정→충분한 양

수 후 현장측정값들(특히 Eh)이 안정된 후(4시간～5일) 시료채취 실시→지화

학 분석 수행 (그림 6.5).

(지화학 연속측정장치 개념1) (지화학 연속측정장치 개념2) (지화학 측정 챔버)

그림 6.5. 지화학 연속 측정장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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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도별 연구목표 및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가. 제 1 차 년도(2007)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후보부지선
정 평가시
스템 기술
지침 개발

․안전성기능 해당 item 별 list 작성
․평가 factor-area-item-parameter 등의 도출 및 기

술분류 체계 제시
․11개 제외지침 및 40개 선호지침을 토대로 선별 지
침(안) 구성

100
평가항목의 적
정성과 기술지
침을 마련

화산암.편마
암 연구지
역 선정 및
심지층환경
조사

․한반도 화산암 및 편마암 지질분포도 작성을 통한
분포특성 파악
․화산암.편마암지역의 수리 및 지화학 자료 수집
․자료의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국내 편마암 및 화산암 지역 수리;지화학 자료의

분석및 평가 : 화산암(고흥지역), 편마암(서천지역)
수리/지화학 특성 평가

100

연구지역 선정
의 타당성 및
기술적 근거
확보

장기지질안
정성 요소
정량평가(1)

․국내 지진/단층/화산 분포도 작성 100
단층/지진분포
자료 근거 및
타당성 확보

KURT 및
부 지 주 변
수리.지화학
환경 분포
특성

․KURT 단열특성 및 주요유동로 수리특성 분석
․KURT을 포함하는 연구지역의 지질모델 (ver.1)을

구축하고, 수리지질학적 인자의 대표성을 도출하여
수리-구조모델을 구축
․심도별 지하수 화학.유기물 특성 분석(KURT 및

주변지역 시추공 대상)
․KURT 다공성 지하수 유동모델링
․처분 부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공구조물(시멘
트/콘크리트)-지하수의 지구화학적 반응특성을 제시

100
수리.지화학자
료의 신뢰성
확보

심부지질환
경 조사.해
석기술개발
(1)

․KURT내 심지층 시추를 위한 물리탐사 : 전기비저
항 및 탄성파 탐사
․심지층 지하수시료채취 기술 개발 : 시료채취와 함
께 현장측정 가능 기술 개발
․수리특성분석을 위한 신뢰도 향상기술개발 : 처분

장 조건인 심지층 저투수성 결정질 암반에서의 수
리전도도 측정기술
․심도별 지하수 원위치 현장측정기술 개발

100

지하수채취, 수
리시험, 원위치
측정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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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2 차 년도(2008)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후보부지선

정 평가인

자 및 선정

방법론 개

발

․IAEA등의 국제기관 및 해외선진국에서 제시된 내

용을 바탕으로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후보부지

선정 평가인자 검토

․통계분석을 통한 적정 공간범위 및 단위격자 크기

선정/제안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응용통계를 이용한 정량적 가

중치 설정

100

평가인자별 상

대적 중요도

분석 및 각 인

자별 가중치를

정량적 값으로

적정하게 도출

화산암.편마

암 심지층

기 초 조 사

및 특성분

석

․화산암편마암지역 지질정보 분석

․수리, 수질화학 및 암석화학 자료의 분석 및 해석

․화산암편마암지역 수리/지화학자료의 종합평가해석

100

기초조사자료

와 지하수 유

동특성 비교

제시

장기지질안

정성 요소

정량평가(2)

․국내 장기지질현상(지진,단층,화산 등) 기존자료 종

합분석 및 현황 작성

․지체구조해석 전문가 자문분석

100

향후 처분장부

지 평가를 위

한 기초자료

확보

K U R T 내

MWCF 수

리 . 지 화 학

특 성 시 험

평가

․MWCF에서 추적자이동 수치실험

․KURT내 심부 시추공(500m)을 이용한 수리.지화학

특성 시험

․MWCF 구조 해석을 위한 공내 물리검층, 탄성파

반사법탐사, Multi-shot VSP 탐사 수행

․KURT 주변 지역 지하수 유동특성 분석을 위한 부

지특성모델 개발

․시멘트-벤토나이트-지하수 지화학 반응 모델링

100

추적자시험 및

단열망모델링

의 신뢰성 및

열역학자료의

신뢰성 확보

심부지질환

경 조사.해

석기술 개

발(2)

․물리탐사로 추정된 MWCF 구조 확인을 위한

600m 시추조사 수행

․심도별 수리.지화학특성 조사

․심부 환경 지화학 측정 기술 개발

․Thermochromic 물질을 이용한 광섬유 온도 센서

개발 기초연구

․심부 지하수 시료 채취 및 용존 가스 채취 기술 개

발

100

저투수성 및

고압조건에서

의 수리.화학특

성 측정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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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3 차 년도(2009)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후보부지선

정 평가.선

정을 위한

지질정보체

계 개발

․부지 선정을 위한 선정단계별 평가 기술지침서 작성

․부지 평가를 위한 지질학적 인자의 정량적 분포범

위와 평가인자별 정량적 가중치 결정

․규모별/단계별 평가를 위한 지질정보 요소를 도출하

고, 시나리오별 활용을 위한 지질정보체계를 설계

100

대상지역의 적

정한 선정 및

광역지질정보

와의 연계성

확보

화산암.편마

암 심지층

환경 기초

조사 및 특

성평가

․화산암과 편마암 연구지역의 심부지하수 수리화학

특성 통계 분석

․심부 지열수(1,200m 심도) 수리화학 유형 분석 결과

․기초조사와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타당성 예측

․화산암과 편마암 각 1개 중점 연구지역 도출

100

연구대상지역

이 적정한 선

정 및 예비평

가가 타당하게

수행됨

장기지질안

정성 요소

정량평가(3)

․장기 지질안정성 평가인자의 시공간적 분포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연구 수준을 점검하고, 기술 선도

국 대비 장기적인 연구추진 방향을 제시

․장기적으로 처분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지각변동 현상을 IAEA 지침과 일본 NUMO의

기준에 근거하여 급발성 지각변동과 완속형 지각변

동으로 분류

100

평가인자의 시.

공간적 분포특

성 및 정량화

방안 제시

KURT 수

리 . 지 화 학

부 지 특 성

모델 최적

화

․지하수의 산화-환원 과정을 분석하고 열역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심도별 산화-환원 과정의 특성 제시

․지하수-시멘트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강알칼리성 용

출수가 벤토나이트에 미치는 영향 규명

․2008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조사된 자료와

종합하여 지질모델 (ver.2.0) 구축

․지질모델에 의해 주요 유동로로 제안된 단열대에

대해 정밀수리시험을 통하여 derivative curve 분석

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단열대의 수리적 영향과

주변 경계조건을 분석.

100

기존 수리.지화

학 자료를종합

한 지질모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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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심부지질환

경 조사.해

석기술개발

(3)

․장심도 1,000m 시추조사(DB-2) 및 100m 간벽으로

정밀수리시험과 실시간 지화학인자 계측

․DB-2 시추공에 대한 물리검층을 수행하여 1,000m

까지 심도별로 공곡도, 전기전도도, 음파속도, 온도

분포 등의 인자를 도출하여 기존 DB-1 (500m) 조

사결과와 비교 수행

․DB-2 시추공 시험결과를 토대로 지질모델 (ver.3)

구축

․DB-2 심부 영역의 수리/지화학/가스 특성에 대한

자료체계 구축

․Geosynthetic analysis를 통하여 KURT 시설부지의

심부 영역에 대한 천연방벽 기능 평가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개발의 국제 협력결과

로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SNL)에 해당기술 수출

(10만불 규모)

100

수리시험 및

지화학조사의

신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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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가. 제 1 차 년도(2007)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기술발전 기여도

∙부지선정평가항목 도출 및 기술분류

∙평가항목-요소-인자간 구조 및 분류체계 도출

∙평가항목 최소요건 기준안 도출

․기술 선도국 및 IAEA 지침을 따르는

부지선정 절차 가이드라인 제시

․부지 선정단계별 평가항목-평가요소-

평가인자 간 기술분류

․광역조사 단계의 제외기준 제안

․후보부지 도출 단계의 선호기준 제안

∙화산암.편마암 연구지역 지질자료 수집방안 수립

∙화산암.편마암지역 수리.화학특성 배경치 분석

∙수집자료 통계분석

∙지역별 광역 지하수 유동 예비모델링

․국내 분포하는 결정질암류( 화강암, 편

마암, 화산암)의 분포도 작성

․분포면적 직격 8km 이상되는 연구대

상 26개 지역 도출 및 문헌자료를 이

용한 지화학 배경치 DB 구축

․화산암 지역 (여수)을 대상으로 광역

지하수유동 시뮬레이션 수행

∙지진.단층.화산 분포 분석

∙융기.침강.해수면변화 분포 분석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내

적정 지질환경 정의

․지진.단층.화산 분포자료 분석 및 연장

길이 4km 이상의 단층 430개 추출

․위성고도계에 의한 지구 평균해수면

상승률 및 예측치 분석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화율 분석

∙단열특성 및 주요유동로 수리특성 분석

∙심도별 지하수 화학.유기물.가스 특성 분석

∙KURT 다공성 지하수 유동모델링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반응현상 규명을 위한

매질 선정 및 예비실험

․JAEA와 공동으로 KURT 내 500m 시

추조사 및 정밀 시험

․심도 500m까지 MWCF 확인 및 정밀

시험을 통하여 수리전도도 취득

․처분용기 부식실험을 위해 심부 지하

수 채취 및 제공

․500m까지의 수직적인 지하수 산화-환

원 전이대 확인 및 화학조성 규명

․KURT 시설부지 geological model

(ver.1) 구축

․KURT 시설부지에 대한 다공성 매질

개념의 지하수유동 시뮬레이션 및 단

열체계 통계분석

․시멘트페이스트-KURT 심부지하수 반

응실험을 통하여 이차 생성광물 규명

․콘크리트-지하수 반응에 의한 강알칼

리 지하수 생성과정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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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기술발전 기여도

∙시추를 위한 지구물리탐사

∙심지층 지하수시료채취 기술 개발

∙수리특성분석을 위한 신뢰도 향상기술개발

∙심도별 지하수 원위치 현장측정기술 개발

․패커 간격의 조절이 용이한 가변식 더

블패커 (출원번호 10-2007-0052309)

․자분조건에서 적용 가능한 자분정 수

리시험장치 (출원번호 10-2007-

0062421)

․심부 저투수성 암반에서 효율적인 수

리시험이 가능한 저투수성수위회복관

측장치 (출원번호 10-2007-0062405)

․원위치 지화학 인자의 계측 신뢰도 향

상을 위한 수리화학 파라메터 현장측

정 챔버 (출원번호 10-2007-0065791)

․초음파를 이용한 균열 간극의 크기 측

정방법 (출원번호 10-2007-0062976)

․초음파를 이용한 균열면의 거칠기 계

수 측정방법 (출원번호

10-2007-0062978)

․침전물회수가 간편한 원심분리 튜브

부속품 (출원번호 10-2007-0062388)

나. 제 2차 년도(2008)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기술발전 기여도

∙평가 입력인자 선정

∙인자별 최소요구사항 및 정량적 분포범위 설정

∙인자별 정보입력을 위한 공간범위 및 단위격자 크

기 결정

∙평가인자별 항목-요소-인자간 가중치 설정

․부지 선정에 고려되는 4개 분야

(function)내 12개 요소(item)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국내 지질인자별 특

성 값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정량적

분포범위 (조사 직경 최대 9km 이내)

를 제안

․현재까지의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평균 지온경사는 약 25.7

℃/km임을 확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문가 23인의 설

문을 통하여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기법을 이용한 평가인자

별 가중치 설정

∙예비후보지역 특성분석

∙예비후보지역 지하수 유동 모델링

∙화산암.편마암 연구지역 선정

․연구 후보지로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화산암, 편마암 분포지역 각 2개 지역

선정 (전북 부안, 부산 기장, 강원 양

양, 충남 서천)

․후보 연구지역 지하수의 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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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기술발전 기여도

∙지진.단층 지구조해석

∙기후변화.융기.침강 지역별 규모분석

․해안지역 인근에 분포하는 대규모 단층
현황 파악(해안 연계 단층 97개, 임해
지역 59개 단층)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 (1.627 mm/yr)과
2090년 경 예측치 추정 (동해 33.9 cm,
남해 40.7 cm)

․해안단구 자료를 이용하여 융기.침강율
추정
- 융기율: 0.1~0.528 m/ky
- 침강율: -0.056 mm/y
․화강암반의 지각부 상승률 추정(140

m/m.y)

∙기상변화에 따른 KURT 지하수 함양특성 분석

∙주요 유동로에서의 추적자시험

∙분리단열망모델을 이용한 지하수 유동모델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지화학반응 모델링

․KURT 내 DB-1 시추공에서 확인된 8
개 MWCF의 투수량계수 도출 (5.33⨯
10-6 m2/sec)

․지하 1,000까지의 예상되는 MWCF 추
정을 위한 탄성파탐사 및 Multi-shots
VSP 수행

․DB-1 500m 시추공에 대한 물리검층
(음파, 비저항, 탄성파, 밀도, 온도) 시
행하여 4개 이상대 도출

․시추조사, 물리검층, 지구물리탐사, 수
리시험 결과를 종합한 geological
model 구축 및 지하수유동 시뮬레이션

․KURT 내 심도 500m의 심부시추공인
DB-1 시추공의 345-400m 구간의 환
원환경 지하수와 벤토나이트의 평형열
역학적 모델링 수행

∙ 0-600m 시추 및 수리.화학특성 분석

∙저투수성조건에서의 수리인자측정기술 개발

∙고압조건하에서 지화학인자측정기술 개발

∙심지층 가스채취기술 및 예비조사

․지하 600m 심도까지 지화학 인자 원위
치 계측

․심부 환경에 대한 수리시험 및 지화학
특성 연속 측정을 위하여 심부 대수층
에 대해 피압대수층에 대한 조사 기술
과 자유면 대수층에 대한 조사 기술로
구분하여 시험장치 개발

․KURT 내 심도 500m의 시추공(DB-1)
및 KURT 주변 심도 600m의 심부시추
공(DB-2)를 활용하여 고압조건에서의
지화학 측정기술을 개발

․기존 지화학 현장측정 방식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심부 지하수의 현장측정
및 시료채취 방법 신뢰도 향상

․광섬유를 이용한 원위치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지하수 용존가스 채취를 위한 진공라인
을 개발하여 다중패커시스템의 시료
채취관으로부터 직접 가스시료의 획득
이 가능

․저투수성수위회복관측장치 (일본
2008-162017, 2008.03. 출원)

․초음파를 이용한 균열면의 거칠기 계수
측정방법 (등록번호 제 10-0840024호,
2008.06.13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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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부지 선정 기준안 제시

∙후보지역 조사.평가 수행절차 개발

∙광역지질정보 연계체계 구축

․부지 선정을 위한 선정단계별 평가 기

술지침서 작성

․부지 평가를 위한 지질학적 인자의 정

량적 분포범위와 평가인자별 정량적

가중치 결정

․광역 및 지역단위의 지질정보체계 개발

의 초기단계 연구로서 부지 규모별/단

계별 평가를 위한 지질정보 요소를 도

출하고, 시나리오별 활용을 위한 지질

정보체계를 설계

∙화산암.편마암 연구지역 처분환경 예비평가

∙화산암.편마암 지역 심지층환경 조사를 위한 타당

성 분석

․화산암과 편마암 연구지역의 심부지하

수 수리화학 특성 통계 분석

․심부 지열수(300~1,200m 심도)의 수리

화학 유형 분석

- 화산암, 편마암 지역 지하수:

Na-HCO3 to Na-Cl(SO4)

- 화강암(화강암+편마암) 지역 지하수:

Na-HCO3 우세한 특성을 보임

․기초조사와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타당성 예측

․화산암과 편마암 각 1개 중점 연구지역

도출

∙장기지질안정성 평가인자 시.공간적 분포분석

∙장기지질현상 정량화 방안수립

․장기 지질안정성 평가인자의 시.공간적

분포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연구

수준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선

도국 대비 장기적인 연구추진 방향을

제시

․장기적으로 처분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각변동 현상을 IAEA

지침(SS 111-G41)과 일본 NUMO의

기준에 근거하여 급발성 지각변동과

완속형 지각변동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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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동로에서 종합수리시험을 통한 지하수 유

동실증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지화학반응 실증

∙지하수 산화-환원 반응시험 및 모델링

․지하수 환경의 산화-환원 과정을 분석

하고 열역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심도별

산화-환원 과정의 특성을 분석함. 이를

통하여 황산염 환원과정이 열역학적으

로 더 우세하고, 국부적으로 메탄생성

과정 (Methanogenesis)을 동반함을 확

인

․지하수-시멘트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강

알칼리성 용출수가 벤토나이트에 미치

는 영향 규명

․2008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조사

된 자료와 종합하여 지질모델 (ver.3.0)

구축

․지질모델에 의해 주요 유동로로 제안된

단열대에 대해 정밀수리시험을 통하여

derivative curve 분석을 수행하고 이

를 토대로 단열대의 수리적 영향과 주

변 경계조건을 분석함.

∙600-1000m 시추 및 심도별 지하수 시료채취

∙심지층 지하수의 수리.화학.가스분석

∙심지층 처분환경 예비해석

․장심도 1,000m 시추조사(DB-2) 및

100m 간벽으로 정밀수리시험과 실시간

지화학인자 계측 수행

․DB-2 시추공에 대한 물리검층을 수행

하여 1,000m 까지 심도별로 공곡도, 전

기전도도, 음파속도, 온도분포 등의 인

자를 도출하여 기존 DB-1 (500m) 조

사결과와 비교 수행

․DB-2 시추공 시험결과를 토대로 지질

모델 (ver.3) 구축

․DB-2 심부 영역의 수리/지화학/가스

특성에 대한 자료체계 구축

․Geosynthetic analysis를 통하여 KURT

시설부지의 심부 영역에 대한 천연방

벽 기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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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개발과 관련된 심부 지질환경의 조사, 시험분석, 결과의 해석, 평가기

술들은 지하시설, 환경보존, 오염제거 등의 관련분야의 중소기업 및 대형 산업체로

의 기술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기간 중,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

기술개발 결과를 처분분야에서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

(SNL)에 기술 수출 (10만불 규모)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 비추어, 앞으로 해당 기

술을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기술지원 및 수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이

높다.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은 고준위폐기물을 우리가 끝

까지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으며, 국내 심지층의 지질환경특성이 이에 매우 적합하

다는 보편타당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국민

의 신뢰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본 과제수행과 관련된 단위요소기술들을

활용하여 기존 중소기업, 대형 기술용역회사 및 정부투자기관 등과의 기술협력 사

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졌다.

단열체계 및 지하수 유동로 분석자료들은 처분시스템설계에 기본입력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처분장 주변의 단열체계망 모델링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또한 가상 처분장 주변의 단열망 모사는 주유동경로까지의 유동경로해석

에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게 된다. 심부지하수의 지화학적 특성 규명을 위해 개발된

기술은 국내에서 댐 안전성검토, 음용수의 오염 평가, 지하수문환경의 오염, 지하수

의 연대측정 및 고기환경 연구의 기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심지층 환경 조사·해석기술은 심지층 지질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분야인

지하 비축 시설, 도시 지하공간, 대형 댐의 기초 지반 안전성 검토, 심부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음용수의 오염 평가, 기타 지하수문환경의 오염, 고기환경 연구 등의

다양한 관련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지질환경 평가기술 중에서, 단열체계 및 지하수

유동로 분석기술은 도시지하공간, 지하발전소, 지하 유류 및 식품저장소 등의 지하

공간 건설의 안정성 평가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 확보된 기술은 우선적으로 처분장 후보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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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일본

현재 Mizunami에 건설 중인 지하연구시설은 지하 약 400m까지 굴착되었으며

굴착 중 지질 조사 및 수리시험, 수리지화학 조사를 병행하고 있고 주변공 및 shaft

내 굴착공을 통해 주변 지하수시스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다. 본 과제

의 수행기간 중 JAEA와 공동연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기술회의와 기술

훈련과정을 교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있다.

JAEA의 종합평가기술은 향후 KURT에 설치된 초심도 관정에 수정/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웨덴

본 과제수행 중 스웨덴 SKB가 주관하는 Aspo Task Force에 참여하고 있다.

Aspo Task Force는 단열 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 모의 모델의 개선을 위해 스웨

덴 SKB, 미국 Golder, 캐나다 NWMO, 핀란드 Posiva, 일본 JAEA, 일본 CRIEPI,

한국 KAERI가 참여한 공동 연구 기구로 현재 핀란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인 Olkiluoto 부지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 미국

상세부지조사를 위해 샌디아국립연구소는 자체개발한 nSIG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처분장의

장기 성능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인자를 도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본 과

제를 통하여 지난 2009년 3월 샌디아국립연구소와 기술도입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도입 및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이다.

□ OECD/NEA

현재 OECD/NEA는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Thermochemical Database

(TDB)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본 과제를 통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이 TDB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

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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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공학적방벽은 완충재, 뒷채움재, 근계영역 및 밀봉재로 구

성되며, 고준위폐기물처분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중, 인간이 성능을 통제하고, 향

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공학적방벽의 성능을 실증하는 것은

고준위폐기물처분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원

자력안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공학적방벽의 성능 실증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실험실적 연구와 이론적 예측 연구

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고준위폐기물처분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최근에는 기존의 실험실적 및 이론적 연구에서,

공학적 규모의 장치를 이용하여 실증실험 또는 실제 처분장이 위치할 지하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현장실험을 수행하는 쪽으로 연구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공학적 실증실험과 현장실험은 처분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매

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는

지하 암반 내에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다양한 현장실험을 통해 처분시스템의 성능을

확인,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1). 일본에서는 MIU와

Horonobe의 URL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의 활용을 위한 국제 기

술교류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Grimsel Test site, Aspo

HRL 외에도 Mont Terri URL과 MHM URL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캐

나다 URL 에서는 1980년대 이후 30여 가지 대규모 현장 실증시험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미국 Yacca Mt.에 건설된 ESF와 핀란드

ONKALO 는 처분장 후보부지에 건설된 지하시설로 실증연구를 거쳐 향후 처분장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2차 원자력중장기계획 3단계(‘03～’06) 연구를 통해, 공학적방

벽시스템(Engineered Barrier System, EBS)의 성능을 공학적 규모로 실증할 수 있

는 실험 장치를 설계, 제작 및 설치하였으며, 또 처분기술의 현장실증을 위한, 소규

모 지하연구시설인 지하처분연구시설(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을 건설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후면 산지 암반에

건설된 폭 6m, 높이 6m의 말굽형 단면을 가진 길이 255 m (진입터널 180 m,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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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75 m) 의 터널이다. 이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지하암반 특성의 실측 및 평가,

암반의 손상대(EDZ) 측정시험 등이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페기물처분장 구성요소 중 폐기물과 직접 접촉하고 있고,

처분시스템의 성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학적방벽시스템(EBS)의 열-수리-역

학적(T-H-M) 거동을 실증하기 위한 공학적규모의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

증실험은 기준처분시스템의 1/3 규모인 KENTEX(KAERI Engineering-scale

T-H-M Experiment for an Engineered Barrier System) 실증장치를 이용하여 수

행되었으며, 기준조건과 과열조건에서 열-수리-역학적(T-H-M) 거동을 규명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산모델을 개발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근계영역

(near-field) 암반의 열적 및 역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시추공 히터시험

(Bore-hole Heater Test)이 수행되었으며, 전산모델링을 통해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

였다. 또 지하처분연구시설 전 구간에 걸쳐, 굴착에 따른 암반 손상대(EDZ)의 발생

특성을 규명하기 현장시험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이 외에도 벤토나이트 완충재

블록 및 시멘트 그라우트 재 등 공학적 방벽재의 개발 및 성능 실증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업무 외에도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 운영과 지

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원자력 및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에 대한 홍보 업무

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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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외국의 지하연구시설 현황

Country Generic URL Site Specific URL

USA

￭ Clinax (1978 ～1983)

￭ G-tunnel (1979 ～1990)

￭ Busted Butte (1998 ～)

￭ ESF (1993 ～)

￭ WIPP (1982 ～)

Canada ￭ Whiteshell URL (1984～)

Japan

￭ Kamaishi mine (1988～1998)

￭ Tono mine (1991～: URL)

￭ MIU (under construction)

￭ Honorobe URL (under

construction)

Swiss
￭ Grimsel Test Site (1983 ～)

￭ Mont Terri (1995 ～)

Sweden
￭ Stripa Mine (1980～1992)

￭ Aspo Hard Rock Lab. (1996～)

Finland ￭ Olkiluoto tunnel (1993～)
￭ ONKALO

(under construction)

France

￭ Amelic (1986～1992)

￭ Fanay-Augeres (1980～1990)

￭ Tournemire (1990～)

￭ Meuse/Haute Marne

(under construction)

Germany ￭ Asse mine (1965～1997)

￭ Gorleben (1985～1990)

￭ Konrad (1980～)

￭ Morsleben (1981～

1998)

Belgium ￭ Hades URF (Mo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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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Generic URL Site Specific URL

USA

￭ Clinax (1978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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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F (1993 ～)

￭ WIPP (1982 ～)

Canada ￭ Whiteshell URL (1984～)

Japan

￭ Kamaishi mine (1988～1998)

￭ Tono mine (1991～: URL)

￭ MIU (under construction)

￭ Honorobe URL (under

construction)

Swiss
￭ Grimsel Test Site (1983 ～)

￭ Mont Terri (1995 ～)

Sweden
￭ Stripa Mine (1980～1992)

￭ Aspo Hard Rock Lab. (1996～)

Finland ￭ Olkiluoto tunnel (1993～)
￭ ONKALO

(under construction)

France

￭ Amelic (1986～1992)

￭ Fanay-Augeres (1980～1990)

￭ Tournemire (1990～)

￭ Meuse/Haute Marne

(under construction)

Germany ￭ Asse mine (1965～1997)

￭ Gorleben (1985～1990)

￭ Konrad (1980～)

￭ Morsleben (1981～

1998)

Belgium ￭ Hades URF (Mol) (1980～)

제 2 장 국내외 기술 현황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고

준위폐기물처분의 안전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처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과

거에 추진해 오던 실험실적 연구와 이론적 예측 연구에서 점차 실제 처분장이 위치

할 지하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현장실험을 수행하는 쪽으로 연구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하 암

반 내에 연구시설(URL)을 건설하고 다양한 현장실험을 통해 처분시스템의 성능을

확인,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의 지하연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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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ame

(Site,Country)

Rock

type

Dept

h

(m)

Scale

(size)

Coup

-

ling

Year Heating

(temperature

)

Electric heater

test

Granit

e

330m Borehole

(Ф=324mm)

THM 1978 Casks with

5kw &

일본에서는 MIU 지하연구시설이 완공되었고 Horonobe에 퇴적암층 지하연구시설

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의 활용을 위한 국제 기술교류 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존의 스위스 Grimsel Test Site와 Mont Terri

URL, 스웨덴 Aspo HRL 외에도 프랑스 MHM URL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체코에서도 자체 URL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캐나다 URL 에서는 1980

년대 이후 30여 가지 대규모 현장 실증시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현재 마무

리 단계에 있다. 핀란드 ONKALO는 처분장 후보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지하시설이

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처분개념

이 제안되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안된 자국의 처분개념을

실증하는 과정을 거쳐 처분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자국

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하연구시설을 이용, 다양한 현장실험을 통해 공학적방벽의

성능을 개선하고, 공학적방벽시스템 및 근계영역 암반의 열, 수리, 역학적 거동 및

이들 상호작용에 미치는 터널 주변 암반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공학적방벽시스템 및 근계영역 암반이 처분환경 하에서 어떻게 거동하느

냐는 처분안전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공학적방벽시스템의 거동실증은 실증장치의

구성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계측기능이 필요하므로, 거의 모든 원자력 선진국에서

공학적 규모의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동특성과 장치특성을 파악하고 계측시스템을

보정(calibration)한 후, 지하연구시설에서 현장실험(in-situ experiment)을 수행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근계영역 암반의 거동 실증은 실험실 실험

을 바탕으로 현장실험을 실시하며 단계적으로(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단순거동 연구

에서 복합거동 연구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학적방벽시스템의 현장 실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결정질암에서의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 THM 실증 실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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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a mine,

Sweden)

3.6kw

Buffer mass

test (Stripa

mine,

Sweden)

Granit

e

340m Test pit

(Ф=750mm)

THM 1980-198

5

1.8kw(6

holes)

Engineered

barrier

experiment

(Kamaishi

mine, Japan)

Grano

di-orite

260m Test pit

scale

(Ф1.7m)

THM 1988-199

8

130w/m2

FEBEX

(Grimsel,

Switzerland)

Granit

e

450m Drift scale

(Ф2.27m)

THM 1994- 2 of Ф=0.9m,

2kw heater

THE

(URL, Canada)

Granit

e

420m Borehole

(Ф=96mm)

TH 1995-199

8

0.5kw

HFT

(URL, Canada)

Granit

e

420m Borehole TM 1993-199

6

85℃

APSE

(Aspo,

Sweden)

Granit

e

450m Test pit

(Ф1.75m)

TM 2002-200

6

4 heaters

(0~400w

each)

TBT

(Aspo,

Sweden)

Granit

e

420m Test pit

(Ф1.8)

TM 2003- 1.5kw

SFT

(Nevada test

site, USA)

Quartz

monzo

-nite

420m Drift scale

(6.1mx4.6m)

TM 1980-198

2

Total 20kw

(2kw x 6

0.4kw x 20)

In site heater

test

(NSTF,USA)

Basalt 46m Test pit

(Ф=900mm)

THM 1980-198

3

9kw

Heater test

(Grimsel,

Switzerland)

Granit

e

450m Borehole

(Ф=300mm)

TM 1986-198

7

4kw/m

(2 heaters)

현장실험은 실험실 실험과 달리 실제 처분장과 유사한 시험환경을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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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으므로, 처분장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질 및 지하수 환경을 조

사하고, 현장조건에서의 시스템 구성요소 거동 및 성능을 실증하며, 처분장 설계에

필요한 관련 기술의 타당성과 현장 실험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되고

있다. 지하 환경에서 공학적방벽의 열-수리-역학적(THM) 거동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Yacca Mountain에서는 single hole test를 두 지점에서 실시한 후

drift 규모에서의 히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캐나다 URL의 경우, 시추공에서의 히터

시험과 single hole 히터시험을 통해 암반과 완충재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스위스 Grimsel에서는 완충재와 처분공 주위 암반에서의 THM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로 현장실험인 FEBEX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

며, 여기서 얻은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델링 검증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처분장 주변 암반의 손상대(EDZ) 의 규모 및 영향에 대한 현장실증 연구는 미국

(WIPP, Yacca Mt.), 스웨덴 (Aspo, Stripa mine) 캐나다(URL)에서 실시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Kamaish mine, Tono mine 에서의 손상대 시험에 이어 MIU URL 및

Horonobe URL에서도 현장실험이 계획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기술수준은 실험

실적 연구, 공학적 규모의 시험을 거쳐, 지하연구시설에서 현장실험을 실시하여, 개

발된 기술의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이며,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proto type 현장실험

이 착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된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연구가

이 분야에서 유일한 연구로서, 여기서 얻어진 연구 성과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독보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공학적방벽의 성능

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학적 규모의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처분장 모암으

로 고려중인 결정질 암반에 위치한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지하 환경에서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공학적 규모의 공학적방벽시스템(EBS)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에서는 한

국형기준처분시스템(KRS)의 공학적방벽시스템을 1/3규모로 축소한 실증실험 장치

인 KENTEX(KAERI Engineering scale Thermal -Hydro -Mechanical

Experiment for an Engineered Barrier System)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이 장치를

이용하여 정상가열(normal heating), 과열(over-heating) 및 냉각(cooling) 실험을 수

행하였다. 이 실험들을 통해 기준처분조건 (reference disposal condition)에서의 열-

수리-역학적(THM) 거동에 관한 실험 데이터를 얻었으며, 이들 데이터를 모사할 수

있는 전산모델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공학적방벽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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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성능과 장기거동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공학적방

벽시스템의 THM 거동특성 현장실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현장실험 장치를 설계하

고, 일부 장치를 제작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암반 에 굴착된 폭 6m, 높이

6m의 말굽형 단면을 가진 길이 255 m의 터널이다 (진입터널: 180m, 연구모듈:

45m, 30m). 이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우측 연구모듈(45m)에서 근계영역 암반의 열-

수리-역학적 거동 특성 규명을 위한 현장실험(heater test)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실험 데이터와 정보를 얻었으며, 이를 해석하기 위한 전산모델을 개발하였

다. 이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처분장 근계영역의 장기 거동을 평가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진입터널과 연구모듈에서 지구물리탐사 및 350회의 암반 변형

계수 측정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근계영역 암반의 손상대 발생특성과 범위를 규명하

였으며, 근계영역 암반의 불연속면 분포와 동적물성을 측정하였다. 또 손상대의 지

보재 영향, 절리암반의 안정성, 열-역학적, 수리-역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전산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근계영역 암반의 손상대가 지하처분시

설의 장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처분장 완충재로 사용되는 고밀도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최적 제작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실규모의 1/3 인 공학적 규모의 완충제

블록의 제작에 성공하였다. 제작된 완충재 블록의 균일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

한 각종 평가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블록의 최적 배치 모형을 결정하였

다. 밀봉재로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제조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기준물질을 선

정하고, low-pH 및 high-pH 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관련 역학적 물성을

평가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설의 전기 용량 증설, 통신설비 설

치, 부지 정비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다양

한 현장 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 언론계, 관계, 교

육기관, 원자력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555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개발의 범위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은 크게 다섯 가지 연구 분야로 구성된다. 즉 공학

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암반의

열적거동 현장실험,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손상대 특성 현장시험, 공학적방벽

재 개발,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 및 기술지원이다.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에서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적방벽시스템(EBS)에서 일어나는 붕괴열에 의한 온도 상승,

주변 암반으로 부터의 지하수의 침투 및 이로 인한 완충재의 팽윤 등의 열-수리-역

학적(T-H-M) 연계거동을 실증하기 위해 공학적규모의 실증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를 모사하기 위한 전산모델의 개발도 이루어졌다.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

영역 암반의 열적거동 현장실험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연구모듈 내에 위치한

암반 벽에 시추공을 굴착하고 히터를 설치하여, 가열하면서 근계영역(near-field) 암

반의 열적 및 역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전산모델링

을 통해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손상대 특성 현장시험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 전 구

간에 걸쳐, 터널 굴착에 따른 암반 손상대(EDZ)의 발생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시험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으며, 손상대가 처분장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전산 모델링도 수행되었다. 공학적방벽재 개발에서는 벤토나이트 완충재 블록

의 제작 및 성능 평가 그리고 시멘트 그라우트 재의 특성 규명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 및 기술지원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 관련 지하시설인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 운영

과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원자력 및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에 대한 홍보 업

무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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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학적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실험

1. 배경

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서 완충재, 뒷채움재, 밀봉재 및 근계영역 암반으로 구성되

는 공학적방벽시스템 (Engineered Barrier System, EBS)은 처분된 폐기물로부터 방사

성핵종이 처분장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아주는 처분장의 주요 구성요

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기준처분시스템(KRS)의 공학적방벽시스템에서 일어나

는 열-수리-역학적 거동을 기존의 KENTEX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실증하였다. 지난 단계부터 시작 되어온 정상가열단계 (normal heating phase)실험

을 1년 더 연장 수행하고, 과열단계 (over-heating phase) 및 냉각단계 (cooling

phase) 실험도 수행하였다. 또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

역학적 거동을 모사 할 수 있는 전산모델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향후 지하처분연구

시설(KURT)에서의 현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개념설계하고, 실험계획

수립하였다.

2. 공학적 규모 실증실험

가. KENTEX실험

KENTEX 실증실험장치는 우리나라 기준처분시스템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

-역학적 거동 실증을 위해 1/3 크기로 설계.제작된 엔지니어링 규모의 실험장치이

다. 이 실험장치는 압력실린더 (confining cylinder), 가열시스템 (heating system),

벤토나이트블록 (bentonite blocks), 수화시스템 (hydration system), 센서 (sensors

& instruments), HCS (Heat-Controlling System) & DAS (Data Acquisition

System) 등의 하드웨어 (그림 2.1)와 실험장치를 모니터링 및 제어하고 또한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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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계측하며 수집, 분석하는 운영프로그램 PRODASH-EN으로

구성된다.

KENTEX 실증실험장치에서, 압력용기는 처분시스템의 처분공 (bore hole)을 모

사하기 위해 히터 주위에 벤토나이트블록을 설치하고 외부로부터는 지하수의 유동

을 모사할 수 있도록 steel cylinder, end covers, water injection ports, sensor

ports, insulator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열시스템은 처분시스템에서 붕괴열을 갖는

폐기물과 처분용기를 모사할 수 있도록 열원요소 (heating element), 산화마그네슘

충전재, 히터용기 (outer steel cylinder), 케이블용 파이프 (cable-guiding pipe) 등으

로 구성하였다. 벤토나이트블록은 경주 벤토나이트 [2.1, 2.3]를 사용하여 제작성, 기

술성 및 경제성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Type A, Type B, Type C의 3가지 형태

(그림 2.2)로 설계.제작하였다. KENTEX 실험장치에 사용된 벤토나이트 블록은 총

176개로, 섹션 1, 2, 11∼16에는 14개씩 112개가, 그리고 섹션 3∼10에는 8개씩 64개

가 사용되었다 (그림 2.3). 벤토나이트 블록 설치 시 블록과 블록 사이에 생기는 틈

새는 블록 제작 에 사용된 벤토나이트와 동일한 분말을 채워 넣고 나무 봉으로 다

져서 가능한 한 공극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수화시스템은 지하수 저장-공

급탱크 (hydration water tank), 압력게이지 (pressure gauge), 안전밸브 (safety

valve), 튜빙 (tubing) 등을 구성되며, 압력실린더로 유입되는 지하수가 실제 가능한

에서와 같건 나정한 수압을 유지하며 공급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센서는 완충재

블록의 온도, 습도, 압력 측정을 위해 3종류의 센서를 사용하였으며, 선정기준을 설

정하여 정밀성, 내구성, 편의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센서의 설치

는 예비 T-H-M 모델을 사용해서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인자의 변화가 민

감하게 나타나는 부분과 T-H-M 모델링 관련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상

대적으로 많은 센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설치 센서에는 센서의 위치 및 수집 데이

터의 확인을 위해 AA-BB-CC-DD 형태로 인식코드를 부여하였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는 센서의 종류를 나타내며 온도센서는 T, 습도센서는 H, 압력

센서는 M으로 분류하였다. BB는 압력실린더의 높이를 나타내며 위치에 따라 A∼I

까지 분류하였다. CC는 각 높이의 단면에서 반경방향의 거리를 나타내며 R1, R2,

R3, R4, R5 등 5단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DD는 각 단면에서 기준위치로부터 90
o

(degree)의 간격으로 4등분을 하고 T1, T2, T3, T4 등으로 나누었다. HCS & DAS

는 히터 제어를 통해 실험조건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센서로부터 보내지는

온도, 습도(수분함량), 압력 데이터를 수집하여 컴퓨터에 저장토록 하며,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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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긴급연락 및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였다.

운영프로그램인 PRODASH-EN은 KENTEX 실증실험장치의 구성요소들을 제어

하여, 실험이 원하는 설정조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세스 내 많은 센서

로부터 발생되는 온도, 습도, 압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프

로그래밍 하였으며, 시스템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부저와 경광등이 켜지

고, 외부에 있는 관리자에게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곧바로 전송하며, 그 결과를

SMS DB에 저장토록 되도록 만들었다.

KENTEX 실증실험장치 설치 후 압력실린더 내 벤토나이트블록의 환산 평균 건

조밀도는 1.5 Mg/m3, 초기 수분함량은 13 wt.%였다. 실험에 사용된 지하수는 유성

지역 시추공 YS-01로부터 채취한 심부지하수를 사용하였다. 표 1에 YS-01 심부지

하수의 수리화학특성을 요약하였다. 이 지하수는 수화시스템의 저장탱크로부터 5기

압으로 가압하여 압력실린더로 공급하였다. 이 때 가압을 위해 헬륨기체가 든 봄베

를 사용하였으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공급하여 지하수 중에 공기가 유입되는 것

을 차단하였다. 압력실린더의 외부 벽으로부터 벤토나이트 블록으로의 공급되는 지

하수는 수화시스템에 달린 밸브를 이용하여 균일한 압력으로 동시에 들어가게 하였

다. 그러나 압력실린더의 위와 아래 방향으로는 지하수가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실

증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히터와 벤토나이트 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는 정상가열

(normal heating), 과열 (over-heating), 냉각 (cooling) 단계로 나누고,

PRODASH-EN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리 설정해 둔 해당단계의 설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압력실린더 외벽에서의 온도는 항온.항습

기를 가동하여 25 ℃로 유지 하였다.

KENTEX 실증실험장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07년도 기술보고서 [2.2]에 잘

기술되어 있다.

1). 정상가열단계 (Normal heating phase) 실험

본 정상가열단계실험은 지난 연구단계에서 약 1년간 수행되었던 정상가열단계실

험을 1년 더 연장하여 수행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히터에 공급된 전력(electrical

power)은 programmable logic circuit에 의해 평균 160 W의 값으로 그림 2.5와 같

이 공급되었고, 히터와 벤토나이트 블록 사이의 온도는 90 ℃로 유지되었다. 지하수

는 외부에 설치된 저장조 (water reservoir)로부터 5 기압의 압력으로 실린더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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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었고, 실험실의 온도는 25 ℃로 유지되었다. 히터 제어 및 온도, 습도, 압력 등

의 실험데이터 수집은 PRODASH-EN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 자세한

실험방법과 실험조건은 2007년도 기술보고서 [2.2]에서 잘 기술되어 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히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는 거의 일정

하게 90 ℃로 유지되었으나, 일교차가 심한 여름과 겨울에 기복이 심하였고, 벤

토나이트블록의 포화도에 민감하였다.

정상가열단계실험에서 측정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전형적인 온도, 습도, 압력

변화는 그림 2.6-2.8에 도시하였다. 열전대로부터 수집된 온도 데이터는 비교적

안정적(stable)이고 균일성(uniformity)을 보였다. 측정시간에 따른 온도변이는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측정지점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처음 약

2주 동안은 빠르게 증가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상태 (stationary state)에 도

달하여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정상상태 온도 값

은 측정센서의 위치가 히터에 가까울수록 높고, 멀어질수록 낮은 값을 보였다.

즉, 반경방향의 경우는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은 온도분포를 보였으며 (그림 2.7),

축 방향으로는 가운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아래쪽, 위쪽 순의 온도분포를 보였

다 (그림 2.8 ).

정상가열조건에서, 벤토나이트 블록의 수리특성은 그림 2.9과 같다. 이 그림

에서 (a)는 작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높이 0.34 m, 반경 0.246 m 위

치에 설치된 습도센서의 습도분포를 나타내고, (b)와 (c)는 실험 시작 500일 경

과 후 코어샘플링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한 수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

림 2.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이 0.34 m, 반경 0.246 m 인 위치에서 벤토나

이트블록의 습도는 실험 시작과 함께 지하수를 공급하자마자 즉시 급격하게 증

가하였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약 80일 정도부터는 다시 증가하였으

며, 약 400일 경과한 후로는 정상상태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이 지

점에서의 습도분포가 건조과정(drying process)과 습윤과정(wetting process)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다. 즉, 벤토나이트 블록 사이로 유입된 지하수가

히터에 의해 수증기상으로 바뀌면서 처음엔 습도가 증가하다가, 그 후 벤토나이

트가 히터에 의해 건조되면서 차츰 감소하고, 다시 벤토나이트가 유입지하수에

의해 재포화 되면서 습도가 증가하다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림 2.9 (b)와 (c)에서, 벤토나이트블록 내 수분함량은 지하수가 공급되는 실린더

벽 가까운 곳에서는 축 방향으로의 높이에 상관없이 거의 포화상태 (ωs=0.3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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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였고, 대신에 실린더 벽에서 히터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포화상

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화과정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으며, 히터 가까운 곳에

서도 건조과정에 의해 포화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그림에서

실린더 벽 근처 벤토나이트블록의 수분함량이 포화 수분함량보다 훨씬 높은 값

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코어 드릴링을 위해 볼트형 플러그 (bolt-type plug)를

압력실린더에서 뺄 때와 드릴링 시 주위의 부직포에 있는 지하수가 유입되어 생

기는 실험오차로 생각된다.

그림 2.10은 정상가열조건에서 벤토나이트 블록의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분포는 측정 위치에 따라 그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지하수가 유입되는

바깥부분에서는 실험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압력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실

린더 벽면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로부터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높이 0.34 m, 반경방향의 길이 0.289 m인 벤토나

이트블록의 압력(그림 2.10(a))은 실험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가파가하기 시작

다가 약 부터 후부터 느견하기 시작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10(b)는 (a)보다

실린더 벽에서 약프기더 벽에에 위치작는 지점 (반경의 길이 0.246 m)에서의 압

력분포로서, 초기 압력이 증가하는 시점은 더 느견나 압력 분포곡선의 패턴은

비슷하였다. 그리고 높이 0.148 m, 반경방향의 길이 0.102 m인 위치에서 측정한

압력분포도 초기 압력이 증가하는 시점이 더 늦하기나타날 뿐 압력분포의 형태

는 비슷하였다. 그림 2.10(b)와 그림 2.10(c)에서 초기에 나타난 2차례 급격한 압

력증가는 지하수 가압 시 벤토나이트 블록 사이 또는 압력센서와 센서 설치를

위해 만져 틈새로 먼저 들어온 지하수의 수압에 의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

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벤토나이트블록 내 압력분포는 벤토나이트에 의한 팽

윤압, 모세관현상에 의한 수분흡인력 경방uc 길이 246외부로부터 공극을 통해

작용하는 압력, 온도구배에 따x분여응력 및 증기압 등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

데, 그림 2.10(a)보다 실린더벤토나이트블록의 재포화에 의한 팽윤압이 전체압력

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실험 시작 직후 벤토나이트블록은 지하수와 접

촉하면서 생긴 팽윤압에 의해 빠른 압력 증가를 보였다. 반면에 그림 2.10(b)와

그림 2.10 (c)의 경우는 초반에는 히터에 의한 열응력과 수증기압이 전체압력을

지배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전체압력이 벤토나이트 재포화에 의

한 팽윤압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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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열단계 (Over-heating phase) 실험

과열단계실험은 정상가열실험 종료 시점에 공급 전력을 높여, 히터-벤토나이

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120 ℃로 유지하면서 수행되었다. 그림 2.11은 과열

단계실험에서 공급된 전력의 변이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대략 160 W에서 360W 로 급격히 공급전력이 증가 되었으나, 히터-벤

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가 120 ℃에 도달한 후에는 360 W로 일정하게

공급되었다. 그 밖의 실험조건은 정상가열단계실험[2.2] 때와 동일하게 유지되었

다.

과열단계 실험조건에서 벤토나이트블록의 온도, 습도, 압력은 각각 그림 2.12

- 그림 2.14와 같은 분포를 가졌다. 과열단계실험에서 열전대 (thermocouple)로

부터 수집된 벤토나이트블록의 측정온도는 정상가열단계실험에서와 같이 안정적

이고 균일성이 있는 데이터 값을 보였다. 그림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터-

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90 ℃에서 120 ℃로 올리는 데는 1.5일정

도 소요되었다. 각 측정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온도는 과열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정상상태에 도달하고, 거의

120 ℃의 값을 유지하였다. 각 측정지점의 정상상태 온도는 히터에 가까울수록

높고 멀어질수록 낮은 값을 보였으며, 반경방향의 경우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은

온도분포를 보였다.

그림 2.13은 현재 작동 중인 습도센서 (높이 0.34 m, 반경 0.246 m의 벤토나

이트블록에 위치한 센서)로부터 얻어진 과열조건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의 습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과열 시 벤토나이트블록의 습도는 온도상승과는 상관없

이 정상가열단계실험 때와 같이 거의 100%에 가까운 포화상태의 값을 보였다.

이 습도 값은 벤토나이트블록의 건조밀도가 1.5 Mg/m3, 공극율이 0.46 임을 감

안하면 포화 수분함량 32%에 도달한 값으로 보인다. 이 그림의 습도분포 곡선

에서 중간에 값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적 노이즈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14는 과열조건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의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벤

토나이트블록의 압력값은 히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90 ℃에서

120 ℃로 올리는 동안은 약간 증가하다가, 온도가 120 ℃에 도달한 이후에는 이

전 값으로 다시 감소한 후 일정한 값을 보였다. 이 때 일시적인 압력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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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 가열에 따른 벤토나이트의 열팽창과 벤토나이트에 존재하는 수분의 증기

압 증가에 의한 것으로, 두드러진 값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 실험은 벤토나

이트블록이 120 ℃로 과열 되더라도 온도증가에 따른 블록의 팽윤압, 즉 블록의

전체압력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냉각단계 (Cooling phase) 실험

냉각단계(cooling phase) 실험은 실험장치를 다시 정상가열 상태로 복원한 후

히터에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실험실 온도을 17 ℃로 유지하면서 벤토나이트블록

의 온도, 습도, 압력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림 2.15는 높이 0.680 m (Level=F),

반경이 각각 0.246 m와 0.289 m인 두 지점에서의 온도분포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지점의 벤토나이트블록 온도는 히터-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와

함께 지수함수형태로 감소하였다.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두 지점의 온도는 실험

실 온도에 거의 접근하였으나, 히터-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는 여전히 실험실온

도에 도달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벤토나이트블록의 습도는 그 동안 정상 작

동을 해 왔던 남은 한 개 센서마저도 완전히 고장이 나서 그 값을 측정할 수 없

었다. 그림 2.16은 높이 1.190 m (Level=I)의 단면에서 반경 0.246 m인 두 지점

에서의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벤토나이트블록의 압력은 히터의 냉각으로

인한 온도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압력이 약 10 kg/cm2에서 2

kg/cm2까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온도감소로 인한 팽윤압, 열팽창 응력, 수분

증기압 등이 서로 복합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나. 모델인자 측정

1). 열전도도

열전도도는 물체의 단위온도 차에서 단위면적을 통하여 단위시간당 흐르는 열의

양을 나타내는 물성치이다. 압축 벤토나이트의 열전도도는 분말시료를 스텐레스강

몰드에 넣고, 유압프레스로 압축을 하여 15×6×2 cm 크기의 직육면체형 시편을 제

작하여 측정하였다. 본 열전도도 측정에는 순간열전도측정계 (Kyoto Electronics,

QTM-500)가 사용되었으며, 벤토나이트의 수분함량은 중량비로 10 w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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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wt%까지, 건조밀도는 1.2 Mg/m3에서 1.8 Mg/m3 까지 값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모든 측정은 25 ℃에서 행하여졌다.

측정결과, 압축벤토나이트의 열전도도는 건조밀도와 수분함량의 변화에 민감하였

다 [2.4]. 벤토나이트블록의 열전도도는 수분 함량이 일정할 때, 건조밀도가 증가할

수록 증가하였으며, 건조밀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

다. 각 건조밀도에서의 수분함량의 증가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는 다음과 같은 관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k =0.0378 ωw - 0.0571(ρd = 1,2 Mg/m3)r2 = 0.92

k =0.0681 ωw - 0.2519(ρd = 1,4 Mg/m3)r2 = 0.95

k =0.0599 ωw - 0.0232(ρd = 1,5 Mg/m3)r2 = 0.97

k =0.0640 ωw - 0.0236(ρd = 1,6 Mg/m3)r2 = 0.95

k =0.0574 ωw + 0.2129(ρd = 1,8 Mg/m3)r2 = 0.94

여기서 k는 열전도도(W/mK), ωw 는 수분함량(wt%), ρd는 건조밀도(Mg/m3)이다.

2). 수리전도도

수리전도도는 매질이 물을 통과시키는 척도로서, Darcy의 법칙에 따라, 단위 면

적당 수리구배에 대한 유량으로 정의된다. 본 실험에서 벤토나이트블록의 수리전도

도는 그림 2.17의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이 실험장치는 일종의 수정 정

수위시험법으로, 시편 양단에는 900-2000 KPa의 차압 (differential pressure)으로

물이 공급되게 제작되었다. 원통형 시편셀의 내경은 5 cm로서, 이 셀에 벤토나이트

를 넣고 실험대상 건조밀도까지 압축한 후, 셀의 양단에 금속필터가 장착된 캡을

씌우고 지지대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킨다. 물은 시편의 하부에서 상부로 흐르

게 하고, 시편을 통과한 물의 양은 무게를 측정하여 얻는다. 수리전도도는 주어진

수리경사 (hydraulic gradient)에서 시편을 통과한 물의 유량이 정상상태에 도달했

을 때의 단위시간당 유량으로부터 구하였다.

수리전도도 값은 건조밀도에 따라 달라지며 방사성핵종의 붕괴열로 인한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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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 상승과 해수 침투에 의한 지하수 중 염도 (salinity)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다. 실험결과, 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는 건조밀도에 따라 감소하였다. 그림

2.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대수좌표 상에서 직선관계 보였으며, 다음과 같은 관계

식으로 표시되었다.

Log K = - 4.07ρd – 6.13 (at 20 ℃) r2 = 0.92

또, 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는 온도가 증가 할수록 증가하였다. 20 ℃에서의

수리전도도 값에 비해 80 ℃에서는 수리전도도가 약 3 ～ 4 배 정도로 증가하였고,

150 ℃에서 수리전도도 값은 건조밀도가 1.8 Mg/m3 인 경우 약 1 승수 (order) 정

도 증가하였으나, 그 보다 낮은 밀도에서는 증가폭이 다소 작았다. 수리전도도에 대

한 염도 (salinity)의 영향은 건조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블록에서 현저히 나타났다

[2.5]. 벤토나이트 블록의 건조밀도가 1.0 Mg/m3 및 1.2 Mg/m3 일 때는 투과수

(permeating water) 중 NaCl의 농도를 증가함에 따라 수리전도도가 증가하였다. 그

러나 건조밀도가1.4 Mg/m3 이상일 때는 NaCl의 농도 변화에 상관없이 수리전도도

는 거의 일정한 값을 보였다.

3). 수분흡인력

처분장 완충재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블록은 폐기물 처분 후 일정기간 동안 불포

화 상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벤토나이트블록의 재포화 성능은 수분흡인력

(suction)에 의해 좌우된다. 그림 2.19는 본 연구에서 수분흡인력 측정을 위해 사용

된 실험장치이다. 압축 벤토나이트는 직경 5x10-2 m, 높이 5x10-2 m의 크기로 원하

는 수분함량과 건조밀도를 갖도록 만들고, 가운데에 직경 1.2x10-2 m, 깊이 2.5x10-2

m 홀(hole)을 뚫어 습도센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홀(hol렇게 만들어진 벤토나이트

블록은 균일한 수분분포를 갖도록 하기 위해 밀봉백 (zipobag)에 넣어 3일간 데시

케이터에 두었다가 측정에 사용 홀(hol 측정실험은 수분흡인력에 의한 온도의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도조절l 가능한 건조기에서 수행하였으며, 실험조건으로서

수분함량은 3 - 22 %, 온도는 25- 90 ℃향을 변화시켰(ho또, le)을에서는 분말 벤토

나이트의 수분흡인력도 토나이트의블록에서의 값과 비교 홀(ho 토나 대 온만들고,

가운데에 분흡인력은 습도센서로부터 토나된 습도로부터 다음의 Kelvin 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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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측정된 상대습도로부터 결정하였다 [2.6].

   


 ln 




단, R는 기체상수 (8.3143 J/K․mol), T는 절대온도, Vw는 물의 몰체적

(1.80x10-5 m3/mol), RH는 상대습도

측정결과, 벤토나이트블록의 수분흡인력은 일정한 온도에서 수분함량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였고, 벤토나이트분말의 값과 비교했을 때 약간 큰 값을 보였으나, 수분함

량 10 wt.%를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서로 바뀌었다.

4). 팽윤압

완충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처분장내 공극을 최소화하고 주위 암반의 균열

을 메워 지하수의 이동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밀봉역할이다. 팽윤압은 지하수와 접

촉한 벤토나이트가 수화반응의 결과로 외벽에 작용하는 압력으로서, 완충재의 밀봉

성능의 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 압축 벤토나이트의 팽윤압

을 위해 사용된 실험장치는 그림 2.20과 같다. 압축 벤토나이트는 유압프레스를 이

용하여 직경 5 cm, 높이 3 cm 크기의 시편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물의 공급은

실험기간 단축을 위해서 가압용기를 만들어 일정하게 공급하였다. 측정센서로부터

보내지는 압력신호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저장, 분석하며 수행하였다. 측정센서로

부터의 압력 측정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되었으며, 측정대상 압축벤토나

이트의 팽윤압은 센서로부터 수집된 압력으로부터 가압한 물의 압력을 뺀 값으로

하였다.

실험결과, 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Na-활성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활성상태 시료는 최대 90 kg/cm
2
, 활성상태 시료는 최대 150 kg/cm

2
의 값을 나타

내었다. 측정된 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건조밀도가 커질수록 증가하였다. 투과

수의 이온강도에 대한 실험에서는 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이온강도가 증가할수

록 감소하였다 [2.7].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이온강도가 높을수록, 또 건조밀도가 증가

할수록 둔화되었다. 그러나 온도 영향 실험에서 압축 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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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온도 증가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3. 전산 모델링 및 해석

앞 절에서 기술한 KENTEX 실험에서 얻어진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적 연계거동 실험 결과를 모사하기 위한 전산모델링이 개발되었다. 공학적방벽시스

템에서 일어나는 열-수리-역학적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가열 및 지하수 침투에 따

른 벤토나이트 완충재 내의 온도, 함수비(water content) 및 전압력(total pressure)

의 분포 변화를 해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컴퓨터코드는 TOUGH2 [2.8] 이다.

KENTEX의 상세 구조가 수치 모델링에 반영되었다. KENTEX의 형태는 2차원의

반경 방향으로 대칭인 메쉬로 모델링되었다. 이 모델링에서는 강제 압력용기

(confining cylinder) 내에 충전된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 내에 삽입되어 있는 원통

형 히터를 모사하였다. 좌우 대칭인 조건이기 때문에, 압력용기의 수직 단면을 고려

하였으며, 모사를 위해 압력용기의 반경 방향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첫 번

째 영역 (0≤r≤0.204 m) 에서는 0.017 m 의 균등한 크기로 분할하여 메쉬를 구성

하였다. 두 번째 영역 (0.204<r ≤0.375) 에서는 메쉬의 크기를 0.0057 m 로 감소시

켰다. 압력용기의 축방 향은 0.0425 m 의 균등한 메쉬 크기로 분할하였다. 완충재는

초기에 중량비로 13%의 함수율을 가지며, 온도가 25 oC, 압력이 1.0 bar인 조건 하

에 있다. 원통형 히터와 벤토나이트 완충재 사이의 계면의 온도를 90 ℃로 유지하

기 위해, 전기 히터의 열출력은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모델링에 사용

된 공학적방벽재의 수리 및 열적 특성 요약을 표 2.2에 나타내었다.

완충재의 이상 상대 투수계수 (two-phase relative permeability)를 기술하기 위해

Grant 곡선 [2.9] 이 사용되었다. 완충재의 모세관압(capillary pressure, Pc)는 van

Genuchten 함수 [2.10]에 의해 계산된다. 전압력(total pressure)은 수두압력

(hydraulic pressure), 증기압, 열팽창압 및 팽윤압의 합이다. 이 중, 팽윤압이 전압

력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TOUGH2는 팽윤압을 제외한 나머지 압력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팽윤압을 계산하기 위한 서브루틴 SWELL을 개

발하였으며, 이 서브루틴을 TOUGH2에 추가하였다. 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기준 온도와 다른 온도에서의 팽윤압은 확산이중층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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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e double‐layer theory)로부터 얻을 수 있다 [2.11].

(Ps/T)T1 = (Ps/T)T0

여기서 T 는 절대온도이다.

완충재 내에서의 온도분포 계산 결과를 그림 2.21에 나타내었다. 계산 결과와 비

교하기 위해 실험에서 얻은 측정데이터도 함께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된 예측 결과는 대체적으로 실험에서 얻은 온도 분포와 경향이 일치하고

있다. 벤토나이트 완충재에서의 수분 분포는 포화도(degree of saturation)로 나타내

었다. 포화도는 함수비와 포화함수비의 비로서 정의된다. 실험 개시 501일에서 높이

0.61 m 지점에서 가열 후, 원통형 히터의 표면으로부터 수평 거리의 함수로서 시간

에 따른 포화도의 변화를 각각 그림 2.22에 나나내었다.

높이 0.34 m 지점에서 계산된 전압력 분포를 그림 2.23에 나타내었으며, 비교를

위해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도 함께 나타내었다. 측정된 전압력은 히터와 가까운 영

역 (R=0.246)에서는 계산치보다 낮았으나, 압력용기 벽에 가까운 영역(R=0.289)에서

는 높게 나타났다. 실험 초기에는 압력용기 외벽에 가까운 부분부터 지하수에 의해

포화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하수는 완충재를 침투하여 포화시켜, 팽윤압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전압력은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고, 그 후에는 서서히 증가하

면서 정상상태에 접근해 간다.

TOUGH2 컴퓨터코드를 이용하여 KENTEX 실험에서 얻은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험 결과를 모사한 결과, 완충재의 전반에 걸쳐 온도, 포화도 및 전압력 분포의 계

산 결과는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와 잘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TOUGH2 코

드를 이용하여, KENTEX에서 일어나는 열-수리-역학적 연계 과정을 합리적으로

모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현장실증시험 개념설계 및 실험계획

공학적방벽시스템이 처분환경 하에서 어떻게 거동하느냐는 처분안전성과 직결되

는 중요한 부분이다. 공학적방벽시스템의 거동 실증은 실험장치의 구성이 복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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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한 계측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공학적규모

의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동특성과 장치특성을 파악하고 계측시스템을 보정

(calibration)한 후, 지하시험시설에서 현장시험 (in-situ test)을 수행하는 단계적 접

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에서는 이러한 공학적방벽시스템

실증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기준처분시스템 공학적방벽시스템에 대한

2단계 실증시험을 계획하고, 2003년부터 1단계 공학적규모의 실증시험을 수행해 오

고 있다.

공학적방벽시스템에 대한 현장실증시험은 실험실 내 실험과는 달리 실제 처분장

과 유사한 지하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시험은 처분장의 성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지질 및 지하수 환경을 조사하고, 현장조건에서의 시스템 구성요

소 방벽 거동 및 성능을 실증하며, 처분장 설계에 필요한 관련 기술의 타당성과 현

장 실험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행된다. 그러나 현장실증시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자료와 경험이 필요로 하며, 또한 예산과 시간이 많

이 소요 되고 일단 설치가 끝난 장치는 재설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외 현장시험 현황을 분석하고,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 내 시험구역에 대한 절리분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학적

방벽시스템 현장시험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고, 향후 수행할 실험계획을 수립하

였다.

가. 시험구역 절리분포 특성

KURT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암반 에 굴착된 폭 6m, 높이 6m의 말굽형 단면을

가진 길이 250 m의 터널이다. 그림 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입터널 180 m, 연

구모듈 70 m (좌측 30 m, 우측 45 m)이며,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시험은 우측 연

구모듈 막장 약 10 m 구간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이 구간의 터널 천정부에는 숏크

리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벽면부의 암반에는 연구를 위해 굴착된 상태로 그대로 있

다. 그리고 터널바닥은 연구모듈 내 실험과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약 0.5 m의 두께

로 잡석을 깔아둔 상태이다.

시험구역의 절리분포는 DIPS를 이용한 노출 막장면 및 좌.우 측면의 절리조사와

바닥면에 대한 시추 절리조사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노출면에 대한 절리조사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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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대 연구팀에 의해 실시되었고 [2.12], 바닥면의 시추조사는 (주)전일에 의해 수행

되었다. 그림 2.24에서 1, 2, 3, 4번은 각각 절리면 조사가 이루어진 막장면, 좌측면,

우측면과 시추조사가 이루어진 바닥면에 해당된다.

1번 막장면의 절리조사에서는 총 27개의 절리가 사용되었으며, DIPS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경사방향 263o, 경사 85o를 갖는 절리군이 암반 사면에 지배적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DIPS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결과이다. 2번 좌측면의 절리조사에서

는 총 36개의 절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DIPS 분석결과 경사방향 236°, 경사 76°

를 갖는 절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번 우측면의 절리조사

에서는 총 56개의 절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면에는 경사방향 213°,

경사 77°의 절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2.25는 절리조사면 1,

2, 3 번을 대상으로 총 114개의 절리에 대한 절리경사에 따른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경사도가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많아지고, 특히 70° 이상의 고경사 절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험구역 바닥면에 대한 시추조사는 그림 2.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군데에다

실시하였으며, BUF-1는 10 m, 나머지는 5 m 깊이로 시추하였다. 시추결과, 시험

구역의 암석은 매픽다이크 (mafic dyke)가 관입된 화강암으로 약간 풍화된 상태로

존재하였다 (그림 2.27). 대부분의 암석에서 TCR (Total Core Recovery)은 100 %

에 가까운 값을 보였으며, 암질지수 RQD (Rock Quality Designation)는 50 - 98 %

의 값을 보였다. 그리고 각 코어시료에 나타난 절리간격은 <1 cm - 110 cm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나. 현장시험장치 개념 및 실험계획

그림 2.28과 그림 2.29는 각각 공학적방벽시스템의 현장시험장치 및 시험처분공의

개념도이다. 시험구역 터널 바닥에 직경 2.24 m, 깊이 5 m의 시험공을 굴착하고,

여기에 현장시험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공학적방벽시스템의 현장시험장치는 히터,

완충재, 플러그, 지지대를 포함한 핵심 시험부분과 히터 제어 및 측정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위한 HCS & DAS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의 사

양은 기준처분시스템의 설계요건과 공학적규모의 KENTEX 실증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될 것이다. 히터는 직경 1.22 m, 길이 2 m의 원

통형으로, 히터와 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가 95 ℃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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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을 발생할 수 있도록 내부에 열용량 3 kW의 열원요소 (heating element) 3개

를 넣고 나머지 빈 공간에는 산화마그네슘 분말로 채운다.

히터와 시험처분공 내벽 사이의 공간에는 초기 수분함량 13 %, 건조밀도 1.6

kg/m3 인 고밀도 벤토나이트블록을 제작하여 설치한다.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틈새에는 벤토나이트 분말을 채우고, 히터와 블록, 블록과 시험처분공 사이 빈 공간

에는 모래를 채운다. 블록 설치가 끝난 후 상부에는 플러그를 설치하고, 벤토나이트

블록이 지하수와 반응하여 생긴 팽윤압에 의해 시험처분공 위쪽 방향으로 솟아오르

지 못하게 하고, 터널바닥으로부터 물이 플러그와의 틈새를 통하여 들어가지 못하

도록 단단히 밀봉 한다. 그리고 플러그 위쪽은 고밀도 벤토나이트블록으로부터 작

용하는 팽윤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지지대를 천정까지 세운다. 현장시험

에 사용될 센서는 벤토나이트블록과 주변암반에서의 온도, 습도, 압력, 변위 및 공

극수압 변화를 측정할 센서들이며, 실험기간동안 정밀성, 내구성, 편의성 및 안정성

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선정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만족하

는 것들을 사용한다.

- Temperature up to 100℃

- Pressure ≥ 5 MPa

- Harsh saline environment

- Sensor dimension as low as possible

- Sensor cable of more than 5 m in length

히터 제어 및 측정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위한 HCS & DAS 시스템

은 공학적규모의 KENTEX 실증실험장치에 사용된 것과 기능적으로 비슷한 사양의

것을 사용하며, 운영프로그램은 PRODASH-EN 2.0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다. 그

밖의 구성요소 사양은 기준처분시스템의 설계요건과 KENTEX 실증실험에서 얻어

진 데이터와 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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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유성지역 시추공 YS-01으로부터 채취한 심부지

하수의 수리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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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Buffer

density (kg/m3)

porosity

absolute permeability (m2)

specific heat (J/kg℃)

pore compressibility (Pa-1)

pore expansivity (1/℃)

Heater

density (kg/m3)

porosity

specific heat (J/kg℃)

pore compressibility (Pa-1)

pore expansivity (1/℃)

parameters

α

n

2700 (grain)

0.44

6x10-20

980.0

1.0x10-8

1.0x10-4

4600

0.20

590.0

0.00

3.5x10-5

2.5493x10-3

1.4166

표 2.2. KENTEX 실헌 결과 모사에 사용된 물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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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공학적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적 거동 실증을 위한 엔지니어링

규모의 KENTEX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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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KENTEX 실험에 사용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종류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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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림 2.3. 압력실린더 내 설치 블록과 축방향의 높이

에 따른 섹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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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Location Code

AA-BB-CC-DD

where  AA: sensor type 

T:thermosensor, H:hydrosensor, 
M:mechanical sensor

BB: alphabetic order of cross-section

A:0.000 m, B:0.085 m, C:0.170, D:0.340 m, 
E:0.510 m, F:0.680 m, G:0.850, H:1.020 m, 
H:1.190 m

CC: alphabetic order of radial location (r) within 
the cross-section

R1:0.000 m, R2:0.102 m, R3:0.203 m, 
R4:0.289 m, R5:0.375 m

DD: alphabetic order of angular location (q) within 
the cross-section

T1:0o, T2:90o, T3:180o, T4:270o

z

r

R q

A
B

E

D

H

I

F

Cross-section Code

C

G

f 750

f 406.4

1
3
6
0

6
8
0

1
7
0

z

r

R q

A
B

E

D

H

I

F

Cross-section Code

C

G

f 750

f 406.4

1
3
6
0

6
8
0

1
7
0

그림 2.4. 온도, 습도, 압력 센서의 위치 인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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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정상가열단계에서 히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90 ℃로

유지하기 위해 히터에 공급된 전력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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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반응 후 760일 경과시점에서 벤토나이트블록 내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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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높이에 따른 온도분포 (반경 방향 길이=0.246 m, 시간=33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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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반경방향 거리에 따른 온도분포 (높이=1.02 m, 시간=33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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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벤토나이트블록 내 습도분포 및 수분함량분포:

(a) 습도센서에 의해 측정된 습도분포

(b), (c) 코어샘플링 방법에 의해 얻어진 수분함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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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벤토나이트 블록 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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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과열단계에서 히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

의 온도를 120 ℃로 유지하기 위해 히터에 공급

된 전력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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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과열단계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 (Level=B)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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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과열단계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 (H-D-R4-T1:

H=0.34m, R=0.246 m)의 습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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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과열단계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 (M-F-R4-T2: H=0.680

m, R=0.246 m)의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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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벤토나이트블록 내 Level=F (0.680 m)에서 냉각단계

시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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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벤토나이트블록 내 Level=I (1.190 m)에서 냉각단계 시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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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리전도도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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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압축 벤토나이트의 건조밀도-수리전도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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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분흡인력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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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압축 벤토나이트의 팽윤압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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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계산된 온도 분포와 측정 데이터의 비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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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높이 0.61 m 지점에서 501 일 경과 후, 계산된 포화도 분

포 변화와 측정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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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높이 0.34 m 지점에서의 전압력 분포 계산 값과

측정치의 비교 H: height (m), R: radial distan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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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의 개념도 및

절리조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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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시험구역에서의 절리 경사각에 따른 발생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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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시험구역 바닥면 시추조사 위치 및 시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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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1

BUF-2

BUF-3

BUF-4

BUF-5

그림 2.27. 시험구역 바닥면의 시추코어 사진 및

코어의 TCR/R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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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 시험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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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공학적방벽시스템 현장시험장치 설치구역 및 시험처분공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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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암반의 열적거동 현장실험

1. 배경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암반에서의 열 전달과 관련된 열-역학적 거동

을 평가하고 기 사용된 모델링 기법의 검증에 활용할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추공

히터시험을 설계하고 설치하였다. 열-역학적 거동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를 위해

지하수 유입이 적은 구간을 시험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험 구간 주변에서의

불연속면의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암반의 열-역학적 물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실 실험이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시추공 히터시험이 본격 가동되었

으며 2009년 9월부터 히터온도 90oC 로 유지시키면서 암반 내 열-역학적 변화에 대

한 관찰 및 분석이 실시하였다.

2. 암반 열역학적 거동 현장실험

가. KURT 히터시험 구간 조사

암석의 물리적 성질들을 구하기 위하여 국제암반공학회 표준시험규정

(Testing Standards of ISRM,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

표준시험법(ASTM, American Standards of Testing Methods)등을 근거하여 일축

압축시험, 인장강도, 삼축압축시험, 자연 절리면 직접전단시험, 열팽창계수 측정시험

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암반공학연구실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암

석의 열전도 시험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암석코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3.1] 비열

에 대한 측정을 수행 중에 있다.

1). 암석의 역학적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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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축압축시험은 히터공 상부 10회 그리고 하부 10회를 수행하여 총 20회를

수행하였다. 일축압축 시험을 통해 비중, 공극률, 탄성파속도, 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등이 측정되었다.

비중 측정을 위해 오븐에서 105℃ 온도로 적어도 24시간 동안 3℃ 내외의 오

차로 유지, 건조시킨 후 시료의 건조 중량을 측정하였다. 히터시험 구간에서 회수된

암석의 평균 비중은 2.649, 최솟값은 2.55, 최댓값은 2.74 로 나타났다. 히터공 상부

암석의 비중이 하부 암석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평균 암석 비중

2.649는 KURT에서 측정된 평균 비중인 2.64[3.8] 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는 히터시험이 실시되는 구간이 KURT 우측모듈로 심도가 가장 깊은 곳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극률은 전체 부피에 대한 공극의 부피비(%)로서 암석

시료를 800 Pa 이내의 진공오븐에서 적어도 24시간 이상 수중에서 포화시킨 포화시

료의 질량과 105℃ 온도로 24 시간 이상 건조시킨 건조 질량 및 시료의 부피를 이

용하여 구하였다. 측정 결과 시험 구간의 평균 공극률은 0.778% 로 나타났으며 히

터공 상부 암석의 공극률이 하부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최대 공극률은 1.87%, 최소 공극률은 0.07% 로 나타났다.

히터구간 시료에 대한 탄성파속도 측정은 일본 Oyo사의 Sonic viewer

Model-5228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암석시료의 말단에 발진기를, 다른 한쪽에는

수진기를 밀착시킨 다음 0.5 kgf/㎠ 이하의 압력을 가하면서 발진기의 펄스를 발생

시킨다. 펄스가 암석시료를 통과하는 전파시간을 구한 후 시편의 길이를 전파시간

으로 나누어 P파(종파), S파(횡파) 두 종류의 전파속도를 구하였다. P파의 속도는

4673m/sec 로 S파의 평균속도인 2444m/sec에 배해 약 2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

났다.

암석의 단축압축강도(uniaxial compressive strength)는 구속이 없는 상태에서

압축력을 작용시켜 파괴가 일어났을 때의 하중을 시험편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구한

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편은 원통형 시험편으로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건조 상태

에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편을 성형할 때 시편의 양단면에서 0.02mm 이하의

편평도와 0.001 라디안 이하 오차의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표면연삭기로 가공하였다.

상하면의 평행성이 잘 맞지 않는 시료에 대하여도 고르게 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구면좌(Spherical seat)를 시험편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고, 0.5 ～ 1 MPa/sec의

하중속도로 가압하여 암석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단축압축강도의 평균값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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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화강암 강도(150MPa)의 절반 정도인 957(kg/cm2 = 94MPa) 로 나타났으며 히

터공 상부 암석의 강도가 하부 암석에 비해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단축압축강

도시험에서 하중을 받는 암석 시료 표면에 접착된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수

직, 수평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하중과 변형률의 관계에서 탄성계수를 구하고 수평,

수직 변형률의 관계에서 포아송비를 구하였다. 탄성계수 평균값은

5.284x105kg/cm2(= 52GPa)이며 최대 10x105kg/cm2 (=98GPa)의 탄성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아송비는 평균 0.2로 나타났으며 히터공 하부에서 약간 높은 값

을 보였다.

히터공 상부 10회, 하부 10회에 걸쳐 간접인장시험을 통해 암석의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평균 인장강도는 102kg/cm2(=9.8MPa) 으로 단축압축강도의 약 1/10 정

도로 나타났으며 히터공 하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장강도를 보였다. 삼축압축

시험은 암반 내에 작용하는 응력상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때의 암석의 거동을

관측하기 위한 시험으로 암석의 파괴포락선을 구하는데 필요하다. 삼축압축시험에

서는 암반과 유사한 응력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원주형 시험편을 삼축 셀 내에 넣고

유압펌프를 이용해 시험편 측면에 봉압(confining pressure)을 가하는 동시에 축 방

향으로 하중을 가하게 된다. 시편에 대한 축하중은 하중을 가하기 시작한 후 5 ~

15분 이내에 파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변형률로 증가시켰다. 하중속도는 0.5

~ 1.0 MPa/sec의 범위에 있으며 봉압을 각각 달리하면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히터

시험 구간 암석 시험편을 이용한 삼축압축시험은 총 4회를 수행하였으며, 내부마찰

각의 경우 53° ~ 57° 정도로 나타났으며 점착력의 경우 140 ~ 180

kg/cm2(13.7~17.7MPa)로 나타났다.

전단시험에서는 단계별 수직응력 조건에서 구한 전단변위-전단응력 곡선과

전단변위-수직변위 곡선으로부터 최대전단강도, 잔류전단강도, 전단강성, 초기 팽창

각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단시험은 히터공 상부에서 3회 그리고 하부에서

3회가 이루어 졌다. 예비시험에서는 JRC가 0 ~ 2와 2 ~ 4에 대해 총 2회 시행되었

으며, 히터공 상부에 대해서는 0 ~ 2, 6 ~ 8 그리고 10 ~ 12에 대해 총 3회 수행되

었다. 그리고 하부에 대해서는 2 ~ 4, 8 ~ 10 그리고 12 ~ 14에 대해 총 3회 수행되

었다.

2). 히터 시험 구간의 터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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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시험 구간을 포함한 KURT 전 구간은 조절발파 기법에 의해 굴착되었으

며 지보가 설치된 후의 터널 크기가 6m x 6m 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대부분의 터

널 구간은 록볼트와 숏크리트 또는 30cm 두께의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보강되어 설

계에서 고려한 터널 크기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히터 시험 구간의 경우, 연구를

위한 암반 노출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벽면 부의 암반에는 숏크리트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낙반 방지를 위한 천장부 숏크리트만 설치하였다. 그림 3.8은 히터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우측 연구모듈에서 측정된 터널 형상을 보여준다. 터널 폭은 6.5m

이고 터널 높이는 6.3m, 터널 면적은 35.85 m2이며 굴곡을 고려한 주변장의 길이

는 25.15 m 로 조사되었다.

3). 암석의 열적 물성

본 연구에서 열팽창계수 측정시험은 히터공 상부 15회 그리고 하부 15회를

수행하여 총 30회를 수행하였으며 열팽창계수를 20℃~50℃, 50℃~100℃, 100℃~15

0℃, 150℃~200℃에 대해 각각 나누어서 결정하였다. 그림 3.2는 히터시험구간에서

나온 암석코아를 이용한 열팽창계수 측정 시험결과를 보여준다. 상온에서 7.5e-6/oK

로 나타나며 50-100oC 에서는 9e-6/oK 로 온도 증가에 따라 열팽창계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히터온도가 90oC 까지 가열되는 히터시험의 해석을 위해서는 7e-6/oK

~ 9e-6/oK 사이의 열팽창계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석의 열전도도는 처분 환경에서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해석을 위해 반드

시 필요한 입력인자이다. 특히 암석의 열전도도도 건조 상태의 암석과 지하수로

포화된 상태의 암석을 비교하면 포화된 상태의 암석의 열전도도가 높은 것이 일반

적이다. KURT에서 회수된 시추 코아를 이용한 실험실 실험을 통해 암반의 열전도

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1과 같다. 심도(Z)와 암반 포화 여부에 따라 열

전도도(K)는 다음 식과 같은 변화를 보인다.

K(wet) = 0.0048 Z + 2.6782 (W/moK) (3.1)

K(dry) = 0.0067 Z + 2.2929 (W/m
o
K) (3.2)

즉, 심도의 증가에 따라 열전도도는 증가하며 포화암의 열전도도가 건조된 암석

의 열전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건조암의 경우 평균 열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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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9W/moK 이고 포화된 상태에서는 7% 증가한 3.1W/moK 으로 나타난다. YS

공 500m 심도에서 회수된 암석코아에 대해 건조 시 실시한 열전도도 측정의 경우,

3.541 W/moK 로 나타났다[3.2]. KURT 측정 자료와 함께 나타내면 다음 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3.3].


log

(3.3)

여기서 K는 열전도도(W/moK), Z 는 심도(m)이다.

지표면 부근에서는 심도에 따라 열전도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심도 이상에서

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모델링에서는 지표면 부근의 경

우 심도에 따른 열전도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150m 이상의

심도에서는 일정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열전도

도-심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간 심도에서 회수된 암석에 대한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것이다. KURT 심도 (KUR00m) 구간의 경우, 열전도도는 2.5~3W/moK 사이

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터널 내에서의 히터시험에 의해 암반의 온도는 상승하게 되며 대기 온도와

암반 온도의 차이에 의해 터널로의 열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터널 벽면을 따른 열

손실은 온도 차이, 대기의 흐름 속도, 대류 열전달 계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류 열

전달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4)

여기서 k 는 유체의 열전도도, DH 는 Hydraulic diameter, Nud 는 Nusselt

number 를 의미한다. Hydraulic diameter는 단면적의 4배를 주변장으로 나누어 계

산할 수 있다.

Nusselt number는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대류와 전도에 의한 열전달 비를 나

타내는 무차원 수로서 조건에 따라 적합한 경험식을 이용하여 결정하여야한다. 난

류가 발생하는 강제대류 조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Dittus-Boelter correlation 으로

Nud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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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여기서 Red 는 Reynolds number, Pr 은 Prandtl number를 나타내며 n 은 가열

시(벽면이 유체보다 온도가 높은 경우) 0.4, 냉각시 0.3 이 사용된다. Prandtl

number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6)

여기서 μ 는 유체의 점성도(fluid viscosity), Cp 는 heat capacity를 나타낸다.

물체를 지나는 유체의 흐름에서 관성력과 점성력의 크기의 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는 무차원수인 Reynolds number 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3.7)

여기서  는 공기 밀도, Vm 은 공기 속도, DH 는 hydraulic diameter 를 의미

한다. Reynoolds number가 작은 동안은 정류상태이었던 흐름도, 임계값을 넘게 되

면 불규칙적으로 변동하는 난류로 변하게 된다. 원형 파이프 내의 유동의 경우 임

계 레이놀즈 수는 약 2,300 정도이다.

유체의 점성도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Sieder-Tate

식이 사용된다. 이 식은 온도 변화에 따른 점성 변화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보

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3.8)

여기서  유체 온도에서의 점성을,  는 벽면 온도에서의 점성을 의미한다.

위 식은 다음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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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을 따라 흐르는 공기의 물성은 아래의 평균 온도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3.9)

터널 벽면이 거칠면 난류(turbulent flow) 를 발생시켜 공기압 강하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표면의 거칠기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마찰계수 f 가 고려된다.




 log








 (3.10)

여기서 e 는 거칠기(roughness)를 의미한다.

KURT 우측모듈의 형상을 고려하여 Heat convection coefficient 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계산을 위해 유입 공기의 온도는 15oC, 벽면온도는 30oC 로 가정

하였으며 공기속도는 10m/sec 로 가정하였다. 터널 벽면 거칠기는 고려하지 않았

다. 따라서,

 


 oC (3.11)

터널 면적 35.84m2 주변장 25.11m 를 이용하여 hydraulic diameter를 계산하면



×
  (3.12)

온도에 따른 공기 물성 변화 및 curve fitting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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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inematic viscosity(m2/sec) with T(oK)

   (3.13)

(b) Density (kg/m3) with T(oK)

   (3.14)

(c) Prandtl's number with T(oK)

     

(3.15)

(d) Specific heat capacity(W/kgoK) with T(oK)

    

(3.16)

(e) Thermal conductivity (W/moK) with T(oK)

  

(3.17)

이들 식을 이용하여 평균온도 22.5oC 에서의 KURT 에서의 공기 물성을 계산

하면 다음과 같다.

. air viscosity = 1.817x10-5 kg/m sec

. air density = 1.1978 kg/m
3

. 비열 = 1.005288 kJ/kg
o
C

. 열전도도 = 0.02624 x 10-3 kw/m sec

. Prandtl number =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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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공기물성을 사용하여 Reynolds number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 3.83e6 (3.18)

높은 Reynolds number 는 난류 발생을 의미한다.

Nusselt number 를 Sieder-Tate 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air viscosity at 15oC, = 1.78 x 10-5 kg/m sec

air viscosity at 30oC,  = 1.85 x 10-5 kg/m sec

 



 



= 3767 (3.19)

따라서 대류열전달 계수는




= 17.1 w/m2 oC (3.20)

위 계산에서 사용된 조건에서 공기 속도만 바뀔 경우, 공기속도 변화에 따른 열

전달계수 변화는 그림 3.3과 같다. 공기속도가 빨라질수록 대류열전달계수도 증가하

며, 공기 속도가 30m/sec 로 증가하는 경우, 대류열전달계수는 40w/m2 oC 까지 상

승함을 알 수 있다.

KURT에 인접한 지역에서 위치한 시추공의 암석시료를 이용한 비열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지표면 암석의 경우 977J/kgoC, 500m 심도의 암석의 경우

1212J/kg
o
C 으로 나타났다[3.10]. 고성지역에 천공된 심부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

의 경우 지표면 부근에서 1075J/kgoC, 500m 심도에서 1576J/kgoC 으로 심도에 따른

유사한 비열 증가 경향을 보였다. KURT 암석 시료를 이용한 비열 측정은 2009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Ugur and Demirdag[3.4] 은 암석을 이용한 실험실 측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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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암석의 비열과 기타 물성과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암석

시편은 건조된 상태에서 실험이 실시되었다.

  (3.21)

여기서 비열(SHC)은 kcal/kgoC, 는 밀도(g/cm3), 는 공극률(%), UCS는 단축

압축강도(MPa) 이다. KURT 화강암의 평균비중 2.64, 공극률 1%, 단축압축강도

70MPa 를 적용할 경우, 비열은 0.21 kcal/kgoC(= 870 J/kgoC) 로 계산된다. 위 식

과 KURT 에서의 UCS, 의 심도에 따른 변화 및 평균밀도 2.64g/cm3 을 이용하여

KURT 심도에 따른 비열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지표면 부근에서 800J/kgoC 에 가까

우며 심도가 깊어질수록 900J/kgoC 에 접근할 것으로 나타났다[3.3]. 본 연구에서는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비열을 1000 J/kgoC 로 가정하였다.

4). 시험구간 절리면 조사

히터시험 구간에 노출된 벽면에 노출된 절리에 대한 조사가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실시되었다. 절리면 측정이 이루어진 곳은 3개의 조사면으로 그림 3.4의 1, 2,

3번 면이 조사면에 해당한다. 조사된 자료들은 DIPS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DIPS

를 통해 1, 2, 3번 전체 자료에 대한 분석과 각각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차례로 이

루어졌다.

그림 3.5는 히터시험 구간 막장에 해당하는 1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을 나타낸

다. 현장 사진의 각 절리에는 번호가 부여되었다. 조사된 총 자료의 수는 27개이며,

경사방향 263°, 경사 85° 를 갖는 절리군이 암반 사면에 대해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얻은 데이터에 대해 시각적인 분석 자료를 얻기 위해 DIPS 가 사

용되었다.

그림 3.6은 히터시험 장치가 설치된 벽면인 2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이다. 총

36개의 절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DIPS를 이용한 절리 자료를 분석 결과 경사방

향 236°, 경사 76° 를 갖는 절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3번 조사면은 히터공의 반대편에 위치한 면으로 그림 3.7은 현장 사진을 나타

내고 있다. 총 56개의 절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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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방향 213°, 경사 77° 를 갖는 절리군과 경사방향 284°, 경사 83° 를 갖는 절리군

이 조사면에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종합 결과

히터시험 구간 주변에 노출된 1, 2, 3번 벽면에 대한 조사 결과 실측 조사로

총 114개의 절리 자료를 얻었다. 조사된 총 실측 조사 정보에 대한 자료는 그림 3.8

에 나타나 있다. 그림 2.16을 통해 경사방향 235°, 경사 77° 를 갖는 절리군과 경사

방향 284°, 경사 85° 를 갖는 절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14개 절리 중, 경사도가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많아지며, 특히 70° 이상의 고경사

절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시추공 히터 현장 시험

1). 히터공 및 관측공

시추공 히터시험을 위해 우측 연구모듈 막장 왼편의 벽면을 선정하여 시추작

업을 실시하였다. 히터공의 위치는 터널 바닥에서 약 1.5m 위치에 있는 비교적 양

호한 암반을 선택하였다. 히터가 설치되는 히터공의 직경은 11cm 이며 길이는

3.2m 이다. 히터공 주변 약 1m 구간에 관측공을 집중적으로 천공하였다. 관측공 천

공에 따른 암반의 열-역학적 거동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측공의 크기는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76mm 시추공의 절반 크기인 38mm 직경으로 천공하였다. 관측공

과 히터공에서 암석코아를 회수하여 암석물성 측정 및 절리분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38mm 관측공의 수는 15개로 각 관측공의 길이, 방향 및 설치된 센서는 표

3.2와 같다. 관측공의 길이는 5m 내외로 히터가 설치된 구간의 2m 외부까지 측정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9는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천공 작업을 보여주며 관측

공의 천공 순서는 그림 3.10와 같다. 그림 3.11은 각 관측공의 히터공에서의 거리를

보여준다. 온도센서는 수직과 수평 양방향으로 0.3m, 0.6m, 0.9m 떨어진 지점에 수

평으로 천공된 관측공과 경사 관측공에 설치하였다. 응력센서가 설치된 4개의 수평

관측공은 히터공에서 약 50cm 떨어져 있다(그림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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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관측공은 히터공에서 1m 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사공 (C1, C2)

은 히터시험 구간에서 5m 까지 온도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 경사공의 수평경사는

경사각을 26o로 하여 히터 중심의 윗부분을 지날 수 있도록 하였다.

2). 히터

본 시추공 히터시험에 사용된 히터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는

28kg 이다. 히터의 길이는 2m 로서 벽면에서 1.2m에서 3.2m 사이에서 히터가 위치

하게 된다. 히터는 상부(upper part) 와 하부(lower part)로 나뉘며 히터공에 삽입할

때는 97mm 직경으로 상부와 하부가 붙어 있다가 설치 위치에 도달해서는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면서 히터공 벽면에 밀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으

로 히터의 설치 위치를 추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히터 내에는 6개의 온도센

서가 그림 3.13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소형화를 위해 직경 1.6mm 의 T-type

thermocouple 이 설치되었으며 센서는 표면에서 2mm 깊이에 위치하고 있다. 히터

내에는 가열을 위한 8개의 전력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전력은 5kw 이다.

발열체인 히터가 물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며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암반

으로 원활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히터와 암반 사이에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설치

하였다.

3). 센서

히터시험을 위해 100여개의 온도센서가 암반 내에 설치되었다. 시험에 사용된

온도센서는 국내 업체인 에이스인스트루먼트사의 진동현식 온도센서로 금속의 선팽

창계수 차이를 이용한 온도 계측을 하게 된다. 온도센서의 사양은 표 3.3과 같다.

방수, 방습,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낙뢰보호용 피뢰장치와 별도의 thermistor 온도

센서를 내장하여 반영구적 계측이 가능도록 설계되어 있다. 본 히터시험과 같은 지

하 습윤 환경에서의 장기시험에는 정확성과 함께 내구성이 요구되므로 진동현식 온

도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터에 비교적 먼 관측공들인 A1, A2, A3, A4

공에는 각각 9개의 온도센서를 설치하였으며 약 30cm 거리에 있는 B1, B2, B3, B4

공에는 각각 12개의 온도센서를 설치하였다. 하향 경사공인 C1 에는 12개, 상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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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인 C2 에는 3개, 최하단 수평공인 C3 에 8개를 설치하였다. 설치 지점은 히터

에 가까운 관측공 중앙부에는 센서를 밀집시켰으며 먼 곳에는 설치 간격을 비교적

넓게 하였다. 각 관측공에서 계획된 위치에 온도센서를 설치한 후, 관측공은 시멘트

액을 주입하여 밀봉함으로써 암반과 센서간의 온도 전달이 원활하게 하였다.

동일한 data acquisition system 을 사용하여 온도와 응력 변화 기록이 가능

하도록 응력도 진동현식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진동현식 암반

응력계는 하우징 내 진동현과 코일이 내장된 본체, 하중이 가해지는 웨지, 하중을

받아들이기 위한 베어링 플레이트 및 초기 설치를 위한 설치부로 구성된다. 암반

응력 변화는 베어링 플레이트를 통해 진동현의 인장력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진동

현의 공진주파수에 변화를 준다. 진동현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코일이 진동현을

진동시키고 진동 시 공진주파수를 감지하여 출력장치로 전송하게 된다. 진동현 전

환계수와 암반의 탄성계수를 이용하여 암반에서 작용하는 응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온도변화로 인한 센서의 선팽창계수를 보정하기 위해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본 시험에서는 38mm 직경의 경암용 EX size stressmeter를 설치하였으며 센

서 사양은 표 3.4와 같다. 그림 3.15은 히터공 주변 응력센서 설치공에서의 센서 설

치 방향을 보여준다. 응력을 전달하는 플레이트가 히터공 방향으로 놓이게 함으로

써 히터 가열에 의한 열응력이 센서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림 3.16은 응력센서 설치 장면을 보여준다.

4). 기타 장비

암반온도, 응력 변화, 히터온도, 히터전력량 등은 그림 3.17의 데이터 저장 시

스템에 의해 자동 저장된다. 시험 초기에는 측정 간격을 조밀하게 하였으며 히터온

도가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측정 간격을 늘림으로써 자료 저장의 효

율성은 높였다.

시추공 내 온도를 수동 계측하는 장비로 VW Data Recorder(ACE-1000) 이

사용되고 있다. ACE-1000 는 진동현식 센서용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으며 RS-232

방식으로 컴퓨터로 자료 전송이 가능하다. 최대 2,000 개의 측정 자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온도, HZ, 10³3Hz²2, μsec 와 같은 네 가지 종류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18은 히터온도 조절 장치를 보여준다. 본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히터

온도를 설정하면 주기적으로 히터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설정온도를 넘어가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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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설정 온도 이하가 되면 전력 공급을 재개하도록 되어

있다. 히터에 장착된 6개의 온도센서에서 측정된 자료는 온도 기록 장치에 의해 자

동 기록된다.

다. 히터시험 결과

1). 히터시험 추진 현황

본격적인 히터시험이 실시되기 전, 센서와 데이터 기록 시스템의 작동을 확인

하기 위해 2007년 8월~9월에 걸쳐 약 2주간 히터 온도를 70oC까지 상승시키는 예비

시험이 실시되었다. 예비시험을 통해 측정 장치를 보완한 다음, 암반 온도가 초기

상태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2007년 12월 본 시험을 위한 히터 가동이

시작되었다. 표 3.5는 본시험에서의 히터온도 변화 이력을 보여준다. 응력센서는

2007년 5월23~5월30일 사이에 설치되었으며 5월 23일 C3 공에 온도센서가 설치되

었다. 2007년 7월에는 환기시스템으로부터 히터시험 구간을 격리시키기 위한 차단

벽이 설치되었다.

2). 대기 온도, 습도 변화

대전 지역의 연간 평균기온은 12.3℃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53.8mm 이다.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의 월평균기온은 25.5℃이며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월평균기

온은 -1.9℃로 연교차가 27.4℃로 나타난다. 관측이후 최고기온은 1994년 7월23일의

37.7℃, 최저기온은 1969년 2월 6일에 기록된 -19.0℃ 이었다. 모델링이나 이론식을

이용한 계산을 위해서는 변동이 심하고 입력이 복잡한 실측값 보다는 방정식을 이

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1년 주기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sin 곡선을 이용하여

curve fitting 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간 대기온도 변화를 비교적 정확하

게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tting curve에서 예측하는 2007년과 2008년

의 년 평균 기온은 13.2℃이며 최대온도는 25.7℃, 최저온도는 0.7℃ 로 실측값에 비

해서는 변동 폭은 2℃ 정도 낮게 나타난다.

3). 터널 벽면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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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 가열에 따라 터널 벽면에서의 온도도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는 시간에 따른 터널 벽면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벽면온도에 대한 측

정은 히터에 대한 가열이 시작되기 전부터 측정하여 초기 조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암반 벽면의 온도는 비교적 일정하므로 계절에 따라 공기 온도에 비해 낮

거나 높게 나타난다. 2007년 5월부터 측정된 암반 벽면온도는 2007넌 9월까지 서서

히 증가하다가 시험이 착수되기 직전에 낮은 값을 보인다. 암반 벽면 온도도 터널

내 대기 온도의 변화 추세와 유사한 경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아 9월-10월 사이에

최대 온도에 도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히터가 가열됨에 따라 암반 벽면의 온도도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0은 히터공 주변에서의 암반 벽면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측정점 사

이의 간격은 약 0.6m 이며 히터에서 멀어질수록 온도도 대칭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7월 히터공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온도는 23oC로

히터 시험 구간 끝 구간에서 20oC로 히터 가열에 의한 온도 차이가 3oC 정도로 나

타난다.

그림 3.21은 KURT 내에서 측정된 터널 벽면에서의 온도변화를 보여준다. 벽

면 온도는 휴대용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여 10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계절에 따

라 유입되는 공기 온도의 차이가 남으로써 터널 벽면에서의 온도도 계절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데 대기의 영향이 큰 터널 입구부에서 변동 폭이 크고 터널 막장에 가

까울수록 변동 폭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터널 막장 부에서는 터널벽면의 연간 평

균온도가 14oC 내외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KURT

심도(90m)에서의 초기 암반 온도는 14
o
C 내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모델링에

서는 암반 초기온도로 14.5oC를 사용하였다.

4). 암반 온도 변화

히터 가열에 따라 암반의 온도도 변화하게 된다. 그림 3.22는 히터 가열 전후

의 암반 내부 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가열 전 암반의 온도는 14.5-15
o
C 사이로 비교

적 일정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히터를 70
o
C 까지 가열하였을 때 32

o
C까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히터 가열 후 초기 온도의 분포와 상이한 온도 분포도를 보

이는 까닭은 시험 구간 내에 위치하는 불연속면의 영향으로 보인다. 관측공 및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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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공 시추 시 관찰되었던 균열의 위치를 온도 분포도와 함께 그려보면 그림 3.23과

같다. 38mm 관측공에서는 균열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힘들지만 균열의 위치를

온도 분포도와 함께 표시함으로써 균열이 놓이는 방향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암반에서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불연속면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

미하며 향후 불연속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함께 터널 벽면으로의 열손실도 관찰되고 있다. 즉, 암반 내부의 온도

분포는 히터 중심에서 대칭적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에서 먼 쪽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는 터널 벽면으로의 열 손실 또는 벽면 주변에

위치하는 손상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3. 히터시험 모델링

FLAC3D 모델 격자망(model mesh)은 가열된 암반에서 터널로의 열 전달을

고려하기 위해 6.5m, 6m 크기의 터널과 터널 벽면에 설치된 히터공을 함께 모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모델의 크기는 60m x 60m x 60m 이며 모델은 62,400개의

격자로 구성된다(그림 3.24). 히터 격자에서 충분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8개의 경계

면에서는 열 유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모델링에서는 계산의 단순화를 위

해 터널 벽면 온도가 대전 지역 연 평균 대기온도인 13.2oC 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터널 벽면으로의 열 흐름을 고려하기 위해 터널 바닥, 천정, 벽

면에서 heat convection 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사하였다. 본 모델링에서는 대류열전

달계수를 10w/m
2 o

C 로 가정하였다. 히터공에 설치된 히터의 온도를 20
o
C에서

90oC까지 5oC 간격으로 상승시키면서 암반 내 온도변화를 계산하였다. KURT 내외

에서 조사된 암반의 열-수리-역학적 물성에 대한 정리는 권상기와 조원진[3.3]에 의

해 수행된 바 있다. 특히 각 물성에 대해 심도에 따른 변화 관계식을 curve fitting

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들 관계식을 이용하여 히터 시험구간이 위치하는 심도 약

90m 에서의 암반 열-역학적 물성은 추정하면 표 3.6과 같다.

히터 가열이 시작된 후 7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히터 온도를 90oC 로 상승

시켰으며 이후 6일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히터공 주변 온도 분포는 그림 3.2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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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히터 주변에서 높은 온도 분포를 보이며 터널 벽면을 따른 열 손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히터 중심에서 5m 지점까지 온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히터공에

서의 거리와 벽면에서의 거리에 따라 암반 온도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3.26은 히터

공에서 0.6m 와 1m 떨어진 곳에서 벽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암반 온도 변화를 보여

준다. 예상할 수 있는 대로 히터공 중심에 가까울수록 높은 온도가 나타나며 히터

공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온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히터공에서 0.6m 떨어진 지

점에서의 최대 온도는 41oC 이며 1m 떨어진 곳에서는 29oC로 나타났다. 이러한 온

도 분포는 히터 가열 후 시간 경과 및 대기온도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 DECOVALEX 국제공동연구 참여 현황

지하심부 암반에 건설되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주변에서 예상되는 열-수리-

역학-화학적(THMC) 거동에 대한 이해는 처분장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장

기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처분 환경에서의 THMC 연성 거동에 따른 영향을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리, 화학, 역학, 수리, 생물학과 같은 여러 분야에 대한 통

합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 모델과 컴퓨터 모델링 기

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인 DECOVALEX (DEvelop- ment

of COupled models and their VALidation against EXperiments) 프로젝트가 추진

되었다. 1992년 DECOVALEX-I 이 착수된 후 현재까지DECOVALEX-II,

DECOVALEX-III, DECOVALEX-THMC이 수행되었으며 2009년 현재

DECOVALEX-2011(D-2011) 가 추진 중에 있다[3.4]. 연구결과의 발표 및 상호비교

를 통한 검증을 위해 매년 2회의 웍샾이 개최되며 2008년에는 영국 Oxford와 일본

Horonobe URL에서 정기 웍샾이 개최되었다. 2009년 4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 3차

웍샾에는 10여개 국가에서 4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였다. 각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연구 보고서로 취합되어지며 2009년 6월 1차 보고서가

완료되었다. 2009년 10월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제 4차 웍샾에 개최되었다.

D-2011 에서는 3가지 Task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며 8개국(스웨덴,핀란드,영

국,프랑스,체코,일본,중국,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3.5], 한국은 스웨덴 Task B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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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Task 에 대한 추가적인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 스웨덴 Aspo

URL에서 수행된 대규모 pillar stability test 현장시험[3.6]에서 측정된 현장 자료를

기반으로 지하 암반에서의 열-역학적 파괴거동을 예측하는 Task B에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을 포함한 6개 기관이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목표를 두고 있다.

-Stage 1: 실험실 자료의 Calibration과 터널 굴착에 따른 역학적 거동

예측

-Stage 2: 처분공 2.5m, 4.1 m 심도에서의 소성발생 예측

-Stage 3: 처분공에서 발생하는 소성대의 심도와 폭을 예측

-Stage 4: Destress 를 위한 slot 을 시추함에 따른 암반의 거동을 예측

-Stage 5: 자연균열이 부근에 존재하는 수직 처분공에서의 장기 THM 거동을 모

사.

실험을 위해 7.5m 높이의 터널과 직경 1.75m, 깊이 6.5m 의 수직공을 두 개

굴착하였으며 다양한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온도, 응력, 변위, 파괴발생, 음파 발생을

측정함으로써 터널 및 처분공 굴착, 팽윤압, 방사성붕괴열이 암반에 미칠 영향에 대

해 평가하였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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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umber

Distance
from

borehole
entrance

(m)

Density

(Mg/m3)

Effective
porosity(%)

Thermal conductivity(W/mK)

dry
Water-saturate

d

1 23 2.64 2.40 2.274 3.240

2 23 2.63 2.47 2.124 3.202

3 30 2.61 2.64 2.446 3.623

4 84 2.63 0.97 3.045 3.336

5 84 2.64 0.79 3.006 3.367

6 134 2.68 0.56 3.674 3.135

7 134 2.69 0.51 2.677 2.927

8 134 2.68 0.56 2.724 2.992

9 134 2.68 0.56 2.824 2.945

10 170 2.66 1.67 3.122 3.322

11 170 2.67 1.01 3.036 3.201

12 170 2.61 1.09 3.047 3.403

13 234 2.63 0.66 3.007 3.195

14 234 2.63 0.66 3.053 3.235

average 2.65 1.18 2.861 3.223

표 3.1. KURT 화강암의 열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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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me name Length (m)
Size (mm)

Direction
Number

of sensors
Heater H 3.2 110 horizontal

Temperature

A1 5.1 38 horizontal 9

A2 5.1 38 horizontal 9
A3 5.1 38 horizontal 9
A4 5.1 38 horizontal 9
B1 5.1 38 horizontal 12
B2 5.1 38 horizontal 12
B3 5.0 38 horizontal 12

B4 5.1 38 horizontal 12

C1 5.7 38
9o down

26o inside
12

C2 5 38
12o up

26o inside
3

C3 5.1 38 horizontal 8

Stress

RS1 5.1 38 horizontal 5
RS2 5.1 38 horizontal 5
RS3 5.1 38 horizontal 5
RS4 5.1 38 horizontal 5

표 3.2. 히터시험을 위한 시추공 길이, 방향 및 직경

type 항목 값

진동현식

측정범위 -40~150oC

분해능 0.03oC
정확도 ±0.5oC

방수능력 500m 수압
재질 스테인레스
중량 0.15kg
직경 19.5mm

길이 127mm

thermistor
센서정확도 ±1
측정 범위 -30~80

o
C

표 3.3. 온도센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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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항목 값

진동현식

측정범위
압축: 700kg/cm2

인장: 30kg/cm2

분해능 0.014~0.07kg/cm2

선팽창계수 11x10-6/oC
동작온도 -40~ 105oC

재질 스테인레스

중량 0.5kg
직경 38mm EX size

thermistor
센서정확도 ±1
측정 범위 -30~80oC

표 3.4. 응력센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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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r temperature date time

20 2007-12-03 16:00
25 2007-12-07 17:18
30 2007-12-11 14:23
35 2007-12-18 15:11
40 2007-12-26 13:37
45 2008-01-03 17:10

50 2008-01-11 16:38
55 2008-01-18 15:45
60 2008-01-22 15:04
65 2008-02-01 16:18
70 2008-02-12 14:44
75 2008-2-28 17:43

80 2008-3-28 17:40
85 2008-5-2 17:35
90 2008-6-11 11:08

표 3.5. 히터 온도의 변화 이력

Material Properties Unit Value

Rock

thermal conductivity W/moK 3
initial rock temperature oC 14.5

heat capacity J/kgoC 1000

thermal expansion coeff. /OK 7e-6

bulk modulus GPa 20.8
shear modulus GPa 10.8
density kg/m3 2640

Heater

thermal conductivity W/m
o
K 15

heat capacity J/kgoC 504
bulk modulus GPa 166

shear modulus GPa 76.6
density kg/m3 4000

thermal expansion coeff. /
O
K 8.2e-6

Air average air temperature oC 13.2

표 3.6. 모델링에 사용된 재료의 열-역학적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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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우측 연구모듈 터널 형상

그림 3.2. 측정 온도에 따른 열팽창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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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공기속도에 따른 열전달계수 변화

6m

6m

Cross section

1

Access tunnel (180m)

2

3

Heater

10%

Entrance

6m

6m

Cross section

1

Access tunnel (180m)

2

3

Heater

10%

Entrance

1

Access tunnel (180m)

2

3

Heater

10%

Entrance

그림 3.4. 지하연구시설(KURT)의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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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KURT 우측모듈 1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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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KURT 우측모듈 히터시험 구간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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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KURT 우측모듈 3번 조사면의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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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KURT 우측모듈 절리조사 자료

그림 3.9. 시추 작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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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관측공 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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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히티공과 관측공 사이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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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히터시험을 위한 관측공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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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히터 장치의 온도센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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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각 관측공 별 온도센서, 응력센서의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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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응력센서 설치공 및 설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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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응력 센서 설치 모습

그림 3.17. 시험 데이타 기록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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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히터온도 조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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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히터시험 구간에서 측정된 벽면온도, 공기 온도 및 습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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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히터 가열에 따른 암반 벽면 온도 변화

그림 3.21. KURT 진입터널 벽면에서의 계절별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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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히터 가열 전, 후의 암반 내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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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암반 내 절리면에 따른 온도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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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전체 모델 격자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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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히터온도 90oC 에서의 암반 내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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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벽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암반 내부 온도 변화



- 645 -

제 4 절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손상대 특성 현장시험

1. 배경

손상대란 터널 굴착과 같은 인위적인 작업에 의해 터널 주변의 초기 암반 물성이

변화되는 구간으로 정의된다. 심지층처분장의 근계영역은 발파충격이나 응력 재분

포에 의해 암반의 열적, 역학적, 수리적, 화학적 물성이 영구 변화되는 구간인 손상

대(Excavation Damaged Zone, EDZ)와 암반 물성의 변화 없이 응력분포가 변하는

구간인 응력 재분포 구간(Stress redistributed zone)으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지하처

분연구시설 근계영역 손상대 특성을 현장시험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2. 현장시험 및 해석

가. 지하처분연구시설 지구물리탐사 현장조사

터널 발파 굴착에 따른 손상대 평가를 위해 굴착 터널에 수평한 시추공에서 시추

공 레이더 반사법 탐사를 이용하여 터널 굴착에 따른 터널 주변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시추공 레이더 반사법 탐사는 관측용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단

일 시추공에 송,수신 안테나를 모두 삽입하여 지하의 불균질대, 공동 등에서 반사된

레이더 파를 이용하여 지하구조를 영상화하는 방법이다. 그림 4.1에 수평 시추공에

서의 시추공 레이더 반사법 탐사의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방법은 수신 안테

나와 송신 안테나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시추공에 삽입한 후 결정된 측정 간격만큼 이동시켜 측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안테나 시스템이 시추공 끝에 닿을 때까지 반복 측정한다. 측정된 결과의

도시는 수직축에 시추공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하고, 수평 축에 시추공 시작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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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거리를 표시하여 수신 안테나에 감지된 레이더파 신호의 세기를 단면도 상

에 칼라 혹은 음영도로 나타냄으로써 지하 구조를 영상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질자원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 말로사의 RAMAC

borehole radar 100MHz 와 250MHz 안테나를 사용하였다. 진입터널과 수평 방향으

로 5.5m 떨어진 지점에 35m 길이의 수평 시추공을 시추하여 발파 전과 후의 반사

파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그림 4.2은 KURT을 대상으로 현장시험 장면을 보여

준다. 측정 간격은 10cm 이며 시추공의 붕괴를 막기 위해 60 mm 내경의 아크릴

파이프를 케이싱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4.3 100MHz 안테나에 의한 결과를 각 날짜별로 도시한 것으로 기본 자료처

리인 DC filtering, Gain recovery, bandpass filtering, NMO correction을 거친 후의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면 8m 이하의 심도에서의 신호는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시추공 주위 매질이 신선하지 못함을 반증한다. 각 모니터링 자료에서 가

장 특징적인 것은 심도 5m에서 6m에서 보이는 강한 반사 이벤트이며, 날짜가 지나

갈수록 그 길이가 길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터널 굴착에 의해 생기는 자유면에서

의 반사로 이 반사 이벤트 이내의 자료에서 손상대에 의한 효과를 분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a)는 7월 21을 자료를 뺀 결과로 19일부터 21일 까지 4.5 m

정도 굴진을 했으며 이 굴진에 의해 생성된 터널에서의 반사 이벤트가 A에 나타나

며 B는 터널 끝단에서의 회절 양상으로 해석된다. (b)에서는 A에서 보는 것처럼 굴

진에 의해 생성된 터널의 반사 이벤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림 4.3(a)의 A

지점의 반사이벤트가 (b)에서 매우 강해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위치에 터널을

지지하기 위한 철제 격자지보를 설치한 결과로 여겨진다.

나. Near-field 손상대 규모 현장시험 및 평가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연구의 일환으로 암반손상대의 발생 메카니즘 및 특

성 그리고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4.1-4.4]. 최근에는 암반손상대 구간

을 세부 구간으로 나누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모델링

을 통해 장기거동에 대한 예측이나 안전성 분석에 활용하기도 한다[4.5, 4.6].

Martino(1985)[4.7]와 Chandler(2004)[4.1]는 암반손상대 영역을 내부 손상구간(inner

zone)과 외부 손상구간(outer zone)으로 세분화하여, 내부 손상구간은 주로 발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성되는 구간(10∼30㎝)으로 규정하고, 외부 손상구간은 미소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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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유발된 구간(약 1m)으로 조절발파기법으로 형성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Tsang et al.(2005)은 손상대를 excavation damaged zone/excavation disturbed

zone으로 나누었으며[4.4], Backblom et al.(1999)[4.8]과 Read(1996)[4.9]은 failed

zone/damaged zone/disturbed zone, 그리고 Sheng et al.(2002)[4.10]은 damaged

zone/affected zone/slightly affected zone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암반손상대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암반손상 영역에서는 주변 암반

에 비해 투수계수가 최소 101 ∼최대 106 배로 현저히 증가한다[4.3, 4.4, 4.11]. 또한

평균 탄성계수와 일축압축강도는 약 50%와 35% 정도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P파와 S파 속도 그리고 RQD 값은 약 23%와 12% 그리고 17% 정도 감소

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4.12-4.13]. 이처럼 암반의 다양한 물성 중에서 구조물의 안

정성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되며, 터널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의 하나가 암반변형계수(deformation modulus of rock)이다[4.16]. 따라서 지하처분

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대상으로 Goodman

Jack 시험을 통해 현장 암반의 변형계수를 측정하여 암반 손상대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암반손상영역을 세분화하고 이후 수치해석을 통해 터널 거동

및 안정성 그리고 지보역할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활용하였다.

1) 지질 및 주변 암반의 역학적 특성

KURT 시설 부지조사 단계에서 KURT 시설과 수평하게 250m의 경사시추공을

시추하고, Hoek & Brown 경험식을 이용하여 터널 위치에 따른 암반의 압축, 전단,

인장강도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각 위치 별 암반물성을 표 4.1에 나

타내었다[4.14]. 또한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에 작용하는 초기응력을 파악하기 위해

수압파쇄시험이 실시되었다. 수압파쇄 후 Impression Packer를 이용한 균열의 방향

성이 결정되었다. 수직공 50m∼155m 사이에 위치하는 7개 지점에서 수압파쇄 시험

을 실시하였다[4.15]. 실험결과, 깊이에 따른 측압계수비(horizontal stress ratio; K)

가 다음의 식과 같은 관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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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2.607×Depth(m) -0.5882

2) 암반변형계수 측정

손상대 시험 구간의 변형계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9개의 시추공에서의 재하시

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에서는 한계 압력 700kg/㎠인 Goodman Jack 시험기를 사용

하였으며, 시추공벽에 압력을 가하면서 측정된 하중과 변형량의 관계를 통해 암반

변형계수를 결정하였다. 시험구간을 Zone 1～Zone 4에 설치된 시추공에서 근입 깊

이에 따라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변형계수의 이방성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시추공의 최대 깊이는 9.0m이며, 터널 외벽에서부터 초기 3.0m까지는

30cm 간격으로 측정을 하였고 3.0m∼5.0m까지는 50cm 간격 그리고 5.0m 이상부터

는 1m 간격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총 350 여회에 걸쳐 실험을 수행하였으며(그림

4.4), KURT 내 암반변형계수 측정을 위한 시험구간을 그림 4.5에 나타내었다.

Goodman Jack 시험기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40MPa까지 재하와 제하를 반복함으로

써 암반의 응력-변형률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그림 4.6은 진입터널에 위치한 Zone

4, No. 7 시추공의 근입 깊이 0.9m에서 측정된 수평, 수직방향의 재하시험 결과이

다.

현장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래의 관계식을 통해 암반의 변형계수를 산정하였다.

E cal = 0.86×e×D×(△P/△D)×T ∗

여기서 Ecal는 계산된 변형계수를 의미하며, e는 유압시스템의 효율로서 0.93, D는

변형 유발전의 시추구경, △P는 압력변화량, 그리고 △D는 시추구경의 변화량, T*

는 포아송비에 의존하는 계수를 각각 의미한다[4.16]. KURT 내 각 영역에 대해 벽

면으로 근입 길이에 따른 암반변형계수를 산정하여 그림 4.7에 표시하였으며, 영역

별 평균 변형계수 값과 손상대 크기를 표 4.2에 나타내었다.

변형계수를 이용하여 암반 손상대의 크기를 산정할 때에는 intact rock의 몇 %

이하가 손상대라는 정량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하여 구간을 설정하였

고, 이때 실험자의 주관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에서 결과는 터널시공 완료후의 데이터로서 intact rock의 Em은 암반손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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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암반의 변형계수를 의미하며 EDZ의 Em은 손상구간에서 평균한 변형계수를

나타낸다. 시험구간 Zone 1의 경우에는 손상영역이 터널 표면으로부터 0.6～0.9m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그 이상에서는 11.2～18.9GPa의 변형계수를 보이며 균일한 패턴

을 나타내었다. Zone 2 의 경우에는 암질의 상태가 양호하여 손상대 구간이 상대적

으로 작은 약 0.6m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2.1m 지점 이후부터는 오히려 전체적으

로 낮은 변형계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암반의 암질이 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Zone 3 구간에서는 손상 구간이 0.6～0.9m이고,

1.8～2.7m 지점에서 파쇄절리 및 미세절리 구간이 발견되었다. 한편 Zone 4의 손상

대 구간은 1.5～1.8m로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컸으며 3.0～4.5m 구간에서

파쇄절리로 인한 국부적인 변형계수 감소현상이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KURT의

실험구간에서는 암반손상대의 구간은 0.6m～1.8m로 측정되었으며, EDZ 구간에서의

변형계수 값은 intact rock의 약 40%에 해당하였다.

암반의 이방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평ㆍ수직 방향의 재하 시, 암반 벽면에 하중을

가하는 순서에 의해 변형계수 값이 영향 받을 것을 고려하여 수평과 수직방향으로

교대로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터널 길이방향 영역인 Zone 1과 Zone 2 그리고 Zone

4에서는 수평방향의 Intact rock 변형계수가 수직방향에 비해 최대 23%가 크게 나

타났으며, 반면에 우측 연구모듈에 해당하는 Zone 3의 경우에는 반대로 수직변형계

수가 약 10% 가량 크게 산정되는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EDZ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에 대한 변형계수 비가 커서 최대 124.3%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실제 현지응력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손상대 구간에 이미 파쇄절리

가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근환 등(2006)은 이

같이 동일 구간에서 발생하는 탄성계수 차이를 가압 시 발생하는 미세균열의 닫힘

이나 전단현상 그리고 가압 시의 비복원 변형 등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하기도 하였

다[4.17].

다. Near-field 암반의 현지응력에 미치는 불연속면 분포조사

절리는 암석의 지질적인 연속성이 깨진 암반 속에 포함되는 틈으로, 같은 방향성

에 속하는 절리를 절리군(Joint Set)이라 한다. 절리의 중요한 특징은 절리면의 평행

한 방향에서 전단 변위를 거의 보이지 않으며, 층리 벽개 등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절리는 형태적으로는 판상절리, 주상절리 등으로 구분되며, 성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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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전단절리와 인장절리 등으로 구분된다. 암반 내 지하수가 존재할 경우 절리면

을 따라 지하수가 유동하게 되며, 절리는 암반의 역학적 변형거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하여 암반은 대부분 불연속성, 불균질성, 이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절리는 암반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

며, 일반적으로 사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평사투영망을 위한 해석이 많이 이루어

져 왔다. KURT를 대상으로 절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그림 4.8), 평사투영망을 PC

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상용 프로그램인 DIPS를 이용하여 절리군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를 통해 암반 사면이 40°의 경사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

여, 실제에 가까운 조사를 위해 실측 조사 뒤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하여 이를

보정하였다(그림 4.9). 사용된 사진 측량 기법은 SMX(Shape MatriX) 기법으로 대

상면에 대하여 두 장 이상의 스테레오 영상을 취득하고 이 영상을 해석함으로써 대

상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그림 4.10).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절리면 측정이 이루어진 곳은 3개의 조사면으로

그림 4.8의 No.1, 2, 3번 면이 조사면에 해당한다. 1, 3번 면에 대해서는 실측 조사

및 사진 측량을 실시했으며, 2번 면에 대해서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실측 조사만을

수행하였다. 조사된 자료들은 DIPS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DIPS를 통해 1, 2, 3번

전체 자료에 대한 분석과 각각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차례로 이루어졌으며, 1번 면

과 3번 면에 대해서는 사진 측량 자료가 추가되어 이에 대한 분석도 시행하였다.

1, 2, 3번 면에 대한 조사 결과 실측 조사로 총 114개의 절리 자료를 얻었으며,

사진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114개의 자료를 통해 절리군을 파악하였다. 1차 조사

후에는 추가된 SMX 사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보충하였다. 조사된

총 실측 조사 정보에 대한 자료는 그림 4.12(a) 에 나타나 있다. 그림 4.11(a)을 통

해 경사방향 235°, 경사 77° 를 갖는 절리군과 경사방향 284°, 경사 85° 를 갖는 절

리군이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11(b)은 조사된 총 사진 자료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총 78개의 자

료가 조사되었으며, 그림 2.17에서는 경사방향 213°, 경사 78° 를 갖는 절리군과 경

사방향 277°, 경사 87° 를 갖는 절리군이 대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림 4.12은 추

가된 절리 자료를 포함한 사진 자료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의

개수는 221개 이다. 경사방향 259°, 경사 69° 를 갖는 1번 절리군, 경사방향 058°,

경사 19° 를 갖는 2번 절리군, 경사방향 084°, 경사 54° 를 갖는 3번 절리군이 크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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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들을 통해 사진 조사 결과가 실측 조사 결과와 큰 오차 없이 추가적인 정

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절리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실

측 조사뿐 만 아니라 사진 조사 기법을 통해 경사면에 대한 보정을 거쳐 절리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절리면에서의 전단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내실험을 수행하였다. 전단시험은 예

비시험, 히터공 상부 그리고 하부에서 각각 채취된 코어에 대해 이루어 졌다. 예비

시험에서는 JRC가 0～2와 2～4에 대해 총 2회 시행되었으며, 히터공 상부에 대해서

는 0～2, 6～8 그리고 10～12에 대해 총 3회 수행되었다. 그리고 하부에 대해서는

2～4, 8～10 그리고 12～14에 대해 총 3번의 실험이 이루어 졌다. 시험은 Brazilian

전단시험 및 무결함 및 절리암반에 대한 직접전단 시험을 각각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표 4.3와 4.4에 나타내었다.

라. Near-field 암반의 동적특성 분석

심지층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암반절리에 대한 파악

도 중요하지만 처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절리 및 처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유도절리에 대한 이해와 모니터링 기술 또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KURT을 대상으로 암반손상대에서의 응력파

(stress wave)의 3D 위치표정 및 구조물 life prediction 산정을 위한 선행연구의 일

환으로, 탄성파의 전파특성 분석을 통한 KURT 암석의 동적물성을 평가하였으며

암석시료 내에서의 acoustic wave 전파특성 분석과 이의 현장적용을 위하여 동적거

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KURT 내에 구축하였다.

AE파는 물질의 고유한 감쇠특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략 수 십 미터 정

도 전파된 후에도 신호의 크기가 충분히 포착할 수 있는 정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체적검사법에서처럼 결함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 시설 전

체를 검사할 필요가 없이, 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설물 내의 결함 발생이나 성

장유무를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KURT 시료에 AE 센서를 부착하였으

며, 대형 압축프레스(200Ton)를 이용하여 암석파괴 시까지 하중을 가하였다. 사용된

시료는 직경(D) 5㎝, 높이(H)가 12㎝이었으며, 하중은 29.8㎏/sec의 속도로 시료에

가하였다. 이때 AE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된 결과와 시료의 적용하중 변화를 측정

하였다. 실험결과 센서로 측정된 암석의 탄성파 방출특성은 주파수 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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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0kHz로 이는 AE 센서의 유효 주파수 대역에 포함되므로 보유 장비를 이용하

여 효과적으로 탐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때 측정에 사용된 암석시료의 최

대하중은 10,575㎏이었으며 압축강도는 58.3MPa이었다.

Acoustic wave의 전파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KURT 암석시료를 이용하여 P

wave의 전파속도를 측정하였다. 암반 내의 균열생성 및 진전에 대한 위치를 탐지하

기 위해 위치표정(source localization) 실험을 수행하였다. 위치표정을 위해 암석시

료의 center(0, 0), Left-Center(-12.5, 0) 그리고 Righ-Center 및 암석경계에서 각각

실험이 이루어 졌다. 좌우 대칭인 중심점(center)에서의 위치 표정값 최대오차는

5mm이었으며 이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대오

차 28%).

3. 손상대 영향 평가

가. 현지응력 및 지보재의 영향을 고려한 터널주변 암반거동

KURT의 암반변형계수 현장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반의 현지응력 및 지보재

의 영향을 고려한 터널거동 해석을 위해 2차원 상용코드인 FLAC 2D 5.0을 사용하

였다. 해석위치는 진입로로 부터 약 150m 그리고 지상까지 터널중심에서 53m인 위

치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지표면은 4m의 풍화암 구간으로 모사하였으며, 그 아래는

터널 영역까지 등방성 균질 화강암반으로 가정하여 Mohr-Columb 모델을 사용하였

다. 모델 영역은 터널 좌ㆍ우 그리고 하 방향으로 터널직경의 5D 영역까지 그리고

상부는 지표면까지 해석을 수행하였다(그림 4.13). 측압계수는 터널 굴착 후 수행된

현지응력 실험결과를 고려한 값을 사용하였고, 지보재는 해석수행 위치에 해당되는

지보패턴과 토피고를 고려하였다. 모델 해석 입력 값 및 지보재 패턴에 대한 정보

는 표 4.5와 표 4.6에 나타내었다. 터널 입구로 부터 약 150m 위치에 존재하는 실험

영역은 Zone 4의 영역에 해당되므로 표 4.2의 암반 손상대 영역 1.5∼1.8m 중 1.6m

를 입력데이터로 선택하였다. 또한 손상구간을 보다 세부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 4.14와 같이 총 4구간으로 세분화하였다.

3차원 굴착거동의 2차원 모형화를 위해 하중 분담률을 적용하였다. 터널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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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3차원 유한차분해석을 통한 변위의 수렴곡선에 의하

여 단계별로 하중분담율을 결정하여야 하나, 본 해석에서는 기존 적용사례 및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굴착 직후-연한 숏크리트+록볼트 설치-경화된 숏크리트 단계를

40% - 30% - 30%으로 해석하였다. 세분화된 암반손상대의 모델 입력값을 아래의

Table 5에 나타내었다. 변형계수(Em)는 현장실험을 통해 얻는 값을 사용하였으며,

RMR과 점착력 그리고 인장강도는 선행연구로 수행되었던 Kwon et al.(2008)[4.12]

과 이창수 등(2006)[4.13]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Em=2RMR-100[4.18]과 σ

cm=0.5exp(0.06RMR), Cm=0.25exp (0.05RMR)[4.19]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전산해석을 통해 암반손상대의 존재 유무에 따른 터널의 천정과 바닥 그리고 좌

ㆍ우 측 벽에서의 암반변위와 각 지점 별 최대 주응력(Max. principal stress)을 해

석하여 그 결과를 표 4.7에 나타내었다. 암반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터

널 천단에서의 변위가 0.35mm이었으며, 손상대를 고려함으로써 터널 변위는

0.55mm로 58% 증가하였다. 그리고 천정부의 최대 주응력은 -2.98MPa에서 손상대

영역으로 인해 -1.39MPa로 인장응력이 약 53% 감소되어 이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터널의 암반손상대를 고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측점별 평균 약 65%의 추가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최대 주응력은 58%가 본 실험조건에서 각각 감소되었다.

또한 터널굴착으로 인해 KURT 시설 주변에 발생된 소성영역을 손상대 고려 유

무에 따라 아래 그림 4.15에 나타내었다. 아래 그림에 표시된 x표시 영역은 수치해

석 종료시점에서의 소성구간을 의미한다. 손상대 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터널 좌우측 측벽 하단부에 일정 영역에서 소성영역이 발생하였으나, 손상대가 발

생함으로써 소성영역은 터널 측벽부와 천단부 그리고 터널 바닥부근에 약간의 추가

소성영역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전단파괴 영

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손상대 영역의 고려는 소성영역의 증대를 야기하므

로 보다 정확한 터널 거동모델의 해석을 위해서는 손상대 영역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암반손상대가 존재하는 터널의 거동에 터널지보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기 위하여 암반손상대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각각 터

널 지보재의 설치유무에 따라 터널에서의 최대변위와 최대 주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표 4.8). 해석결과, 평균적으로 지보재의 변위제어

효과는 손상대 비고려 구간에서 0.7% 그리고 손상대 고려 구간에서 1.9%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최대 주응력 제어효과는 각각 평균 0.4%와 0.5%로 나타났다.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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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보재 설치효과는 손상영역이 발생한 구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해석조건에서는 전체적으로 터널의 변위 및 최대주응력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또한 지보재가 터널의 추가변위를 제어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6.5%). KURT 입구부의 낮은 변형계수 분포구간에서 수행된 동일 해석의 경우

약 10mm의 최대변위가 발생하였음을 고려할 때[4.14], 이는 본 해석이 이루어진 측

점위치가 KURT 입구로부터 약 150m 안쪽으로서 암반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

(Type Ⅱ)하여 변위 자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Malmgren &

Nordlund (2008)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숏크리트가 일반적으로 터널의 천정과 측

벽에만 설치되기 때문에 환형 구조(closed ring)를 이루지 못해 변위 제어량이 크지

않으며, 록볼트의 경우는 변위제어 목적 보다는 낙반의 방지 및 단층이나 절리로

인한 붕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4.6].

모델링을 통해 계산된 지보재의 최대 압축응력과 축하중 상태는 표 4.9와 같다. 지

보재로 사용된 숏크리트는 최대 압축응력이 손상대 고려 시 2.46kg/㎠이었으며, 록

볼트의 최대 축력은 73㎏이었다. 이는 숏크리트(SFRS; 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의 허용응력(fca = 0.4ㆍfck = 0.4×210kg/㎠ = 84kg/㎠; 여기서 fck : 설계

기준강도)과 록볼트의 허용축력(Ta = 0.5ㆍfyㆍA=0.5×3500kg/㎠×4.908㎠=8.6Ton, 여

기서 A: 단면적, fy: 항복강도)을 고려해 볼 때, 훨씬 낮은 값으로 터널이 안정한 상

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KURT의 현 조건에서 숏크리트와 록볼트의 지보재로서의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보재의 강성계수( K s
)와 최대 지보압( P max

s )을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4.17]. 이때 숏크리트와 록볼트는 동시에 설치되었다는 가정을 하였으며

탄성론에 기반을 두고 도출된 식이다. 숏크리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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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 shot
: 숏크리트의 탄성계수(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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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shot
: 숏크리트의 포아송비

t shot
: 숏크리트의 두께(m)

a : 터널의 반경(m)

σ c( shot)
: 숏크리트의 일축압축강도(MPa)이며,

록볼트의 경우에는

 
 ·  





 



max ·

max


여기서, Q : 록볼트 선단정착부에서의 하중-변형계수(m/MN)

s t
: 터널횡단면상의 볼트간격(m)

s l
: 터널종단면상의 볼트간격(m)

L bol
: 볼트의 길이

 : 볼트의 직경(m)

E st
: 강재의 탄성계수(MPa)이다.

위의 지보재의 각각의 강성계수와 최대 지보압을 이용하여 숏크리트와 록볼트의

최대 지보압일 때의 지보재 변위를 측정하면 각각 7.2mm와 33.7mm이다. 즉 터널의

최대 변위가 7.2mm일 때까지는 숏크리트와 록볼트가 동시에 지보역할을 하며, 변

위가 7.2mm∼33.7mm 사이에서는 숏크리트가 항복을 하고 주로 록볼트가 지보재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전산모델을 이용한 해석결과 중 최대 변

위가 손상대 고려 시 0.95mm임을 고려할 때 터널의 현재 조건에서는 숏크리트와

록볼트가 동시에 지보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URT의 두 지보재 중

숏크리트가 록볼트에 비해 약 30배( K s( shot)/K s( bol)=30.6) 정도 더 우세하게 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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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치해석 결과인 표 4.9에

서 숏크리트의 압축응력이 2.46kgf/㎠, 록볼트의 축방향 응력이 14.6kgf/㎠

(73kg/5E-4㎡)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록볼트가 더 큰 응력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URT 조건에서 두 지보재의 터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관

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석과정에서 탄성

론과 같은 가정조건의 차이나 2D 해석에 있어서의 한계 등이 한 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나. 암반손상대의 3D 수리-역학적 영향분석

KURT에서 수행된 암반 손상대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KURT 주변에서 발생하는

손상대가 암반의 수리-역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3차원 유한차분요

소 코드인 FLAC3D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모델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인자들을 고려하기 위해 그림 4.16와 같은 모델 격자망이 사용되었다. 모델 격

자의 폭은 100m, 길이는 250m 이고 높이는 300m 이며 총 격자의 수는 27,250개 이

다. 모델링에서 고려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지표면 지형: 터널 상부의 지표면 지형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부지조사단계에

서 얻어진 측량자료를 이용하여 그림 4.16와 같은 모델 격자망을 구성하였다.

∙ 암반 물성: 암반의 역학적 물성은 터널 위치에 따라 변화하며 파쇄대를 경계로

뚜렷한 경향을 보여준다. 모델링에서는 표 4.10에 있는 각 구간별 암반의 역학

적 물성이 사용되었다. 암반의 수리전도도는 시추공 수리시험을 통해 10m 구

간별로 얻어진 값을 사용하였다.

∙ 터널 형상 및 크기: 마제형 터널 형태와 6mx6m 크기의 터널이 모델링에서 고

려되었다. 모델링에서는 182m 길이의 진입터널 중에서 라이닝 구간을 제외한

150m 가 포함되었다.

∙ 터널 경사: 하향 10% 경사도를 가지는 진입터널을 모사하였다.

∙ 현지응력: KURT에서 측정된 수평-수직 응력비는 심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4.21]. 심도에 따른 수직-수평 응력비를 실측값과 유사하게 모사하

기 위해 지표면이 단계별로 제거되면서 현재의 지형으로 변하는 기법을 사용하

였다[4.22].

∙ 단계별 굴착: KURT 의 건설에서는 암반 상태에 따라 1-3m 씩 단계별로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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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진하였다. 이러한 단계별 굴착에 따른 영향을 모사하기 위해 모델링에서는

10m 단위로 단계별 굴착이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손상대: 모델링에서는 터널 주변에 1-2m 크기의 손상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손상대는 터널 바닥에 크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림

4.17에서와 같이 모델링에서도 터널 바닥 손상대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설

정하였다. 손상대에서의 역학적 물성은 실험실 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표 4.10

와 같은 물성값을 사용하였다. 수리적 물성의 경우, 손상대에서의 수리전도도

가 모암에 비해 1 order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부지조사 단계에서 얻어진 구간

별 수리전도도를 고려하여 표 4.11와 같이 사용하였다.

그림 4.18은 굴착 후 pore pressure 와 지하수 흐름 방향 및 크기를 나타내고 있

다. 수리전도도가 낮은 구간에서의 터널 주변 pore pressure 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굴착 후 터널 내부로의 유입량을 계산하기 위해 FISH 프로그

램이 작성되었다. 각 굴착 단계마다 계산된 터널 내부로의 지하수 유입량은 그림

4.19와 같다. 진입터널의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유입량은 증가하며 굴착직후 급격하

게 증가한 유입량은 서서히 안정된 값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손상대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유입량은 6톤/일 정도로 이는 실측된 유입량 20톤/일에 비하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손상대의 존재를 모델링에 반영하고 손상구간에서의 수리전

도도가 모암 보다 1 order 크다고 가정하는 경우, 유입량은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0%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손상대에서의 수리전도도가 2～3 order

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4.19], 손상대가 터널로의 지하수 유입

량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손상대를 고려하는 경우, 터널로의 변위 변화도 예상된다. 손상대를 고려한 경우

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변위 변화는 그림 4.20과 같다. 실험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표 4.12와 같은 손상 구간에서의 암반 물성을 사용한 경우, 손상대를 고려하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50% 정도의 변위 증가가 나타났다. 그림 4.20을 통해 터

널 변위가 위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각 구간의 변형계수와 밀접한 관계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최대 변위는 터널 입구부의 낮은 변형계수 구간에서 발생하며 벽

면에서의 최대변위는 약 10mm 로 나타난다. 암반의 bulk modulus 가 8GPa 이상인

경우, 손상대가 존재하더라도 터널 변위는 2mm 이내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다.

응력이 낮게 작용하는 천부 터널의 경우, 암반의 변형계수가 높다면 손상대에 의

한 변위 증가는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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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URT 절리암반의 안정성 해석(PFC)

절리암반으로 이루어진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

였으며, 추가적으로 지하 500m, 1000m에 존재하는 가상의 지하연구시설에 대해서

도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암반굴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암반손상영역의

유무와 절리군의 유무가 지하연구시설(KURT) 주변 암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PFC2D(Particle Flow Code 2-Dimension)모델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손상영역의

범위는 기존 연구(Kwon et al, 2009)를 참고하여 천정부와 측벽부는 각각 1 m 그

리고 바닥부는 1.5 m로 가정하였으며, 굴착으로 인해 야기된 일축압축강도와 탄성

계수의 물성변화를 대략 50% 정도로 가정하였다. 또한 절리군의 정보는 앞서 수행

한 지하연구시설(KURT)에서 수행된 절리조사의 실측자료와 사진측량을 활용하여

절리군을 생성시켰다.

PFC와 같이 입자간의 결합을 이용하여 실제 지반이나 암석의 거동을 모사하는

경우 해석대상의 거동양상과 유사하도록 입자의 물성값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

운 문제이다. 연속체 모델의 경우 모델의 입력 물성치는 실내암석실험으로부터 얻

어진 결과값으로부터 직접 얻어낼 수 있으나 입자결합모델의 경우에는 입자들의 상

호작용에 의해 개개의 입자들의 거동과 이 입자로 구성된 모델의 거동은 다른 양상

을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입자의 물성치를 결정하기 위해 입자들의 물성치를 반

복적으로 입력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실제 거동과 비교하는 시행착오

(trial and error)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결정. 본 연구에서는 윤정석(2007)이 제안한

미시변수와 거시물성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식을 이용하여 암반의 물성을 결정하였

다[4.23].

굴착으로 인해 암반의 초기물성이 크게 변한 암반손상영역에서의 탄성계수와 일

축압축강도는 주변 암반물성의 약 50%의 값으로 가정하였고, 포아송 비의 경우 변

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암반손상영역의 입자의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 입자들의 물성값를 반복적으로

입력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시행착오(trial and error)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굴착손상영역(EDZ)에서의 암석물성을 PFC로 재현하기 위해

굴착손상영역의 범위에 포함된 전체 볼 입자의 30%에 해당하는 볼에서의 인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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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결합력(normal & shear bonding strength)을 기존값의 25%로 낮추고 변형계수

(Ec, ball-to-ball contact modulus)를 기존값의 50% 수준으로 약화시켰다. 이를 통

해 기계식굴착이나 발파로 인한 굴착으로 터널 주변암반에 발생되는 암반손상대

(EDZ)를 모사하였다.

위의 그림 4.21는 무결암과 굴착손상영역(EDZ)에서의 암석을 가정한 PFC모델의

일축압축하에서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며, 아래의 표 4.13은 각각의 일축압축

강도와 탄성계수를 나타낸다.

수치해석은 평면변형률(plain-strain)을 가정하였고, 모델의 크기는 가로, 세로

24m이고 터널단면의 형상은 마제형(inverted U-shape)으로 폭과 높이는 각각 6m이

다(그림 4.22).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해석 대상 암반에서의 절리군을 나

타낸 것이고 터널주변(측벽, 천단부로부터 약 1 m와 바닥부로부터 약 1.5 m)의 영

역은 굴착손상영역(EDZ)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에 삽입한 절리들의 위치정보는 본

연구에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 대해 실시한 절리조사의 실측자료와 사진측

량으로 구한 절리군 정보로부터 24 m * 24 m * 24 m의 3차원 절리망 블록을 생성

한 후 현장에서의 1번 굴진면과 평행한 단면을 추출하였고, 절리요소들의 시작점과

끝점의 x, y 좌표를 이용하여 PFC의 2차원 단면상에 오버랩하여 절리군이 삽입된

PFC모델을 생성하였고 각각의 절리영역에 포함된 입자들간의 접촉점을 찾아 결합

력을 제거하였다.

그림 4.22에서와 같이 생성된 모델을 그림 4.23에서와 같이 각각 120 m, 500 m,

1000 m의 심도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여, 수직응력을 각각 3.1, 13.0, 26.0 MPa를 가

하고 수평응력인 sigma_H 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가면서 터널주변에 균열이 발생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응력수준과 완전한 터널파괴의 형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수치해석에서는 굴착손상영역(EDZ)과 절리군의 존재 유무가 전체적인 터널의

파괴양상과 주변영역에서의 균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응력수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4개의 해석모델과 3개의 심도별 case로

총 12회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 Case 1 : 굴착손상영역(EDZ)과 절리군 모두 존재하지 않는 intact rock

mass일 경우

∙ Case 2 : 굴착손상영역(EDZ)은 존재하지만 절리군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Case 3 : 굴착손상영역(EDZ)은 존재하지 않지만 절리군은 존재하는 경우

∙ Case 4 : 굴착손상영역(EDZ)와 절리군 모두 존재하는 경우



- 660 -

그림 4.24은 심도 120 m의 경우에 수평방향응력 수준이 최대일 때 터널단면 주변

에 발생한 균열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4.25와 4.26은 심도 500 m와 1000 m에서의

터널단면 주변에서의 균열발생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붉은 색의 표시는 입자들간의

접촉점에서의 전단균열(shear crack)을 나타내고, 검은 색의 표시는 인장균열

(tensile crack)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주황색으로 표시된 선은 입자들의 변위벡

터를 나타낸다.

그림 24～26을 살펴보면 Case 1, 2의 경우 터널 주변에서 인장균열과 전단균열이

고르게 분포한 반면 Case 3, 4의 경우 절리와 절리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인장균열

이 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Case 3, 4에서의 붉은색 원을 살펴보

면 절리 주변에서 발생된 균열을 따라 변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절리군의 존재가 암반의 변형거동 특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심도가 깊어지면서 그 영향은 더욱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24에서는 두 개의 절리가 만나 형성한 작은 블록의 형태에서 입자들의 변

위가 발생하지만 그림 4.25의 검은색 선이 나타내고 있는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듯

이 바닥부에서의 균열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균열이 점차 쐐기형태의 거대한

블록을 형성하여 그림 4.26에서는 바닥부 전체에서 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그림 4.26에서 녹색 원을 살펴보면 그림 4.24과 그림 4.25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던 측벽부에서의 변위발생이 관찰되기 시작되었다. 이는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도에 상

관없이 Case 1과 Case 2에서의 푸른색 원을 살펴보면 굴착손상영역(EDZ)의 존재

유무에 따라 변위발생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그림

4.26에서는 천정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범위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ase 3, 4의 우측 천정부에 존재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균열 발생빈도가

현저히 차이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DZ의 영향으로 야기되는 균열 발생범위와

빈도의 차이는 지하수 유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잠재적으로 터널의 안정성을 위

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27은 각각의 심도와 Case별로 터널주변에서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의 수평방향 응력성분으로부터 구한 측압계수(수평응력/수직응력)를 비교한 그림이

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각각의 Case별로 살펴보면 심도가 증가할수록 균열이 개시

되는 시점의 측압계수는 작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심도가 증가할수록 낮은 측압계

수에도 터널 주변부에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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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심도별로 Case 1과 2를 그리고 3과 4를 비교하여 보면 굴착손상영역

(EDZ)가 존재하는 경우 더 낮은 측압계수에도 터널주변부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는

발파나 기계식 굴착으로 인해 응력교란과 응력재분포 현상으로 인해 터널인접영역

에 새로운 균열이 자라게 되어 소성대(plastic zone) 혹은 손상대(damaged zone)를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후 낮은 수평방향 응력수준에도 쉽게 균열이 성장, 결합, 전

파하기 때문이다. 또한 Case 1과 3 그리고 2와 4를 비교하여 보면 절리군이 존재하

는 경우에 더 낮은 측압계수에도 터널 주변부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터널발파로 인한 각 구간별 암반 손상대를 측정하기 위해,

영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고 9개의 시추공을 대상으로 총 350 여 회의 구간별 암반

변형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손상대 구간은 KURT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0.6～

1.8m에 이르렀으며, 손상대 구간에서의 변형계수는 주변 암반에 대해 약 40%에 해

당되었다. 현장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KURT에 대해 현지응력 및 지보재

의 영향을 고려한 터널주변에 대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터널의 암반손

상대를 고려함으로써 KURT 내 터널변위는 약 65% 추가변위가 발생하였고, 최대

주응력은 58%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상대 영역의 고려로 인해 소성영역

이 터널의 천정 및 바닥부근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손상대의 존재로 인한 터널 주변 암반거동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FLAC3D를 이

용하여 3차원 해석을 통해 수리-역학적, 열-역학적 해석이 수행되었다. KURT주변

에 손상대를 고려하는 경우,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높은 지하수 유

입량을 나타내었다. 한국형 기준처분개념(KRS) 을 적용하는 경우, 완충재에서의 최

대 온도는 손상대를 고려하는 경우, 손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3℃ 낮게

나타났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의 손상대 측정구간의 노출벽면에 나타나있는 절리

를 조사하고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코아의 RQD를 분석하였으며, 실험실 및 현장

시험을 통해 얻어진 암반 물성과 현지응력, 절리면 분포 등이 고려된 다양한 조건

에서의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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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Range

30∼82m
82∼125

m

125∼177

m

177∼192

m

192∼252

m
Measurement Interval

(m)
52 43 50 15 60

Dip of the range 88 68-88 68-90 90 90

UCS (MPa); σcm 30.8 58.4 71.6 77.6 82.7

Em (GPa) 3.2 12.1 37.9 6.21 20.4

Bulk modulus (GPa) 2.13 8.07 25.3 4.14 13.6

Shear modulus (GPa) 1.28 4.84 15.16 2.48 8.16

Cohesion (MPa) 1.7 4.2 6.7 4.6 6.4

Friction angle 35 40 46 36 42

Tensile strength (MPa) 0.014 0.102 0.49 0.047 0.26

표 4.1 경사시추공을 통한 KURT 주변 암반의 물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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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Zone 1 Zone 2 Zone 3 Zone 4

Ave. Em of Intact
rock

Ver.(GPa) 12.2 12.6 17.3 13.9

Hor.(GPa) 15.9 14.3 15.6 14.2

Ave. Em of EDZ

Ver.(GPa) 7.8 12.8 8.3 6.1

Hor.(GPa) 4.9 12.8 3.7 10.7

Range of EDZ (m) 0.6～0.9
Around

0.6
0.6～0.9 1.5～1.8

표 4.2. KURT의 평균 암반변형계수(Em) 및 암반손상 영역추정

Site
Area

(㎠)

Normal

stress

(㎏/㎠)

Peak

Shear

Strength

(㎏/㎠)

Residual

Shear

Strength

(㎏/㎠)

Peak

Friction

Angle

(°)

Residual

Friction

Angle

(°)

Apparent

Peak

Cohesion

(㎏/㎠)

JRC
JCS

(㎏/㎠)

Pre_te

st
23.8 5.0 4.3 2.9 36 33 1.5

2-

4
310

Heater
공

상부
25.9 5.0 7.6 3.8 42 40 3.2

10

-1

2

260

Heater
공

하부
24.8 5.0 7.1 4.1 42 38 2.9

2-

4
190

표 4.3. 암반 시료에 대한 직접전단 시험(Direct 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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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rea

(㎠)

Normal

stress

(㎏/㎠)

Shear

Stiffness(K

s)

(㎏/㎠/㎜)

Initial

Normal

Stiffness(Kni

)

(㎏/㎠/㎜)

Normal

Stiffness(Kni

)

(㎏/㎠/㎜)

Initial

Dilation

Angle(Φd)(°

)

Pre_test 23.8 5.0 6.4 16.4 720.3 5.0

Heater 공
상부

25.9 5.0 23.9 17.2 598.2 4.9

Heater 공
하부

24.8 5.0 4.9 18.4 652.1 2.2

표 4.4. 암반 불연속면에서의 전단특성 시험

Deformation

modulus(M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Friction
angle(∘)

Density
(kg/㎥)

S u r f a c e

layer
20 0.35 0.20 30 1800

Rock mass 14,300 0.204 3.42 32.9 2700

표 4.5. FLAC 해석을 위한 지표층 및 암반의 물성입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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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Value

Shotcrete

Deformation modulus

(soft / hardened)

Poisson's ratio

Thickness

MPa

-

m

5,000 /

15,000

0.2

0.1
Rockbolt

Cross-section area

Yield force

Young's modulus

Spacing(transverse/longitudin

al)

㎡

KN

MPa

m

5.0E-4

170

210,000

2 / 2

표 4.6. FLAC 해석을 위한 터널지보재의 지보패턴 및 물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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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KURT

w/o EDZ w/ EDZ

Displacement
(x10-3m)

Crown 0.35 0.55

Left wall 0.57 0.86

Right wall 0.39 0.65

Invert 0.53 0.95

Max. principal stress
(MPa)

Crown -2.98 -1.39

Left wall -1.70 -0.33

Right wall -1.74 -0.32

Invert -1.19 -0.99

표 4.7. 터널 단면위치별 최대주응력 및 변위변화(KURT)

(-)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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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KURT

w/o EDZ w/ EDZ

Displacement
(x10-3m)

w/o supports
Crown   0.35   0.55

Invert   0.53   0.95

w/ supports
Crown   0.34 (-1.2%)   0.53 (-3.6%)

Invert   0.53 (-0.2%)   0.95 (-0.2%)

Max. principal 
stress
(MPa)

w/o supports
Crown  -2.98  -1.39

Invert  -1.19  -0.99

w/ supports
Crown  -2.96 (-0.7%)  -1.38 (-0.8%)

Invert  -1.19 (0.2%)  -0.99 (-0.2%)

표 4.8. 터널 최대주응력 및 변위변화에 대한 터널지보재의 영향분석

( )의 값은 증감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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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s

Max. compressive stress of 
Shotcrete

Max. axial force of Rockbolt

w/o EDZ w/ EDZ w/o EDZ w/ EDZ

Value 3.01Kg/㎠ 2.46Kg/㎠ -0.040Ton -0.073Ton

표 4.9. 손상대 고려유무에 따른 KURT 터널지보재의

최대 압축응력 및 축하중 산정

Range
(m)

Bulk
modulus

(GPa)

Shear
modulus

(GPa)

Cohesion
(MPa)

Friction
angle
(deg.)

Tensile
strength
(MPa)

40～80 1.07 0.64 1.36 35 0.011

70～130 4.04 2.42 3.36 40 0.08

130～180 12.65 7.58 5.36 46 0.098

표 4.10. EDZ의 역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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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m)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110

Hydraulic

conductivity
7.15e6 7.15e6 1.75e6 3.42e6 3.06e6 3e7 1.05e7

Range(m) 110～
120

120～
130

130～
140

140～
150

150～
160

160～
170

170～
180

Hydraulic

conductivity
2.44e6 5.19e6 8.54e9 2e7 8.18e9 1.86e7 9.24e8

표 4.11. EDZ의 수리학적 특성

Material type Unit Fuel+Cast steel Stainless steel

Model type Elastic model Elastic model

Young's modulus GPa 190 200

Poisson's ratio 0.3 0.3

Density Kg/m3 6500 8000

Thermalconductivity W/m oK 43 15.2

Specific heat J/Kg oK 424 504

Thermal expansion /oK 1.2e-5 8.2e-6

표 4.12. 연료부와 outshell의 재료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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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ct rock (A) EDZ (B) B/A (%)

Young's Modulus (GPa) 53.7 31.3 58.2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109.4 56.6 51.7

표 4.13. 암반물성과 암반손상대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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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Crac k in the m ed ium

Reflection wave

Tx

Cotrol
Unit

그림 4.1. 수평 시추공에서의 시추공 레이더 반사법 탐사의 모식도

그림 4.2. Borehole 레이다 반사법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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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레이더 반사 탐사법의 데이터 이미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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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암반 손상대의 변형계수 현장측정

(Goodman Jack)

그림 4.5. 손상대 크기평가를 위한 현장실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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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Goodman Jack 시험을 통한 하중-변형 간의 관계(Zone 4,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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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KURT 시험구간 별 평균 암반변형 계수(Em) 및

암반손상 영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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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KURT 불연속면 분포조사 현장위치 (No.1, 2, 3)

그림 4.9.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절리 조사면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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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SMX 에 적용된 조사면의 사진 자료

그림 4.11.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절리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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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사진자료 추가 후 총 절리 조사

그림 4.13. 모델해석을 위한 해석 domain 및 터널지보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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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현장 암반변형계수 측정데이터를 이용한 EDZ 영역 세분화 (Zon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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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암반손상대 고려유무에 따른 KURT

소성대 발생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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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250m 

그림 4.16. KURT 터널의 수리-역학적 복합효과 분석을 위한 모델메쉬 구성

 

그림 4.17. 수리, 역학적 재료적 물성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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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굴착후 Pore pressure contour 분포 및 지하수 유동방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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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단계별 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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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터널굴착에 따른 단면위치별 변위의 변화(천정, 바닥, 측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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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무결암과 EDZ 구간에서의 암석에 대한 일축압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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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PFC 암반모델 구성 해석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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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및 가상의 연구시설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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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심도 120 m에서의 최대응력수준에서의 균열발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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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심도 500 m에서의 최대응력수준에서의 균열발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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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심도 1000 m에서의 최대응력수준에서의 균열발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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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터널주변에서의 균열발생 시점에서의 측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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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공학적방벽재 개발

1. 배경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공학적방벽재는 크게 완충재와 밀봉재로 나눌 수 있다. 완

충재는 주위 암반으로부터의 처분장 내로의 지하수 유입을 최소화하고, 지하수에

의해 용해된 핵종이 폐기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저지하며, 외부의 역학적 충격으

로부터 폐기물과 처분용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기준처분시스템에 설치할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은 제작 조건에 따라 필요한 압축력의 차이가 크고, 제작된

블록의 성능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또 축소 규모에서 얻어진 제작 조건은 블록의 규모를 증가시킬 때, 차이가

생기므로 scale-up이 완충재 블록의 제작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

하다. 밀봉재로는 시멘트 계영의 물질이 사용되는데, 시멘트는 초염기성 상태를 유

발하여 완충재인 벤토나이트의 거동은 물론 주변 암반의 물리․화학적 거동에 변화

를 초래하며, 폐기물 처분용기(cask) 붕괴 시 누출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이동특

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장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처분장 환경조건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시멘트의 개

발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완충재블록 연구에서는 기준처분시스템 처분공에 적용 가능한 블

록 몰더를 설계, 제작하고, 이 몰더를 이용한 블록제작에 적합한 가능한 성형조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밀봉재 연구에서는 POSIVA의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배합설

계를 바탕으로 Low-pH 및 High-pH 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관련 물성

을 평가하였다.

2. 완충재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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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블록 몰더

고준위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완충재 블록의 제작기술은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에 있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나, 압축벤토나이트를 이용한

블록제작기술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지금까지 시도된 압축 벤토나이트블록

제작방법은 단방향 다짐방법(compac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균일성 (homogeneity)

이 좋지 않거나, 가장자리 부분이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고, 블록은 처분공의 형상

과 설치 시 작업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을 제작. 조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몰더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 다짐

방법 적용과 한 개의 블록몰드로 3가지 형태 (A-형, B-형, C-형)의 블록 (그림 5.6)

을 제작할 수 있는 벤토나이트완충재블록 제작 몰더를 설계 .제작하였다.

그림 5.1은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압축 벤토나이트블록 제작 장치의 전체도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제작 장치는 성형다이, 상부펀치,

하부펀치, 상부누름지그, 하부받침지그, 운반트레이 등 6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성형다이 (그림 5.2)는 원하는 모양의 완충재블록을 성형하는 주 구성요소로서, 몸

통부분, 도어부분, 조임나사, 손잡이로 구성된다. 성형다이의 몸통부분과 도어부분은

경첩 (hinge)으로 연결하여 성형블록을 꺼집어 낼 때 도어부분을 밖으로 열어젖힐

수 있도록 하였다. 조임나사는 경첩으로 연결된 성형다이의 몸통부분과 도어부분을

조여서, 다짐 시 발생하는 압축력에 의해 서로 밀리지 않도록 강하게 잡아주는 역

할을 하며, 와셔와 원통관은 다짐 시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할 때 그 힘을 분산시켜

조임나사와 너트의 나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손잡이는 성형다이의 몸통부분

과 도어부분 양쪽에 붙여서 용접을 하고 다시 볼트로 조여, 과도한 압축력에 의한

성형다이의 변형을 최소화 하고 또한 운반과 취급이 용이한 형태를 갖도록 했다.

상부펀치는 성형하고자 하는 블록의 평면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며, 위쪽 면에는

상부누름지그의 원통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깊이 10 mm

의 원형 홈을 만들었으며, 또한 그 양 옆에는 펀치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

용 나사구멍을 2개 만들어 두었다. 하부펀치는 상부펀치와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며, 아래쪽 원형 홈에는 하부받침지그의 원통이 들어가고, 그 양 옆에는 손잡이

용 나사구멍 2개를 만들어 두었다.

상부누름지그는 원형실린더, 받침판, 원형실린더와 받침판을 강하게 잡아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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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판으로 구성되며, 아래쪽의 원형실린더는 상부펀치의 원형 홈에 끼워져 수평을

잡아주고, 상부의 받침판은 프레스 하중봉(loading rod)과 접촉하여 수평을 잡아주

는 역할을 한다. 하부받침지그는 상부누름지그와 크기나 모양 및 구성요소가 동일

하다. 완충재블록을 성형할 때 받침판은 운반트레이 바닥에 두고, 대신에 원형실린

더는 하부펀치의 원형 홈에 끼워 작업 시 움직이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운반트레이는 바닥판, 상판, 도르레바퀴로 구성되며, 작업의 수월성을 도모하고,

특히, 작업공간이 많지 않은 프레스에서 성형다이 조립과 그 밖의 블록 준비작업을

프레스 밖에서 하고, 이렇게 작업이 끝난 제작장치를 블록 성형을 위해 프레스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바닥판은 하부받침지그를 지지하고, 상판에는 하부펀치를 들여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도르레바퀴는 마찰저항이 적고 큰 하중에도 견

딜 수 있는 것으로 4개를 달았다.

본 제작장치는 하나의 성형다이로 3종류의 블록 (그림 5.6)제작이 가능하게 만들

었다. 그림 5.3와 그림 5.4은 각각 B-형, C-형 블록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판금틀이

다. B-형 (혹은, C-형) 블록은 A-형 블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성형다이에 그림 5.3

의 B-형 (혹은, 그림 5.4의 C-형) 판금틀을 넣고 성형한다. 판금틀은 2 mm 두께의

SUS판으로서 B-형 (혹은, C-형) 블록 모양을 만들되, 나머지 부분은 가이드판

(guide plate)을 붙여서 성형다이 안쪽에 꼭 맞게 들어가도록 만든다. 그리고 판금틀

의 높이는 블록의 높이와 같도록 해야 하며, 판금틀 위쪽 가장자리는 다짐 시 벤토

나이트가 쌓이지 않도록 칼날 같이 경사를 주어 만들었다.

나. 블록 제작 및 특성

1). 블록제작

우리나라 벤토나이트는 대부분 Ca-형 벤토나이트로서, 한반도 동남쪽 경주-포항-

울산으로 연결되는 삼각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에서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기준완충재물질로서 경주 벤토나이트를 제안하고, 경주시 양남

면 소재 제29호 진명광산에서 채취한 벤토나이트 (이하 "경주벤토나이트"라 칭함)를

대상으로 완충재의 기본물성을 측정한 바 있다 [5.1].

경주벤토나이트는 Ca-형 벤토나이트로서, 몬모릴로나이트 70%, 장석 29%, 석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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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구성 비율을 하고 있으며, 화학조성은 표 5.1과 같다. 대부분 SiO2와 Al2O3가

차지하였고, CaO는 NaO보다 높은 구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양이온 교환능

(CEC)은 57.6 meq/100g 이며, 비중과 표면적은 각각 2.74 와 347.6 m2/g이었다. 그

밖에 액상한계 244.5%, 소성한계 46.1%를 보였으며 소성지수는 198.4%이었다. 그

리고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 제작을 위해서 원광은 건조.분쇄 한 후 200 메쉬

ASTM 망체를 통과시킨 벤토나이트 분말을 사용하였다. 완충재블록 제작에 사용된

벤토나이트의 수분함량은 15 wt.%였다.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 제작을 위해 사용한 몰더와 프레스의 조립 장치도는

그림 5.5과 같다. 그림 5.6은 본 블록제작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해서 제작된 A-형,

B-형, C-형 블록의 실물을 보여 주고 있다.

2). 성형특성

완충재블록의 성형특성시험은 A-형 블록 (그림 5.12)을 사용해서 실시하였으며,

건조밀도, 수분함량, 입자크기, 윤활유 사용유무에 따른 성형특성를 조사하였다. 또,

성형블록이 어느 정도 균일성 (structural homogeniety)을 갖는지 보기 위해 제작

후 블록 내 위치에 따른 건조밀도와 수분함량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의 성형에 필요한 압축력 (compaction pressure)은 건조밀

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수분함량의 증가에 대해서는 비선형곡

선 형태로 수분함량 15%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분함량 18%를

넘을 경우 압축력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블록과 몰드사이의 점착력이 강하여 몰드

해체 시 블록의 깨짐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5～18% 내외의 수분함

량으로 블록을 제작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블록 제작 시 몰더 벽면

에 윤활유를 사용 했을 때의 압축력 변화를 조사하였으나, 주어진 몰더와 시험조건

하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없었다. 그림 5.7는 입자크기에 따른 압축력의 변화를 여

러 가지 건조밀도에 대해 보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블록 제작 압축력은

분말(powder)벤토나이트를 사용했을 때가 과립(granule)형 벤토나이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더 큰 압축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림 5.8과 그림 5.9은 수분함량 15%인 벤토나이트를 가지고 목표 습윤밀도 1.8

Mg/m
3

(건조밀도로는 1.6 Mg/m
3
)으로 성형한 블록를 대상으로 각각 밀도분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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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함량분포를 조사한 것이다. 성형된 완충재블록의 습윤밀도분포는 블록의 가장

자리에서 감소하였고, 수분함량분포는 가장자리에서 증가하였으나 블록의 중앙부와

의 값 차이는 5%내외로 근소하여 성형된 블록이 균일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 압축특성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의 일축압축특성은 건조밀도 및 수분함량에 따른 압축강도

와 탄성계수 (Young's modulus)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KS시험법 표준공시체에

대한 결과와도 비교하였다. 시험결과, 완충재 블록의 일축압축강도 및 탄성계수는

건조밀도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일축압축강도의 변화율이 탄성계

수의 것보다 크게 나타났다. 수분함량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는 주어진

실험범위에서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일정 수분함량을 넘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동일한 성형조건에서 제작된 블록 (as-is-block)과 KS 규정시료의 시험에서

블록의 일축압축강도는 KS 표준공시체의 것보다 큰 값을 보였으며, 탄성계수는 블

록의 값이 약간 작은 듯이 보였지만, 실험오차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값으로 볼

수 있었다.

삼축압축특성은 ACE-ONE사의 서보제어가 가능한 로드셀 용량 4 ton의 압축

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시편은 직경 54 mm, 높이 108 mm의 원기둥 모양으

로 제작하였다. 실험에서 구속압은 1.5 kg/cm2, 3.0 kg/cm2, 4.5 kg/cm2로 변화시켰

으며, 블록의 마찰각(∅)과 점착력(c)은 각 구속압에 따른 하중-변위곡선으로부터

구한 최대하중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실험결과, 압축 벤토나이트의 건조밀도가 커

질수록 시료파괴 시 최대하중이 크게 나타났다 (표 5.2 참조). 벤토나이트의 수분함

량은 15%일 때 시료파괴 시 최대하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벤토나

이트의 건조밀도와 수분함량에 따른 점착력(c)과 내부마찰각(∅)의 결과는 표 5.3과

같다. 즉, 압축벤토나이트의 점착력은 건조밀도가 클수록 커지며, 수분함량이 15%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내부마찰각은 건조밀도와 수분함량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

났다. 또, 점토의 일종인 벤토나이트는 내부마찰각보다는 점착력의 영향이 더 큰 것

을 알 수 있었다.

열전도도 측정에서는 순간열전도측정계 (Kyoto Electronics, QTM-500)가 사용

되었으며, 건조밀도 및 수분함량에 따른 열전도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완충재블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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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도는 건조밀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건조밀도 1.6 Mg/m3 이상에서 더

큰 증가가 있었다. 수분함량의 증가에 대해서도 열전도도가 증가하였지만, 수분함량

이 약 23% 이상에서는 변화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

벤토나이트 분말이나 압축 벤토나이트블록은 주위의 습도가 자체습도보다 낮으면

건조과정에 의해 수축이 일어나 균열이 생기지만, 반대로 주위의 습도가 자체습도

보다 높으면 습윤과정에 의해 팽윤되면서 균열을 메우거나 부피팽창이 커져 붕괴가

일어나게 된다.

처분장의 경우, 운영 중 처분터널 내 습도는 주위 암반조건과 외부 대기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터널 주위의 암반은 지하수로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터널 내 습도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진입터널은 외부와 통하기 있기 때

문에 외부의 날씨나 계절적인 기후변화에 의해 터널 내 습도가 아주 낮거나 높을

수 있다.

수분조건에 따른 완충재블록의 붕괴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성형된 A-형 블록을

대상으로 25 ℃ 포화 수증기조건과 40 ℃ 포화 수증기조건에서의 블록형태의 변화

를 관찰하였으며, 또한 실험실과 KURT 내 온도 및 습도 조건에서의 블록형태 변

화를 조사하였다. 포화 수증기조건에서의 실험은 온도조절이 가능한 오븐에 밀폐형

플라스틱통(그림 5.10(상))을 넣고 수행하였으며, 실험실과 KURT에서의 실험은 뚜

껑을 열어 실내공기가 블록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서 실시하였다.

최초의 완충재블록 형태는 그림 5.10(하)와 같다. 25 ℃ 포화 수증기조건에서 완

충재블록의 형태 변화는 그림 5.11 - 그림 5.12과 같다. 1주일 정도 경과했을 때 블

록에 약간의 균열 이 생겼으며, 2주 정도 경과 했을 때는 그림 5.12과 같이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5 ℃의 포화수증기량이 블록 자체의 수분함량보다 작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이 후 약 2 달 동안 블록을 계속 관찰하였으나 더 이상의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그림 5.13 - 그림 5.14는 40 ℃ 포화 수증기조건에서의 실험결과로서, 25 ℃ 포

화 수증기조건 실험에서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것이다. 약 2달 동안 관찰

대상 완충재블록에서는 균열 발생과 같은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것은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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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화수증기량이 블록 자체의 수분함량보다 커서 수분에 의한 팽윤현상 때문에

균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5.15 - 그림 5.16 각각 KURT 진입터널 막장과 오른쪽 연구모듈 히터시험

실 입구 부근에서 찍은 사진으로, 약 10개월 동안 관찰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입터널 막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거의 변화를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이것은

주위에 집수정 (sump)이 있고 또 벽으로부터 지하수가 흘러나와 주변의 습도가 약

90 - 100 %의 범위에서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오른쪽 연구

모듈 히터시험 출입구에 둔 블록은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고, 초반에는 균열의 발생

과 소멸이 반복되다가 5개월 이상 지나서는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지점에서의 습도가 막장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터널 내 환풍기 가동이나 계절적

인 기후변화에 따라 습도가 약 50 - 80 % 사이에서 넓게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그림 5.17는 KURT 진입터널 막장에서 사용했던 완충재블록을 실험실로 가져와

서 약 15일 동안 관찰한 사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습도가 낮을 경우 완충

재블록은 건조과정에 의해 균열이 생겼다가, 습도가 높아지면 팽윤에 의해 일부 균

열들이 사라지고, 다시 습도가 낮아지면 균열이 나타나면서 습도값의 증가에 따라

균열의 틈이 더 벌어지게 됨을 알 수가 있었다.

다. 블록 배치 및 유동특성

1). 블록배치

그림 5.18과 같이 처분공 단면의 약 1/3크기 모형을 만들어 블록을 설치하였으며,

블록의 취급 및 설치방법 등을 점검하였다. 설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C-형, B-

형, A-형 순으로 진행되었다. 설치작업은 C-형과 B-형은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A-형은 남은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다소 주의가 필요하였다. 블록 취급 시 파손 방

지와 블록의 설치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압착식의 블록 취급장비의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또한 각 블록은 가장자리의 한쪽에 오목형 홈을 파고 그

반대쪽 가장자리에 볼록형 돌출부를 만들어 설치 시 블록과 블록 간의 위치 선정

및 연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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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블록을 통한 유동특성

처분장에서 완충재블록을 처분공에 설치하고 나면 지하수가 주위 암반으로부터

유입되기 때문에, 완충재블록 설치 후 지하수의 유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지하

수와 접촉한 블록이 어떻게 재포화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완충재블록의 설치 및

방벽성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완충재블록의 유동특성실험은 그림 5.19의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수행하였다. 이

실험장치는 내경 75 cm x 높이 4.25 cm SUS 실린더, 육안으로 유동흐름의 관찰이

가능한 폴리카보네이트판 (polycarbonate plaste) 뚜껑, 습도 및 압력 측정센서, 지

하수 공급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실린더의 바닥은 실린더와 동일한 SUS재질로

용접하여 일체형으로 만들었으며, 둘레면에는 처분공에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 24개의 구멍을 뚫고, 각 구멍의 안쪽에는 벤토나이트 입자가 밖으

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직경 0.95 mm x 두께 0.32 mm x 공극크기 40 μm의 메탈다

공판을 끼워두었다. 그리고 실린더 바깥 둘레에는 지하수가 저장탱크로부터 용이하

게 유입될 수 있도록 1/4“ SUS 튜브로 연결하고 밸브를 설치하였다.

완충재블록은 앞 절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안쪽에서 바깥쪽 순으로

설치하였으며, 블록과 실린더가 접하는 실린더 벽면에는 부직포 (두께 1.8 mm,

200g/m2 geotextile)로 라이닝 (lining) 처리를 하고, 외부 저장탱크로부터 구멍을 통

해 블록 안으로 들어오는 지하수가 실린더 둘레면에서 골고루 분산되게 하였다. 습

도센서와 압력센서는 반경 12 cm, 25 cm의 위치에 2개씩 설치하되 서로 겹치지 않

게 적당한 간격을 두었으며, 센서와 블록, 블록과 블록, 블록과 실린더 사이에 생긴

틈새에는 벤토나이트 분말을 넣고 다져서 공극을 최소화 하였다. 설치가 끝난 후

블록의 평균 수분함량과 건조밀도는 각각 13.5%, 1.54 kg/m3 이였다. 그리고 실험실

의 온도는 25 ℃를 유지하였다.

완충재블록의 유동실험에서 지하수의 주입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지하수 유입

밸브를 열자마자 지하수가 블록과 블록 사이의 틈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처음에 약 10초 간 지하수를 주입 한 뒤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 1시간 동

안은 물과 벤토나이트블록이 충분히 반응하여 팽윤현상에 의해 빈 공간이 벤토나이

트로 채워지도록 하였으며, 그 후로는 약 1.5 m의 수두를 유지하며 일정한 압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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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입되게 하였다. 그리고 블록으로 주입되는 물의 양과 재포화에 의한 습도 및

압력변화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습도센서와 압력센서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되게

하였다.

지금까지 블록 유동실험은 약 80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림 5.20 - 5.23은 각각

이 기간 동안 지하수의 주입 양, 습도변화 및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2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수는 흡인력 (suction)에 의해 처음 5일 동안은 빠르게

들어가다가 그 후로는 변화율이 차츰 감소하여 약 30일 부터는 일정한 변화율로 주

입되고 있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21과 그림 5.22은 각각 반경 12 cm와 25 cm 센

서 위치에서의 습도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바깥쪽의 반경 25 cm에 위치한 블록 내

습도 (그림 5.22)는 지하수의 주입 양에 비례하여 처음에는 빠르게 증와 다가 약 10

일 부터는 서서히 증와 였으며, 안쪽의 반경 12 cm의 위치 (그림 5.21)에서는 처음

에 갑자기 큰 증와를 보인 후 감소하다가 약 10일부터는 그림 5.22의 경우와 같이

다시 일정하게 증와 는 경향을 보처음에 갑자그림에서 습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

와한 것걀자기 시작과 동시에 지하수 유입밸브를 열고 약 10초 동안 지하수를 블

록 속으로 주입했을 때 지하수가 실린더 둘레면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서서히 들

어가지 못하고, 일부가 실린더의 위쪽 블록과 한 사이에 있었던 틈새를 통해 블록

안쪽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갔르게 들으로 생각되며, 만약 지하수가 이와 같 그뺼정

상적 틈새를 통해 블록 안쪽으로 실린지 않았다면 블록의 초르게습도분포는 점선

과 같 그경향을 보처을 것으로 추정동안 지또쀬적 자그림에서의 습도 값을 비교해

보면, 실린더 내 바깥쪽 블록의 습도가 안쪽 블록의 것보다다가음을 알 수 있25씬

갑것걀자지하수 주입에 따른 블록의 재포화가 실린더 둘레 수화면 (hyd걲 갑ion

sur걦 ce)5일 동안안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블록의 유동실

험에서 압력의 변화는 그림 5.23과 같 그분포를 보처음에 반경 12 cm의 안쪽 위치

에서는 약 -5 기압 정도의 마이너스 값을 보처25씬 갑것걀자낮은 수분함량을 갖는

블록의 흡인력 들으로 생각되며, 갑자압력분포곡선에서 초르에 나타난 과 동감소

현상걀자지하수 유입밸브를 열었을 때 블록 틈새를 통해 들어온 지하수가 블록의

흡인력에 영향 미쳐 생긴 것으로 보인음에 반면에 반경 25 cm 블록깥쪽 위치걘자

압력걀자p있었제로에 가까운 값을 보처으며, 안쪽의 압력과 비교해지하수상대적으

로 높걀자값을 나타내21과 그블록의 재포화로 인해 블록 흡인력의 영향갑자크지 않

았르게 들으로 보인음에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블록의 압력갑자본격적으로 재포화에

의한 팽윤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실험결과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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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듯이, 본 실험조건에서 완충재블록의 재포화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다. 최

종적인 블록의 유동특성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실험기간을 더 연장하여 추가적인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3. 밀봉재

가. 기준 혼화재료 선정

시멘트 그라우트가 암반의 미세 절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점도(viscosity)

가 낮아야 한다. 반면에 그라우트 자체의 강도유지를 위해서는 그라우트의 밀도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w/c(water/cement)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면서 초유동화제

(superplasticizer)를 사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실험대상 초유동화제는 나프탈렌

계열(Sulphonated naphthalene condensates)과 멜라민 계열(Sulphonated melamine

condensates) 그리고 PC 계열(Polycarboxylates)이다. 나프탈렌 계열의 초유동화제

는 방사성 핵종과 복합체를 형성할 확률이 낮고 반면에 멜라민 계는 방사성 핵종과

매우 강한 복합체를 형성한다. PC 계열의 경우는 NOM(Natural Organic Material)

의 핵종 결합능력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5.2]. 하지만 실제 처분장에 어떠한

초유동화제를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그라우트를 위해

서는 나프탈렌 및 멜라민 계열 중의 하나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숏크리트를 위

해서는 PC계열의 초유동화제 사용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물성평가

1) 시멘트 그라우트 제조

그동안의 많은 실내실험과 현장실증 실험을 통하여 최적의 배합비로 도출된

UF-41-14-4(P308B)을 선정하여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였다. pH에 따른 성능비교

를 위하여 High pH 그라우트 배합비 UF-00-08-02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표

5.4 참조).



- 699 -

암반 절리를 충진하기 위해서는 보통 시멘트의 입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마이크로 시멘트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제조하였다(쌍용 마이셈 8000).

시멘트의 분말도는 8,250 cm2/g이며 평균 입경이 4-6μm 그리고 D90<13μm에 해당

되는 특징을 지닌다. 본 실험에는 실리카 퓸 Elkem Microsilica 940 U(ndensified)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SiO2 함유량이 90% 이상의 비결정질 혼화재로써 비표면적이

15,000～30,000 ㎡/kg이고, 평균 입경이 0.15 μm 이하인 특징을 지닌다. 초유동화제

는 참조 배합표와 동일한 나프탈렌 계열로써 나프탈렌 설폰산 포르말린 축합물을

주성분으로 하며 높은 분산작용으로 단위 수량을 plain 콘크리트 보다 대폭 감소시

키는 특징을 지닌다(ROADCON-SP). 비중은 1.02±0.02(20℃)인 암갈색의 액체로

pH는 7±1(20℃)이다.

실험실에서의 시멘트 배합을 통한 시료성형은 현장 배합과는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단 mixer의 성능과 재료 상태 그리고 배합 총량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배합 시 시공성은 중요한 파라메타가 된다. 본 실험은 레미콘

회사 및 특수 시멘트 제조회사 연구팀의 기술자문을 통해 시료를 성형하였다. 시멘

트 재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mixing 순서를 따랐다(그림 5.24).

(1) 골재를 혼합-> (2) 시멘트와 실리카 퓸의 혼합 -> (3) 골재와 시멘트와의 건믹

싱 -> (4) 물과 초유동화제의 혼합 -> (5) 초유동화제가 혼합된 물을 시멘트에 부

은 다음 혼합

2) 시멘트 그라우트의 pH 측정결과

시편은 표 5.5와 같이 제작되었다.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특성을 비

교하기 위해 HP, LP를 제작하였다. 또한 LP에서 Silica fume의 혼합비가 pH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배합으로 low-pH 시멘트의 밀도와

water/binder의 비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실리카 퓸 혼합량을 달리 하여 (Silica

fume/ Binder ratio: 10, 20, 30, 40%) 네 가지를 더 제작하였다. 먼저 경화된 grout

를 빻아서 입자크기가 < 75μm인 가루로 만들고 그 중 10g을 채취하여 10g의 증류

수와 3분 동안 섞어준 후, 45μm의 membrane filter를 통해 filtering 해준다. 그 후

걸러진 용액의 pH를 일반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생기간에 따른 pH 측정결과를 그림 5.25, 그림 5.26에 나타내었다. 그림 5.25은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양생기간에 따른 pH를 비교한 것으로, 측정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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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서로 비슷한 값(pH 13)을 보이나 20～30일의 양생기간이 지난 후 High pH

grout의 pH는 거의 12.5정도로 수렴하는 반면에 Low pH grout의 pH는 꾸준히 떨

어져 Low pH grout 규정 시 사용되는 설정기준인 11이하로(10.95)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P의 경우 시멘트의 양을 줄여서 시멘트 내의

Portlandite(Ca(OH)2)의 양을 줄이고, 줄인 만큼 실리카 퓸의 양을 늘림으로써

Ca/Si 비를 낮게 하여 pH를 낮추는 원리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pH가 11이하로

되기 위해서는 Ca/Si 비가 0.8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림 5.26은 Silica fume 함량에 따른 Low pH grout의 pH 측정 결과이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water/binder 비 조건 하에서 Silica fume 함량이 늘어

날수록 pH 측정 결과는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양생기간이

100일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pH 11 후반으로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멘트의 수화에 120일 이상의 장시간이 필요로 하며, 앞의 그림 5.25에서 100일 이

상의 양생 기간 동안 관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pH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

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시멘트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특성 비교

큐브몰드 시멘트 그라우트의 7일 및 28일 압축강도 결과는 아래 그림 5.27과 같

다. 실험결과 실리카 퓸이 혼합된 low-pH 시멘트의 강도가 일반 high-pH 시멘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가 나왔다. 또한 실리카 퓸을 혼합한 몰드의 경우 7일에서

28일로 재령일이 증가하면서 high-pH에 비해 강도증진 효과가 미비한 결과를 얻었

다. 일반적으로 실리카 퓸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경우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증가하고 빠른 수화작용으로 인해 조기강도 및 장기강도가 증진된다는 결과와는 대

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우선 LP(Low-pH 그라우트)와 HP(High-pH 그라우트) 사이의 현격한 강도차이

는 pH 변화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는 결합재 비(water/binder)에 따른 현상으로 판

단된다. 실리카 퓸은 분말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소 소요 수량이 그만큼 크므로

LP의 W/C비는 1.42로 0.81의 HP 보다 훨씬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일반적으

로 강도발현을 위한 실리카 퓸의 권장 혼합량은 중량 대비 약 15%로 본 실험에 사

용된 40%의 양은 오히려 강도를 저감시킬 확률이 높다. 즉 절대 시멘트량이 부족하

기 때문에 압축강도가 낮으며 강도발현 속도 또한 느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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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pH 시멘트 그라우트의 현장적용 28일 압축강도 기준이 4MPa임을 감안할 때,

본 실험결과는 설계기준에는 충족되는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있는 압축강도 비교를 위하여 결합재 비를 동일(0.92)하게 유지한

후 추가 배합설계를 수행하였다(Silica fume/ Binder ratio: 10, 20, 30, 40%; LP2).

그림 5.28은 silica fume 혼합비가 일정량 이상 많아질수록 건조밀도가 감소하고 그

로 인해 압축강도가 더 작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Low pH grout와 Low pH 2

grout의 비교에 있어서는 Low pH 2 grout가 water-binder ratio의 영향으로 인해

압축강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시멘트 그라우트의 배합별 shrinkage / swelling 결과 비교

일반적으로 w/c가 높을수록 건조수축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ow-pH의

경우 일반시멘트에 비해 물/시멘트 비가 높고 실리카 퓸의 양이 상당히 많아 건조

수축량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grout의

shrinkage와 swelling을 측정하기 위해 시편을 40×40×160 (mm)의 prism 형태로 아

래 그림과 같이 stainless steel 재질로 제작하였다(ASTM, KSF). 시편은 각각 3개

씩 제작되어 한 set는 20°C의 물속에서 보관되고, 한 set는 plastic bag에 담겨져

65%의 상대습도를 유지하며 20°C의 물속에서 보관되고, 한 set는 공기 중에 보관되

었다. 한편 Low pH grout의 초기강도는 매우 약하여 시편을 제작시 탈형하는 과

정에서 실패하여 시료성형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공기 중 건조의 경

우에는 High pH grout 시편만 보관하였다.

Shrinkage 및 시료 무게변화 측정결과를 그림 5.29부터 그림5.30에 나타내었다.

Low pH grout의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shrinkage가 일어났고, High pH grout의

경우 공기 중에 보관한 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swelling이 일어났다. 이는 Low

pH grout의 경우 수화반응이 활발히 일어나 수축이 일어난 반면, High pH grout의

경우에는 시편에 수분의 추가유입으로 swelling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공

기중 건조 LP3의 시료는 없지만 다른 시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할 때, LP3는

HP3 보다 훨씬 큰 건조 수축량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기 중에 놓아둔 시

편의 경우 급격하게 shrinkage가 일어나서 시편 표면에 미세균열이 현저히 발생하

였다. 시편의 무게는 공기 중에서 양생시킨 시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증가하였

다. 다른 모든 시편의 경우 수분이 유입하여 무게가 증가하였지만 공기 중에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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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킨 시편의 경우 수분의 유입이 없고 수화로 인해 물이 증발만 하기 때문에 무

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시멘트 그라우트의 동적 물성특성 비교

처분장의 건설재료로서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지

만 그 중 stiffness, 즉 탄성계수(영률, 전단계수 등등)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인

자이다. 또한 이러한 탄성계수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탄성파 속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FFRC (Free Free Resonant Column) 실험을 통하여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탄성파 속도를 구하고, 포화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시멘

트 내에서 공극률과 공극내의 시스템이 탄성파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

험을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 5.31과 표 5.6에서 볼 수 있듯이, 건조된 상태에서의 탄성파 속도 보다

포화됐을 때의 탄성파 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High pH 시편에서

의 탄성파 속도가 Low pH 시편에서의 탄성파 속도보다 더 크다. High pH 시편의

감쇠비는 포화도에 따라 별 차이가 없으나 Low pH 시편의 경우 건조됐을 때의 감

쇠비가 포화되어있을 때의 감쇠비보다 훨씬 크다. 이는 Low pH 시편의 경우 건조

되면서 수화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공극 내의 수분이 소비되고 또한 미세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성파의 전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 시멘트 그라우트의 투수계수 측정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는 1x10
-12
～1x10

-13
m/s 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soil 샘플에 적용하는 변수위나 정수위 법으로는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방식

을 사용하게 된다. 시멘트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 장치를 아래 그림과

같이 셋업하였다. 사용가스로는 헬륨가스를 사용하였으며, 추후 온도의 영향을 고려

하기 위하여 항온 챔버를 구축하였다.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몰드 당 4개의

고무패킹을 사용하였으며, 이음새를 에폭시 처리하고 vacuum grease를 사용하였다.

시편은 Φ50, T10(mm)의 크기로 성형한 후, 1 MPa의 압력으로 물을 가압하여 투과

시킴으로써 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투수계수 값의 변동 폭이 컸으며 실

험결과의 재현성에 중점을 두어 보다 면밀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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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High pH cement의 경우 투수계수 : 1.02x10-11 m/sec

• Low pH cement의 경우 투수계수 : 4.32x10-13 m/sec

7) 시멘트 그라우트의 원소분석(XRD, XRF)

원소분석 비교를 위해 66일 재령의 그라우트 몰드에 대해 XRD 및 XRF 분석을

하였다. 실험결과 XRF는 타당한 결과를 보인 반면에 XRD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

터가 도출되었다. Low pH에 실리카 퓸을 혼합하는 등 추가 혼화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원소는 오히려 더 적고 예상되는 주요 원소가 검출이 되지 않았

다. 문헌을 통한 예상 생성물에 대한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검출에는 한계가 있었

다. 이는 암석 광물 위주의 XRD 분석에 전문성을 가지다 보니 콘크리트에 대한 정

보 부족으로 인해 나온 결과로 판단된다. XRF의 원소분석 결과 LP의 경우에는 Si

성분이 HP에 비해 현저히 많았으며, 이는 실리카 퓸의 혼합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절대 시멘트 량의 감소로 인해 LP에는 Al과 Ca 성분이 HP에 비해 적은 경향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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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onstituents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FeO SO3 MnO

Weight % 56.80 19.96 6.03 2.59 0.77 0.93 1.25 0.15 1.28 0.04

표 5.1. 경주 벤토나이트의 화학조성

표 5.2. 삼축압축시험에서 얻어진 구속압에 따른 최대 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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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삼축압축시험에서 구한 완충재블록의 건조밀도 및 수분함량에

따른 점착력과 내부마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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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Standard

(high pH)grout

mix UF-00-08-02

Reference

(medium pH)

grout mix

UF-15-10-2.8

Low-pH grout

mix UF-41-14-4

Water(all water; incl.

superplasticizer, water and silica

slurry water(㎏/㎥)

716 747 789

Ultrafin 16(sulphate resistant

microcement)(㎏/㎥)
882 625 328

Silica fume(solid content)(㎏/㎥) 0 110 226

Mighty 150(naphthalene

sulphonate based superplasticizer,

solid content)(㎏/㎥)

7 8 9

Calculated water binder

ratio(incl. superplasticizer water

and silica slurry water)

0.81 1.02 1.42

Calculated density(㎏/㎥) 1602 1490 1352

표 5.4. Onkalo에 시공 중인 low-pH 그라우트 배합비

구성요소 HP LP LP2 LP2-10 LP2-20 LP2-30

물 (초유동화제 포함) 716 789 709 709 709 709

시멘트 (쌍용 마이셈 8000) 882 328 455 691 614 538

실리카 퓸 (Microsilica 940U) 0 226 313 77 154 230

초유동화제 (ROADCON-SP) 7 9 12 12 12 12

Water-Binder ratio 0.81 1.42 0.92 0.92 0.92 0.92

표 5.5. 실리카 퓸 혼합량에 따른 시멘트 그라우트 제조 (단위: k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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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HP LP1 LP2

Sat. Dry Sat Dry Sat. Dry

Rod wave velocity,
VR[m/s]

2707.3 2064 1793.3 1387.3 1975.6 1303.8

Young’s modulus, E
[GPa]

11.93 6.73 4.43 2.27 5.8 2.38

P-wave velocity,
VP[m/s] 3026.4 2307.2 2145.2 1659.6 2292.2 1512.7

S-wave velocity,
VS[m/s]

1698.7 1295.1 1103.7 853.4 1225.2 808.6

Constraint modulus,
M [GPa]

14.9 8.43 6.3 3.3 7.8 3.2

Shear modulus,
G [GPa]

4.67 2.63 1.63 0.87 2.22 0.92

Damping ratio 0.023 0.027 0.023 0.044 0.025 0.053

Poisson’s ratio, ν 0.27 0.32 0.3

porosity 0.03 0.13 0.064

표 5.6. Grout의 FFRC 실험 결과

* HP : High pH, LP1 : Low pH 1, LP2: Low pH2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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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양방향 다짐 완충재블록 제작 장치 전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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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A-형 완충재블록 몰더 성형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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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B-형 완충재블록의 판금 틀

그림 5.4. C-형 완충재블록의 판금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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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완충재블록 제작에 사용된 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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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블록몰더를 사용해서 제작된

3종류의 완충재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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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완충재블록 성형에서 벤토나이트

입자크기에 따른 필요 압축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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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성형 완충재블록 내 습윤충전밀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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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성형 완충재블록 내 수분함량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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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 시험에

사용된 밀폐형 플라스틱 상자(상)와

A-형 완충재블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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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25 ℃에서 1주일 경과 했을 때

완충재 블록 상태

그림 5.12. 25 ℃에서 2주일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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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40 ℃에서 1주일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그림 5.14. 40 ℃에서 2개월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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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경

과

10개월 경

과

그림 5.15. 진입터널 막장에서의 5개월(상)과

10개월(하) 경과 했을 때 완충재블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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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경

과

10개월 경

과

그림 5.16. 막장오른쪽 연구모듈에서의 5개월

(상)과 10개월(하) 경과 했을 때 완

충재블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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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oC, 36.4 %, 10시간 경

과

22.4 oC, 36.4 %, 31시간 경

과

21.7 oC, 17.4 %, 15일 16시간 경

과

21.8 oC, 45.3 %, 12시간 경

과

22.8 oC, 58.1 %, 6일 20시간

경과

20.3 oC, 99.0 %

그림 5.17. 실험실조건에서 시간에 따른 완충재블록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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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완충재블록 제작장치 및 처분공 단면 1/3크기의

블록 배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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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완충재블록 유동특성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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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유동특성실험장치에 주입된 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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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완충재블록 유동특성실험에서 안쪽 센서의 습도변화



- 726 -

그림 5.22. 완충재블록 유동특성실험에서 바깥쪽 센서의 습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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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완충재블록 유동특성실험에서 안쪽과 바깥쪽 센서의 압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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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시멘트 그라우트 몰드 성형을 위한 장비 및 콘크리트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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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pH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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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Silica fume 혼합량에 따른 pH 측정 결과

그림 5.27. Low 및 Hig-pH 그라우트 7일, 28일 압축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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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Silica fume 배합비에 따른 압축강도 측정 결과

(water/binder=0.92)

그림 5.29. 시편의 양생기간에 따른 Accumulated shrinkag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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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시편의 양생기간에 따른 Weight 변화

그림 5.31. Grout의 포화도에 따른 탄성파 속도 변화(FF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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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 및 기술지원

1. 지하처분연구시설 부대시설 설치

가. 환기시설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완공에 따라 터널 내 환기 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적정 환기 설비를 설치하였다. 원 설계에 표시된 급기 팬의 사양은

190 mmAq x 190 CMM x 11KW 로 전력소모량이 11KW 이고, 레지스타 3개, 후

드 3개를 갖고, 지경 550mm의 Spiral steel Duct 길이가 약 180m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급기 팬 설치로 인해 총 소요 전력이 약 31KW 가 요구되는데 이로 인

해 모자라는 전기는 연구소 외곽 보안등 사용 시 지하처분 연구시설의 전기 사용을

중단한다는 조건 하에 외곽 보안등 전선에서 전기 인입 케이블 용량을 키위 30KW

전력을 50KW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치된 환기시스템을 그림 6.1에 나

타내었다.

나. 고압전기 및 인터넷 통신선 인입

2006년도 지하처분연구시설 준공당시에 인입된 전기로는 지하처분연구시설 환기

를 위한 급기 및 배기시설의 가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발전기를 임대하여

수시로 가동하였다. 2007년도에 이런 전기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압전

기 인입 및 인터넷 통신시설을 설치하였다. 전기 인입 등 위한 조건들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여 설계하도록 하였다.

- 150Kw 용량의 전기가 인입되도록 한다.

- 인입 노선은 엔지니어링 동을 출발점으로 KURT 수변전 설비시설

까지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택한다.

- 전기 인입 공사 시에 인터넷선 및 통신선을 함께 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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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공 사 내 용 비 고

1.배전공사 사용전압 3상6,600V 고압인입

인입케이블 6/10KV FCV 케이블 50sq/3c

2.변전설비공사

배전반설치 수변전설비1식

6.6KV 300KVA변압기1대

저압반1면

3.간선공사 분전반-3면 LP-M,L-1,L-2

기존컨테이너공사 간선공사

4.부하설비공사 콘센트공사 현장내전원공급

5.케이블트레이 전기용,통신용별도 개별설치

6.LAN인입공사 HUB 1면 광HUB-1EA

광단말기-14EA

광접속장치-1EA

인터넷용으로 광케이블(8Core이상 Single모드 이상)을 방사선응용연

구동부터 포설해야 하며, 장비로는 Rack 및 광 스위치 2개를 설치

하고, 내부 배선도 UTP케이블로 가능하나 100m 넘으면 광케이블

로 포설해야 한다. 통신은 10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배기 및 흡기 팬은 현재 설치된 모터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중 모터 및 전등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만, 연구모듈 양쪽 및 회차 구간의

조명은 현재 설치된 판넬을 보조등 없이 읽을 수 있는 밝기로 한다.

- 연구모듈 양쪽에 공급되는 전원은 각각 30Kw 정도로 한다. 추가로 30Kw 씩

을 공급해 해야 하는 지는 설계 시에 논의한다.

- 전기, 인터넷 선 및 통신선의 정리를 위해 벽면에 트레이를 설치하고 이들 선

을 정리 한다. 기존 설비되어 있는 전기선은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추가로

전기증설, 인터넷 및 통신선 설비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이다.

KURT시설에 전력용량 증설 및 통신시설 공사를 실시하기위한 설계로 설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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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케이블공사 싱글모드8CORE

7.CCTV설비 광변환장치-1EA
선로는

광케이블공용

8.전화설비 전화인입공사

다. 기타 부대시설

(1). 배수펌프 작동 감시 및 비상경보 시스템 구축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터널 막장 근처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가 수집되는 량은 연평균 약 20톤/일 인데 집수정 용량은 약 4톤

정도여서 펌프를 이용해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였다. 사용된 펌프는 약 0.2톤/분의

용량으로 7.5마력, 토출압 48m으로, 사용전압은 220 volt 이다. 이 펌프를 2개 사용

하여 한쪽이 고장이 고장 나도 다른 한쪽을 작동하여 집수정 외부로 지하수가 넘치

지 않도록 하였다. 평상시의 작동은 집수정에 수위 센서를 부착하여 일정 수위가

감지되면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컨트롤 판넬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 펌프

의 동작 상태는 항상 확인하여야 하는데 터널의 특성상 상주 인원을 둘 수가 없어

여간 감시 등 운영의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터널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중에 어떤

비상상태가 발생하여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등을 감안하여 펌프 작동 감시

및 비강경보 시tm템을 구축하여 SMS 송신기로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시추공 히터 시험 구역 항온 항습 차단막 설치

시추공 히터 시험에 사용되는 터널 벽면에서 공기로 인한 열손실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위해 외부 공기의 유입을 가능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여 차단막을 설치하였

다. 차단막은 막장에서 약 15 - 20m 되는 지점에 조립식 판넬을 사용하여 설치하

고 틈새는 실리콘 접착제를 채워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그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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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굴 입구 외부 차단막 설치

동굴 입구에 외부와의 출입 통제 및 터널 내부의 실험환경에 대한 온도변화 등을

고려하여 외부 차단막을 설치하였다. 차단막에는 유리문을 달아 내부를 보거나 채

광을 하도록 하였고, 큰문을 양쪽 여닫이로 하여 차량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하도록 하였으며 평상시에는 작은 쪽문을 달아 출입하도록 하였다 (그림 6.3).

(4). 출입 통제 시스템 및 CCTV 설치

터널 실험 현장의 출입 기록 및 통제를 위하여 출입통제 시스템을 임대하여 사용

하고 있다. 통제 시스템에는 방사성 폐기물 기술개발부의 모든 직원이 등록되어 출

입을 할 때는 신분증을 사용하여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입관

리 소프트웨어를 관리자 사무실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 출입하는 직원

을 항상 파악하여 현재 터널에서 작업하는 인원을 파악하여 실험실 안전관리를 기

하고 실험장비에 대한 외부 도난 등의 위험성을 줄이도록 하였다.

터널 내부의 출입 및 작업 등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 현장을 파악하기위해 터널

내부의 10여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임시 사무실(컨테이너 박스)에 컴퓨터로 녹화

하도록 하였다.

(5). 내부 환경 모니터링 장치 설치

터널 내 환경감시의 일환으로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및 질소 등의 농도를 모니

터일하고,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터널내 공기의

오염여부를 판단하여 수시로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6). 핸드폰 증폭기 설치

터널 내부에서 KTF, SK 및 LG 통신 삼사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통화가 가능하

도록 증폭기를 설치하였다. 이는 실험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실험 현장을 견학하는

방문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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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URT 설명용 홍보관 설치

지하처분시설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많아 이 시설을 견학하는 인원이 연당 600 -

700 명에 이르러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홍보관을 설치하였다. 홍보관 시설 내에는 고준위 폐기물 개념 설명, 고준

위 폐기물 대상, 처분용기 및 인공방벽인 벤토나이트 특성, 처분장에 처분된 처분용

기의 모형, 핵종이동 경로 설명 비디오 및 외국의 지하처분연구시설 현황 등에 대

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판넬 등을 설치하였다. (그림 6.4, 그림 6.5)

2. 지하처분연구시설 운영

가. 일반 운영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실험자의 근무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상주하는 인원이 없으

며 여러 과제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공동 사용 실험실이고, 견학 등으로 방문자가

많아 터널 내외의 환경 정리와 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수시로 수행하게 된다.

즉 지하처분 연구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일상 안전점검 및 출입 통제, 현장 실험

현황 점검 및 사고 및 비상시의 긴급조치 등에 대한 점검을 매일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설 안전관리 준수사항으로는 1) 시설출입자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반드

시 착용하여야 한다. 2) 시설내로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하며, 시설 내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한다. 3) 시설 내에서 자동차 등과 같은 내연기관의 사용을 금한다. 현재

전기 자동차를 실험장비 및 기타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실험장치

설치 및 시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공기의 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사용 횟수 등을 조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의 출입은 출입통제 시스템과 CCTV를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지만 출입자 스

스로가 협조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였다. 방문자는 시설 및 실

험실 운영자와 동행하여 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등에

주의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현장 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재 실험이 진행 중인 과제의 실험자와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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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서로 실험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실험장치 설치 및 실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설 내 현장 실험 현황

현재 시설 내에서 진행 중인 현장실험은 다음과 같다.

(가). 심부 지하수 및 지화학 특성 평가

KURT 시설부지의 수리.지화학 특성 규명 및 부지특성모델 최적화를 위하여

- 장심도 1,000m 시추조사 및 수리. 지화학 특성자료 DB 구축

- 수리.지화학.물리검층.탐사 결과를 종합한 geological model (ver.3) 구축

- 다공성 연속체 및 분리 단열망 개념 지하수유동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공학적 방벽 성능 실증 연구

지하처분연구시설 Near-field 암반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현장실험으로

- 현장실험 장치(single-hole heater test) 설계, 제작 및 설치

- 전산 모델링(FLAC3D) 및 열적-역학적 거동 영향 인자 분석

- 열-역학적 거동 해석을 위한 DECOVALEX- 2011 국제공동연구에 참여 등

지하처분연구시설 Near-field 손상대(EDZ) 현장시험으로는

- KURT 내 Goodman Jack, BIPS, 수압시험, Georada에 의한 손상대 규모 평가

- 지표면 형상, 현지응력, 터널 특성을 고려한 손상대 영향 평가를 위한 3차원

모델링

- 지보재/손상대 구간 내 물성 변화/심도, 절리영향 고려한 모델링 기법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 핵종 이동 특성 규명

KURT 현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동 및 지연특성 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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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착성(Eosin, Uranine, Br-) 및 수착성(Rb, Ni, Sm, Zr)

용질 이동 실험

- KURT 미생물 확인 및 기초특성 규명

- 광물/미생물 상호작용에 의한 미생물의 핵종 수착 영향 평가

- 미생물에 의한 핵종광물화(Bio-mineralization) 현상 메커니즘 규명 및 우라늄

이동 지연효과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 기타

2007년도 3/4분기에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환경안전연구센터를 통하여 지하처분

연구시설 방사선 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하처분연구 시설

내부가 외부에 비해 라돈으로 인한 환경방사선량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수 중의 방사능 농도는 자연 방사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수정에 모이는 지하수를 배출하면서 그 유량을 전자식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약 26톤/일의 지하수가 시설 내로 유입되고

있다. 월별로 보면 12월 - 2월 인 동절기에 약 26톤/일, 3월 - 6월에 약 19톤/일, 7

월 - 11월에는 약 33 톤/일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강우량 및 강설량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지하처분연구시설 홍보활동

가. 홍보를 위한 시설 및 자료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준공한 후에 내외국인의 관심이 높아 언론계, 관계, 교육기

관, 원자력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방문자들이 많이 견학

을 왔기 때문에 KURT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 시킬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홍보용 브로셔,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홍보시설, 각 실험 현장에서 실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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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방문자 현황

지하처분연구시설 준공식을 한 후에 시설을 정부 관련기관, 언론기관, 원자력 및

폐기물관련기관, 교육기관, 외국 관련기관 종사자,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

하였다. 2009년 12월 현재로 총 2648명(외국인 포함) 이 견학을 하였으며, 장관 1명,

국장급 6명, 사무관급 이하 17명, 언론관련 기자 43명, 교수 및 타 기관(대학생, 시

민단체 등 모든 기관 및 단체 포함) 1862명, 지역주민 473명이다.

다. 언론보도

자하처분연구시설의 준공 사실이 KBS TV에 보도되었으며, 준공식 후에 각 언론

사에 홍보함으로서 이 시설이 순수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를 위한 시설임을 인식

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 충청투데이, 사이언스 타임즈, 머니투데이, 대덕벨리뉴

스 등의 신문과, MBC, YTN, TJB 등의 방송사에서 지하처분연구시설 준공에 대한

많은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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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터널 내 급배기관로 설치 모습 (상) 및

급기 흡입구 및 배기 토출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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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시추공 히터시험 구역의 항온 항습을 위한

차단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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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동굴 입구에 설치한 외부외의 차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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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지하처분연구시설 홍보시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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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홍보시설 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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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적방벽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입

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었다.

공학적방벽시스템(EBS)의 열-수리-역학적(T-H-M) 거동을 실증하기 위한 공학

적규모의 실증시험이 수행되었다. 기준조건과 과열조건에서 공학적방벽시스템의 열

-수리-역학적(T-H-M) 거동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

산모델을 개발하였다.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근계영역(near-field) 암반의 열적 및

역학적 거동을 규명하기 위한 시추공 히터시험 (Bore-hole Heater Test)이 수행되

었다. 근계영역 암반의 온도 분포 변화, 응역 분포 등에 관한 현장실험 자료를 축적

하고, 전산모델링을 통해 이를 해석하였다. 또 지하처분연구시설 전 구간에 걸쳐,

굴착에 따른 암반 손상대(EDZ)의 발생 특성을 규명하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광범

위한 손상대 현장 측정 자료를 얻었다. 이 외에도 벤토나이트 완충재 블록의 설계

및 제작, 시멘트 그라우트재의 특성 등 공학적 방벽재의 개발 및 성능 실증에 관한

자료가 얻어졌다. 또 현장실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하처분연구시설

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의 운영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으며,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원자력 및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홍보 업무의 지원도 효율적으로 이루

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적방벽의 거동과

성능을 실제 처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해석함으로써 고

준위폐기물처분시스템의 최적 설계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고준

위폐기물 처분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처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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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도

공학적방벽 성능 실증기술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어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 즉 완충재 현장실증 기술은 건설, 토목분

야 및 유해폐기물 매립에 적용될 수 있으며, 터널주변에 발생하는 손상대의 현장실

험기술은 지하 심부 암반 내에 건설되는 터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실시되는 THMC 거동 특성 현장실험 기술은 지열 개발, 암반

내 가스 및 유류 저장시설, 식품 저장시설,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과 같은 지하공간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심부지하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학계 및 산업계에 지하처분연구시

설의 문호를 개방하고, 연구 네트워크을 구성하여, 상호 공동관심 분야에 대해 협력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나가려고 한다. 또

2005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고, 2009년에 국제 워크샾으로 격상시켜 개최한 바

있는 지하처분연구시설 활용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공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조언과 협조를 받

을 예정이다. 또 지하처분연구시설 및 공학적 규모 실증실험시설의 상세 정보를 공

개함으로써, 타 분야에서 시설의 활용과 공동 추진함이 용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처분안전성 홍보시설로 활용하여, 일반 시민들의 시설 방

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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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선진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

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은 연구 시설의 설계 및 설치, 실험 및 결과 해석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의 성공적 수행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주요

수집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학적 규모 공학적방벽시스템 THM 거동 실증실험 시설 현황, 설계 및 제

작 기술 자료

- 공학적방벽시스템 THM 거동 현장실증실험 (FEBEX) 시설 현황 및 기술 자

료

- 공학적방벽시스템 THM 거동 결과 해석 및 모델링 기법 자료

- 근계영역암반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현장실험 (시추공 히터 시험) 현황, 설

계 및 제작 기술 자료

- 근계영역암반의 열-수리-역학적 거동 현장실험 (시추공 히터 시험) 결과 해

석 및 모델링 기법 자료

- 스웨덴 Aspo URL에서 수행된 대규모 pillar stability test 현장시험에서 측정

된 자료

- 각국의 대규모 pillar stability test 현장시험 결과 모델링 기법 및 해석 자료

- 근계영역 암반의 손상대 현장시험 장치 및 실험 자료

- 근계영역 암반의 손상대 현장시험 결과해석 자료

- 공학적 규모 완충재 블록 제작 자료

- 시멘트 기반 밀봉재 성분 및 배합비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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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 배경

현재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간과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알려진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고준

위폐기물(또는 사용후핵연료)을 금속제의 특수용기에 넣어 완전 밀봉하여 지하 수 백 미

터 깊이의 암반층에 처분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중처분 방식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처분방식이기도 하다[1.1].

이러한 심지층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평가를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였

을 때 처분장 주변 암반환경 및 생태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의 유출 및 이동 과정 등에

대한 과학기술적 이해와 인간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신뢰할만한 자료

들과 예측 도구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1.2].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실험실 연구를 수

행하여 관련 모든 현상들과 과정들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이해와 자료 확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처분시설의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여 실질

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실험실에서 생산한 자료들과 개발도구들의 실제 적용성을 확인하

기 위한 실증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주

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실제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왔다[1.3, 1.4].

고준위폐기물 처분 문제는 한 국가만의 또, 원자력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며, 주변국

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폐기물의 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할 때는 핵주기와 관

련된 국제사회 및 국내의 정세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

제이다. 우리나라는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2004년 12월 17일)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검토․추진하기로 의결하였기에 현재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론화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5]. 그

러나 이러한 국내의 공론화 과정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주변국과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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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대 형성, 다양한 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위상 정립, 세계적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내 기술 및 인력의 세계화 등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

르다. 먼저 고준위핵종의 경우 환경 및 인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이 다수 포

함되어 있다[1.6]. 그러나 더 큰 위험은 이러한 고준위핵종들이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매우

복잡하게 거동한다는 것이다[1.7]. 따라서 이러한 고준위핵종들의 지하매질을 통한 이동특

성이나 지하매질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특성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고

서는 처분장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처분안전성 연

구에 있어 이러한 고준위핵종들의 환경 거동특성에 대한 연구를 최우선으로 수행해 왔다.

악틴족 핵종들을 포함하는 고준위핵종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적 조건변화에 복잡하

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화학종을 가지므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석

기술 등 물리화학적 방법의 한계로 다양한 연구의 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엔 Time-Resolved 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TRLFS),

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LIBD) 등 레이저를 이용하는 기술 및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EXAFS), X-ray Absorption Near-Edge

Structure(XANES) 등 X-선을 이용하는 기술 등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등장함에 따라 처

분연구와 관련하여 다방면에 걸쳐 고준위핵종거동 관련 연구들이 미국, 일본, 독일, 프랑

스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1.3].

처분장에서 누출된 방사성핵종들은 대부분 지하수를 따라 천연방벽인 암석 등을 통

해 생태계까지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방사성 핵종들은 이동경로를 따라 이들 암석매질과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1.8]. 또한 암석매질, 암석균열의 충전광물, 지하수

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콜로이드, 유기물, 미생물 등),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 등에 따

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수천 년 또는

수십만 년에 이르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관리기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

에 이와 관련한 연구 또한 매우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1.9, 1.10]. 따라서 현재

수행되는 연구들은 이들 상호작용을 어떻게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예측 평

가하고, 그 불확실성을 줄일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준위핵종들의

지하매질과의 표면반응(예를 들면, 수착, solid solution 형성, 콜로이드 형성 등)에 대한

분광학적 방법들을 활용한 분자적 수준의 미시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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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수준 연구와 이론적 예측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Äspö, 스위스는 Grimsel Test

Site(GTS), 미국은 Yucca Mt. 등을 건설해 장기간에 걸친 핵종이동현장실험을 수행중이

며, 일본은 최근에 미즈나미(Mizunami)와 호로노베(Honorobe) 등 심부지하시험시설

(URL)을 건설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처분개념의 실증을 위한 현장실험을 본격적으로 시

작하는 단계이다[1.3].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

로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거동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게 수행하여 왔으나, 고준위폐기물

의 처분안전성 연구에 대한 인식부족과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선진 외국과는 달리 그동

안 주로 안전성 평가 도구 및 방법론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연구에 집중하여 이루어

져 왔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석기술개발 연구나 기술자료 확보를 위한 실험적 연구

는 매우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지하처분

연구시설(KURT)을 건설하여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현장시험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

험실 연구에서 현장 실증연구로 연구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실험실에서도 고준위핵

종들과 지하매질과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실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확보한 기술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선진국에 상당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제 2 절 국내·외 연구 환경 변화

1. 국외의 연구 환경 변화

스웨덴은 2008년도 4월에 SFR에 대한 장기안전성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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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련 기관인 SKI와 SSI를 통합하였다. 그리고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대상 지역인

Oskarshamn과 Östhammar에 대한 주민 지지투표를 실시한 결과 각각 83%와 77%의 높

은 긍정적 지지의사를 확인하였다. 향후 2020년 운영시작을 목표로 2011년에는 최종 처

분장을 선정하고, 40년간 운영 후 2060년에 폐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Äspö HRL

에서는 KBS-3 개념에 바탕을 두고 가스발생 및 이동, 미생물 영향, 시멘트 영향 등에 연

구 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Onkalo 지역의 Olkiluoto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

며, 2009년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을 제출하고, 2012년에 건설허가 취득을 목표

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연구가 부족

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자료와 정보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후행핵주기 연구에 의해 발생될 다양한 고준위폐기물들의 안전한 관

리방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스위스는 2기의 1600 MWe 원자력발전소를

추가건설하기로 확정하고,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후보 지층으로 스위스 북쪽에 위치한 매

우 안정한 점토층인 Opalinus Clay 지층을 선정하고, 2005년도 “The new Energy Act"에

의한 처분장 선정을 위하여 "Sectoral Plan"을 2008년 4월에 승인하였다. 6개 후보지역에

대한 지질 조사를 거쳐 2010/2011년 까지 잠정 지역을 선정하고, 2013/2014년 까지 적어

도 2개 정도의 후보 지역을 승인, 2016/2018년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06년에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 지침을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고준위폐

기물 처분장 대상 지충인 Callovo-Oxfordian 점토층에 대한 연구를 Bure URL을 중심으

로 Transposition Zone이라는 개념하에 부지선정을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처분장 건설 신청을 하고 2025년 처분장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일본은 미즈나미 URL 및 호로노베 URL을 건설 중이며, 2009년도부터 미즈나미

URL에서 현장실험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실패

한 원인중 하나는 일본의 지질학적 안정성에 대하여 국민들 심지어 전문가들에게도 충분

히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들의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실증연구 뿐만 아니라, 핀란드, 미

국과 같이 실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 및 스웨덴과 같이 조만간 처

분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부족한 자료들과 안전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감소

하기 위하여 실험실 기초실험, 지하연구시설에서 추가 실증 실험, 국제공동연구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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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추가자료 확보 및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IAEA와

OECD/NEA 등 원자력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Safety case 개발 및 평가자료 구축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OECD/NEA의 Sorption Project II 및 TDB Project III

등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등 안전성 평가자료 구축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준위폐기물의 심부 처분환경에서의 거동특성 규명을 통한

안전성 평가 및 Safety case 개발을 위해, 그동안 단순화 과정을 통해 가정되어 왔던 복

잡한 지구화학적 과정 및 요인들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

인 연구주제로는 미생물 및 콜로이드가 핵종이동에 미치는 영향, 가스 발생․이동 및 시

멘트가 공학적 방벽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수행을 위해 X-

선 분광법이나 레이저분광법과 같은 첨단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러

한 연구방법의 개발 및 장비구축이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Science 및

Nature와 같은 최고 수준의 과학저널에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미생물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에서 미생물과 관련된 연구 분야는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중

요한 연구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2. 국내의 연구 환경 변화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건설된 소규모 지하연구시설인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

습득, 국제협력강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스위스 Nagra에서 운영중인 알프스

에 위치한 화강암반 지하연구시설인 GTS(Grimsel Test Site)의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Phase II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공식적으로 해외 지하연구시설

에서는 처음으로 Partner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과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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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서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들을 국내환경(특히, 지하

연구시설인 KURT를 중심으로)을 고려하여 생산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다양한 국내 지질환경을 반영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자료들을 생산하고, D/B를 구축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본 과제에서는 실험을 통해 수착과 이동현상을 미시적인 수

준까지 관찰하고, 이를 근거로 실험결과 해석을 위한 단위모델을 개발하여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표로 삼고 있다.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해석을 위한 모델의 최적화를 위해 대과제 내에 모델링 팀을 별도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스웨덴 Äspö 및 스위스 GTS에서 수행중인 국제공

동연구에 참여하여 상호비교 및 검증 연구도 수행하였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환경 및 인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을 다수 포함하

고 있다. 이러한 고준위핵종들(특히 악틴족 원소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적 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화학종을 가진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준위폐기물 고화체 및 핵종들의 심부 처분환경에서 거동특성이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관련 기술과 자료를 확보해야만 처분장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용해도나 열역학적 반응상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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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화학반응 특성자료, 핵종 수착분배계수, 암반확산 계수 등의 자료를 생산하고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처분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

료들을 생산하고 D/B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를 적극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의 지하연구시설인 KURT는 현재 심도가 대체적으로 100 m 수준으로 낮

아 환원환경 유지가 힘들고,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를 극복하고 필요한 기술정보와 연구경험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3.1. 천연방벽에서 고준위핵종 이동 및 지연특성 규명 연구의 역할 및

중요성.

2. 경제․산업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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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 에너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원

자력에너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핵연료주기 뿐만

아니라 후행핵연료주기 기술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환경친화적인 미래원자력시스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심부 지하에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게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준위핵

종들의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을 위한 인허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다양

한 기술들과 자료가 필요한데, 국내 지질환경에 적합한 자체 자료와 요소기술들을 확보하

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및 자료를 도입하기 위하여 매우 비싼 기술료를 지불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측면

방사성폐기물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매우 민감하고 부정적인 현실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공론화를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와 같은 연구

과제의 수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처분과 관련한 기술적 접근방법에 의한 근본적이고 원

칙적인 해결의지를 가시화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기술적 타당

성을 제시함으로서 대국민 신뢰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과 자료들

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서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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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 최종 목표

본 과제 연구개발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고준위폐기물처분 안전성평가를 위한 기술자료 제공 및 불확실도 저감

○ 지하연구시설(KURT) 환경에서 핵종 이동 및 지연 특성 규명

○ 심부지하 처분조건에서 고준위핵종의 지화학반응, 수착, 콜로이드 거동, 지하매질과

의 복합 상호작용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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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1차

년도

(2007)

심부지하처분환경

에서 U, Th의 지

화학반응과 수착

특성 규명 및 안

전성평가 자료 확

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U, Th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 KURT 지하수 조건

- pH 및 Eh 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U, Th의 수착 특성 규명

- KURT 지하수 및 암석 시료

- pH, Eh 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안전성평가를 위한 고준위핵종들의 지화학반응 및

수착특성 자료 구축

현장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

정 실험장치의 설

․암반 및 단열면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 실험장치 설계, 설치 및 기초실험

- KURT 지하수 및 암석 시료

표 1.4.1. 1단계 연구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 연구개발 단계목표

본 과제 1단계 연구(2007.3.1∼2020.2.28)의 연구개발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심부지하 처분조건에서 고준위핵종의 지화학반응과 수착특성 규명 및 D/B 구축

○ 국내(KURT)와 해외 지하시험시설을 활용한 핵종과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 핵종이동 및 지연에서 광물/미생물 복합반응 영향 평가를 통한 불확실도 저감

3. 주요 연구개발 내용

본 과제 1단계 연구(2007.3.1∼2020.2.28)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표 1.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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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설치 및 기초

실험

- 확산이동모델 개발

- 이동해석모델 개발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에서 암

반단열을 통한 비

수착성 핵종의 이

동 및 지연 특성

규명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착성 핵종의 이동 및 지연특성 규명

- 음이온(Br-), 유기형광염료

- 실험장치 및 분석시스템설치

- 이동해석모델 개발

해외 지하연구시

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공

동 연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공

동연구

-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실험 타당성 분석

- 지하연구시설 연구동향 및 기술 현황 분석

- 관련 기술자료 습득 및 분석

심부 처분환경에

서 핵종과 반응하

는 광물/미생물

특성 규명

․KURT 지하수의 혐기성미생물 동정 및 특성 분석

․심부처분환경에서 반응하는 광물/미생물 특성 규

명

- 미생물 영향 분석

- 광물/미생물 상호작용 분석

2차

년도

(2008)

심부지하처분환경

에서 Np의 지화

학반응과 수착특

성 규명 및 안전

성평가 자료 확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Np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

명

- KURT 지하수 및 암석 시료

- pH 및 Eh 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Np의 수착 특성 규명

- KURT 지하수 및 암석 시료

- pH, Eh 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안전성평가를 위한 지화학반응 및 수착 특성자료

활용방법 개발

현장 조건에서 암

반을 통한 핵종확

산 깊이 측정 및

해석

․암반 및 단열면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 KURT 지하수 및 암석 시료

- 암반 광물 및 표면반응 특성 분석

- Autoradiography를 이용한 핵종확산 분석방법

개발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에서 암

반단열을 통한 단

순 수착성 핵종의

이동 및 지연 특

성 규명

․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단순 수착성 핵종의

이동 및 지연 특성 규명

- 알카리족 금속(Rb), 전이금속(Ni)

- 단열충전광물과 상호작용 분석

- 이동 지연특성 평가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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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하연구시

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공

동 연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공

동연구

- 실험장치 및 분석방법 상호 비교

- 국내개발모델의 적용성 검토

- 현장실험기술 분석 및 관련자료 습득

심부 처분환경에

서 Bio-

mineralization의

핵종거동 영향 규

명

․미생물에 의한 나노광물 형성 특성 분석

․심부처분환경에서 Bio-mineralization의 핵종거동

영향 규명

- 미생물에 의한 핵종광물화 반응 특성 분석

- 미생물의 핵종수착 영향 분석

3차

년도

(2009)

심부지하처분환경

에서 Am의 지화

학반응 및 수착특

성 규명 및 안전

성평가 자료 확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Am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

명

- KURT 지하수 및 암석 시료

- pH 및 Eh 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Am의 수착 특성 규명

- KURT 지하수 및 암석 시료

- pH, Eh 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안전성평가를 위

한 고준위핵종들

(U, Th, Am,

Np)의 지화학반

응 및 수착 D/B

구축

․안전성평가를 위한 고준위핵종들의 지화학반응 및

수착 D/B 구축

- 체계적인 지화학반응 및 수착 특성 자료 D/B

구축

- D/B 활용성 평가 및 활용방법 개선

현장 조건에서 암

반을 통한 핵종확

산 깊이 측정 및

확산특성 해석,

평가

․암반 및 단열면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 확산깊이별 핵종분포 특성 분석

- 분석방법 개발 및 적용

- 확산계수 평가방법 개발

현장 암반단열을

통한 다가 수착성

핵종의 이동 및

지연 특성 규명

․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다가 수착성 핵종의

이동 및 지연 특성 규명

- 다가수착성 핵종: Eu(III), Zr(IV)

- 이동 및 지연특성 평가방법 개발

- 이동모델과의 비교, 검증

해외 지하연구시

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공

동 연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공

동연구

- 이동실험 수행

- 국내 연구결과의 상호비교

- 국내개발 기술 및 자료의 활용 및 검증

심부처분환경에서

핵종/미생물 산화

․심부처분환경에서 반응하는 핵종/미생물 산화환원

반응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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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반응의 영향

분석

- 미생물에 의한 핵종 산화환원 반응 영향 분석

- 핵종 이동 및 지연 영향 분석

․지하수에서 미생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특성 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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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준위핵종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처분장에서 방사성 원소들의 화학종 규명은 그들의 거동과 운명을 예견하기 위한 것

으로 궁극적으로 핵종의 용해도와 이동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혹

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장수명 핵종의 용해도와 화학종 규명은 처분장

source term으로 작용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특성은 지하수의 pH, Eh, 리간드들

의 활동도, 이온강도, 온도, 압력 등에 의존하는데, 장수명 핵종들(특히 악틴족 원소)의 용

해도 및 화학종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실험 혹은 지화학 코드로 계산하여 얻은 결과들과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Ÿ 지하수의 조성에 따른 핵종들의 용해도 및 화학종 변화

Ÿ 용해도 및 화학종을 계산하기 위한 열역학적 데이터 선정

Ÿ 화학종 규명을 위해 이용되는 기술

제 2 절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준위핵종의 수착특성 규명

암반의 핵종 수착에 대한 초기단계는 주로 분쇄암에 대한 수착분배계수(Kd)를 측정하

는 것이었으며, 최근에는 열역학적 수착 모델을 이용한 암반의 수착해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분쇄암 뿐만 아니라 암반 블록 등에 대한 핵종 수착 및 확산계

수 측정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으며, 분쇄암을 이용하여 회분식 실험으로 측정한 수착계수

와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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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의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에서 주관하는 Sorption Project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환경에서 핵종의 수착을 열역학적 수착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 1, 2 단계에 걸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7년부터 3 단계 국제공동연구를 착수

하였다[2.1, 2.2]. 특히, 3 단계에서는 1, 2 단계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현장적용을 목적으

로 한 관련 지침서를 작성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단일광물 및 화강암을 이용한 일부 고준위 핵종들(U, Th, Eu 등)

에 대한 수착 특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2.3-2.9], 2006년에 한국원자력연

구원 부지 내에 설치된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처분환경에서 암반의 핵종 수착 관련

연구를 최근 시작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OECD/NEA Sorption Project Phase III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핵종 수착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KURT 지하처분연구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의 단열대에 대한 단열충전광

물의 핵종함유 여부 및 분포에 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2.10]. 그리고 단일광물로는

Fe(II)를 함유한 흑운모에 관한 핵종 흡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Fe(II)를 함유한 단열충전광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Fe(III) 산화철 광물 및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한 과거 지하

수의 화학을 이해하고 연대를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암반 확산 깊이 측정 및 확산 특성 평가

처분장 주변의 암반을 통한 핵종이동 과정에서 암반확산(Rock matrix diffusion)은

매우 중요한 이동 지연과정 주의 하나로 인식되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최근에 핵종들이 과연 암반을 통해 어느 깊이까지 확산해 들어갈 것인지(즉, 암반 확산

깊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실험실 실험 및 현장

실험 등을 통해 이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점에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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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 확산의 중요성은 암반체 확산이 이동하는 핵종들과 접촉하는 암반 표면의 면적을

매우 크게 증가시키고, 흐름 경로의 표면으로부터 암반체의 큰 부분까지 핵종들을 지연시

킬 수 있는 전체 기공부피를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2.11-2.14].

국내에서는 실험실 수준에서 다양한 방사성핵종들의 암석 풍화도에 따른 확산깊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하시험시설에서 현장 확산깊

이 측정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실험실실험에서는 핵종확산깊이가 제한된 경계조건을 갖는

반면에 현장실험에서는 무제한 경계조건을 갖는다. 캐나다 Whiteshell에서 확산깊이 측정

실험을 2000년대 초에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비수착성 THO의 경우, 2년간 약 10여 cm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Äspö와 스위스 GTS에서도 장기핵종확산실험(Long

Term Diffusion Experiment)이 현재 진행 중이다[2.15, 2.16].

해외 대부분의 지하시험시설에서는 다양한 현장 확산깊이 측정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Whiteshell에서 확산깊이 측정실험을 2000년대 초에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스웨

덴 Äspö와 스위스 Grimsel에서도 장기핵종확산실험이 현재 진행 중이다. 방사성폐기물처

분을 연구하는 모든 나라들은 암반에서 핵종확산계수를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데, 한국에서도 관통확산실험을 통해 관련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이온

핵종의 이동 지연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암반층내로 확산해 들어가는 침투깊

이가 부각됨에 따라 확산깊이 측정실험에 심혈을 쏟고 있다. 국내에서는 실험실 수준에서

다양한 방사성핵종들의 암석 풍화도에 따른 확산깊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2008년부터 수

행하고 있다.

제 4 절 KURT에서 현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규명

미국, 핀란드와 같이 실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 및 스웨덴 등

과 같이 조만간 처분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선진국들은 지하연구시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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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실증연구 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자료들과 안전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 실험실에서의 기초실험과 국제공동연구 참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지하 암반 매질을 통한 핵종이동 및 지연 특성을 실증하기 위한 현

장 실험은 연구 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하연

구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 Äspö HRL과 스위스 Grimsel Test Site(GTS)에 두 곳

밖에 없다.

스웨덴 Äspö HRL(Hard Rock Laboratory)에서는 500 m 심도에서 다양한 방향의시

추공을 이용한 추적자 실험인 TRUE 프로젝트[2.17]와 핵종과 암반균열표면과의 상호작

용에 대한 미시적 관찰을 위한 CHEMLAB 프로젝트[2.18] 등을 수행하였다. 스위스의

Grimsel Test Site(GTS)에서도 현장 규모의 핵종이동 실험이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다

[2.19, 2.20]. 그 중에는 일본 중앙전력연구소(CRIEPI)에서 수행하는 균열암반에서 용질이

동 및 균열특성을 조사하는 C-FRS(CRIEPI Fractured Rock Studies) 프로젝트, EU

Framework의 일환으로 수행된 프로젝트로 연구내용 중 일부를 FEBEX 장치를 활용하여

핵종이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FUNMIG(Fundamental Processes of Radionuclide

Migration) 프로젝트 등이 있다. 아울러 핵종의 암반확산 현상을 장기 실증하는

LTD(Long-Term Diffusion) 프로젝트와 암반과 완충재 경계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 및 이동, 핵종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 실증하는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프로젝트 등은 현재 2단계 연구가 진행 중이다[2.21].

국내에서는 인공균열암반, 1 m 규모 자연균열암반에서 핵종이동실험 등 다양한 실험

실규모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2008년부터 KURT 암반 균열대에서 2～3 m 경로수준의 용

질 이동 실험을 수행중이다[2.22]. 그러나 KURT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기에 유

기염료 및 안정된 금속 물질들을 사용하여 용질이동 및 지연 특성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제 5 절 해외 지하실험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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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 주변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방사성 핵종들

의 용해도 및 화학종 규명과 같은 열역학적 특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여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1.6]. 특히 최근에는 solid-solution 형성,

공침(coprecipitation)과 같은 표면반응과 연계된 콜로이드 형성에 대한 연구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1.11]. 이러한 연구 분야는 첨단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Nano-scale이라는 새

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1990년대에 스웨덴,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다수 수행되었다. 국내에서도 해외공동연구로 지하수 콜로이

드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2.23]. 그러나 최근에는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콜로

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 규명을 위해 LIBD(Laser-Induced Breakdown Detection)와 같은

레이저 분석 기술, AsymFFFF(Asymmetrical Flow Field-Flow Fractionation) 등을 도입

하여 기존의 현미경학적 분석 기법 및 ICP-MS(Inductively-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등과 결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2.24-2.28].

지하매질을 통한 핵종이동에 대한 콜로이드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콜

로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콜로이드와 방사성 핵종의 반응

특성을 규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지하매질을 통한 콜로이드의 이동 및 방사성 핵

종들의 이동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콜로이드 관련 실험 자료의 확보와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하여 콜로이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부터 한국

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수행되어져 왔으나,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

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소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연구실적을 확보

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콜로이드 관련하여 수행되어져 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Ÿ 지하수로부터 채취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 연구[2.23]

Ÿ LIBD, ICP-MS 및 AsymFFFF 등을 이용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 연구[2.28]

Ÿ 실리카 콜로이드에 대한 우라늄 수착 실험[2.29]

Ÿ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대한 U, Eu, Th 수착실험[2.30, 2.31]

Ÿ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침식 및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발생 특성 규명 연구[2.32]

Ÿ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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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다공성 매질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연구[2.34]

Ÿ 대규모 균열 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및 핵종이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연구[2.35]

Ÿ 균열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및 크기분포를 가지는 콜로이드의 이동 모델링 연구

[2.36,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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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광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

인공방벽 내에 존재하는 벤토나이트 완충재 및 구리용기의 부식에 미치는 미생물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졌다. 점토 완충재를 지나 구리용기 주변에 존재하는 미

생물은 구리 용기의 부식을 가져올 수 있다[2.38, 2.39]. 하지만, 미생물의 생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힘들고 미생물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안전성평가에서 미생물 영향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처분시스템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의 주 구성광물인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의 일라이트(illite)화 작용이 미생물 존재 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이 최근 발표되었다[2.40].

미생물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가스는 처분장에 구조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

다. 지하심부 지하수에 생존하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수소가

스가 미생물의 에너지원 및 전자공여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2.41]. 미국의 경

우, Yucca Mt. 지역은 지하수층이 낮고 유기물 함량이 적어 미생물에 의한 가스 발생 영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IPP(Waste Isolation Pilot Plant)의 경우에는

폐기물 내에 미생물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유기물 및 영양분이 많아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으며, CO2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2.42].

미생물은 지하수 화학에 영향을 주며, 매우 빠르게 변화시킨다. 지하수의 산화/환원

반응은 무엇보다도 크게 영향을 받으며, 암석 및 광물의 풍화작용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다. 일부 미생물들은 지표면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지하수에 함유된 유기물질을 소모하면서

생존하기도 하고, 다른 미생물들은 지각의 맨틀로부터 유래된 메탄 혹은 수소가스를 이용

하면서 생존하기도 한다[2.43]. 지하심부의 미생물들은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일부

미생물들은 지중에 산소가 존재하면 죽는 개체도 있다. 하지만,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은

만일 지중에 산소가 유입되면 이를 소모하면서 생존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2.44]. 생물기

원의 산화철광물은 주로 철을 함유한 환원지하수가 산소를 접하는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철은 미량원소들을 탁월하게 수착한다. Äspö HRL 실험결과에 의하

면 바이오 산화철은 무기 산화철에 비해 탁월하게 미량원소들을 수착할 수 있음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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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2.45].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종과 미생물과의 상호반응에 대한 연

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에 의한 핵종들의 나노광물화작용에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바이오나노입자들의 핵종지연 및 흡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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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심부 지하환경에서 고준위핵종들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1. 연구 개요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생태계와 격리시키기 위하여 대

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들을 내부식성 금속용기에 넣은 다음, 지하 수 백 미터의 심부지하

에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접하

는 지하환경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자연계의 환경과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하환경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지하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글러브박스(glove box)들을 설치하여 실험하였다.

고준위폐기물에 존재하는 유독성 핵종 중 악틴족 원소는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장에서 수만 년이 경과한 후 위해도가 큰 핵종들의 주를 이룰

것이다. Th(IV)을 제외한 악틴족 원소는 주변환경에 따라 산화수가 달라지는데, 대부분 3

∼6가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지하심부의 환원조건에서는 5가

와 6가의 악틴족 대부분이 3가와 4가의 산화수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3.1.1]. 4가의

핵종들은 중성 영역의 지하수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고,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등 매우 복

잡한 성질을 가지므로 실험적으로 화학종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3.1.2]. 따라서 각 악틴

족 원소들에 대한 열역학데이터를 기초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

의 화학종과 용해도를 예측하기 위한 지화학코드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지화학코드를 이

용한 계산결과는 서로 유사한 지하수의 유사한 조성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수천 배까지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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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연구시설인 KURT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

용하여 U, Th, Np, Am에 대한 용해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지화학 코드를 이용하여 이

핵종들의 용해도 및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였다. 또한, 이들 결과를 국내외 결과들과 비교

하여 국내 심부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 및 화학종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2. 처분환경 방사화학 실험실 구축

당 부서에서는 2005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지하연구시설(KURT)을 굴착

하였다. 그러나 이 터널은 지하수의 오염 가능성 때문에 방사성 핵종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제 핵분열생성물이나 악틴족 원소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사성 핵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실제 국내 환경에서 채취한 지하수나 암반 등을 이용하여 실험실에

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2007년에 새로운 방사성물질 사용 실험

실을 구축하였으며, 이 실험실에 지하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글러브박스(glove

box)들을 설치하였다. 특히, 2008년 새로 구입 설치한 성능이 향상된 글러브박스(습식실

험용 + 광학실험용: 1.5+1인용, 그림 1.1)는 산소농도를 1 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구리분말 대신에 팔라듐 분말을 사용한다. 이 글러브박스에서는 주로 산화환원 분

위기에 민감한 악틴족 원소와 같은 방사성 핵종의 화학적 특성 실험을 용액의 산화환원

전위를 조절하기 위한 그림 1.2와 같이 전기화학셀을 설치된 습식실험용 글러브박스(1.5

인용)에서 수행하고, 조제된 시료를 대기 접촉없이 광학용 글러브박스(1인용)로 이동하여

핵종 농도 및 화학종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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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5+1인용 (습식실험용 + 광학용) 글러브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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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기화학 실험장치.

3. 악틴족원소의 용해도 및 주 용해 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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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KURT지하수에서 악틴족원소의 용해도 측정실험 및 계산

1) 지하수

실험에 사용한 지하수는 KURT DB-1 시추공에서 지하 200 m 깊이의 지하수를 패

커시스템을 사용하여 채취하였다. 지하수 채취 전에 용기 내부에 고순도(>99.999%) 질소

를 10분 이상 흘려주었고, 질소로 충전된 상태에서 지하수를 채취하였다. 사용한 KURT

지하수의 조성을 표 1.1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지하수를 장기 보관하거나 글러브박스

내 장기실험을 할 경우 지하수의 산화환원전위(Eh)가 증가할 수 있다.

U, Np, Pu과 같은 악틴족 원소는 Eh 값에 민감하므로, 모사 심부 지하환경에서 이들

의 용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Eh 값이 (-)수백 mV의 값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하여 실험을 탈산소 분위기의 글러브박스에서 수행함은 물론 상당량의 환원제를 용액에

첨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KURT 지하수와 같이 이온강도가 낮은 지하수에 환원제를 첨

가할 경우, 첨가된 환원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환원제 첨가대신

위에서 설명한 전기화학셀을 사용하여 용액의 Eh 값을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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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Concentration

(mg/L)
Other properties Values

Na 17.4 Depth (m) 140~150

K 0.26 Temp (oC) 25.7

Ca 17.3 TDS (mg/L) 246.6

Mg 1.82 DOC (mg/L) 1.23

CO3 + HCO3 78.4 pH 8.44

Cl 2.18 Conductivity (µS/cm) 221.4

SO4 6.97 DO (mg/L) 0.06

F 3.41

SiO2 41.3

Mn 2.2×10-2

Li 1.7×10-2

Sr 0.27

Al 1.6×10-2

W 1.9×10-2

Fe 5.0×10-2

Ba 9.0×10
-2

Mo 3.8×10-2

표 1.1. KURT borehole로부터 채취한 지하수의 지화학 조건

2) 실험절차

용해도 실험을 위해서 UO2, ThO2, NpO2, Am(OH)3를 사용하였다. UO2, ThO2는 각각

우라닐질화물과 토륨질화물을 탈질산시켜 제조하였다. NpO2는 Np-oxalate를 먼저 만든

후, 가열하여 oxalate를 제거하였다. Am(OH)3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염산용액에 녹아있는

아메리슘을 글러브박스내에서 NaOH를 가하여 pH 12이상 용액을 만들면 침전이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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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침전을 10,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고 글러브박스에

서 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아메리슘의 경우를 제외하고, KURT 지하수에 핵종 산화물 약 0.1 g을 넣은 후 반응

용액의 Eh를 -0.2∼-0.44 V로 조절하였다. Eh와 pH가 안정된 상태에서 일정기간이 경과

한 다음, 약 20 mL의 시료용액을 채취하였다. 시료용액 채취시 글러브박스내에 존재하는

미량 산소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사기를 사용하였다. 전기화학셀에 septum을 미리

부착시켰고, 주사바늘과 주사기 사이에 0.22 µm 필터(Millex®GP PES)를 연결하여 글러

브박스 내 잔류할 수 있는 산소와 접촉이 거의 없이 여과하면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그

후 바로 이 용액을 3∼5 nm pore size membrane ultrafilter(Millipore PM)로 재필터함으

로써 용액중 존재할 수 있는 콜로이드를 제거하였다.

아메리슘의 용해도 실험을 위해 Am-241을 사용하였다. Am-241은 방사능이 매우 높

아 납차폐장치를 사용하였으며, KURT 지하수 10 mL에 약 1.2 mg의 Am(OH)3를 넣었

다. KURT 지하수는 전기화학셀을 이용하여 Eh 값을 -0.2 V로 조절한 용액을 사용하였

는데, Eh값은 실제 아메리슘의 용해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액의 pH는 NaOH와 HClO4를 첨가하여 조절하였다. 또한, 20 nm pore-size

filter(Millipore)를 사용하여 용액을 여과하였는데, 필터흡착에 의한 아메리슘 농도의 변화

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낮은 농도의 침전이 없는 용액을 동일 종류의 필터로 여과함

으로써 필터에 의한 영향을 측정하였다.

용해도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시료 중 우라늄과 토륨의 농도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metry(ICP-MS, Perkin-Elmer, Elan 6100)로 측정하였으며, 넵투

늄과 아메리슘은 Liquid Scintillation Analyzer(LSC, Packard, 2500TR/αβ)로 측정하였다.

3) 지화학 코드를 이용한 용해도 및 용해 화학종 계산

실험에 사용한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핵종들의 용해도를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

는 지화학 코드인 PHREEQC(Ver. 2.0)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열역학 데이터로는

OECA/NEA(2003년)[3.1.3]과 Nagra/PSI(2002년)[3.1.4] 열역학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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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였다. 대체로 악티나이드는 침전 초기에 비결정질 상태로 존재하다가 시간이 경과

하면서 점차 보다 안정적인 결정질로 변할 수 있는데, 비결정질 고체를 SLSP로 사용할

경우 보다 보수적인 용해도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실험결과 및 계산결과와 문헌값과의 비교

1) 우라늄

KURT 지하수의 Eh 값을 -0.2, -0.3, -0.4 V로 조절하였을 경우, pH가 각각 8.1, 9.8,

11.4로 변하였다. 이 조건에서 반응기간에 따라 채취한 우라늄의 농도변화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Eh = -0.2 V에서 실험초기 우라늄의 높은 농도는 지하수의 초기 Eh 값이

높은 상태에서 산화환원 전위가 안정화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조건에

서 35일의 반응시간이 경과한 후 우라늄의 농도가 10-8 mol/L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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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다양한 pH와 Eh 조건에서 용해시간에 따른 우라늄의 농도변화.

실험용액과 동일한 pH 및 Eh 조건에서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 용해도를 계산하

기 위하여 SLSP로 UO2(s)는 Nagra/PSI의 데이터(UO2(s) + 4H+ = U4+ + 2H2O

Log10Ks,0 = 0±2)를, UO2(am, hyd)는 OECD/NEA 데이터(UO2(am, hyd) + 2H2O = U4+ +

4OH- Log10K = -54.5)를 사용하였다. 이를 PHREEQC로 계산한 결과, UO2(s)와

UO2(am, hyd.)로부터 용해된 우라늄의 농도는 각각 7.8×10-12∼7.1×10-7 (중심값 7.8×10-10

∼7.1×10-9)과 2.4×10-8∼2.3×10-7 mol/L로 나타났다(표 1.2).

주 용해 화학종으로는 pH = 8.1과 Eh = -0.2 V, pH = 9.8과 Eh = -0.3 조건에서는

U(VI)이 탄산화합물로 존재하는 반면, pH = 11.4와 Eh = -0.4V와 같이 강환원분위기에

서 pH의 값이 높을 경우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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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UO2(s)

[UO2(am,
hyd)〕

8.1 -0.2

7.8×10-10 a

(7.8×10-8∼7.8×10-12) b

[3.1.4×10-8] c

UO2(CO3)3
4-

UO2(CO3)2
2-

U(OH)4

57

27

13

9.8 -0.3

4.0×10-9 a

(4.0×10-7∼4.0×10-11) b

[1.3×10-8] c
UO2(CO3)3

4- 90

11.4 -0.4

7.1×10-9 a

(7.1×10-7∼7.1×10-11) b

[3.1.3×10-7] c
UO2(OH)3

- 85

a Center values of uran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UO2(s) as SLSP
b Whole ranges of uran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UO2(s) as SLSP
c Uran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UO2(am, hyd) as SLSP

표 1.2. PHREEQC(Ver. 2) 코드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용해도 및

주 용해화학종

KURT 지하수에 대하여 본 실험실에서 실시한 실험결과 및 PHREEQC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영국 Drigg 처분장의 지하수에서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SLSP로서 UO2(s)로부터 얻

은 전체 영역의 값이 너무 넓은 범위를 차지하므로 중심값을 기준으로 하여 UO2(am,

hyd)로부터 얻은 값과의 영역을 막대로 표시하였다. 또한, 25°C에서 사용후핵연료 혹은

simfuel, UO2를 넣고 화강암 지하수에서 얻은 외국 실험값들을 표 1.3에 나타내었다.

표 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라늄의 용해도가 외국 결과와 본 실험결과에서 유

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1.4에서 pH = 11.4, Eh = -0.4 V 영역에서는 실험값이 계산치보

다 조금 낮게 나타났으나, 용해도가 반응기간에 따라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외국의 실험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 연구원에서 중원지하수(J1)와 유

성지하수(K1, K2, K3) 조건에서 지화학 코드 MUGREM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와는 큰

차이를 나타났다. 본 실험결과 및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 그리고 외국의 문헌값

등을 고려해 볼 때 pH가 8.1∼11.4 영역에서 Eh값이 -0.2 V 이하인 KURT 지하수 조건

에서는 UO2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우라늄의 농도가 1×10-7 mol/L 이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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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다양한 pH에서 우라늄의 용해도에 대한 본 연구 및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2) 토륨

KURT 지하수의 서로 다른 Eh와 pH 조건에서 반응기간에 따라 채취한 토륨의 농도

변화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35일의 반응시간이 경과한 후 토륨의 농도가 10-7 mol/L

이하로 나타났으며, 그림 1.4와 비교할 경우 pH = 8.1와 Eh = -0.2 V 조건에서 토륨의

농도가 우라늄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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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다양한 용액조건에서 우라늄 용해도에 대한 문헌값들의 비교

그림 1.5. 다양한 pH와 Eh 조건에서 용해시간에 따른 토륨의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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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P로써 ThO2(s)는 Nagra/PSI의 데이터(ThO2(s) + 4H+ = Th4+ + 2H2O,

Log10Ks,0 = 9.9±0.8)를, Th(OH)4(am)는 KAERI 데이터(Th(OH)4(am) + 4H+ = Th4+ +

4H2O, Log10Ks,0 = 8.99)를 사용하였다[3.1.5]. 이를 이용하여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결과,

ThO2(s)와 Th(OH)4(am)로부터 용해된 토륨의 농도는 각각 9.0×10-9∼1.2×10-6 (중심값

3.3×10-8∼1.9×10-7)과 4.1×10-9∼2.3×10-8 mol/L로 나타났다(표 1.4). 그러나 Th-OH-CO3

의 ternary 화학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Th(OH)4(am)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모

두 1.0×10-8 mol/L 이하로 실험값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주 용해 화학종으로는

Th(OH)3CO3
-와 Th(OH)4로 나타났는데, pH = 8.1∼9.8에서는 Th(OH)3CO3

-가, pH =

11.4 이상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용해화학종으로 나타났다.

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ThO2(s)

〔Th(OH)4

(am)]

8.1 -0.2

1.9×10-7 d

(1.2×10-6∼3.0×10-8) e

[3.1.3×10-8] f

Th(OH)3CO3
-

Th(OH)4

Th(OH)2(CO3)2
2-

72

14

13

9.8 -0.3

1.0×10-7 d

(6.3×10-7∼1.6×10-8) e

[1.3×10-8] f

Th(OH)3CO3
-

Th(OH)4

Th(OH)2(CO3)2
2-

69

24

7

11.4 -0.4

3.3×10
-8 d

(1.9×10-7∼9.0×10-9) e

[4.1×10-9] f

Th(OH)4

Th(OH)3CO3
-

Th(OH)4CO3
2-

76

17

7

d Center values of thor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ThO2(s) as SLSP
e Whole ranges of thor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ThO2(s) as SLSP
f Thorium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Th(OH)4(am) as SLSP

표 1.4. PHREEQC(Ver. 2) 코드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토륨의 용해도 및

주 용해화학종

KURT 지하수에서 ThO2(cr) 분말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 및 PHREEQC를 이용하

여 실험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6에 나타내었

다. 이 그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우라늄과 같은 방식으로 SLSP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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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2(s)로부터 얻은 토륨 농도의 중심값과 ThO2(am, hyd)로부터 얻은 값과의 영역을 막

대로 표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실제 ThO2(cr)를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나, 비결정성 산화물

혹은 수산화물로 계산한 토륨 농도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pH 중성 이상의 용액에

서는 고체의 결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KURT 지하수에서 pH = 8.1과 Eh = -0.2 V 조건에서 탄산이온이 포함되지 않은 외

국데이터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ternary 화합물의 열역학데이터 없이

계산하였을 경우 KURT 지하수 조건에서 토륨 농도가 1×10-8 mol/L 이하로 나타났으므

로, 토륨이 Th(OH)x(CO3)y
4-x-2y 형태의 ternary 용해성 화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한

다. 약 알칼리 용액조건에서의 주 용액화학종으로서의 Th(OH)3CO3
-는 MUGREM 계산결

과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용액중 탄산농도의 증가는 토륨의 용해도를 높일 것으

로 예상한다. 그러나 pH = 11.4, Eh = -0.4 V와 같이 강한 환원조건과 강알칼리 용액에

서는 우라늄과 유사하게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나타났다.

실험 및 계산결과, 그리고 외국 데이터와의 비교로부터 토륨산화물로부터 용해된 토

륨의 농도는 Eh값이 -0.2 V 이하, 탄산농도가 1 mM 부근인 이온강도가 낮은 화강암 지

하수(일반적인 국내 심부 화강암 지하수 조건)에서는 1×10-7 mol/L 이하로 예상된다. 그

러나 탄산농도가 0.1 혹은 0.01 M과 같이 높은 경우 pH 8∼11 사이에서 토륨 농도는 훨

씬 증가할 수 있다(그림 1.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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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다양한 pH에서 토륨의 용해도에 대한 본 연구 및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그림 1.7. pH와 탄산농도 변화에 따른 토륨 용해도 변화[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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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넵투늄

NpO2 시료를 넣고 KURT 지하수의 Eh 값을 -0.2 V로 조절하였을 경우, 동일 Eh에

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H가 각각 9.5, 10.2, 11.1로 변화하였다. 또한, Eh 값을 -0.3,

-0.44 V 조절하고 15일이 경과한 후 시료용액을 채취할 시점에서 pH를 측정한 결과, 용

액의 pH가 각각 11.8과 13.0로 증가하였다.

이 실험조건에서 pH변화에 따른 넵투늄의 농도변화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이 그

림에서 보듯이 Eh = -0.2 V에서 넵투늄의 농도가 10-8∼10-7 mol/L 영역에서 나타났으며,

Eh = -0.3 V 이하, pH 11.8 이상의 조건에서는 넵투늄의 농도가 5×10-9 mol/L 이하로서

LSC의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넵투늄의 용해도 및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기 위한 SLSP로 NpO2(am, hyd)를 사

용하였다. 그러나 NpO2(am, hyd)와 Np(OH)4(aq)의 열역학 데이터가 OECD/NEA와

Nagra/PSI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하였다. 한편,

Np(OH)x(CO3)y4-x-2y의 존재여부 및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다르므로 OECD/NEA에서 이

화합물에 대한 존재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은 하였지만 열역학데이터로 선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Np(OH)x(CO3)y4-x-2y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계산

하여 보았다. Np(OH)x(CO3)y4-x-2y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는 Neck 등[3.1.7]이 주장한 값과

Eriksen 등[3.1.8]이 주장한 값을 지화학코드에 입력하여 계산하였다. 이들 계산결과를 표

1.5와 표 1.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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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다양한 pH와 Eh 조건에서 넵투늄의 농도변화.

Ternary 화학종의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환원조건의 중성이상 pH 용액에서는 넵투늄

의 용해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주된 용해 화학종으로 Np(OH)4(aq)가 계산되

었다. 그러나 OECD/NEA와 Nagra/PSI의 열역학데이터에 따라 약 5배의 농도차가 발생

하였다. Ternary 화학종을 고려할 경우, 실험영역에서 넵투늄의 주 용해 화학종이

Np(OH)3CO
3-, Np(OH)4, Np(OH)4CO3

2-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주화학종인 Np(OH)3CO3
-와

Np(OH)4CO3
2-

의 순위가 pH 10.5 부근에서 서로 바뀌는데, SKB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

었다. Nagra/PSI 열역학 데이터와 SKB의 ternary 화학종 평형상수를 입력하여 계산하면,

넵투늄의 농도가 9.1×10-9 ～ 1.3×10-8 mol/L로서, OECD/NEA 열역학 데이터와 Neck의

ternary 평형상수로부터 얻은 결과 (5.4×10-9 ～ 9.2×10-9 M)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Eh= -0.2 V에서 실험결과가 계산값보다 조금 높으나, 1 승수 이내에서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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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constant of

Np(OH)4(aq)

Solubility

product of

NpO2(am,

hyd)

Eh(V) pH

Np(OH)4(aq)

(mole/L)

without

considering

ternary

species

Np(OH)x(CO3)y
4-x-2y

+

Np(OH)4(aq)

(mole/L)

Neck Eriksen

log10K = -8.3

(OECD/NEA)

NpO2 + 2H2O =

Np4+ + 4OH-

logKsp = -56.7

(OECD/NEA)

-0.2

9.5

1×10-9

9.2×10
-9

2.4×10
-9

10.2 7.0×10
-9

1.9×10
-9

11.1 5.4×10-9 1.8×10-9

-0.3 11.8 5.4×10-9 1.8×10-9

-0.44 13.0 7.4×10-9 2.2×10-9

log10K = -9.8

(Nagra/PSI)

NpO2 + 4H+ =

Np4+ + 2H2O

logKsp = 1.5

(Nagra/PSI)

-0.2

9.5

5×10-9

1.3×10-6 1.2×10-8

10.2 9.7×10-7 1.3×10-8

11.1 7.0×10-7 9.1×10-9

-0.3 11.8 7.2×10
-7

9.2×10
-9

-0.44 13.0 1.0×10-6 1.1×10-8

표 1.5. PHREEQC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넵투늄의 용해도 및 주용해 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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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P Eh(V) pH Dominant species %

NpO2(am, hyd.)

≡ Np(OH)4(am)

-0.2

9.5

Np(OH)3CO3
-

Np(OH)4

Np(OH)4CO3
2-

81

11

8

10.2

Np(OH)3CO3
-

Np(OH)4CO3
2-

Np(OH)4

58

27

14

11.1

Np(OH)4CO3
2-

Np(OH)4

Np(OH)3CO3
-

65

18

17

-0.3 11.8

Np(OH)4CO3
2-

Np(OH)4

Np(OH)3CO3
-

65

19

17

-0.44 13.0
Np(OH)4CO3

2-

Np(OH)4

86

14

표 1.6. Ternary species를 고려하여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넵투늄의 주

용해 화학종

KURT 지하수에 NpO2(cr) 분말을 넣고 실험한 결과와 PHREEQC를 이용하여 실험

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의 표시는 OECD/NEA와 Nagra/PSI의 Np(OH)4(aq)와

NpO2(am, hyd) 용해상수 값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 값이 서로 다르므로 실험값을 기준으

로 하여 Np(OH)x(CO3)y4-x-2y의 반응상수 중 문헌 [3.1.7]과 [3.1.8]의 값을 선택하여 계산

한 결과를 표시하였다. 또한, 각 용액조건에서 NpO2 혹은 NpO2를 함유한 유리고화체에서

의 용해에 의한 외국의 실험결과를 표 1.7에 나타내었다.

그림 1.9에서 외국의 결과는 탄산농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알칼리영역에서 넵투늄

농도가 1.0×10-8 mol/L 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며, 용액중 탄산이온의 농도가 0.01 M일 때

pH가 증가함에 따라 넵투늄의 용해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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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표 1.7에서는 탄산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넵투늄의 용해

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1.9. 다양한 pH에서 넵투늄의 용해도에 대한 본 연구 및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는 LSC의 검출한계(5×10-9 mol/L) 이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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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Eh(V) pH

Np

concentration

(mol/L)

Reference

Glass/bentonite/water

-0.5 9.5 10-7-10-8
[3.1.9]

-0.4

-0.4

7.71

11.2∼12.9

1.0×10-8

< 5.0×10-9 [3.1.10]

0.5 M NaClO4

0.5 M NaClO4

0.5 M NaClO4 +2.5 mM CO3
2-

0.5 M NaClO4 +1.0 mM CO3
2-

0.5 M NaClO4 +10 mM CO3
2-

-0.17

-0.22

-0.40

-0.40

-0.40

11.1

11.2

9.2

11.2

9.2

3.9×10-8

1.2×10-9

2.7×10-8

9.6×10-9

7×10-8

[3.1.8]

표 1.7. 다양한 용액조건에서 넵투늄 용해도에 대한 문헌값들의 비교

당 과제에서 측정한 Eh = -0.2 V와 pH 9.5∼11.1 영역에서 넵투늄의 농도는 KURT

용액중 탄산이온의 농도가 1.3 mM를 감안할 때, 표 1.7에 나타난 값과 매우 유사한 값으

로 평가된다. 따라서 탄산이온 농도가 1 mM 부근이며, pH가 알칼리 영역에서의 심부 화

강암지하수의 경우 넵투늄 산화물로부터 용해된 넵투늄의 농도는 1×10-7 mol/L 이하로

예상된다. 그러나 처분공에 완충재 혹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하면 탄산이온 농도가 증

가하여 용해도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액중 주요 용해화학종 계산결과는 Th(IV)와 같이 Np(IV)에서도

Np-hydroxocarbonate의 ternary 화학종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ternary 화학종의 고려없

이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결과들은 1×10
-8

mol/L 이하로 유사한 조건에서 실측한 값들보

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용액중 탄산농도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결국 ternary 화학종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MUGREM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넵투늄 용해도의 탄산농도

에 의한 민감도 계산결과에서도 넵투늄 용해도가 탄산농도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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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메리슘

KURT 지하수의 Eh를 미리 -0.2 V로 조절한 약 10 mL 용액에 Am(OH)3 1.2 mg을

넣어 실험하였다. 이러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반응기간에 따라 용액의 Eh값이 변할 수

있는데, 아메리슘의 경우는 일반 지하수에서의 용해도가 Eh값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nm pore-size filter(Millipore)의 필터흡착에 의한 아메리슘 농도의 감소를 측정하

기 위하여 낮은 농도의 침전이 없는 용액을 동일 종류의 필터로 여과한 결과, 여과후 용

액의 농도가 약 25%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 값을 기준으로 시료의 농도를 보정하였는데,

시료와 아메리슘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보정방법이 정확하진 않으리라 생각된다. 용

액중 pH가 8.1, 11.0, 12.4일 때, Am(OH)3로부터 용해된 아메리슘의 농도는 각각

6.6×10-8, 7.0×10-10, 4.6×10-10 mol/L로 나타났다.

아메리슘의 용해도 및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기 위한 SLSP로 Am(OH)3(am)와

AmOHCO3(am)를 사용하였다. 산화환원 전위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여러 Eh값에서 계산

하여 그 결과를 표 1.8과 그림 1.10에 나타내었다. 표 1.8에서 보듯이 Am(OH)3(am)와

AmOHCO3(am)로부터 용해되어 나온 아메리슘의 양이 동일 pH에서 Eh = +0.3, 0, -0.2

V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Eh = -0.4 V에서 소량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그림 1.10은 pH 9.5 부근에서 SLSP가 바뀌는 것을 나타낸다. 즉, pH 9.5 이하

에서는 용해도가 큰 Am(OH)3로부터 용해된 아메리슘이 AmOHCO3(am) 침전을 형성하

여 AmOHCO3(am)가 용액중 아메리슘의 농도를 결정하나, 그 pH 이상에서는

Am(OH)3(am) 자체가 아메리슘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두 고체로부

터 계산된 주 용해 화학종의 비(%)는 동일하였다. 아메리슘 역시 약 pH 10.5 까지는 지

하수내 주 용해 화학종이 탄산화합물이나, 그 이상에서는 수산화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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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Eh (V)

SLSP
Dominant species

(%)
Am(OH)3(am) AmOHCO3(am)

Concentration (mol/L)

8.1
0.3, 0,

-0.2
3.9×10-5 8.2×10-7 AmCO3

+ 66

Am(CO3)2
- 31

8.5 0 8.6×10-6 4.7×10-7 Am(CO3)2
- 52

AmCO3+ 45

9.5
0.3, 0,

-0.2
2.8×10-7 2.1×10-7

Am(CO3)2
- 81

AmCO3
+ 10

Am(OH)2
+ 7

9.5 -0.4 2.1×10-7 1.9×10-7

Am(CO3)2
- 77

AmCO3
+ 11

Am(OH)2
+ 10

10.5 0 5.9×10-9 1.3×10-7 Am(CO3)2
- 50

Am(OH)2
+ 36

11.0
0.3, 0,

-0.2
1.4×10-9 2.2×10-7 Am(OH)2

+ 50

Am(OH)3 37

11.5 0 7.2×10-10 1.×10-6 Am(OH)3 69

Am(OH)2
+ 30

12.5
0.3, 0,

-0.2
5.3×10-10 7.0×10-5 Am(OH)3 96

Am(OH)2
+ 4

12.5 -0.4 5.2×10-10 7.0×10-5 Am(OH)3 96

Am(OH)2
+ 4

13.5 0 4.8×10
-10

1.0×10
-2

Am(OH)3 99

표 1.8. PHREEQC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 및 주

용해 화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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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SLSP로서 Am(OH)3(am)와 AmOHCO3(am)를 가정하여

PHREEQC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의 아메리슘의 농도.

KURT 지하수에 Am(OH)3 침전을 넣고 실험한 결과와 PHREEQC를 이용하여 실험

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1.11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측정농도가 Duro 등[3.1.11]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그림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가 pH값이 약 10까지는 SKB 혹은 Nagra/PSI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정성 화합물과 유사하였으나, pH 11이상에서는 결정성보다

높은 비결정성 화합물 쪽으로 용해도가 이동하였다. PHREEQC를 이용한 계산결과도 외

국의 비결정성 화합물에서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나, 본 실험에서 얻은 값보다 1 승수정

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메리슘의 경우는 비결정성 화합물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수적

인 용해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 본 연구의 실험결과 및 코드 계산결과 그

리고 외국 데이터를 고려할 때 pH 8.1 이상의 KURT와 유사한 조성을 갖는 지하수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를 1×10
-6

mol/L로 선정하면 다소 보수적인 값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797 -

그림 1.11. 다양한 pH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에 대한 본 연구 및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

5) 플루토늄

플루토늄은 용해도 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다만 지화학코드로 계산하였다. 용해도 및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기 위한 SLSP로써 Pu(OH)4(am)와 PuO2(am, hyd)가 언급되나

[3.1.5, 3.1.12], Pu(OH)4(am)의 열역학데이터 값이 KAERI와 SKB 사이에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KURT 지하수에 플루토늄의 용해도 계산을 위하여 PuO2(am, hyd) 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값도 중성이나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3.1.3], pH 8이하의 용액에서 Pu2(CO3)3(am)를 SLSP로 선정한 문헌도 있다

[3.1.13].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본 연구실에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우라늄, 토륨과 동일조

건의 KURT 조건에서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9에 나타내었다.

표 1.9에서 보듯이 KURT 지하수에서 PuO2(am, hyd)의 용해도가 다른 악틴족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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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Np, Am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주 용해 화학종으로 Pu(OH)3CO3
-, Pu(OH)4CO3

2-와

같은 ternary 화합물 혹은 Pu(OH)4(aq)로 나타났다. 이는 Pu(IV)도 Th(IV), Np(IV)와 유

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SLSP pH
Eh

(V)

Concentration

(mole/L)

Dominant

Species
(%)

PuO2(am,
hyd)

8.1 -0.2 3.3×10-10

Pu(OH)3CO3
-

Pu(OH)2(CO3)2
2-

Pu(OH)4(aq)

82

13

4

9.8 -0.3 1.7×10-10

Pu(OH)3CO3
-

Pu(OH)4(aq)

Pu(OH)4CO3
2-

Pu(OH)2(CO3)2
2-

78

9

7

6

11.4 -0.4 9.0×10-11

Pu(OH)4CO3
2-

Pu(OH)3CO3
-

Pu(OH)4(aq)

64

16

16

표 1.9. PHREEQC로 계산한 KURT 지하수에서 플루토늄의 용해도 및

주용해 화학종. SLSP로서 PuO2(am, hyd)가 사용됨.

심부 지하수에서 플루토늄은 산성 영역에서 Pu(III)이, 중성 및 알칼리 영역에서는

Pu(IV)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1.5]. KURT 지하수에서 PuO2(am, hyd.)가 용해되

었다고 가정하고 PHREEQC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기 위

하여 그림 1.12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의 계산결과는 외국의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용해도를 좌우한다고 알려진 Pu(OH)4(am)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KAERI의 열역

학데이터[3.1.14]를 사용할 경우 약 1승수만큼 낮은 용해도 값을, SKB의 열역학데이터

[3.1.11]를 사용할 경우 1×10-7 mol/L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SKB의 열역학데이

터 값의 범위가 너무 크므로 어느 값을 취하느냐에 따라 플루토늄의 용해도 값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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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OECD/NEA[3.1.3]와 Nagra/PSI[3.1.4]에서는 Pu(OH)4(am)의 용해

반응에 대한 열역학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KURT 지하수에서 플루토늄의

정확한 용해도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이 화합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열역학 데이터 및

실제 실험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 용해 화학종에 대한 계산 결과는 MUGREM으로

계산한 화학종과 매우 유사하였다[3.1.14].

그림 1.12. 다양한 pH에서 넵투늄의 용해도에 대한 본 연구 및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본 연구의 지화학코드 결과를 로 표시함).

4.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심부지하에 처분하였을 경우 지하환경에서 방

사성 핵종들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글러브박스내에 전기화학셀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산화환원전위를 조절하여, 이들 변화에 따른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 실험과 동일조건에서 PHREEQC 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용해도와 비교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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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였다. 실험 및 계산 결과로부터 얻은 악탄족 원소들의 값들

을 유사한 조성을 갖는 국내외 문헌 값들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UO2(cr), ThO2(cr), NpO2(cr)를 실험에 사용하였으나, 측정된 원소들의 농도가 비결정

성 산화물 혹은 수산화물로 계산한 농도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중성 이상의 용액

에서는 이들의 용해도가 결정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KURT 지하수(Eh값이 -0.2 V 이하, 탄산농도가 1 mM 부근인 이온강도가 낮은 화강

암 지하수) 조건에서 UO2(cr), ThO2(cr), NpO2(cr)로부터 용해된 U, Th, Np의 농도는

1×10-7 mol/L 이하로 나타났으며, 플루토늄의 농도는 이들보다 1∼2 승수 낮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 처분공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하여 탄산이온 농도가 증가할 경우, pH

8∼11 사이에서 4가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훨씬 증가할 수 있다. KURT 지하수에서 아

메리슘의 용해도를 1×10-6 mol/L로 선정하면 다소 보수적인 값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Th(IV), Np(IV)에서 hydroxo-carbonate의 ternary 화학종의 고려없이 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결과들은 1×10-8 mol/L 이하로서 유사한 조건에서 실측한 값들보다 낮게 나타났

다. 이는 용액중 탄산농도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결국 ternary 화학종의 존재를 간접적으

로 시사한다. 그러나 이 화학종의 존재여부 및 열역학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매우 다르므

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pH가 8 이상이며 Eh값이 -0.2 V 이하인 KURT 지하

수 조건에서 Am은 3가, Th, Np, Pu은 4가, U은 4가와 6가의 산화수를 가진 화학종이 주

용해 화학종으로 존재하였다. Eh가 -0.2∼-0.3 V이며 약알칼리영역에서는 탄산화합물 혹

은 ternary 화학종이 주 용해화학종인 반면, pH = 11.4, Eh = -0.4 V와 같이 강환원 조

건의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

문헌에 플루토늄의 SLSP로 많이 언급된 Pu(OH)4(am)의 용해반응에 대한 열역학데

이터가 OECD/NEA와 Nagra/PSI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PuO2(am, hyd)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플루토늄의 정확한 용해도를 얻기 위해서

는 향후 Pu(OH)4(am)에 대한 정확한 열역학 데이터가 필요하며, 또한 실제 지하수 조건

에서 실측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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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심부 지하환경에서 고준위핵종들의 수착 특성 규명

1. 연구 개요

지하환경에서 방사성핵종은 지하환경에서 장기간 동안 제거되지 않고 이동하므로 방

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측면에서 수용액-광물 계면에서 방사성핵종의 반응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처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자체, 인공방벽

그리고, 천연방벽의 3중 다중방벽 개념에 의해 방사선의 위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3.2.1]. 방사성 핵종이 유출되면, 천연방벽에서는 광물과 지하수 그리고, 방사성 핵종

이 상호반응을 하며 생태계로 이동하는 경로가 되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의 반응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성 평가

에 있어서 필수 항목 중의 하나는 핵종들의 수착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원계영역에서의 핵종이동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며, 원계영역에서의 수착연구는 방사

성폐기물 처분 안정성 평가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3.2.2].

비록 수착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핵종이동에 대한 지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출된 핵종이 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위

해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지하매질에서 핵종의 수착은 지하 환경에서 지표권으

로 핵종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지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3.2.3]. 따라서 광물에 대한 핵종의 수착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처

분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수착현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7년

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 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NEA)의 주최로 수착 프로젝트를 수

행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장기안정성 평가에 있어서 수착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열역학적 수착모델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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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열역학적 수착모델 관련분야의 연구는 취약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목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건설

된 지하연구시설인 KURT에서 채취한 화강암과 심부 지하수를 이용하여 고준위 핵종들

의 분배계수(Kd)를 생산하고, 나아가 열역학적 수착모델을 이용하여 고준위핵종의 수착특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KURT 화강암에 대한 고준위핵종들의 수착 특성

가. 개요

수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pH, 수착 되는 물질의 화학적 특성, 경쟁 이온의 농도와

특성, 그리고, 수착부하 등이 있으며, 이 요인들에 의해 수착 되는 이온과 수착점

(sorption site) 사이의 분배가 결정된다. 고체의 표면에서 수착이 일어나면 수착은 수용

액과 입자상 물질 사이에서 어떤 물질의 분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착은 다양한 수용

체로의 물질 이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하환경에서 방사성핵종들의 이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변 암반과 균열 내 충전물질에 대한 핵종들의 수착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착분배계수는 경험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그 값은 측정되는 특정 조건에서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 다양한 범위의 핵종들에 대한 값들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많은 수착연구들

이 수행되어 졌다[3.2.4-3.2.6]. 대개의 경우 표면적 측정을 한 분쇄된 암석 등을 이용한

회분식 수착실험들이 행하여져 왔다[3.2.7].

본 절에서는 KURT 화강암에 대한 고준위 핵종, 즉, 우라늄, 토륨, 넵투늄, 그리고,

아메리슘에 대한 수착분배계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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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및 재료

1) 실험재료

지하수는 DB-1 시추공에서 지하 200 m 지점의 지하수(Eh = -390 mV)를 외부공기

와의 접촉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채취 및 저장하였다(표 2.1). 단열 충전광물에 대한 수

착실험에는 DB-1 시추공의 지하수와 YH 3-1 시험공의 암반 단열 유동 지하수(Eh =

+560 mV)를 사용하였다.

KURT 화강암에 대한 고준위핵종들의 수착 분배계수 측정을 위하여 KURT 시추공

YH 1-1, KP 1-20, 그리고, KP 1-32를 수착 매질로 사용하였다. 각 시추공 시료는 햄머

분쇄기로 1차 분쇄한 후 디스크타입 분쇄기로 2차 분쇄하였다. 분쇄된 화강암은 입자 크

기별로 체분리 하여 0.15≤Φ<0.3 mm 크기의 화강암 분말을 사용하였다. 분쇄화강암에서

철성분의 용출로 인한 철산화물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자크기별 분리 및 세척은

건식으로 수행하였다.

단열충전광물에 대한 고준위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 측정을 위하여 녹니석과 Na-몬트

모릴로나이트를 사용하였다. 녹니석은 KURT에서 채취한 녹니석 모암을 분쇄한 후 체거

름하여 0.075 mm 이하 크기의 녹니석 분말을 사용하였다. Na-몬트모릴로나이트(SWy-2)

는 American Mineralogical Society's Source Clay Deposit에서 제공된 시료를 사용하였

으며, 0.075 mm 이하 크기의 분말을 사용하였다.

수착실험에 사용한 우라늄과 토륨은 시약용으로 제조한 우라늄과 토륨은 각각

UO(NO3)2․6H2O, Th(NO3)4․5H2O의 형태로 Merck Co.로부터 제공되었다. 넵투늄 및

아메리슘은 시약용으로 제조한 시약이며, NpO2(IPL Co, U.S.A.)과 AmCl3(IPL Co,

U.S.A.)의 형태로 진한 질산용액에 용해된 시약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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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착실험

분쇄화강암에 대한 고준위핵종들의 수착실험은 이온강도와 pH의 영향에 대하여 회분

식 실험으로 25±2oC에서 수행되었다. 0.5g의 분쇄 화강암을 15 mL의 폴리프로필렌 용기

에 칭량하여 담았다. 수용액의 pH 및 산화환원전위는 Thermo Scientific 사의 Orion

5-sta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산화환원전위는 상대전위값(RmV)으로 기록하였다. 분쇄

화강암이 담긴 용기에 Na2S2O4로 산화환원전위가 조절된 DB-1 지하수를 10 mL 씩 첨가

한 후 용액의 pH를 조절하였다. pH가 안정화되었을 때 고준위핵종을 일정량 첨가하여

원하는 초기농도를 10-6×10-11∼2×10-11 mol/L의 범위로 조절한 후 100 rpm 속도로 교반

시키며 핵종에 따라 5∼15 일간 수착 반응시켰다. 수착반응 후에 용액의 최종 pH를 측정

한 후 상등액을 약 5 mL를 취하여 0.2 μm 기공 크기를 가진 필터를 이용하여 부유물을

제거한 후, 여과액은 ICP-MS로 우라늄 농도를 분석하였다. 모든 수착실험은 3번 반복으

로 수행하였으며 대기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글로브박스에서 수행하였다. 핵종별 실험

조건에 대하여 표 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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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이 온 농도 (mol/L)

양이온

Na+ 7.2E-04
K+ 9.8E-06

Ca2+ 4.3E-04

Mg2+ 7.1E-05
Sr2+ 7.1E-06
Al3+ 3.6E-07
Ni2+ 2.9E-08

Pb2+ 1.4E-08
Mn2+ 2.6E-06

As(total) 1.5E-08
Fe(total) 1.6E-05

Cu(total) 7.9E-08
U(total) 4.4E-08

음이온

Cl- 6.2E-05
SO4

2- 7.3E-05

NO3
- 3.7E-06

F- 1.8E-04
HCO3

- 1.3E-03
SiO2 6.9E-04

 기타

pH 8.10
온도 15.4 °C

산화환원전위  -384 mV
전기전도도 159 μS/cm

용존산소 0.02 mg/L

표 2.1. KURT 시험공 DB-1의 지하수 성상

다. KURT 화강암 특성분석

화강암에 대해 박편을 제작하여 편광 현미경 관찰 및 모달 분석을 실시하여 광물학

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광물학적 조성은 편광현미경(Nikon, DPTIPHOT-POL)을 이용하

여 모달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시료당 2,500 개소를 관찰하였다(표 2.3).

실험에 사용된 KURT 암석은 전형적인 화강암의 특성을 보여주며, 주 구성광물로는

석영(quartz), 사장석(plagioclase), K-장석(K-felsdpar) 그리고, 미사장석(microcline)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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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미량 구성광물로는 녹니석(chlorite), 흑운모(biotite), 백운모(muscovite), 그리고,

스핀(sphene) 등이 존재한다(표 2.3 참조). 미량구성광물 중 핵종의 수착 친화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녹니석의 함량은 YH1-1 > KP1-20 > KP1-32의 순으로 관찰되었다(그림

2.1).

항목
핵종

우라늄 토륨 넵투늄 아메리슘

초기 핵종농도(M) 10-6∼10-7 10-6∼10-7 10-6 2×10-11

반응시간(일) 5 5 5 15

KURT 화강암 시추코어명 : YH 1-1, KP1-20, KP1-32

고체/액체비(g/L) 50

지하수 KURT DB-1 시추공 지하수 (심도: -200m)

pH pH 3.0∼9.0으로 조절

Eh -0.38 V, +0.2 V로 조절

실험온도 실온(25±2°C)

기타 글로브박스에서 수행

표 2.2. 핵종별 실험 조건

광물
광물조성 (%)

YH 1-1 KP 1-20 KP 1-32

석영 46.96 9.12 33.48

사장석 19.28 26.84 7.68

K-장석 18.24 48.64 38.64

미사장석 0 3.76 15.84

녹니석 14.28 8.64 2.52

흑운모 0.28 2.28 1.12

표 2.3. 수착실험에 사용한 KURT 화강암의 광물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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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KURT 화강암의 편광현미경 사진: 화강암 시료의 녹니석 분포.

라. 고준위핵종들의 수착 특성

1) 우라늄과 토륨의 수착특성

초기 산화환원전위가 -0.38 V 일 때, KURT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분배계수

(Kd)는 pH 9.30∼9.35에서 17.3∼69.5 mL/g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pHavg = 9.32±0.03 일

때, 수착분배계수의 평균값은 43.7±26.1 mL/g 이었다. 반면에 지하수의 초기 산화환원 분

위기가 산화조건(Eh = +0.2 V)일 때, 수착분배계수는 pH = 9.13±0.01에서 18.5∼34.2

mL/g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26.6±7.9 mL/g 이었다. 토륨은 지하수의

초기 산화환원전위가 -0.38 V일 때, KURT 화강암에 대한 수착분배계수가 pH 9.14∼9.37

에서 94.3∼170.0 mL/g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pHavg = 9.22±0.13일 때, 수착분배계수의

평균값은 130.8±37.9 mL/g 이었다. 산화조건(Eh = +0.2 V)일 때, 토륨의 수착분배계수는

pH = 9.21±0.04에서 902.5∼1336.1 mL/g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1439.3±595.2 mL/g으로 측정되었다(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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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초기

Eh

(V)

Ÿ 매

질

Ÿ 초

기

농

도

( m

o l /

L)

Ÿ 최

종

pH

Kd

(mL/g)

pH

평균

Kd 평균

(mL/g)

우라늄

-0.38

YH1-1

～10-7

9.30 69.5
9.32±0.0

3
43.7±26.1KP1-20 9.35 44.4

KP1-32 9.31 17.3

0.2

YH1-1 9.12 34.2
9.13±0.0

1
26.6±7.9KP1-20 9.13 27.1

KP1-32 9.13 18.5

토륨

-0.38

YH1-1

～10-7

9.14 170.0
9.22±0.1

3
130.8±37.9KP1-20 9.37 128.2

KP1-32 9.15 94.3

0.2

YH1-1 9.17 902.5
9.21±0.0

4

1439.3±595.

2
KP1-20 9.21 2079.3

KP1-32 9.25 1336.1

표 2.4. 산화환원전위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과 토륨의

수착분배계수

KURT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우라늄 농도의 영향을 표 2.5에 나타내었다. 초

기 우라늄 농도가 10-6 M 인 경우, pH 9.09±0.04에서 우라늄의 수착분배계수는 7.1±3.8

mL/g 이었다. 초기 우라늄 농도가 10
-7
M로 감소할 경우, 수착분배계수는 pH 9.13±0.01

에서 Kd = 26.6±7.9 mL/g으로 3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우라늄이 단핵

(mononuclear) 표면 착물을 형성하는 것을 시사한다[3.2.8]. 즉, 화강암 표면의 수착점 농

도가 과량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우라늄 농도가 낮을 경우 우라늄이 다핵(polynuclear)

화학종을 형성한다면 우라늄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라늄 수착도 증가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우라늄 농도가 증가 할수록 수착 분배계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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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h

(V)
매질

초기농도

(mol/L)
최종 pH

Kd

(mL/g)
pH평균

Kd 평균

(mL/g)

+0.2

YH1-1

∼10-6

9.04 11.1

9.09±0.04 7.1±3.8KP1-20 9.10 6.7

KP1-32 9.13 3.4

YH1-1

∼10-7

9.12 34.2

9.13±0.01 26.6±7.9KP1-20 9.13 27.1

KP1-32 9.13 18.5

표 2.5. 핵종 초기농도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분배계수

2) 넵투늄의 수착특성

KURT 화강암에 대한 넵투늄의 수착 분배계수는 산화환원 전위가 -0.38 V 일 때,

109.4∼256.2 mL/g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177.1±74.1 mL/g이었다. 반

면에 산화환원 전위가 +0.36 V일 때, 수착 분배계수는 8.4∼22.2 mL/g의 범위로 측정되

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14.8±6.9 mL/g으로 측정되었다. 지하수의 초기 산화환원전위가

+0.2 V 일 때, 수착 분배계수는 8.4∼22.2 mL/g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pH 8.70±0.08일 때 14.8±6.9 mL/g으로 측정되었다(표 2.6).

pH 3.5∼8.5의 범위에서 pH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대한 넵투늄의 수착영향을

측정하였다. pH 3.46±0.54에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는 32.7±2.2 mL/g으로 측정되었으며,

pH 5.69±0.44에서 65.2±4.1 mL/g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pH 8.55±0.02에서 KURT 화강암

에 대한 넵투늄의 수착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착분배계수는 182.8±103.8 mL/g으로 확인되

었다. 넵투늄의 화강암 수착에 대한 pH 영향은 pH가 증가함에 따라 Kd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화환원전위의 영향보다는 크지 않았다(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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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h

(V)
매질

초기농도

(mol/L)
최종 pH

Kd

(mL/g)
pH평균

Kd 평균

(mL/g)

-0.38

YH1-1

∼10-6

8.56 256.2

8.56±0.04 177.1±74.1KP1-20 8.61 165.6

KP1-32 8.53 109.4

+0.2

YH1-1

∼10-6

8.77 22.2

8.70±0.08 14.8±6.9KP1-20 8.62 13.8

KP1-32 8.71 8.4

표 2.6. 산화환원전위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대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

Eh (V)
초기농도

(mol/L)
매질 pH

Kd

(mL/g)
pH평균 Kd 평균

(mL/g)

-0.38 ∼10-6

YH1-1 3.84 34.3
3.46±0.54 32.7±2.2

KP1-32 3.07 31.1

YH1-1 5.38 68.1
5.69±0.44 65.2±4.1

KP1-32 6.00 62.3

YH1-1 8.56 256.2
8.55±0.02 182.8±103.8

KP1-32 8.53 109.4

표 2.7. pH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대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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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메리슘의 수착특성

KURT 지하수 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대한 아메리슘의 수착분배계수는 산화환

원전위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산화환원 전위가 약 -0.38 V 일 때,

아메리슘의 화강암에 대한 수착 분배계수는 pH 8.05∼8.25의 범위에서 4.1∼15.2 m3/kg의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이때 평균값은 pH 8.13±0.11에서 11.2±6.2 m3/kg으로 관찰되었다.

초기 산화환원전위가 +0.2 V 일 때, 아메리슘의 화강암에 대한 수착 분배계수는 pH 8.44

∼8.73에서 3.6∼8.9 m3/kg의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이때 평균값은 pH 8.59±0.15에서

6.3±2.6 m3/kg으로 관찰되었다. 아메리슘의 수착 분배계수 Kd 값은 산화환경보다 환원환

경에서 2배 정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8).

Eh

(V)
매질

초기농도

(mol/L)
pH

Kd

(m3/kg)
pH평균

Kd 평균

(m3/kg)

-0.38

YH1-1

2×10-11

8.09 15.2

8.13±0.11 11.2±6.2KP1-20 8.25 4.1

KP1-32 8.05 14.3

+0.2

YH1-1

2×10-11

8.73 8.9

8.59±0.15 6.3±2.6KP1-20 8.60 6.2

KP1-32 8.44 3.6

표 2.8. 산화환원전위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대한 아메리슘의 수착분배계수

KURT 화강암에 대한 아메리슘의 수착 분배계수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

하다가 알칼리영역에서 약간 감소하였다. pH 3.04∼3.14에서 아메리슘의 수착 분배계수는

32.9×10-3∼51.3×10-3 m3/kg의 범위였으며, 이때의 평균값은 pH 3.08±0.05에서

39.4±10.3×10
-3

m
3
/kg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pH 5.79∼6.11 범위의 중성 영역에서 아메리

슘의 수착은 급격히 증가하여 5.6∼2.0 m
3
/kg 이었으며, 평균값은 pH 6.07±0.2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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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7 m3/kg로 확인되었다. 수용액의 pH 8.13±0.11의 알칼리 영역에서는 중성영역과

비슷한 분배계수(Kd = 10.8±5.9 m3/kg)를 나타내었다 (표 2.9).

초기 Eh

(V)

초기농도

(mol/L)
매질 pH

Kd

(m3/kg)
pH평균

Kd평균

(m3/kg)

-0.38 ∼10-6

YH1-1 3.14 32.9×10-3

　

3.08±0.05

　

39.4±10.3×10-3KP1-20 3.05 33.9×10-3

KP1-32 3.04 51.3×10-3

YH1-1 6.11 19825.5

6.07±0.26　 14.4±7.7KP1-20 6.30 17833.5

KP1-32 5.79 5640.0

YH1-1 8.09 15226.0

8.13±0.11　 10.8±5.9KP1-20 8.25
Ÿ 4 0 6

3.1

KP1-32 8.05 13103.8

표 2.9. pH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대한 아메리슘의 수착분배계수

4) 단열충전광물에 대한 핵종 수착 특성

KURT에서 수행할 현장 용질이동실험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목적으로 KURT

암반 단열 충전광물에 대한 넵투늄과 루비듐에 대한 수착 분배계수를 측정하였다(표

2.10). 넵투늄의 초기농도가 약 10-6 M 일 때, DB-1 시추공 지하수(Eh = -0.39 V)에서

Na-몬트모릴로나이트에 대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는 26.6 mL/g(pH 8.71)으로 측정되

었으며, YH3-1 시험공 지하수(Eh = +0.56 V)에서 최종 pH 8.77 일 때 수착분배계수는

13.9 mL/g으로 측정되었다. Na-몬트모릴로나이트에 대한 수착분배계수 평균값은 pH

8.74±0.04에서 20.2±9.0 mL/g으로 평가되었다. 환원상태의 DB-1 시추공 지하수에서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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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일 때, 녹니석에 대한 Np의 수착분배계수는 99.2 mL/g인 반면, 산화상태의 YH 3-1

시험공 지하수에서 pH 8.68일 때, 22.9 mL/g이었으며, 녹니석에 대한 수착분배계수 평균

값은 pH 8.81에서 61.1±53.7 mL/g으로 확인되었다. 넵투늄의 경우 환원조건에서의 수착

분배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Na-몬트모릴로나이트보다 녹니석에 대한 수착분배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루비듐의 초기농도가 약 10-6 M 일 때, DB-1 지하수에서 Na-몬트모릴로나이트에 대

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는 pH 8.51에서 2.3 mL/g이었으며 YH 3-1 시험공 지하수에서

1.1 mL/g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녹니석에 대한 루비듐의 수착분배계수는 DB-1 지하수에

서 7.9 mL/g(pH 8.65), YH 3-1 지하수에서 11.8 mL/g(pH 8.74)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때

의 평균값은 pH 8.70±0.06에서 9.9±2.8 mL/g으로 측정되었다. 루비듐도 넵투늄과 마찬가

지로 산화조건보다 환원조건에서 그리고, Na-몬트모릴로나이트 보다 녹니석에 대한 수착

분배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핵종 단열충전광물 지하수 pH
Kd

(mL/g)
pH 평균

Kd 평귬

(mL/g)

넵투늄

Na-몬트모릴로나이트
DB-1 8.71 26.6

8.74±0.04 20.2±9.0
YH3-1 8.77 13.9

녹니석
DB-1 8.93 99.2

8.81±0.18 61.1±53.7
YH3-1 8.68 22.9

루비듐

Na-몬트모릴로나이트
DB-1 8.51 2.3

8.63±0.17 1.7±0.9
YH 8.75 1.1

녹니석
DB-1 8.65 7.9

8.70±0.06 9.9±2.8
YH 8.74 11.8

표 2.10. 단열충전광물에 대한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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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열역학적 수착모델 적용

가. 표면착화반응 모델

표면착화반응 모델은 정전기적 수착 개념을 도입한 전기 이중층 모델(electric double

layer model, EDL)로서 매질 표면의 전하 특성과 계면에서의 전위와 전하 관계를 표현하

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 이중층 모델에서는 수용액과 접촉한 고체 매질 표면의 양 또는

음전하가 수용액 상에서 정전기적 전위를 형성하고, 이 정전기적 전위는 수착제로부터 멀

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광물 표면의 반대전하를 띤 이온들이 매질 표면에

근접하여 있으며, 수착제 표면과 동일한 전하를 띤 이온들은 매질 표면으로부터 먼 곳에

존재하여 양이온과 음이온의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표면 착화반응 모델은 분

자수준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배계수나 등온식 보다 적용범위가 넓다.

표면 착화반응 모델은 일반적으로 표면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서 대표적

으로 일정용량 모델, 확산 이중층 모델, 그리고, 삼중층 모델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일정용량 모델과 확산 이중층 모델은 광물-물 계면에서 단일층이 존재한다고 가정하

며 삼중층 모델은 3개의 층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델은 모두 금속이온과

광물표면의 착화물 형성 반응이 금속이온의 수용액 중에서의 착화물 형성 반응과 동일하

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 외에 표면의 전기적 특성을 배제한 비정전기적 모델 등이 있

다[3.2.9, 3.2.10].

본 절에서는 비정전기적 표면 착화반응 모델을 이용하여 천연복합광물인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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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및 재료

1) 수착실험

분쇄화강암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실험은 이온강도, pH, 탄산염 농도 등을 영향인자로

한 회분식 실험으로 수행되었다. 모든 수착 실험은 25±2°C에서 수행되었다. 실험 용액은

18.3 MΩ-cm 의 저항도를 가진 초순수(Milli-Q, Millipore)를 이용하여 제조하였고, AR

등급의 시약들을 사용하였다. 수용액의 이온강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농

도의 NaClO4 용액을 기본 전해액으로 사용하였다.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탄산염 농도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1 g의 분쇄 화

강암을 30 mL의 폴리프로필렌 용기에 넣고, 바탕전해질로 0.01 M NaClO4 용액 20 mL

를 첨가하였다. 이 용액의 pH는 1.0 M 및 0.01 M HClO4 또는 NaOH를 용액을 이용하여

조절되었으며, pH가 안정화되었을 때 0.001 M UO2(NO3)2․6H2O 20 µL를 가하여 초기 우

라늄의 농도를 10-6 M로 만들었다. NaHCO3(Sigma-Aldrich, Co.)를 이용하여 수용액의

탄산염 농도를 0.0001, 0.001, 또는 0.01 M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탄산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실험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1 ppm 이하로 유지되는 글러브박스에

서 수행하였다. 우라늄은 UO2(NO3)2․6H2O(Merck)의 형태의 시료를 사용하였고, 우라늄

의 농도는 ICP-MS(varian, Ultramass 7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분쇄화강암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은 덕정화강암이며 화강암 모암을 분쇄하고 체거름하여 입자 직경

이 0.15 mm 보다 크고 0.3 mm 보다 작은 입자들만 분리하여 준비하였다. 화강암 입자들

은 실험 전에 증류수를 이용하여 반복하여 세정하고, 체거름하여 습식으로 다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직경이 0.15 mm < Φ < 0.3 mm 인 분쇄된 화강암 입자들의 비표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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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achrome Autosorb Automated Gas Sorption System(Quantachrome Co.)을 이용하

여 BET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쇄 화강암의 비표면적은 약 0.0846 m2/g 로 측정되었

다.

실험에 사용한 화강암의 박편시료를 제작하여 편광 현미경 관찰 및 모달분석을 실시

하여 광물학적 특성과 광물조성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에 사용된 화강암 모암은

조립질 화강암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며 주구성 광물로는 석영(quartz, 44.2%), 사장

석(plagioclase, 25.4%), K-장석(K-feldspar, 11.5%), 흑운모(biotite, 14.7%)가 있고, 부구

성 광물로 각섬석(hornblende, 2.1%)과 스핀(sphene, 0.8%) 등이 존재하였다. 구성 광물들

은 비교적 신선한 광물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간혹 견운모로 심하게 변질된 장석 광

물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다. 수용액 상에서 우라늄의 화학반응과 화학종

1) 열역학적 반응 및 반응상수

우라늄은 +4, +5, +6 3가지 형태의 산화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5 산화상태의 우

라늄은 중간생성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4가 및 +6가 우라늄의 거동특성을 규

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표 또는 지하수상에서 산화된 우라늄은 주로 +6의 형태의

우라닐이온(UO2
2+)이나 착화물의 형태로 이동하며[3.2.11], 탄산 착화물을 형성하기 때문

에 +6 산화상태의 우라늄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지하환경에서 우라늄의

수착특성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말부터 우라늄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수용액상의 화학반응에 대하여 연구

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우라늄의 화학종 형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Hostetler와 Garrels에

의해 발표되었다[3.2.12]. 충분한 열역학적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는 우

라늄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탄산염과 결합하여 상당히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여 이동한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1978년에 Langmuir는 우라늄의 수용액상의 화학반응이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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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표수 등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3.2.13]. 1980년대 말에는 OECD/NEA

의 주도 하에 우라늄의 열역학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였다[3.2.14]. Grenthe 등[3.2.14]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에[3.2.15-3.2.17] 의하여 광물의 우라늄 수착에 관한 열역학적 상수

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열역학적인 진보는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우라늄

수착을 예측하는 모델링의 진보를 가져왔다.

우라늄의 수착을 이해하고 열역학적 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OECD/NEA에서 수집한 우라늄 열역학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우라늄 화학종의 수용액상

에서의 반응과 그에 따른 형성상수(Formation constants)를 표 2.11과 3.2.12에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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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s logK (I=0)

UO2
2+ + H2O – H+ ⇌ UO2(OH)+ -5.25a)

UO2
2+ + 2H2O – 2H+ ⇌ UO2(OH)2 (aq) -12.15a)

UO2
2+ + 3H2O – 3H+ ⇌ UO2(OH)3

- -20.25a)

UO2
2+ + 4H2O – 4H+ ⇌ UO2(OH)4

2- -32.40a)

2UO2
2+ + H2O – H+ ⇌ (UO2)2(OH)3+ -2.70b)

2UO2
2+ + 2H2O – 2H+ ⇌ (UO2)2(OH)2

2+ -5.62b)

3UO2
2+ + 4H2O – 4H+ ⇌ (UO2)3(OH)4

2+ -11.90b)

3UO2
2+ + 5H2O – 5H+ ⇌ (UO2)3(OH)5

+ -15.55b)

3UO2
2+ + 7H2O – 7H+ ⇌ (UO2)3(OH)7

- -32.20a)

4UO2
2+ + 7H2O – 7H+ ⇌ (UO2)4(OH)7

+ -21.90b)

UO2
2+ + CO3

2- ⇌ UO2CO3
0 (aq) 9.94a)

UO2
2+ + 2CO3

2- ⇌ UO2(CO3)2
2- 16.61a)

UO2
2+ + 3CO3

2- ⇌ UO2(CO3)3
4- 21.84a)

3UO2
2+ + 6CO3

2- ⇌ UO2(CO3)6
6- 54.00a)

2UO2
2+
+ CO3

2-
+ 3H2O - 3H

+
⇌ (UO2)2(CO3)(OH)3

-
-0.86

b)

3UO2
2+
+ CO3

2-
+ 3H2O - 3H

+
⇌ (UO2)3(CO3)(OH)3

+
0.65

a)

11UO2
2+
+ 6CO3

2-
+ 12H2O - 12H

+
⇌ (UO2)11(CO3)6(OH)12

2-
36.40

b)

표 2.11. 수용액상에서 우라늄 화학종의 형성상수

a) Guillaumont 등(2003)[3.2.16]

b) Grenthe 등(199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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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s logK (I=0)

UO2
2+ + H2O – 2H+ ⇌ UO3(am) (gummite) -10.41a)

UO2
2+ + 3U4+ + 7H2O(l) – 14H+ ⇌ U4O7 (c) 12.6a)

UO2
2+ + 3H2O – 2H+ ⇌ UO3·2H2O (schoepite) -5.37b)

UO2
2+ + H2O – H+ ⇌ UO2(OH) (s) -5.00a)

UO2
2+ + 2H2O – 2H+ ⇌ UO2(OH)2 (s) -4.94a)

UO2
2+ + CO3

2- ⇌ UO2CO3 (c) 14.47c)

UO2
2+ + 2NO3 + 3H2O(l) ⇌ UO2(NO3)2·3H2O (c) -3.73a)

UO2
2+ + 2NO3 + 6H2O(l) ⇌ UO2(NO3)2·6H2O (c) -2.24a)

UO2
2+ + 3Na+ + 2H2O(l) – 4H+ ⇌ Na3UO4 (c) -56.27a)

UO2
2+ + Na+ + H2O(l) – 2H+ ⇌ NaUO3 (c) -8.34a)

UO2
2+ + 2Na+ + 2H2O(l) – 4H+ ⇌ Na2UO4 (c) -30.03a)

2UO2
2+ + 2Na+ + 3H2O(l) – 6H+ ⇌ Na2U2O7 (c) -22.6a)

2UO2
2+ + 2Na+ + 6H2O(l) – 6H+ ⇌ Na2U2O7·3H2O (c) 26.94c)

UO2
2+ + 4Na+ + 3CO3

2- ⇌ Na4UO2(CO3)3 (c) 26.94a)

표 2.12. 우라늄(VI)의 고체화학종의 형성상수

a) Bond 등(1997)[3.2.18]

b) Dpeiaz와 Grambow(1998)[3.2.19]

c) Grenthe 등(1992)[3.2.14]

2) 화학종 계산 및 분포

수용액-광물 계면에서 우라늄의 이동성은 광물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경향이나 침전

물의 형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지화학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라늄은 수착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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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강한 화학종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우라늄의 이동성이 증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강한 알칼리 조건에서 우라늄은 우라닐 탄산 착화물을 형성하여 광

물에 대한 수착이 매우 약한 경향을 나타낸다[3.2.20].

표 2.11과 3.2.12에 나타낸 우라늄의 반응 및 열역학적 자료를 토대로 지화학적 평가

모델 프로그램인 MINTEQA2[3.2.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총 우라늄 농도가 10-5

M 및 10-6 M 일 때, 그리고, 탄산염 농도가 대기조건(PCO2 = 10-3.5 atm), 0.0001 M,

0.001 M, 그리고, 0.01 M 일 때, 25°C, I = 0.01 M 조건에서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 화

학종의 분포를 구하였다. 우라늄 농도 및 탄산염 농도 변화에 따른 우라늄 화학종 분포를

그림 2.2-2.7에 나타내었다. 그림 2.2와 2.3에는 탄산염이 없을 경우, 우라늄의 농도가 각

각 10-5, 10-6 M일 때, 우라늄의 화학종 분포를 나타내었다. 우라늄은 농도가 높을 경우,

다핵 우라늄 화학종을 형성하지만, 우라늄 농도가 10-6M로 감소하면 단핵 화학종의 분포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하환경에서 우라늄은 강한 탄산 착화물을 형성하여 광물과의 반응성을 감소시켜

지하수를 통한 이동성을 증대시키므로 우라늄 탄산 착화물은 우라늄과 광물간의 반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3.2.22]. 우라늄은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pH 5 이

하의 산성조건의 수용액상에는 주로 UO2
2+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pH 6∼8의 중성영역에

서는 UO2
2+의 분포는 감소하고 UO2OH+, (UO2)3(OH)5

+, UO2(OH)2 등의 우라늄 화학종이

형성되며, pH 8 이상의 염기성 영역에서 우라늄은 주로 (UO2)3(OH)7
-, UO2(OH)3

-의 형태

로 존재한다(그림 2.2). 반면 그림 2.3에서 보여주듯이 [U(VI)] = 10-5 M, 25°C, I = 0.01

M NaClO4의 조건에 이산화탄소가 대기압 조건인 10-3.5 atm으로 존재할 경우, 수용액상

의 우라늄 화학종 분포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pH 5 이하의 산성영역에서 우라늄은 이

산화탄소의 영향이 없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UO2
2+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라늄은

탄산염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H 6∼8의 중성영역에서 UO2OH+

의 수화물 외에 (UO2)2(CO3)(OH)3
-의 우라닐 탄산 화학종의 형태로 존재한다[3.2.23]. pH

8 이상의 염기성 조건에서 우라늄은 UO2(CO3)3
4-

의 형태로 존재하며 수산화물 형태의 우

라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특히, 우라늄은 탄산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UO2(CO3) (aq), UO2(CO3)2
2-, 그리고, UO2(CO3)3

4- 등의 우라늄-탄산염 착화물을 형성하

여 우라늄의 수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림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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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

([U(VI)]tot = 10-5 M,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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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

([U(VI)]tot = 10-5 M, CO2 = 10-3.5 atm.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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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

([U(VI)]tot = 10-6 M, [CO3
2-] = 0 M,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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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

([U(VI)]tot = 10-6 M, [CO3
2-] = 0.0001 M, NaHCO3,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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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

([U(VI)]tot = 10
-6
M, [CO3

2-
] = 0.001 M, NaHCO3, I = 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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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pH에 따른 수용액상의 우라늄(VI) 화학종

([U(VI)]tot = 10-6 M, [CO3
2-] = 0.01 M, NaHCO3, I = 0.01 M).

라. 복합광물에 대한 열역학적 수착모델의 적용 및 해석

1) 회분식 수착실험 결과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탄산염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NaHCO3의 농도를

0.0001, 0.001 그리고, 0.01 M의 농도로 변화시키며 수착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2.8에 나타내었다. 탄산염이 존재하지 않을 때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은 pH 6.59에서

약 90% 이상이었으며, 이때의 수착 분배계수는 216 mL/g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용액의

탄산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수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pH가 낮아지고 수착되는 양도 현

저히 감소하여 탄산염의 농도가 0.01 M 일 때, pH 5.83에서 수착량은 75%(Kd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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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g)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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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탄산염(NaHCO3) 농도변화에 따른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

우라늄 농도가 10-6 M이고 탄산염이 없을 때, 우라늄은 주로 우라닐이온(UO2
2+)이나

수산화 우라닐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은 화강암 표면 작용기와 쉽게 반응하여 탄

산염의 영향이 있을 경우보다 수착이 잘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탄산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UO2OH
+
, (UO2)3(OH)5

+
, UO2(OH)2(aq), 그리고, UO2(OH)3

-
등과 같은

수산화 우라닐 이온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반면에 수용액의 탄산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라닐 탄산 착화물이 점차 증가하여 수산화 우라닐 이온의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그

림 2.5-2.7). 따라서 알칼리 영역에서 수착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광물에 대한 수착친화도

가 낮은 우라닐 탄산 착화물의 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H 6 이상의 높은

pH 영역에서 일부 우라늄이 수착된 것은 우라닐 탄산 이온이 수착친화도가 낮지만, 일부

는 광물-우라늄-탄산염의 3성분 착화물의 형성에 의해 광물과 우라늄이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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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전기적 모델 및 표면 화학종

화강암은 표면의 전기적 특성이 복잡하므로 우라늄 수착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정

전기적 항을 배제한 비정전기적(non-electrostatic) 표면 착화반응 모델을 적용하였다. 표

면의 전하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전기적 모

델과는 달리 비정전기적 모델은 표면의 전하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표면 특성이 잘

알려진 표면에 적합하지 않으나, 조성이 복잡하고 표면 특성 분석이 어려운 복합광물의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다[3.2.25].

우라늄 수착을 평가하기 위한 비정전기적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하였

다. 첫째, 표면 수착점 농도는 Davis와 Kent[3.2.26]가 제안한 3.84 µmol/m2을 적용하였다.

둘째, 화강암의 표면 수착점은 강한 결합을 하는 수착점과 약한 결합을 하는 수착점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셋째로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화강암 표면의 반응은

3개 또는 그 이하의 화학종이 반응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넷째, 양으로 하전된 화강암

표면 작용기(SOH2
+)와 우라늄과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았다[3.2.27].

No. Surface Reactions

1 SOH + UO2
2+

⇌ SOUO2
+
+ H

+

2 SOH + UO2
2+
+ H2O ⇌ SOUO2OH + 2H

+

3 SOH + UO2
2+ + CO3

2- ⇌ SOUO2CO3
- + H+

4 SOH + UO2
2+ + 2CO3

2- ⇌ SOUO2(CO3)2
3- + H+

표 2.13. 비정전기적 표면 착화물모델에 고려한 우라늄의 표면 화학종

* SOH : 화강암 표면의 수착점

우라늄은 탄산염이 있을 때, 광물 표면 작용기-우라늄-탄산염의 3성분 착화물을 형

성하고[3.2.24, 3.2.28],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은 비교적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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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화학종 형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화강암 표면과 반응하는 우라늄의 화학

종은 UO2
2+, UO2OH+, UO2CO3

0(aq), 그리고, UO2(CO3)2
3-의 4가지로 가정하였다. 표 2.13

에는 화강암 표면에 대한 우라늄의 착화반응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3) 비정전기적 모델의 적용

두 자리 수착점을 가정하여 비정전기적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계산해야 할 변수가

증가하여 불확실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자리 수착점을 가정하여 비정전기적 모

델의 우라늄 표면반응으로 고려하였다. 한 자리 수착점 비정전기적 모델에서는 SOUO2
+

와 SOUO2CO3
-의 두가지 표면 화학종을 가정하였을 때 실험결과와 모델 모사결과가 가

장 잘 일치하였다. 그림 2.7의 우라늄 화학종 분포는 pH 4.5∼6.0의 영역에서 UO2CO3(aq)

가 지배적으로 분포한다. 따라서 탄산염이 존재할 경우, SOUO2CO3
-와 같은 3성분 화학

종을 고려할 수 있다[3.2.29].

복합광물은 포함되어 있는 일부 산화철광물이나 일부 친화도가 높은 점토광물이 우

라늄 수착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천연복합광물인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을

설명하기 위하여 두 자리 수착점 비정전기적 모델을 적용하였다. 한 자리 수착점 모델을

통하여 얻은 표면화학종을 대상으로 하여 강한 수착점(SsOH)과 약한 수착점(SwOH)의

두 가지 표면 수착점을 가정하여 모델 평가를 수행하였다.

전체 수착점 농도에 대한 강한 수착점 농도를 정하기 위하여 강한 수착점을 전체 수

착점 농도의 0.1, 0.2, 0.5, 1, 10, 그리고, 20%로 가정하여 모사결과의 양호도를 평가하였

으며, 강한 수착점은 전체 수착점의 1%로 가정하였을 때 모사결과의 양호도가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이는 우라늄이 토양에 수착될 때, 수착 친화도가 높은 광물의 전체에서 수착

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광물의 가장자리(edge) 부분과 우라늄이 주로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3.2.30].

표 2.14에 탄산염의 농도가 0.01 M 일 때, 고려한 우라늄과 화강암의 표면 반응 및

모델을 적용하여 구한 착화물 형성상수를 나타내었다.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 수착실험결

과와 비정전기적 모델 평가 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그림 2.9). 또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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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착점에서 15%이상 수착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표면의 전하 특성을 알기 어려운 화

강암에 대한 우라늄 수착은 2 자리 비정전기적 착화반응 모델로 설명이 가능한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림 2.10에서 보이듯이, 비정전기적 착화반응 모델을 적용할 경우, 화강암의

우라늄 분배계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였다. 또 비정전기적 모델로 계산한 우

라늄의 표면 화학종 및 수용액의 화학종 분포를 통하여 pH 7.0 이상의 영역에서

UO2(CO3)3
4- 형태의 우라닐 탄산 화합물의 형성은 우라늄의 화강암 수착을 저감시키는

것을 시사한다(그림 2.11). 따라서 pH 및 탄산염 등의 지화학적 조건이 우라늄 화학종 분

포를 변화시키고, 이는 지하환경에서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과 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3.2.20, 3.2.22].

No. Surface Reactions
LogK

(I = 0.01 M)

1 SsOH + UO2
2+ ⇌ SsOUO2

+ + H+ 3.24

2 SwOH + UO2
2+ ⇌ SwOUO2

+ + H+ 0.39

3 SsOH + UO2
2+ + CO3

2- ⇌ SsOUO2CO3
- + H+ 12.32

4 SwOH + UO2
2+ + CO3

2- ⇌ SwOUO2CO3
- + H+ 9.58

표 2.14. 2 자리 수착점, 비정전기적 표면 착화물 모델에 적용한 표면 반응 및 형성상수

* 표면 수착점 총농도: 3.84 µmol/m2, SsOH : 강한 수착점, SwOH : 약한 수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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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분쇄화강암에 대한 우라늄 수착 실험 및 모델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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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분쇄화강암의 우라늄 수착 분배계수에 대한 모델 예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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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수용액 및 수착된 우라늄 화학종 분포.

4.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심부 처분환경에서 지화학적 조건 변화에 따른 고준위핵종의 수착특

성을 평가하였다. 지하연구시설에서 채취한 화강암과 심도 200 m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산화환원전위와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 토륨, 넵투늄, 그리고, 아메리슘에 대

한 수착분배계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열역학적 수착모델, 즉 비정전기적 표면 착화반응

모델을 적용하여 화강암에 대한 핵종의 수착특성을 평가하였다.

Ÿ 수착매질로 사용한 KURT 화강암은 시추코어 YH 1-1, KP 1-20, KP 1-32를 파쇄

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주 구성광물은 석영, 장석, K-장석, 미사장석이며, 미량

구성광물로는 녹니석과 흑운모 등으로 확인되었다. 미량구성광물 중 핵종의 수착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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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녹니석의 함량은 YH1-1 > KP1-20 > KP1-32의 순으로

관찰되었다.

Ÿ Eh = -0.2 V 이하의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우라늄의 수착분배계수는 43.7±26.1

mL/g인 반면, 산화조건에서는 26.6±7.9 mL/g으로 확인되었다. 토륨의 수착분배계수

는 환원조건에서 130.8±37.9 mL/g이었으며, 산화조건에서 1439.3±595.2 mL/g으로

측정되었다.

Ÿ 넵투늄의 수착분배계수는 환원조건에서 177.1±74.1 mL/g으로 확인되었으며, 산화조

건에서는 14.8±6.9 mL/g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지하수의 pH를 각각 3.5, 5.5, 8.5 등

으로 조절하였을 때, 수착분배계수는 32.7±2.2 mL/g, 65.2±4.1 mL/g, 그리고,

182.8±103.8 mL/g으로 pH가 증가할수록 화강암에 대한 넵투늄의 수착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Ÿ 아메리슘도 넵투늄과 마찬가지로 산화조건보다 환원조건에서 화강암에 대한 수착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이때의 수착분배계수는 각각 11.2±6.2 m3/g과 6.3±2.6 m3/g으로

확인되었다. KURT 화강암에 대한 아메리슘의 수착 분배계수는 pH가 증가함에 따

라 급격히 증가하다가 알칼리영역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H 3.0에

서 수착 분배계수는 39.4±10.3×10-3 m3/kg로 측정되었으며, pH 5.5와 pH 8.0에서는

각각 14.4±7.7 m3/kg와 10.8±5.9 m3/kg로 확인되었다.

Ÿ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탄산염 농도의 영향을 열역학적 수착모델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화강암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은 강한 수착점과 약한 수착점의 두 자리

수착점을 가정하여 비정전기적 수착 모델을 사용하여 우라늄 수착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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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처분 안전성평가를 위한 고준위핵종들의 지화학반응 및 수

착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연구 개요

악틴족 원소들은 pH가 대부분 중성 및 약알칼리 영역의 지하수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고, 콜로이드를 형성하는 등 지하매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질을 가지므로 지하수 조

건에 따라 실험적으로 화학종을 상세히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간단한 용액조건에

서 각 악틴족 원소들의 반응에 대한 열역학데이터를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의 화학종과 용해도를 예측하기 위한 지화학코드가 개발

되었다. 그러나 문헌에 따라 유사한 조건에서 계산된 악틴족 원소의 화학종과 용해도 차

이가 많이 나는데, 이는 각 연구에서 적용된 열역학데이터의 차이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중요한 악틴족 원소들의 기본 성질을 조사하였으며, 악

틴족 원소의 용해도 실험결과 및 각국의 열역학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여 적절한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 다른 연구내용으로서는 웹(web)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수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수착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평가에 활용되는 분배계수(Kd)는 광물의

종류와 양, 수용액의 조성, pH, 산화환원전위, 이온강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다[3.3.1]. OECD/NEA에서는 방대한 양의 수착계수를 제공하는 수착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였으나[3.3.2], 사용상의 어려움과 데이터를 적절하게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이 없기에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각 종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OECD/NEA의 수착자료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생산한 수착 자료를 검색하고 조

건별로 추출할 수 있는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Sorption Database-21C, SDB-21C)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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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3.3.3, 3.3.4].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 역시 일반인이 접근이 어렵고, 검색한 수

착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정보가 없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는 기존 수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KAERI-SDB)의 관리/검색 기능을 보완하고, 사용

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착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 기반으

로 운용되는 수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그림 3.1).

그림 3.1. 웹 기반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KAERI-SDB) 개발

체계도.

2. 고준위핵종들의 지화학반응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고준위핵종들의 지화학반응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핵종들, 특히 악틴족 원소의 처분조건에서 가능한 지화학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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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들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들 화합물의 열역학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열역학 데이

터는 2002년 당 부서에서 발간한 열역학데이터[3.3.5] 뿐만 아니라 OECD/NEA[3.3.6],

Nagra/PSI[3.3.7], JAEA[3.3.8], 그리고 SKB[3.3.9]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최근 문헌에

발표된 지화학반응에 대한 열역학 자료들도 첨가하였다. 이 열역학 데이터들은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상태(25°C, 1 atm, 이온강도 0 M)를 기준으로 수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값들을 비교․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열역학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국내

지하수와 같은 중성 혹은 알칼리 영역에서 실험적으로 악틴족 원소의 지화학 반응에 대

한 열역학데이터를 얻기 위한 실험이 거의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외국의 데이터

를 인용하였다. 다만, 본 과제에서 수행된 용해도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실험값과 지화학코

드로부터 얻은 계산값이 크게 다른 경우, 이를 해석하기 위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심 화학종의 지화학 반응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 예로써, 4가 악틴족 원소의

hydroxo-carbonate 화합물이 관심 화학종으로 고려되었다. Neck 등은 Np(IV) 및 Pu(IV)

의 hydroxo-carbonate 화합물을 LIBS(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로 관찰

하였고[3.3.10], 이 화합물은 중성 및 알칼리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 화학종의 생성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둘째, (UO2)2CO3OH+와 같은 동일 원소의 다핵 화합물 혹은 (UO2)2(PuO2)(CO3)6
6-와

같은 타 핵종의 화합물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 화합물은 1992년 OECD/NEA 데이터베이

스[3.3.11]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험적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화합물의 실험적 증거는

대개의 경우 과포화 상태의 potentiometric 적정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것이다. 아마도 실

험적으로 관찰된 그 화합물은 콜로이드의 한 종류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 처분장 원계

지하환경에서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높지 않아 이들 화합물이 잘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Nagra의 열역학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다핵 화합물을 고

려하지 않았다.

셋째, 열역학적으로 타당성 있는 용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에서 용해도

를 결정하는 고체(Solubility Limiting Solid Phase, SLSP)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일반적으로 화강암 지하수에서는 악틴족 원소의 hydroxide, oxide 및 carbonate

형태가 가장 안정한 화합물로 알려져 있는데, 본 보고서에는 외국에서 주로 SLSP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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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있는 고체를 기준으로 이들의 지화학반응상수 데이터를 수록하였다. 따라서 악

탄족 고체화합물 중 질화물이나 황화물 등 처분조건에서 존재하기가 힘든 화합물에 대한

열역학데이터는 수록하지 않았으며, 산화물, 수산화물, 탄산화물에 대해서는 열역학데이터

외에도 더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 상세내용은 본 요약보고서에 수록하지 않고, 기술보고

서[3.3.12]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U, Th, Np, Am, Pu과 같은 악틴족 원소의 용액반응과 그 평형상수, 그리고 주요 관

심 고체물질의 평형상수를 각 원소별로 Excel 시트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요약보고서

에는 단지 한 예로서 우라늄에 대한 시트만을 소개하였다(표 3.1 참조). 이 시트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각 국의 데이터 및 문헌 데이터를 서로 비교․검토하여 선정된 값을

‘selected'열에 표시하였다. 이 ‘selected'열에 표시된 숫자는 외국의 값들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값을 가질 경우 값의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굵은 글자로 표기하였다. 그

러나 데이터 간 서로 값들이 상이하거나 다른 연구결과에서 고려하지 않은 열역학데이터

는 신뢰성이 낮으므로 가는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이 시트에서 지화학반응식은 일반 화학

식 표기방법이 아닌 향후 지화학코드에 사용이 용이하도록 PHREEQC에서 사용하는 방

식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산화수별로 악틴족 원소의 안정도 상수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값들을

서로 비교하였으며, 악틴족 원소와 유기물과의 반응도 조사하였다. 아울러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관련, 악틴족 외에 Tc, Zr, Ni, Eu, Fe, I, Se, Cs, Sr, Ra, Sn, Nb, Pd, Ag,

Sm, Ho, Pa과 같은 원소들의 열역학데이터도 부가적으로 조사하였다.



표 3.1. 우라늄 화합물의 반응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



표 3.1. (계속)



표 3.1. (계속)



표 3.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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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열역학데이터의 보정방법

일반적으로 열역학데이터는 표준상태(25°C, 1 atm, 이온강도 = 0)의 데이터 값

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온강도가 ‘0’인 용액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표준상태의

데이터는 유한값의 이온강도를 가지는 용액으로부터 구한 반응상수를 외삽하여 구

한다. 용액의 이온강도나 온도 등에 대한 영향을 보정하기 위한 계산방법을 수록하

였다.

1) 이온강도의 보정

이온강도를 보정하는 식은 크게 묽은 전해질 용액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진한

전해질 용액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Debye-Huckel식, Davies식이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SIT 방정식이나

Pitzer 방정식이 있다[3.3.13].

가) 묽은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 예측

이온강도가 약 0.03 M 보다 진한 농도의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를 계산하기 위

하여 the extended Debye-Huckel equation을 보다 더 확장시킨 함수를 MINEQL,

PHREEQC, EQ3/6 코드에서 사용한다.

log    · 
 ·  · ·  ·

또한 아래와 같은 Davies 방정식이 활동도계수를 계산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



- 842 -

다.

log    ·
 ·    ·

 · ·

나) 고농도 전해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 예측

(1) SIT (Specific ion Interaction Theory)

묽은 전해질 용액에서 활동도계수를 나타내는 식에서 가장 중요한

Debye-Huckel 항은 정전기(electrostatic) 효과와 long-range 상호작용만을 고려한

다. 그러나 진한 전해질 용액에서는 short-range 상호작용 뿐 아니라

non-electrostatic 상호작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보통 Debye-Huckel 식에 이

온강도에 의존하는 항을 추가함으로써 가능하다.

log    ·
 ·   ·  ·

(2) Pitzer 모델

Pitzer 모델은 이온들 간의 장거리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확장된 Debye-Huckel

항과 근거리의 이온-이온 상호작용을 고려한 virial 항들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

모델은 묽은 용액에서부터 고농도의 다성분 혼합물에 이르기까지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14]. Pitzer 상관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3.5]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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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의 보정

대부분의 열역학 데이터는 25°C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이

처분된 심부 지하환경은 방사성 물질의 붕괴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 이

렇게 표준상태가 아닌 온도를 보정하기 위한 평형상수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log
 log

 ∆
  · ln ·   

위 식은 MINEQL, PHREEQC 등과 같은 지화학 코드에서 사용되어지는

integrated van't Hoff 함수이다. 이 식은 무한히 묽은 용액에 적용되는데, 식의 유

도식과 강전해질에서의 적용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3.7]에 수록되어 있다.

3. 고준위핵종들의 수착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웹 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기존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램으로는 추가

및 변경된 수착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어려움이 있었다. 웹기반 핵

종 수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인터넷 웹브라

우저를 이용하여 KAERI 수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http://sdb.kaeri.re.kr)에 접속하

므로 사용자 컴퓨터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착 데이터

검색 및 저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기위해 서버 시스

템이 필요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에 이 서버를 설치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그림 3.2와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원자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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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및 일반인(내·외국인)들에게 핵종 수착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

해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핵종 수착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새로운 수착자료

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면 사용자는 웹에서 변경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은 종전과 달리 사용자의 컴퓨터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자가 별도로 갱신하지 않아도 사용

자가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2. 웹 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연결도.

나. 웹기반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기능 및 사용

웹기반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사용자 로그인 기능, 회원

가입 기능, 아이디 및 비밀 번호 찾기 기능, 기본 정보 검색 기능, 사용자 기본 검

색 기능, 사용자 상세 검색 기능, Scatter Plot chart 기능, Index chart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발된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은 기본 검색과 사용자 기본

검색, 사용자 상세 검색으로 크게 나뉜다. 상세검색에서는 사용자가 기본검색의 결

과에서 특정 조건에 대한 수착 분배계수를 추출해 내기 위하여 pH, 산화환원전위,

온도, 반응시간, 수용액/고체비, 이온강도, 용존유기물 및 수용액 구성 이온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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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2+, Na+, K+, Mg2+, F-, Cl-, NO3
-, SO4

2-, Fe(total), HCO3
-) 등에 대한 제한 검색

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실험조건에서의 분배계수를 추출할 수 있다.

Chart 기능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를 그래프 형태의 결과물로 보여주는 기능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chart는 두 가지이다.

1) Scatter Plot chart

그림 3.3의 중앙 상단에 ‘X축 설정하기’ 콤보 상자의 화살표를 누르면 pH

START, pH END, Eh START, Eh END, Ionic Strength(IS), HCO3

Dissolve(Carbonate), Organic Carbon(DOC) 목록이 나타난다. 이는 핵종 수착에 영

향을 주는 주요 요소에 대한 결과를 X축에 정의함으로써 사용자가 전체범위에 대

해서 수착경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X축을 설정

할 수 있다.

2) Index chart

Index chart는 Scatter Plot chart의 지화학적 영향요소를 특정 구간별로 표현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화면 상단에 pH, Eh, Ionic Strength(IS), HCO3

Dissolve(Carbonate), Organic Carbon(DOC) 중 하나를 누르면 Scatter Plot chart에

서 Index chart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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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Scatter plot char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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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Index chart 및 구간별 모평균 95% 신뢰구간 표현 화면.

그림 3.4와 같이 Index chart의 하단부에 ‘구간별 모평균 95% 신뢰구간’ 테이블

을 표시하여 검색 결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

하였다. 프로그램에서 구현된 신뢰도는 표본의 크기가 작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신뢰정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본 크기가 n≧30일

때는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 수착 데이터베이스 활용방법

기존에 수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SDB-21C[3.3.4]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활용이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처분환경에 부합되는 자료가 적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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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SDB-21C에 수록된 수착자료는 대부분 OECD/NEA 자료로서 국내 처분환경

에 부합되는 수착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다. 웹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연구시설(KURT)을 이용하여 심부 처분환경에서 처분환경에

부합하는 핵종 수착 자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현재 웹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에

는 31개 핵종에 대하여 12,000 여 개의 국내․외 수착자료를 수록하고 있다(그림

3.5).

그림 3.5. 웹기반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핵종 및 데이터.

두 번째 이유는 SDB-21C를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

이스 접근성에 대한 제약이 많이 따랐다. 운영시스템 또한 Windows XP 이전에 개

발된 것이므로 최신의 운영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지

속적인 유지, 관리 및 보수가 어려웠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웹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데이터베이스를 웹기반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수정 또는 보완된 핵종 수착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인

터넷 망을 통하여 원격에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성을 극대화 시켰다.

현 연구에서 개발한 웹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특정 핵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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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에 대한 검색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한 예로, 그림 3.6과 3.7에 단일광물에

대한 우라늄의 수착특성에 대한 웹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결과를 나타내었

다. 검색 대상 핵종으로 우라늄을 선정하였고, 수착 매질로는 KURT의 단열 충전광

물로 존재하는 침철석을 선정하였다. 즉, 기본검색에서 핵종은 우라늄을 고체매질은

침철석을 선택하여 차트 그리기를 할 경우, 그림 3.6과 같은 scatter plot chart를 얻

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철광물에 대한 우라늄 수착은 pH에 매우 민감하므로

X축을 최종 pH로 선정하고 로그스케일로 표시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3.6에서 볼

수 있듯이 침철석의 우라늄 수착은 pH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index chart로 표시하면 그림 3.7과 같이 특정 pH 구간 별로 수착 분배계수

의 분포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6. 침철석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pH 영향 (Scatter plot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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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철석의 우라늄 수착에 대한 pH 영향 (Index chart).

4. 결과 요약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중요한 악틴족 원소들에 대하여 지하환경에서의

기본 성질을 조사하였다. 또한, 2002년 당 부서에서 발간한 열역학데이터 뿐만 아니

라, OECD/NEA, Nagra/PSI, JAEA, SKB 데이터 및 최근 문헌에 발표된 지화학반

응에 대한 열역학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들의 열역학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였다. 이

선택된 열역학 데이터는 용해도 계산에 사용되었다. 한편, 이 열역학 데이터들은 표

준상태(25°C, 1 atm, 이온강도 0 M)를 기준으로 기록하는데, 실제 처분장에서는 지

하수를 구성하는 이온들의 이온강도와 처분장의 온도가 표준상태가 아니므로 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관심핵종인 주요 핵분

열생성물의 열역학데이터도 조사하였다.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된 수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SDB-21C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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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 있는 웹 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사용자가 수착자료의 검색 및 특정 지화학적 조건에서 추출이 가능하다

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확률론적 통계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기 개

발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보다 한층 더 신뢰성 있는 핵종 수착 자료를 제공하도

록 설계하였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개발이 완료되어 작업이 가능하며, Am, Ba, C,

Ce, Sc, Eu, I, Mn, Ni, Np, Pm, Pu, Ra, Ru, Sb, Se, Sr, Tc, Th, U, Zn, Zr 등 총

31개 핵종에 관한 12,000여 개의 수착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향후 한국원자

력연구원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해외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첨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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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및 확산특성 평가

1. 연구개요

지하 심부에 처분된 방사성핵종은 장기간에 걸쳐 지하수와 접촉하면서 용해되

어 결국은 지하수를 타고 암반균열사이를 통해 이동하게 된다. 핵종은 암반균열 평

면과 다양한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수착성 핵종의 경우에는 암반표

면광물에 수착하여 이동이 지연되는 반면, 비수착성 핵종은 상호작용없이 지하수와

같이 이동하므로 장반감기 음이온이나 악틴족 복합물의 경우 처분안전성평가에 주

요관심핵종으로 부각된다. 다행히, 결정질암반의 경우 공극률이 0.003 정도 수준으

로 아주 작지만 이 암반공극내로 핵종이 확산해 들어가 상당한 이동지연효과를 나

타내게 된다. 예로, 1 m3 부피 암석내로 확산해 들어갈 수 있는 핵종의 양은 약 3

L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핵종이 매질 내 확산을 통해 이동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확산 메커니즘이 핵종이동 안전성평가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3.4.1-3.4.3].

방사성핵종들의 확산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관통확산(through-diffusion)

과 내부확산(in-diffus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통확산은 핵종이 매질을 관통해서

맞은편으로 확산해 나갈 때 확산해 나온 핵종들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해서 확

산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간단한 확산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이 방법에서는 원

액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핵종확산계수를 구하기 위해 가장 표

준화된 방법으로서 이론적으로 잘 정립되어있는 방법이다.

한편 내부확산(in-diffusion)은 큰 부피의 지하매질내로 핵종이 확산해 들어가게

하고 장시간이 경과한 후 지하매질을 여러 부분으로 절단해서 핵종농도분포를 구하

는 방법이다[3.4.5-3.4.7]. 관통확산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토양이나 점토층에서 핵

종확산계수를 구하는데 많이 쓰이고, 암반층에서 확산깊이를 측정하는데도 이용된



- 853 -

다. 이 방법은 관통확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농도분포측정을 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할 뿐 아니라 실험장치 특성별로 다양한 경계조건을 반영해야하기 때

문에 복잡한 수학적 모델수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자기방사분석

(autoradiography), X-선 단편분석(X-ray tomography) 등 첨단 기기를 사용해 암

석내부에 확산해 들어간 방사성핵종들의 농도를 검출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내부

확산실험을 수행한 후에 암석이나 토양을 절단해서 핵종농도 분포와 광물과 핵종

간 결합형태 관찰 등 다양한 미세 물리화학적 반응연구도 수행 가능 해졌다[3.4.8].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년간 암석에 대해 관통확산실험을 중심으로 확산

계수측정이나 핵종확산특성을 분석해 왔으며, 2007년도부터 암반에서 핵종의 확산

깊이연구를 시작해,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실험방법개발 등을 완료한 후, 2008년

부터 확산실험을 개시하였다. 실험 대상 암석은 지하연구시설(KURT)에서 채취한

신선화강암과 풍화화강암을 선정하였다. 실험대상핵종은 비수착성 핵종으로 삼중수

소수(THO, tritiated water)와 유기염료인 우라닌(uranine, Na-fluoroscence)를 사용

하였고, 수착성 핵종으로는 Np, Co, Sr, Cs, U, Eu, Th 등을 사용하였다. 확산실험

기간은 풍화암의 확산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므로, 1년 이내, 신선암은 2년 이상으

로 잡고 있다.

2. 실험 대상 암석 및 기초 물성 측정

가. 실험대상 암석 및 가공

암석은 KURT에서 신선한 화강암과 풍화가 많이 진행된 화강암류 두 종류를

채취하여 가공하였다. 그림 4.1에 두 암석시료 사진을 실었는데, 외관상으로도 풍화

에 따라 광물이 변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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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실험대상 신선암 및 풍화암 코아 사진.

표 4.1은 신선화강암 및 풍화암의 화학조성을 비교해 본 것인데, 화학조성에서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단지 암석 풍화및 용해에 따라 공극률이 커지고, 이 공

극속에 물이 채워져 공극수함량이 풍화암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C o m p o n e
nt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Igloss

weathered 69.26 15.57 2.57 3.24 0.59 2.68 3.23 0.29 0.06 0.12 2.08

Fresh 70.35 15.81 2.55 3.39 0.59 2.47 3.42 0.29 0.06 0.10 0.65

표 4.1. 신선암 및 풍화암의 화학조성

나. 기초물성 측정

기초측정인자들로서 공극률, 비중, 비표면적 등을 측정해야하는데, 실험대상 화

강섬록암들의 공극률은 수포화법(water satur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

은 먼저 일정한 형태의 부피의 암석시료를 증류수로 완전히 내부까지 포화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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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무게를 잰 다음(), 건조기에 넣고 그 무게의 감소를 측정한다. 무게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이 때 암석 내 세공에 들어있던 물이 모두 증발된 것으로 간

주하고 이 때 무게를 측정한다(). 공극들은 이들의 무게차이로써 계산할 수 있다.

즉, 공극들은 식(3.4.1)과 같이 이들의 무게차이로써 계산할 수 있다[3.4.1, 3.4.9]. 즉,

 




 


 
(3.4.1)

비중은 식(3.4.2)와 같이 앞의 공극률 결정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다.




(3.4.2)

측정한 비중 값은 신선화강암은 약 2.48, 풍화화강암은 약 2.25 수준이었다. 즉,

풍화암의 경우, 광물이 풍화되고, 성분이 용해되면서, 매질 내를 빠져나가 공극률이

커지고, 비중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암반 종류 공극률 (ε) 비중 (ρ)

신선암 0.006 2.48

풍화암 0.023 2.25

표 4.2. 시료 대상 암석의 기초 특성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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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장비 설치 및 확산실험

가.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장기간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원액부분의 농도 감소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이

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설계해야한다. 실험장치에 지하수나 용액을 넣고 3

주일 정도 유지시켜 암석세공이 물로 포화되면서 혹시 암석에 균열이 있거나 접착

이 완벽하지 않아 물이 세는 경우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한 다음, 완벽한 시스

템만을 확산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실험장치도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외부와 더 완

벽한 차단효과를 주기위해 그림 4.2, 5.3과 같은 밀폐장치에 넣고, 질소농도가 일정

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그림 4.2. 혐기조건을 위한 밀폐장치에 확산 실험장치를 장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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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환원조건을 위한 밀폐장치(Glove Box)에 확산 실험장치를 장착한 모습.

나. 확산깊이 측정실험

확산깊이 측정실험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실험대상 핵종을 원하는 농도로 지하

수 용액에 용해시키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에 안전성평가에서 고려해야할

핵종들로서는 음이온인 Tc, I, C 등이 있고, 화학적 물성이 단순한 K, Co, Sr, Cs

등 양이온이 있고, 가장 실험하기 까다로운 악틴족 U, Th, Am, Np, Pu 등이 있다.

실험에 사용할 용액 제조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6개월 이상 장기간동안 용액의 지

화학적 물성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악틴족 핵종의

경우, 조그만 환경변화에도 민감하게 용해도, 수착 특성 등이 변하므로 특히 주의해

야한다[3.4.10]. 그래서 이들 핵종들을 사용시에는 물성유지를 위해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완충용액(buffer solution)이나 안정제를 첨가하였다[3.4.11].

한편, 실험조건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암석과도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비수착성 추적자를 사용해 기본 물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유기염료인 우라

닌(uranine, Na-fluoronine)과 삼중수소수(tritiated water, THO)를 이 용도에 사용

하였다. 그래서 실험장치는 표 4.3에 보듯이 비수착성핵종, 수착성핵종, 풍화암, 신

선암 종류별로 각각 실험장치를 제작해 별도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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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종류 대상핵종 실험기간(년)

신선암

Set #1 : THO > 2

Set #2 : Am, Np, uranine, Co,

Sr, Cs, U, Eu, Th
> 2

풍화암

Set #1 : THO 1

Set #2 : Am, Np, Uranine, Co,

Sr, Cs, U, Eu, Th
2

표 4.3. 암반 내부확산 및 확산깊이 측정 실험 조건 및 대상 핵종

다. 확산후 암석 가공

2008년 12월 20일에 풍화암에 대한 트리튬 확산 실험장치를 밀폐시스템에서 꺼

내 해체하고, 화강암 실험시료를 꺼내 그림 4.4와 같이 절단 가공하였다. 실험기간

은 2008년 4월 24일부터 2008년 12월 20일 까지 약 8개월간이었다. 실험장치는 격

리된 방사성실험시설에서 방사능 오염방지를 위해 격리된 방사능실험실내 저장조에

서 분해하고, 암석 및 용액을 회수하였다. 다음 작업으로 암석내로 확산해 들어간

핵종의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암석시료를 그림 4.5와 같이 확산깊이 방향으로 절단

하여 양분하였다. 절단한 한쪽 면은 자기방사분석을 위해 암실로 옮기고, 나머지 한

쪽 면은 다시 깊이 별로 1 cm 단위로 절단하였다. 깊이별 각 시료에 함유되어있는

농도를 측정하기위해 화학추출을 시행하게 된다. 암석코어는 풍화암인 관계로 암석

절단 시 쉽게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로 절단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림 4.5에 암석조직이 약해 절단 시 일부가 파손되어 균열이 생긴 모습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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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암석절단작업 모습 사진.

그림 4.5. 암석 코어를 길이방향으로 양분한 절단면 사진.

라. 시료분석 방법

시료농도는 핵종의 물리화학적 특성별로 다음의 기기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유

기발광염료인 우라닌은 HP 8452A Diode Array Spectrophotometer로 파장 52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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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기를 분석하고, Br-, Cl- 등 음이온은 Orion 940 Ion-analyzer로, 삼중수소수

(tritium), Sr-90, Np-237, Am-241 등 베타선방출핵종은 섬광계수기(Packard 1900

TR Liquid scintillation counter)로, Cs-137, Co-60 등 감마선방출핵종의 방사선세

기는 2“×2” NaI detector와 MCA system으로 측정하였다.

또 상기의 베타선방출핵종이나 Np-237등 알파선방출핵종은 low-background α,

β counter로도 측정할 수 있다. 방사능 오염 염려가 없는 화학시약급 U, Th, Eu,

등의 경우는 Varian 사의 ICP-MS(Induced Coupled Plasma Mass Spectroscopy)를

사용하였다. 시료 분석시 유의사항으로 핵종들이 용기벽면에 수착하거나 지하학적

조건변화로 침전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정도 고려하였다.

4. 자기방사분석(Autoradiography)

가. 자기방사분석 절차

자기방사분석법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필름에 감광시켜 영상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암석내로 침투한 방사성물질을 검출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

다. 이 방법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사진 필름에 쬐여서 방

사선이 지나간 자리에 감광유제(emulsion)가 표백이 되게 하여 이것을 현상하게 되

면 방사선이 지나간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기방사분석은 이 작용을 이용하여

시료 표면에 유제건판을 밀착시켜 노출을 하고, 시료 속에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위치나 양을 기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검출감도가 매우 높고 위치결정

의 정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자기방사분석을 위해 이전에는 필름감광을 통한 수동적이고 복잡하며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했으나, 최근에 새로운 방사분석방법과 기기들이 고안되어 자동화

되고 mm 이하 수준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계산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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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방사성핵종 이동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한 cyclone

storage phosphor system을 가지고 실험하였다[3.4.12].

이 장치는 그림 4.6과 같이 phosphor screen 분석장치와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고 영상을 만드는 컴퓨터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기기에서는 분석시료에서 나오

는 방사선을 storage phosphor screen을 사용하여 사용한다.

그림 4.6. 자기방사분석에 사용한 Packard cyclone.

나. 트리튬 자기방사분석

암석을 확산길이 방향으로 절단한 다음, 이 암석을 암실 장비 안에 넣고, 이 면

에 대해 tritium sensitive phosphor screen을 위치시킨다. 이 때 스크린 면이 암석

면에 닿게 되면 방사선오염이 발생하고 방사선검출에 오차가 발생하므로 조심하여

야하고 또, 암석면에서 일정한 거리로 스크린 면이 위치하도록 조절해야한다.

Phosphor screen을 피폭시키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이 너무 짧으

면 제대로 된 영상을 얻기 힘들고, 시간이 너무 길면 영상간섭현상 대문에 해상도

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암실장치 내에서 일주일간 스크린에 피폭시킨 다음, 이 스크린을 빛을 차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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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그림 4.6의 사이클론 드럼에 장착시킨다. 그런 다음, 사이클론과 연결된 컴

퓨터에서 OptiQuant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상을 분석하였다. 그림 4.7은 최종적으로

구한 트리튬의 자기방사분석 영상이다. 영상을 분석해 보면, 핵종확산 방향으로 뚜

렷한 농도분포가 보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농도가 높은 부분이 관찰된다.

이는 트리튬이 비수착성 핵종이여서, 암석표면에 수착하지 않고 암석 내 공극에

만 물에 용해되어 존재하므로 농도가 높지 않고, 이 또한 암석 절단과정에서 냉각

수에 의해 일부 씻겨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농도 분포가 보이지 않고 암석표면

전반에 골고루 펴져있는 모습은 이미 8개월 확산과정동안 암석 전반에 걸쳐 모두

침투해 들어갔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부분적으로 농도가 높은 부분은 지하수 잔

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공극부분으로 판단된다.

그림 4.7. 화강암내 확산된 트리튬의 자기방사분석 영상.

다. Np-237 자기방사분석

Np-237의 자기방사분석을 위해 이번에는 phosphor screen을 super-sensitive

screen과 multi-sensitive screen을 사용하여 트리튬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실행하

였다. 그림 4.8의 이미지는 풍화화강암에 Np-237이 확산해 들어간 것을 자기방사분

석으로 분석한 영상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Np-237 는 약 깊이 2∼3 cm 이내에 주

로 수착되어 있고, 약 5 cm 정도까지 침투해 들어간 모습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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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상이미지를 정량화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관심

영역이미지에 메뉴에서 grid 영역설정을 하고, grid template parameters에서 원하

는 가로, 세로 칸 수를 입력한다. 칸 수가 많을수록 정밀도가 높아진다. Cell menu

에서 칸 모양을 원이나 사각형으로 설정한다. 아래 그림 4.9는 사각형으로 설정한

모양이다. 표 4.4는 이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실제 암석 내 핵종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여 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림 4.8. 화강암내 확산된 Np-237의 자기방사분석 천연색 영상.

그림 4.9. Np-237의 자가방사분석 영상을 그리드로 나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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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자기방사분석 장치를 이용한 Np의 암석 표면 방사선량 분석방법:

각 설정된 구획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정량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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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차적 화학추출

가. 화학추출 실험절차

길이 방향으로 양단한 암석을 이제는 깊이별로 약 1 cm 단위로 단면 절단 한

후, 각 절편별로 순차적 화학추출(sequential chemical extraction)을 실시하였는데,

그 목적은 암석에 확산/수착되어 있는 핵종 농도 파악하고, 핵종별 결합방식 파악하

는데 있다.

1) 방사성핵종이 함유된 암석절편과 지하수를 그림 4.10과 같은 밀폐용기에 넣고

2주일정도 암석 내 존재하던 핵종들이 지하수에 탈착되어 나오게 한다.

2) 앞 과정에서 실험한 암석시료를 용기에서 꺼내어, 0.5 M CaCl2 용액에 옮겨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Ca2+ 이온과 치환되어 나오게 한다.

3) 암석을 꺼내어 0.5 M KCl 용액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K+ 이온과 치

환되어 나오게 한다.

4) 암석을 꺼내어 0.1 M potassium tetraoxalate + hydroxylamine hydrochloride

(KTOX) 용액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치환되어 나오게 한다.

5) 암석을 꺼내어 1 M HCl + HNO3 용액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핵종들이 치환

되어 나오게 하고 한다.

6) 각 단계별 절편별 용액의 농도 또는 방사선세기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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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화학추출 실험용기.

나. 핵종별 확산 침투 깊이

각 화학추출 단계별, 암석 깊이에 따른 절편 별 농도 분석 결과를 표 4.5와 그

림 4.11 및 그림 4.12에 정리하였다. 앞의 자기방사분석 결과에서 본 것과 같이, 트

리튬은 이미 20 cm 길이 암석을 확산해 들어갔고, 비수착성인 관계로 암반 공극 내

에만 존재해 절단 작업 시 소실되는 부분도 있어, 깊이별 농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Cs, Eu, U 은 5 cm 이내에서 암석과 결합되어 있고, Sr과 Co는 확산 첨두

(migration front)가 10 cm 에 육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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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THO

(mCi/cc

)

C/Co (%)

Np-237 Co Sr Eu Th U Cs

1 1.644 0.193 0.210 0.250 0.350 0.137 0.190 0.509

2 0.802 0.109 0.154 0.213 0.180 0.009 0.173 0.245

3 1.186 0.070 0.130 0.191 0.031 0.008 0.150 0.014

4 0.966 0.085 0.089 0.187 0.011 0.005 0.016 0.002

5 0.898 0.060 0.026 0.051 0 0.003 0.002 0

6 1.017 0.027 0.022 0.043 0 0.003 0.001 0

7 1.407 0.003 0.016 0.032 0 0.002 0.001 0

8 1.090 0.002 0.010 0.020 0 0.001 0.001 0

9 1.412 0.001 0.007 0.015 0 0.001 0.001 0

표 4.5 확산깊이 별 핵종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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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확산깊이 별 핵종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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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확산깊이에 따른 수착성 핵종의 농도 분포.

다. 핵종별 암석과 결합 메커니즘

각 핵종별로 암석구성광물과 결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특정광물과 선택

적수착(specific sorption)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차적 화학추출법을 통해 각 단계

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Ÿ 암석이 지하수와 접촉하는 동안 가역적으로 결합되어 있던 핵종들이 빠져나오는

데, 주로 물리적으로 수착(Physisorption)되어 있던 핵종들이다.

Ÿ CaCl2 용액에 탈착되어 나오는 핵종들은 Ca2+ 이온과 치환되어 나오는데, 주로

암석표면광물과 이온결합되어 있던 핵종들이다.

Ÿ KCl 용액에 탈착되어 나오는 핵종들은 K+이온과 치환되어 나오는데, 주로 암석

표면과 층간에 강하게 이온결합되어 있던 핵종들이다.

Ÿ KTOX 용액에 치환되어 나오는 핵종들은 주로 철과 망간 산화물/산수소화물

(Fe/Mn Oxides/Oxyhydroxides)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핵종들이다.

Ÿ 최종적으로 왕수에 치환되어 나오거나 암석에 그대로 결합되어 있는 핵종은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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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구조 내 구성성분으로 치환해 들어가 있는 핵종이다.

확산침투 깊이별로 그림 4.13에 이를 나타내었다. 이를 각 핵종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코발트(Co)

Co는 침투깊이에 따라 아주 특이한 경향을 보였는데, 그림 4.12에 잘 나타나 있

듯이 암석 표면 가까이에서는 이온교환이 주를 이루다가, 깊이 침투해 들어갈수록

철/망간산화물과 강하게 결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확산깊이가 깊어질수록 농

도가 낮아지므로 코발트가 암석내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우선적으로 먼저 철/망간산

화물과 강하게 결합하고 그 이후에는 농도가 높아지면서 암석구성광물과 이온교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암석 내에서 Fe(II)가 용해되어 이동하다가 산화되어

미세균열에 흡착 또는 침전되어 이차 산화물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과 관계된 것

으로 여겨진다.

2) 넵투늄(Np)

Np는 전반적으로 암석과 약한 결합으로 물리적 흡착과 이온교환을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Ittner[3.4.10]가 보고한 바와 같은 경향이다. 그러나 깊이별 특성에서

는 Co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그림 4.1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깊이 1 cm에서는

철망간산화물과 결합이 주종을 이루었다가 점차 이 비율이 작아지고 이온교환이 점

점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농도가 높을 때에는 철망간산화물과 결합이 수착능이

커서 주로 산화물과 결합하지만 농도가 낮은 때에는 이온결합이 우선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Co 와 Np가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그림

4.15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서로 선택적으로 우선 결합하는 수착메커니즘이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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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론튬(Sr)

Sr(II)는 이온교환이 항상 90% 이상으로 독점적으로 일어나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착능, 가역적 수착 등으로 인해 가장 멀리 침투해 들어가 침투 첨두가 10 cm 에

육박하였다. 그림 4.16에 나타내었듯이 확산깊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온

교환 중에서도 광물층간 깊이에 침투해 들어가는 K+ 이온으로 치환되어 나오는 비

율보다도 광물표면에 주로 수착하는 Ca2+ 이온과 치환되어 나오는 것이 주종을 이

루는 것으로 보아 Sr2+ 이온은 주로 광물표면과 이온교환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유로퓸(Eu)

Eu(III)은 그림 4.12에 보듯이 확산깊이가 3∼4 cm 수준으로 Cs와 더불어 가장

낮은 침투수준을 보여 주였다. 일반적으로 수착능을 회분식 실험으로 측정하면 Th,

U와 비슷한 수준인데 확산깊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Th, U보다 콜로이드성 화합물

형성경향이 약해 주로 표면 가까이에서 이온교환방식으로 결합 하는 것으로 파악된

다. 이는 신선화강암을 사용한 관통확산실험에서 Th, U 보다 훨씬 낮은 확산능을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3.4.5]. 또한 그림 4.17에 보듯이 확산깊이에 따른 수착

메커니즘에 차이도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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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륨(Th)

Th(IV)는 그림 4.18에 보듯이 철/망간산화물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면서 Sr보다

농도는 낮지만 확산 첨두 깊이가 10 cm에 육박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수착성

악틴족들은 Eu, Cs 처럼 주로 침투암석표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확산

유동성이 큼을 나타낸다. 확산깊이에 따른 수착 메커니즘 차이도 크지 않다.

6) 우라늄(U)

U도 Co와 유사하게 그림 4.19에 보듯이 암석 표면 가까이에서는 이온교환이 주

를 이루다가, 깊이 침투해 들어갈수록 철/망간산화물과 강하게 결합하는 비율이 높

아졌다. 우라늄은 철산화물과 선택적결합력이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보고하

였다[3.4.13]. 그러므로 우라늄은 철산화물과 우선적으로 결합하지만 농도가 높아지

면 산화물과 결합이 포화에 도달된 후 이온교환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7) 세슘(Cs)

Cs는 Eu와 더불어 암석표면에 강하게 수착하면서 확산깊이가 가장 낮은 3∼4

cm 수준이었다. 수착 메커니즘은 이온교환과 광물구조에 결합해 들어간 광물화가

주된 수착기구이다(그림 4.20 참조). 특히 암석 구성물질 중 운모(mica)와 견운모

(sericite)에 선택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며 광물격자내로 치환해 들어가 광물구성성분

일부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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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a. 순차적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간 비율, 1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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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b. 순차적 화학추출 단계에 따른 핵종별 수착유형간 비율, 8 c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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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확산깊이에 따른 코발트(Co)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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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확산깊이에 따른 넵투늄(Np)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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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확산깊이에 따른 스트론튬(Sr)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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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확산깊이에 따른 유로퓸(Eu)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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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확산깊이에 따른 토륨(Th)의 수착유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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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확산깊이에 따른 우라늄(U)의 수착유형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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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확산깊이에 따른 세슘(Cs)의 수착유형 변화.

6. 확산계수 결정

가. 확산이동 모델

핵종이 암석내를 공극을 따라 깊이 방향으로 확산해 들어가는 시스템에서 지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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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착성 핵종에 대해 선형수착관계 ·를 만족하고, 국부적 화학평형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위식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2

2

x
C

D
t
C p

a
p

¶
¶

=
¶

¶
(3.4.4)

여기서 는 겉보기확산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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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이 시스템에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3.4.6)

    0≤x<l (3.4.7)

    t≥0 (3.4.8)

이 시스템에 대해 원액농도부에서 핵종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

다고 가정하고, 확산깊이가 반무한대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해를 구할 수

있다[3.4.14].

물론 이 가정은 실제 시스템과 차이를 가지므로 어느 정도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은 추후에 시스템을 좀 더 정확히 모사한 수치해석과 비교할 예정이

다.

)
2

(
tD

xerfc
C
C

ao

=
(3.4.9)

여기서 erfc 함수내 인자를  


라고 설정하고 실험에서 구한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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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깊이 x 와 상관관계를 를 이용해 핵종별로 그래프로 그린 그림에서 선형관계

곡선을 구하면, 그 기울기에서 겉보기확산계수  를 구할 수 있다.

나. 확산깊이를 통한 확산계수 결정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 겉보기확산계수값을 아래 표 4.6에 정리하였다.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Eu와 Cs는 겉보기확산계수가 10-12 m2/s 수준이고, Co, Sr, Th 는

10-10 m2/s 수준으로 가장 크고, Np, U은 그 중간 값을 가졌다. 비교를 위해 국산

신선 화강암 및 외국의 화강암 실험자료와 같이 비교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풍화암

은 구성광물들이 변질되고, 용해되어 빠져 나간 성분이 많아 신선암에 비해 공극률

이 10 배 정도 큰데, 이것이 유효확산속도가 신선암에 비해 1000 배 이상 큰 차이

를 보여주는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Nuclide

 (m2/s)

Weathered

Granite

ε = 0.023

 (m2/s)

(Domestic

fresh granite)

ε = 0.003 [3.4.5]

 (m2/s)

(Foreign

fresh granite)

THO > 1.0×10
-10

5.7×10
-10

2.87×10
-10
[3.4.6]

Np 8.66×10-11 3.3×10-15 [3.4.10]

Th 1.06×10-10 1.1×10-14 5.0×10-19

Eu 3.96×10-12 3.2×10-17 -

U 3.35×10-11 1.7×10-13 4.7×10-13 [3.4.15]

Co 1.67×10-10 4.8×10-16 4.8×10-16 [3.4.2]

Sr 2.21×10-10 6.4×10-14 1.4×10-14 [3.4.2]

Cs 5.46×10-12 7.3×10-15 7.2×10-15 [3.4.2]

표 4.6. 풍화 화강암에서 핵종들의 겉보기확산계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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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 요약

KURT에서 추출한 풍화화강암으로 약 9개월간의 확산침투깊이 실험을 수행한

결과 비수착성 핵종인 트리튬은 이미 20 cm 길이의 암석전체로 골고루 확산해 들

어갔다. 수착성 핵종 중 Eu와 Cs는 확산깊이가 4 cm 수준이었고, Co, Sr, Np, Th,

U 등의 핵종들은 약 9 cm 깊이까지 확산첨두가 침투해 들어갔다.

이들은 자기방사분석방법으로 THO와 Np-237의 암석 내 핵종농도분포영상을

분석하여 확산깊이를 검증하였다. Np-237의 경우 암석 내 깊이 2∼3 cm 이내에서

핵종이 주로 수착되어 있었고, 약 5 cm 이상에서는 농도는 낮지만 확산첨두가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간 모습이 관찰되었다. 계산한 겉보기확산계수()는 Eu과 Cs는

10-12 m2/s 수준이고, Co, Sr, Th 는 10-10 m2/s 수준으로 가장 크고, Np, U은 그 중

간 값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값들은 신선화강암에서의 확산계수값들

과 비교해서 핵종에 따라 약 102∼104 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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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지하연구시설(KURT)에서 핵종 이동 및 지연 특성 규

명

1. 연구 개요

사용후핵연료 혹은 고준위방사성핵종을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이들

방사성폐기물을 생태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하여 내부식성 용기에 담아 지

하 수 백 미터의 심부 암반층에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

속용기가 장시간동안 지하환경에 노출될 경우 용기가 부식되어 내용물이 지하환경

에 유출될 수 있다. 지하환경으로 유출된 핵종들은 처분장의 인공방벽을 거쳐 심부

암반의 균열면에 지하수 흐름을 따라 다양한 화학적 또는 물리적 지연과정에 영향

을 받으며 지하환경에서 복잡하게 거동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핵종이동 및 지연현

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험실규모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3.5.1, 3.5.2].

그러나, 현장규모의 실제 지하환경과 동일한 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심부지하 환경에서 핵종의 이동 및 지연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의 선진국의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시험조건에서 다양한 현장 용질이동

시험이 수행되어져 왔다[3.5.3-3.5.7]. 우리나라에서도 현장규모의 실험을 위하여 지

난 2006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지하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을 건설하였다[3.5.8, 3.5.9]. 지하연구시설은 총 연장

255 m이며, 현재 다양한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련 현장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장 용

질이동 시스템은 비방사성물질을 추적자로 주입 및 회수하여 지하수 흐름이 있는

암반 균열면에서 용질의 이동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하연구시설의 말단부에 위

치하도록 설치하였다.

KURT의 결정질 암반에서 용질의 이동 및 지연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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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실험을 목적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공 시추 및 시험공 단열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현장 용질이동

시험장치를 설계 및 설치하였다. 또한 현장 용질이동 실험을 위하여 우라닌, 에오

신, 브롬 등의 비수착성 추적자 및 루비듐, 네오비움, 지르코늄, 사마리움 등의 수착

성 추적자를 이용하였다. 그림 5.1에 현장 용질이동 실험 개요를 도식화하여 나타내

었다.

그림 5.1. 현장 용질이동 실험 개요도.

2.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 설치 및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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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구성 및 성능

1)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구성

심부 지하환경에서 모의핵종의 이동 및 지연현상에 대한 현장 실증을 위한 목

적으로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주입부, 회수

부, 그리고, 데이터 처리부로 구성하였다. 주입부는 주입 시험공의 압력을 모니터링

하고, 모의핵종을 주입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다. 회수부는 주입한 추적자

를 포함하는 지하수를 일정 시간동안 일정 유량으로 회수하며 분석용 시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료분취기 및 추적자 농도 분석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회수부에서는 암반 단열 유동 지하수의 물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하여

지하수의 산화환원전위,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온도 등을 측정 및 기록하도록

설계하였다. 회수부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부를 구성

하였다.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 각각의 구성부 사양을 표 6.1에 정리하였으며, 장치

구성도를 그림 5.2에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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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부 구성요소 용 도

주입부

추적자 및 지하수 저장용기 추적자 및 지하수 저장

주입펌프 추적자 주입

수위센서 실시간 지하수위 기록

가스 분배시스템 패커 가스 주입 및 가스압 유지

회수부

수위센서 실시간 지하수위 기록

가스제거 유닛 지하수 함유 가스 제거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실시간 지하수 물성 감시

회수펌프 추적자 및 지하수 흡입․토출

시료 분취기 분석용 시료 분취

시료 분석기 추적자 농도분석

데이터처리부
컴퓨터 측정 데이터 기록․처리

원격제어시스템 시스템 원격제어

표 5.1.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 구성부 및 구성요소

그림 5.2.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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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성능 및 사양

가) 주입부

시료 주입부는 주입시험공에 위치하며 추적자 및 지하수를 일정 유량으로 주입

하고 이때의 압력 및 유량 등을 일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주입부는 추

적자 및 지하수 저장용기, 추적자 주입펌프, 압력 측정센서, 패커 가스 분배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었다.

① 추적자 및 지하수 저장용기 : 추적자의 주입용량 및 회수시간을 고려하여 저

장용기는 최소 40 L 이상의 용기를 사용한다.

② 추적자 주입펌프 : 추적자 주입펌프는 암반 균열면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의 압

력 즉, 수두를 최소 50 psi까지 견딜 수 있는 무맥동 정량 주입펌프를 사용한다

(그림 5.3).

③ 수위 측정센서 : 추적자 및 지하수 주입시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의 수위 변화

측정을 위하여 추적자 주입 시험공에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한 수위 측정 센

서를 설치한다. 수위측정 자료는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5.3).

④ 가스 분배시스템 : 추적자 주입 시험공에 설치하는 이중패커의 압력을 일정하

게 유지하기 위하여 패커가스 분배시스템을 설치한다. 모든 배관 및 밸브류는

내마모성/내부식성을 갖는 스테인레스 스틸의 재질로 제작한다(그림 5.4).

⑤ 이중패커 : 주입공 및 회수공의 특정 심도 구간에서 추적자의 거동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 이중패커를 사용하며 패커는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

틸의 재질로 제작한다(그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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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추적자 주입펌프를 이용한 형광염료 주입(좌)과 실시간

지하수위 자동측정센서 및 케이싱(우).

그림 5.4. 실시간 수위 측정기를 이용한 수위 측정(좌)과 패커 가스

분배시스템 (우).

그림 5.5. 이중패커 규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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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수부

회수부는 주입시험공에서 주입한 추적자를 회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며, 회수된

시료를 분취하며, 지하수의 성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시료 및 지

하수 회수부는 회수 시험공에 위치하며 지하수 압력 측정센서, 지하수 가스제거 유

닛,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회수펌프, 시료분취기, 시료분석기 등으로 구성한다.

① 수압 측정센서 : 회수부의 수압 측정센서는 주입부의 센서와 동일한 성능 및

사양의 센서를 사용한다.

② 지하수 가스 제거 유닛 : 암반 단열 유동 지하수에 존재할 수 있는 가스를 제

거하기 위하여 가스 제거 유닛을 설치한다(그림 5.6).

③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 회수부에서 추출되는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의 물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목적으로 pH, 산화환원전위,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온도,

유량 등을 측정하여 데이터 처리부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5.6).

④ 회수펌프 : 펌프 자체의 가스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며, 최고 토출 유량은 29

psi의 압력에서 시간당 32 L을 토출할 수 있는 용량의 펌프를 사용한다(그림

5.7).

⑤ 시료 분취기 : 회수펌프를 통하여 추출된 암반단열 유동 지하수 및 추적자를

일정 간격으로 분취할 목적으로 설치한다(그림 5.7).

⑥ 시료 분석기 : 형광물질을 추적자로 사용하는 경우, 회수된 시료의 농도를 측

정하기 위하여 분광광도계 등의 시료분석기를 설치한다.

⑦ 이중패커 : 주입부의 이중패커와 동일한 사양의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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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 c

)

그림 5.6. 회수부의 가스제거 유닛(a),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b) 및 지하수 측정기(c).

그림 5.7. 회수부의 시료 회수펌프(좌)와 시료분취기(우).

다) 데이터 처리부

회수부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지하수 물성 및 시료분석기를 통하여 취득한

추적자의 농도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회수부에서 측정되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저장

하고 경향을 관리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전용프로그램인 KAERI-IMS, Ver. 1.0

을 구동시키도록 구성하였으며, 원격제어프로그램인 RADMIN Ver. 3.2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시스템에 대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고안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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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시간으로 주입공 및 회수공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위 측정센서를 인식

하고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위 측정센서 전용 상용 프로그램인

Win-Situ®5 Ver. 5.6.2.10을 설치하여 대상 시험공 단열면 유동 지하수위를 측정

및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설치 및 운전

1)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설치

현장 용질이동 실험시스템을 그림 5.8과 같이 KURT 현장에 다음과 같은 절차

로 설치하였다.

① 이중패커에 사용할 질소가스는 Φ = 6mm 배관을 이용하여 연결한다(그림

5.8).

② 가스배관, 연결부위, 패커 등에서 가스누출 검사를 실시한다.

③ 가스누출이 없음을 확인한 후 패커에 가스압이 16 bar가 되도록 주입한다.

④ 실험장치에 각종 전기 배선을 연결한다.

⑤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의 측정 전극들에 대한 보정을 실시한다.

⑥ 모든 장비의 설치가 완료된 후, 주입펌프와 회수펌프를 가동하여 주입부와 회

수부의 각 부위별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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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8. (a)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 (b) 보관함 및 (c) 가스 분배 시스템.

2)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운전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전한다.

① 용질이동 시스템의 주 전원을 연결한다.

② KAERI-IMS Ver. 1.0을 구동시킨다.

③ KAERI-IMS Ver. 1.0 메인화면을 더블 클릭한 후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오면

비밀번호를 입력한다(그림 5.9).

④ KAERI-IMS Ver. 1.0 화면의 좌측 메뉴창이 활성화 되면 Start를 클릭하여

pH, 용존산소, 산화환원전위, 전기전도도, 온도 등의 지하수에 대한 실시간 측

정 자료를 전송받는다(그림 5.10).

⑤ 수위 측정센서 전용프로그램인 Win-Situ®5를 구동하여 수위 변화를 측정 및

기록한다.

⑥ 지하수위 및 유량이 안정화되면 펄스 형식으로 추적자 주입을 실시한다. 이때

회수 유량 및 회수 시간이 과도하게 장기화가 되지 않도록 주입하는 추적자

의 농도, 주입유량 및 주입시간을 예비 실험을 통하여 산정한다(그림 5.11).

⑦ 추적자 주입과 동시에 시료분취기를 가동시켜 일정 시간동안 일정 용량의 지

하수를 회수하도록 하여 차후 농도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분취되는

시료는 최소 5 mL 이상 되도록 한다(그림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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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KAERI-IMS Ver. 1.0 주화면(좌)과 실시간 지하수 측정화면(우).

그림 5.10. KAERI-IMS Ver. 1.0 지하수 물성 차트(좌)와 화면설정 변경화면(우).

그림 5.11. 우라닌을 추적자로 한 추적자 주입장면(좌)과 시료분취기를 이용하여

회수된 추적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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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가) KAERI-IMS의 데이터 전송 문제 발생시 조치사항

실시간 지하수 물성 측정 데이터의 전송은 com port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com

port 연결장치는 USB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Orion 5 star로부터 측정

데이터가 전용프로그램인 KAERI-IMS을 통하여 PC로 전송되지 않을 경우 장치관

리자에서 port 인식을 확인한다.

실시간 지하수 물성 측정 데이터는 전송이 되지만, KAERI-IMS에서 오류가 발

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조치를 취한다.

① IMS 프로그램을 정지시킨 후, 통신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D:\NEMO

\Program \5_star_test \5_star.exe).

② 사용가능한 com port를 선택한다.

③ 프로그램 좌측 메뉴바의 Set을 클릭한다.

④ 프로그램 좌측 메뉴바의 Open을 클릭하여 데이터 전송여부를 확인한다.

나) 추적자 선정

현장 용질이동 실험은 미량의 추적자를 주입하고 회수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용질의 이동 및 지연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추적자 선정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여 사용한다[3.5.10].

① 단열면의 암반층 및 실험장비와의 반응성이 없어야 한다.

②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자연상태의 지하수 조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독성이 없어야 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④ 대량으로 사용하여도 취급이 용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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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적은 양으로도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일반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⑦ 자연상태의 지하수 조건에서 측정한계가 충분히 낮아야 한다.

3. 현장 용질이동 실험

가. 시험공 시추 및 균열특성 파악

1) 시추조사

현장 용질이동 실험 수행을 목적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로 연결된 시험

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공을 시추하였다. 시험공 시추는 지층의 성상과 각 지층

의 지반공학적 특성과 기반암의 분포상태 및 풍화도 등을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 및

시추공 영상촬영을 실시하여 지반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험공 시추

조사항목 및 내용에 대하여 표 5.2에 요약하였다.

시험공 시추를 위하여 회전 수세식(Rotary wash type) 시추기를 사용하여 시추

구경 Φ = 76 mm의 규격으로 시추하였다. 암반시료 채취는 D-3 Core Barrel 및

Diamond Bit를 사용하였다. 채취된 암석 코어는 육안관찰에 의하여 암석내 분포된

불연속면과 충전물 등을 파악하고 절리의 분포상태, TCR(Total Core Recovery),

RQD(Rock Core Designation) 등의 암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시추 주상도에 기재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시료상자에 공번, 심도, 지층명, 색상 등

을 기재하여 보관하였다. 수압시험 모식도 및 수압시험을 수행하는 사진을 그림

5.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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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항 목 시험장비 조사내용

시추조사 유압형 회전수세식 시추기
시험용 시추공 확보 및

지층현황 파악

수압시험 Double Packer 수압시험 장비 불연속면의 투수특성 파악

시추공영상촬영

(BIPS)

RG-Videologger2,

Optical Televiewer

(RG사, 영국)

시추공내 불연속면의 방향성

및특성 파악

결과분석 및 검토   시추공내 단열면 상관성 분석

표 5.2. 시험공 시추조사 항목 및 조사내용

그림 5.12. 수압시험 모식도(좌) 및 수압시험(우).

2) 시추결과 요약

KURT 현장 용질이동 실험을 위하여 실험에 적절한 지하수 유동이 예측된 지

역에 총 5개의 시험공을 총 2회에 걸쳐 시추하였으며 지하수 유동 가능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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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시추과정에 수압시험을 병행하였다. 1차 시추는 KURT 우측 연구모듈에

노출된 단열면을 기준으로 2공의 시추공을 시추구경 76 mm로 하여 17∼20 m의 깊

이로 시추하였으며, 1차 시추와 병행한 수압시험에서 지하수 유동을 확인할 수 없

었다. 2차 시추는 KURT 막장 말단부에 3공의 시추공을 시추구경 76 mm로 하여 8

∼11 m의 깊이로 시추하였으며, 이때 병행한 수압시험에서 지하수의 유동을 확인하

였다. 시추조사에 대한 내용과 시추결과를 각각 표 5.3과 표 5.4에 요약하였다.

시험공 시추 위치
시추깊이

(m)
경사각 시추방향

수압시험

(회)

BIPS

(구간, m)

YH 1 우측모듈 20.00 하향 20° 15 9 (누수없음)

YH 2 우측모듈 17.60 하향 20° 342 9 (누수없음)

YH 3 막장 말단 8.18 수평 216 - 1.6-8.0

YH 3-1 막장 말단 11.10 하향 10° 216 - 1.5-10.5

YH 3-2 막장 말단 11.25 하향 10° 209 - 1.5-11.0

표 5.3. 시험공 시추 요약

시험공
시추깊이

(m)
TCR RQD 비고

YH 1 20.00 100 65∼100 6.7, 13.2, 16.8, 18.2 m 부근 파쇄절리 발달

YH 2 17.60 100 55∼100 2.8, 9.8, 15.0 m 부근 파쇄절리 발달

YH 3 8.18 100 49∼100 4.0, 8.1 m 부근 파쇄절리 발달

YH 3-1 11.10 100 54∼100 7.5, 9.1 m 부근 파쇄절리 발달

YH 3-2 11.25 100 79∼100 10.0 m 부근 파쇄절리 발달

표 5.4. 조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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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의 투수성 및 암질상태를 파악하고 수리전도도와 Lugeon 값을 산출하여

수리특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압시험을 수행하였다(그림 5.12). 시험방법은 단일패

커를 이용하여 하향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압력의 증감은 5∼9

단계, 즉, 1, 3, 5, 7, 9, 7, 5, 3 kgf/cm2로 실시하여 각 단계에서 주입압력별로 10분

간 가압시간을 유지하여 정확한 주입수량을 측정하였다. 수리전도도 및 Lugeon 값

산출공식은 아래 식과 같다[3.5.11]. Lugeon 값은 공경 76 mm의 시추공 압력 10

kgf/cm2로 주수한 경우 주입길이 1 m 당 주입량을 리터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수

압시험 결과 1차 시추한 YH 1과 YH 2 시험공에서 지하수 유동이 확인되지 않아

수리전도도를 측정할 수 없는 반면, 2차 시추한 YH 3 시험공에서 지하수 유동이

확인되었으며 이때 수리전도도 및 Lugeon 값은 각각 4.38×10-6 cm/sec 및 0.410으

로 측정되었다.




·ln


(3.5.1)

여기서, K : 수리전도도(cm/sec)

Q : 주입유량(l/min)

H : 총 수두(cm)

r : 시험공 반경(cm)

L : 시험구간(cm)

·
·

(3.5.2)

여기서, Lu : Lugeon 값

P : 주입압력 (kfg/cm
2
)

3) 시험공 단열분포 특성

기반암의 불연속면 특성 즉, 방향성, 절리상태 그리고 충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 유동이 확인된 YH 3, YH 3-1, 그리고, YH 3-2 시추공에 대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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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촬영을 실시하였다. BIPS(Borehole Image Processing System)을 이용한 시추공

영상촬영은 영국 RG사의 RG-Videologger2, Optical Televiewer를 이용하였다. 시추

공 영상촬영은 시추공 벽을 장비에 장치된 반사경을 통하여 반사된 영상을 CCD 카

메라로 기록하는 것이다. 취득된 자료에는 3성분 자력계에서 측정한 지자기 정보와

3성분 경사계에서 측정된 시험공의 경사각 정보가 포함된다. 영상촬영 자료 취득

중 임의의 경사를 띈 불연속면이 존재할 경우, 불연속면은 Sine 커브 형태로 나타

나게 된다. 지자기 북극을 기준으로 정렬된 영상단면으로부터 불연속면을 분석하고,

분석된 불연속면의 Sine 커브에서 최소점에서의 방향이 불연속면의 경사방향이 되

며, 분석된 불연속면의 Sine 커브 폭과 공경으로부터 불연속면의 경사각을 결정하

게 된다(그림 5.13).

그림 5.13. 시추공 영상촬영 원리 모식도 (좌)와 영상촬영 (우).

시추공 영상촬영 결과를 그림 5.14에 나타내었다. 시험공 YH 3은 4.96 m 지점

에서 폭이 2 mm 정도 되는 균열이 있으나 현장 실험에 600 mL/min 이상의 유량

확보가 필요한 반면, YH 3 시추공은 단열의 유동 지하수 유량이 20 mL/min 이하

로 실험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8.00 m 지점까지 영상촬영 한 결과 현장실험에

적합한 단열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YH 3-1 시추공은 7.28, 7.80, 7.97, 그리고,

9.32 m 지점에서 간극 2∼3 mm의 파쇄절리가 관찰되었으며 단열 유동지하수 유량

이 600 mL/min 이상으로 현장 실험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YH 3-2 시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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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YH 3 또는 YH 3-1 시추공 보다 단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3.01, 8.51, 9.27, 9.86, 그리고, 10.08 m 지점에서 간극 2∼4 mm의 파쇄절리가

관찰되었으며, 단열 유동 지하수 유량이 충분하여 현장 실험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시추공 영상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YH 3, YH 3-1, 그리고, YH 3-2 시추공의

단열면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YH 3 시추공은 단열면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다른 두 시추공과의 연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YH 3-1 시추

공의 깊이 9.32 m 단열면과 YH 3-2 시추공의 깊이 8.51 m 단열면이 상호 연관성

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5.5). 표 5.6은 시추공 영상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

YH 시추공의 불연속면 자료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a) (b) (c)

그림 5.14. 시추공 영상촬영 결과 : (a) YH 3, 깊이 6.00-8.00 m, (b) YH 3-2, 깊이 9.00-11.00 m, (c) YH 3-1, 깊이 8.50-10.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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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 3 YH 3-1 YH 3-2
비 고

심도(m) 방향성 심도(m) 방향성 심도(m) 방향성

4.96 76/89 7.28 77/60 3.01 86/186

․OPEN JOINT

․방향성

(Dip/Direction)

- - 7.80 81/185 8.51 84/197

- - 7.97 86/39 9.27 82/233

- - 9.32 82/187 9.86 72/192

- - - - 10.08 66/199

표 5.5. 단열 연결성 분석 결과

* 음영으로 처리된 단열이 방향성 및 심도 분석결과 서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

시험공 YH 3 시험공 YH 3-1 시험공 YH 3-2

깊이

(m)

절리간극

(mm)
절리형태

깊이

(m)

절리간극

(mm)
절리형태

깊이

(m)

절리간

극

(mm)

절리형태

4.96 2 A 6.94 - B 6.13 - C

5.25 - B 7.27 - C 7.73 - C

5.40 - B 7.28 3 A 8.04 - B

5.61 - C 7.37 - B 8.21 - B

5.68 - B 7.65 - B 8.51 2 A

5.75 - C 7.80 2 A 8.62 - B

6.06 - B 7.97 2 A 9.00 - C

6.52 - C 8.52 - B 9.27 4 A

6.95 - B 9.12 - B 9.44 - B

7.39 - B 9.32 3 A 9.86 3 A

7.49 - C 9.35 - B 9.87 - B

7.59 - B 9.53 - B 9.94 - B

7.91 - B 9.70 - C 10.08 2 A

7.91 - B 9.86 - B 10.28 - C

표 5.6. KURT 시추공의 불연속면 자료

* A : 파쇄절리, B : 미세절리, C : 엽리,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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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시험공 및 단열 선정

1) 시험방법

시추공 영상촬영 분석결과 YH 3-1 시추공 단열면(9.32 m)과 YH 3-2 시추공

단열면(8.51 m)이 상호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YH 3-2 시추공의 8.51

m 깊이의 단열에서 지하수 유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YH 3, YH 3-1, 그리

고, YH 3-2 시추공에서 현장 용질이동 실험에 적합한 상호 연결된 단열을 찾기 위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였다. 패커시험은 YH 3-2 시추공을 시험공으로 설정하고

YH 3 및 YH 3-1 시추공을 관측공으로 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YH 3-2 시추공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YH 3-1 시추공을 시험공으로 설정하고, YH 3 및 YH 3-2

시추공을 관측공으로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였다. 패커시험 순서를 그림 5.15에 도

식화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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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이중패커를 이용한 수리시험 절차도.

2) 시험결과

YH 3-2 시추공을 시험공으로 하여 수위 변화를 유발하였을 때, 3.28∼5.10 m,

5.10∼6.92 m, 6.93∼8.75 m의 시험구간에서 관측공인 YH 3, YH 3-1 시추공에서는

수위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YH 3-2 시추공의 3.28∼8.75 m 구간에 존

재하는 단열이 YH 3 또는 YH 3-1 시추공의 단열들과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YH 3-2 시추공의 8.75∼10.57 m 구간의 단열에 존재하는

지하수위를 하강 시켰을 때, YH 3과 YH 3-1 시추공에서 수위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림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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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YH 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 YH3-2, 시험구간 : 8.75∼10.57 m).

YH 3-1 시추공을 시험공으로 하여 수위 변화를 유발하였을 때, 3.06∼4.91 m,

4.91∼6.76 m, 그리고, 6.75∼8.60 m의 시험구간에서 관측공인 YH 3, YH 3-2 시추

공에서는 수위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YH 3-2를 시험공으로 패커시험

을 수행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Yh 3-1 시추공의 3.06∼8.60 m

구간에 존재하는 단열이 YH 3 또는 YH 3-2 시추공의 단열들과 연관성이 거의 없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YH 3-1 시추공의 8.6∼10.45 m 구간에 존재하는

단열의 지하수위 변화에 YH 3과 YH 3-1 시추공에서 수위변화가 관찰되었다(그림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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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YH 시추공 수리시험 결과(시험공 : YH3-1, 시험구간 : 8.60∼10.45 m).

YH 3-1과 YH 3-2 시추공의 수리시험 결과 YH 3-1 시추공의 8.60∼10.45 m

구간과 YH 3-2 시추공의 8.75∼10.57 m 구간에 존재하는 단열의 연관성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표 5.6의 YH 3-1 시추공의 불연속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YH

3-1 시추공은 8.60∼10.45 m 구간에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은 9.32 m의 단열뿐

이다. 이를 바탕으로 YH 3-2 시추공의 대상 단열면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압시험을

수행하였다. 수압시험은 YH 3-1 시추공의 9.06∼9.60 m 구간에서 인위적으로 지하

수를 주입하여 압력변화를 유발시킬 때 YH 3-2 시추공의 7.89∼10.63 m 구간에서

의 압력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수압시험 결과 YH 3-1 시추공의

9.32 m의 단열과 YH 3-2 시추공의 9.51∼10.63 m 구간의 단열 연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YH 3-1 9.32 m 단열과 YH 3-2의 9.86 m 및 10.08 m 단열

과의 연관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5.7).

패커시험 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YH 3-1의 9.32 m 단열과 YH 3-2

의 9.86 m 및 10.08 m 단열과의 연결성 확인 및 수리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YH

3-1 시추공의 9.0∼9.8 m 구간과 YH 3-2 시추공의 9.6∼10.2 m 구간에 대한 수리

시험을 수행하였다(그림 5.18). 수리시험 결과 YH 3-1 시험공의 깊이 9.32 m의 단

열과 YH3-2 시험공의 깊이 9.86, 10.08 m의 단열이 상호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 단열들을 현장 용질이동 실험에 대한 대상 단열로 선정하였다. 수리시험

결과 YH3-1 시험공의 깊이 9.0∼9.6m 구간의 투수계수는 1.46×10-5 m2/sec, 수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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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는 1.17×10-5 m/sec로 측정되었으며, YH3-2 시험공의 깊이 9.6∼10.2m 구간의

투수계수는 4.9×10-6 m2/se, 수리전도도는 2.7×10-6 m/sec로 측정되었다(표 5.8).

측정공(YH 3-2) 깊이

(m)

압력

(kg/cm2)

측정압력

(Psi)

유량

(L/min)

10.63-10.05
0 3.35 1.15

5 12 2.15

10.05-9.51
0 4.8 1.15

5 10.2 1.99

9.51-8.97
0 4.9 N.D.

5 11.3 N.D.

8.97-8.43
0 N.D. N.D.

5 N.D. N.D.

8.43-7.89
0 N.D. N.D.

5 N.D. N.D.

표 5.7. YH 3-2 시험공 수압시험 결과

* 시험공 : YH 3-1, 시험구간 : 9.06∼9.60 m

그림 5.18. YH 3-2 시험공의 단열 연결성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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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
시험구간

(m)

단열깊이

(m)

투수량계수

(m2/sec)

투수계수

(m/sec)

YH3-1 9.0-9.6 9.32 1.46×10-5 1.17×10-5

YH3-2 9.6-10.2 9.86, 10.08 4.9×10-6 2.7×10-6

표 5.8. YH 3-1, YH 3-2 시험공의 수리적 특성

다. 현장 용질이동 실험

1) 실험방법

단열 연결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YH 3-1 시추공 9.32 m 깊이의 단열과 YH

3-2 시추공의 9.86 및 10.08 m 깊이의 단열을 용질이동 실험 구간으로 선정하여 간

격이 약 50 cm 되도록 이중패커를 설치하였다. YH 3-1을 주입공으로 하고 YH

3-2를 회수공으로 하여 염료 및 음이온 등의 비수착성 용질과 수착성 용질을 추적

자로 이용한 현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입 및 회수 대상 단열은 YH 3-1

의 9.32 m와 YH 3-2의 9.86 m 및 10.06 m 의 단열을 각각 사용하였다. 주입공에

서 20 mL/min의 유량으로 시험기간 동안 지하수를 주입하였고, 추적자 주입은 3중

밸브를 이용하여 일정시간동안 주입하였다. 약 1.5 L/min의 유량으로 YH 3-2 시추

공에서 지하수를 회수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시료를 확보하였다. 자세한 시험조

건 및 방법에 대하여 표 5.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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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정 비고

주입공 YH 3-1 9.32 m

회수공 YH 3-2 9.86 m, 10.08 m

추적자
비수착성 Sodium Fluorescein(Uranine), Eosin B, KBr

수착성 Rb, Sm, Zr, Ni

주입유량

(mL/min)
20 mL/min 주입시간: 20∼40 min

회수유량

(mL/min)

1,300∼1,500

mL/min
회수시간 : 25시간∼60일

표 5.9. 현장 용질이동 실험 조건

2) 실험결과

가) 비수착성 용질 주입 및 회수 시험

에오신 주입 및 회수시험은 20 mL/min의 유량으로 약 36분간 주입하였다. 에오

신을 초기 농도 1,100 ppm로 주입하고, 1,500 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하였을 때,

초기농도에 대한 유출농도비(C/C0)의 최고값은 추적자 주입 후 약 1.7 시간 뒤에

4.6×10-4로 나타났으며, 하루 동안 총 회수율은 약 10%로 확인되었다(그림 5.19). 우

라닌의 주입 및 회수시험은 초기 우라닌 농도를 2,000 ppm으로 하여 20 mL/min의

유량으로 약 30분간 주입하고, 1,300 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할 때 유출농도비 및

총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초기농도에 대한 유출농도비(C/C0)의 최고값은 추적자 주

입 후 약 1.8 시간 뒤에 4.8×10-4로 나타났으며, 하루 동안 총 회수율은 약 11%로

확인되었다(그림 5.20).

브롬화합물 회수 시험은 초기 브롬 농도를 20,000 ppm으로 하여 20 mL/m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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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유량으로 30분간 주입하였다. 1,420 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하였을 때, 초기농

도에 대한 유출농도비(C/C0)의 최고값은 추적자 주입 후 약 1.7 시간 뒤에 7.9×10-5

로 나타났으며 약 8일 동안 브롬의 누적 회수율은 45%로 확인되었다(그림 5.21).

에오신, 우라닌, 그리고, 브롬화합물 등의 비수착성 용질을 추적자로 이용한 현장

이동 실험에서 암반 단열면과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유출이 확인

되었다.

나) 수착성 용질 주입 및 회수 시험

수착성 용질이동 실험을 위하여 산화수가 (+1)∼(+4)인 핵종들을 추적자로 사용

하였다. +1가 핵종으로 루비듐(Rb+), +2가 핵종으로 니켈(Ni2+), 그리고, +3, +4가 핵

종들로 사마리움(Sm3+)과 지르코늄(Zr4+)을 각각 사용하였다. 각각의 추적자를 2,000

ppm의 초기농도로 칵테일의 형태로 조제하여 20 mL/min의 유량으로 30분간 주입

하였으며, 1,500 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하였다. 회수공에서 수착성 용질은 루비듐

을 제외하고 검출되지 않았다. 루비듐의 경우, 주입 후 약 3시간 후에 초기농도에

대한 유출농도비(C/C0)의 최고값이 1.7×10-6으로 나타났다. 루비듐의 경우 비수착성

용질의 최고농도 유출시간이 1.7∼1.8 시간인데 비해 유출속도가 약 2배 정도 길게

나타났으며, 니켈, 사마리움, 그리고, 지르코늄 등의 다가핵종들은 유출부에서 검출

한계 이하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수착성 핵종들이 용질이동 실험 구간의

단열충전광물과 반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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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Eosin B를 추적자로 한 현장 용질이동 실험 파과곡선 및 회수율 곡선.

그림 5.20. Sodium Fluorescein을 추적자로 한 현장 용질이동 실험 파과곡선

및 회수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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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Br-를 추적자로 한 현장 용질이동 실험 파과곡선 및 회수율 곡선.

4. 결과 요약

KURT의 결정질 암반에서 용질의 이동 및 지연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실험을 목적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공 시추 및 시험공 단열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현장 용질이동

시험장치를 설계 및 설치하였다. 또한 비수착성 및 수착성 추적자를 이용하여 현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Ÿ 심부 지하환경에서 모의 핵종의 이동 및 지연현상에 대한 현장 실증을 위한

목적으로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현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주입

부, 회수부, 그리고, 데이터 처리부로 구성하였다.

Ÿ 현장 용질이동 실험 수행을 목적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로 연결된 시험

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공을 시추하였다. KURT 우측모듈 2공 및 막장부

에 3공 등 총 5공의 시험공을 시추하였으며, 수압시험과 시추공 영상촬영 등을

통하여 시추공의 단열특성을 파악하였다.

Ÿ 현장 용질이동 실험대상 단열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호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YH 3, YH 3-1, 그리고, YH 3-2 시험공에 대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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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 며, YH 3-1 시추공의 9.32 m 깊이에 분포하는 단열과 YH 3-2 시추공의

9.86 m, 10.08 m 깊이에 분포하는 단열을 실험 대상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수

리시험 결과 YH3-1 시험공의 깊이 9.0∼9.6 m 구간의 투수계수는 1.46×10-5

m2/sec, 수리전도도는 1.17×10-5 m/sec로 측정되었으며, YH3-2 시험공의 깊이

9.6∼10.2 m 구간의 투수계수는 4.9×10-6 m2/se, 수리전도도는 2.7×10-6 m/sec

로 측정되었다.

Ÿ 우라닌, 에오신, 브롬화합물 등의 비수착성 용질과 루비듐, 니켈, 사마리움, 지

르코늄 등의 수착성 용질을 이용한 현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열 충

전광물과의 반응이 거의 없는 비수착성 용질의 경우, 추적자 주입 후 2시간 이

내에 유출이 시작되었다. 한편 수착성용질은 루비듐의 경우 3시간 후에 유출이

시작되었으며, 니켈, 사마리움, 지르코늄 등의 다가 수착성 핵종들은 유출이 확

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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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

구

1. 연구 개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심부 지층에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

과 처분장 운영방안에 대한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종합 실증 연

구시설로서 지하연구시설(URL,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또는 URF,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을 운영하거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실험실 수준

연구와 이론적 예측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Äspö HRL(Hard Rock Laboratory), 스위

스는 Grimsel Test Site(GTS), 미국은 Yucca Mt. 등을 건설해 다양한 현장 실증실

험을 수행중이며, 일본은 최근에 Mizunami, Honorobe 등 심부지하연구시설(URL)

을 건설해 고준위폐기물 처분개념의 실증을 위한 현장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다[3.6.1].

지하연구시설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적 또는 천연

방벽의 성능 검증 및 실증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며 처분장의 건설, 운영 및

폐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시험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양한 실증시험에서 얻

어진 각종 실험 결과에 대한 실제 처분 환경에서의 검증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로부터 처분장 운영과 처분장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3.6.2].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한국형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스템(KRS, Korean Reference System for HLW Disposal)의 현장실

증 및 다양한 처분기술의 확보를 위한 소규모 지하연구시설인 KURT(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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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ound Research Tunnel)가 건설되었다. 2003년부터 건설계획 및 설계를 시

작하여 시설의 설계와 관련 인허가 작업을 2004년에 완료하였으며, 2005년 1단계

건설공사가 착수되어 2006년 후반부터 실험 장비들을 설치하였고, 2007년도부터 본

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3.6.3]. 그러나 KURT는 지하 약 100 m 수준으로 심도가

낮고, 방사성 물질을 이용할 수 없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또 실제 처분장 수준의

URL을 국내에 당장 건설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적은 투자로 국내에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들의 시설 현황 및 핵종 및 콜로

이드 이동에 연구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에

국제공동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참여 타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스위스 Nagra의 지하연구시설인 GTS에서 수행중인 CFM 국제공동연구 참여

하게 되었고, 국제공동연구 참여에 따른 연구배경, 연구현황 및 주요 연구결과 등을

정리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 및 연구 현황

지하처분연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에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시험, 운영 방안에 대한 실증 등을 실시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몇 년 동안 대규모 연구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주어진 목적에 맞게 설계, 건설되거나 또는 특정조사만을 위하여 기존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거나 확장해서 건설할 수도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을 통해 처분장에서 사용되는 공학적 방벽과 자연방벽의 성능

과 관련되는 수리적, 열적, 역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및 이들 상호 간의 영향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처분장의 건설, 운영, 폐쇄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이들 기술에 대한 시연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공학적 방벽의 장기적 성능과 감시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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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system) 등을 확증할 수 있으며 폐기물 회수에 관련된 기술을 시험할

수 있다. 특히 지표면에서 실시된 실험을 처분장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이 건설되면 처분장 건설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연 프로그램 등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또한 국제 공동연구의 장이 되기도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위해 다양한 규모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이 건설되

어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이며, 일부는 운영 중지된 곳도 있다. 표 6.1에는 세계의 지

하처분연구시설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표에서 인허가용(site-dependent)이란 처분장

후보부지 또는 그 부근에 건설하는 시설로 부지특성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실험 시 주위환경 및 기반암이 손상되지 않도록 실험

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경우 실제 처분장

후보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는 경우로서, 수집된 자료를 실제 부지에 직접 적용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반암의 손상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건설하고 독자적인 또는 국제 공동 연

구를 통해 처분 암반과 지하수, 완충제를 비롯한 공학적 방벽, 굴착을 포함한 처분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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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치 시설형태/이름 모암 운영기간
처분부지

연관성

Belgium MOl
HADES

+ PRACLAY
Plastic clay since 1980 Yes

Canada Pinawa URL Granite since 1984

Finland Olkiluoto Research Tunnel Granite since 1993

France

FANAY
Test galleries

in U mines
Granite 1980-1990

Amelie
Test galleries

in K mine
Bedded Salt 1986-1994

Germany

Asse
Test galleries

in K/salt mine
Salt dome 1977-1995

Gorleben Exploration galleries Salt dome since 1997 Yes

Konrad
Test galleries

in iron mine
Shale since 1980 Yes

Japan

Tono
Test galleries

in U mine
Sandstone since 1986

Kamaishi
Test galleries

in Fe-Cu mine
Granite 1988-1998

Sweden

Stripa
Test galleries

in iron mine
Granite 1980-1990

Äspö
HRL (experimental) Granite since 1990

HRL(prototype) Granite 1998-2005

Switzerland

Grimsel GES test galleries Granite since 1984

Mont Terri Test galleries Shale since 1995

USA

Climax SFT Granite 1978-1983

Nevada G-Tunnel
Volcanic

tuff
1979-1990

Carlsbad WIPP Bedded salt since 1982 Yes

Yucca Mt. ESF
Volcanic

tuff
since 1993 Yes

Yucca Mt. Busted Butte
Volcanic

tuff
since 1997

표 6.1. 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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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지하연구시설 및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기술보고서 등[3.6.1, 3.6.4]에 자

세하게 정리되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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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관련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 분석

해외의 지하연구 시 설들 중에 서도 스웨덴의 Äspö 와 스위스의 Grimsel

Test Site(GTS)에서는 방사성핵종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시설로서 화강암을 모암

으로 하고 있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고, 한국 실정과

가장 부합되는 연구내용들을 가지고 있어 핵종 및 콜로이드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하연구시설이기에 이들 시설에서 수행중인 프로젝트들에 대

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가. 스웨덴의 Äspö HRL

스웨덴 SKB에서 운영중인 Äspö HRL는 1995년에 완공한 사용후핵연료(S/F)

처분을 위한 연구시설로 그림 6.1과 같이 지하 500 m 깊이로 동굴을 굴착하여 실제

처분과 유사한 조건에서 각종 실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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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Äspö HRL의 시험내용 및 위치들.

현재 방사성핵종을 사용해서 실험할 수 있는 최상의 URL로서 선진 9개국이 공

동연구형태로 다양한 방면에 참여중이며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3.6.5].

1) 삼차원 추적자 이동실험(Tracer Retention Understanding Experiments,

TRUE)

2) 장기 암반매질내 확산실험(Long Term Diffusion Experiment, LTDE)

3) 핵종이동 미시적 측정실험(Radionuclide Retention Experiments with

CHEMLAB)

4) 콜로이드 이동실험(Colloid Project)

나. 스위스의 G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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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GTS(Grimsel Test Site)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져 왔다.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과 관련된 주요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3.6.6,

3.6.7]. 그림 6.2에는 스위스 Grimsel Test Site 개요 및 실험 위치를 나타내었다.

Ÿ CRR(Colloid and Radionuclide Retardation): 지난 GTS 5단계 연구에서 수행

된 프로젝트로 독일 INE 주도로 수행된 벤토나이트 완충재와 암반단열 경계

에서의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현장실험으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과

중요성이 부각된 연구이다.

Ÿ EFP(Effective Field Parameters): GTS 5단계 연구에서 수행된 프로젝트로 현

장 실험으로부터 지하수의 수력학적 유동 및 핵종 이동과 관련된 변수들을 구

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이다.

Ÿ C-FRS(CRIEPI Fractured Rock Studies): GTS 6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

로젝트로 일본 중앙전력연구소(CRIEPI)에서 수행하는 균열암반에서 용질이동

및 균열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이다.

Ÿ FUNMIG(Fundamental Processes of Radionuclide Migration) Project: EU

Framework의 일환으로 수행된 프로젝트로 연구내용 중 일부를 FEBEX 장치

를 활용하여 핵종이동에 대한 연구이다.

Ÿ LTD(Long-Term Diffusion): GTS 6단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핵종

의 암반확산 장기 실증실험으로 현장 2단계 연구를 수행중이다. 자연유사연구

와 연계한 연구도 수행 중이다.

Ÿ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GTS 5단계에서 수행된 CRR 프로젝

트의 후속 프로젝트로 암반과 완충재 경계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

및 이동, 핵종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 실증하는 연구로 현재 2단계 연구가

진행 중이며, KAERI도 2008년도부터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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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스위스 Grimsel Test Site 개요 및 실험 위치.

다. 국제공동연구 참여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

에 필수적인 세계적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국제공동연구에 아직도 본격적으로 참

여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 2006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지하 100 m 깊이에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을 건설하여 현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KURT는 심도가 지표에서 100 m 정도로 비교적 낮고,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사용

할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지하연구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위에서 조사된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관련 연구동

향들을 바탕으로 선정된 스웨덴의 ÄSPÖ 및 스위스의 Grimsel Test Site(GTS)에

서의 국제공동 협의를 위해 상대 연구기관 및 시설들을 방문하여 향후 국제공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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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참여 가능 분야 및 참여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검토하였다. 참여 가능한 국

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고려 사항들을 주로

고려하였다.

Ÿ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8년도부터 참여가능한가

Ÿ 연구분담금이나 투지 재원에 비해 우리가 얻을 정보나 지식이 충분한가

Ÿ 연구시설이나 연구담당자의 자질 등이 충분한가

Ÿ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떠한가

Ÿ 향후 국내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들의 비교검증이 가능한가

우선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외 지하연구시설을 방문하고 정보 및 자료

를 수집하여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3.6.4]. 이러한 타당성 분석 결

과, 스위스 Nagra에서 운영 중인 GTS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해외

의 많은 지하연구시설 중에서 우리나라가 처분 암반층으로 잠정적으로 고려하고 있

는 화강암 지역에 위치한 스위스 Nagra의 GTS가 가장 활발하게 다양한 국제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사용

할 수 있는 실험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도부터 CFM 프로젝트

2단계 연구가 시작할 예정이었기에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기엔 적합한 시기였다.

1) 스웨덴 Äspö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스웨덴 Äspö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위하여 2007년 6월에 스웨덴 SKB의 Äspö

시설을 방문하여, SKB 측과 Äspö HRL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Ÿ Äspö HRL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동향 파악

Ÿ KAERI의 처분연구 및 KURT 관련 연구동향 소개

Ÿ KAERI의 공동연구 협의 내용 및 관심분야 등을 제안

Ÿ Task Force, IJC(International Joint Committee)등의 운영, 참여가능성, 동향

등에 대한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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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방문 및 전자메일 등을 통한 SKB와 협의를 통해 2008년 6월에 협약을 맺

고(그림 6.3 참조), Task force on modeling of GW flow and transport of solutes

(Task 7)에 다음과 같이 참여하였다.

Ÿ 참여기간: 2008. 7. 1 ∼ 2009. 6. 30 (매년 갱신하는 것으로 함)

Ÿ 참여분담금: 약 12,000,000원 (70,000 SEK)

Ÿ 현재 핀란드의 Olkiluoto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대상으로 한 광역 지하수 체

계를 모델링하는 Task 7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참여하기로 함

Ÿ KAERI는 DFN(Discrete Fracture Network) 모델을 이용한 핀란드의

Olkiluoto의 광역 지하수 유동실험 결과 해석에 기여하기로 함

그림 6.3. SKB와 KAERI 간의 Äspö 모델링 Task Force 참여 협약서.

2) 스위스의 GTS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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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M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200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GTS ISCO Meeting

에 참여하였고, 이 회의에서는 GTS Phase VI Project들의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 및 결과보고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KAERI는 GTS에서 수행중인

프로젝트 중 관심 있는 분야(CFM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공동연구 참

여의 의사 표명을 하였고, 향후 공동연구 참여 추진방안 및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GTS의 방문협의 후에 2007

년 11월에 Nagra의 새로운 GTS Manager인 Dr. Ingo Blechschmidt를 초청하여 한

국의 GTS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고, 이 결과 CFM 프로젝트가

2008년 5월부터 새로운 2단계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므로 KAERI 측이 참여하기엔

가장 적합한 시기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연구내용, 참여시기, 참여국,

예산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CFM 프로젝트가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임을 확인하

였다.

Dr. Blechschmidt는 KAERI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KAERI가 CFM 프로젝

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KAERI 측이

CFM 2단계 참여를 고려해 줄 것을 제안하고 Nagra측이 이를 수용하는 공식 서한

을 서로 교환하였다(그림 6.4 참조). Nagra측은 KAERI 측이 CFM 2단계에 무리없

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단계 연구진행의 주요 현황 및 연구내용, 실험 내용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림 6.4. CFM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상호방문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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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는 KAERI의 CFM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문제들(참여 분담금 및 실

험계획 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CFM 프로젝트의 2단계 참여 분담금 및

참여 기관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스위스

Nagra, 스웨덴 SKB, 독일 FZK/INE, 일본 JAEA, 일본 CRIEPI, 한국 KAERI, 핀란

드 Posiva Oy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프로젝트 참여 분담금

(Cash contribution)은 각 기관 당 매년 85,000 CHF로 결정되었다.

CFM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행정 처리를 위해 KAERI는 Nagra와 GTS 프로젝

트 참여에 대한 Umbrella Agreement를 체결하였다(2008년 11월 10일 최종 서명함).

이에 따라 KAERI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파

트너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공동연구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서울경제신문 9월11일자, 그림 6.5 참

조).

또한 Umbrella Agreement의 체결로 KAERI는 GTS의 ISCO(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Organization)에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하여 GTS에서 수행중인

모든 실험내용 및 예산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CFM 프로젝트 2단계 연구 참여를 위한 Experimental

Agreement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공동연구 참여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였다(그림 6.6 참조).

Ÿ 2단계 연구 기간: 2008년 1월 ∼ 2013년 12월

Ÿ 참여기관: KAERI(한국), Nagra(스위스), CRIEPI(일본), FZK/INE(독일),

JAEA(일본), SKB(스웨덴), POSIVA Oy(핀란드)

Ÿ 참여분담금 : 약 100,000,000원 (CHF 85,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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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GTS의 CFM 프로젝트 참여 관련 언론 홍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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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Nagra와 KAERI 간의 GTS에서 CFM Phase II 국제공동연구 참여

협약서.

4. CFM 국제공동연구

가. CFM 프로젝트 개요

CFM 프로젝트는 벤토나이트에 기초한 공학적 방벽시스템으로부터의 콜로이드

발생을 연구하고, 발생된 콜로이드가 이류흐름(advective flow) 조건에서 균열 암반

에서 방사성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그림 6.7 참조). 이를 위해

타당한 처분장 조건 및 GTS의 자연적 지하수 유속 조건에서 장기적 현장실험이 수

행될 것이다. 프로젝트의 현장실험 부분에 대한 특별한 타당성은 실험 위치선정 과

정과 장기 현장 추적자 시험을 위한 경계조건들을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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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는 지중에서의 콜로이드 가속화된 핵종이동에 대한 성능평가에 사용될 컴퓨터

코드들과 자료들을 시험하고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CFM 프로젝

트는 현장 및 실험실 연구에서 방사성핵종의 화학종 규명 기능과 관련해서 악티나

이드와 콜로이드의 상호작용 같은 지화학적 문제를 조사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3.6.8].

따라서 CFM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3.6.8].

Ÿ 현장 조건에서 공학적방벽시스템(EBS: Engineered Barrier System)과 암반 경

계에서 콜로이드 발생율과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조사

Ÿ 타당한 처분장 흐름 시스템에서(즉, 매우 낮은 유량과 유속) EBS로부터 발생

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단열을 통한 장거리 이동 특성 평가

Ÿ EBS와 암반 경계에서 방사성 핵종들의 장기 지화학적 거동(이동, 광물화, 콜

로이드 형성 등)에 대한 연구

Ÿ 콜로이드의 방사성핵종 포획에 대한 가역성 조사

Ÿ 처분장 근계(near-field)에서 방사성핵종 및 콜로이드의 장기 모니터링 경험 획

득

Ÿ 연구 결과를 처분장 성능평가 개선에 활용하고, EBS 설계를 최적화하고, 모니

터링 연구에 기여

그림 6.7. CFM 프로젝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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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M 프로젝트는 2004년에 Andra(Agence nationale pour la gestion des

déechets radioactifs, 스페인),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일본),

FZK/INE(Forschungszentrun Karlsruhe, Institut für Nukleare Entsorgungstechnik,

독일), Nagra(National Cooperative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스위스)

등이 참여하여 1단계 연구가 시작되었다. 나중에 AIST(Research Center for Deep

Geological Environments,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일본),

SKB(Svensk Kärnbränslehantering AB, 스웨덴),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일본) 등이 1단계 후반에 추가로 참여하

였다. 현재 2008년부터 시작된 2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KAERI를 포함하여 스위스

Nagra, 스웨덴 SKB, 핀란드 Posiva Oy, 독일 FZK/INE, 일본 JAEA, 일본 CRIEPI

등 6개국 7개 기관이 참여중이다.

CFM 프로젝트는 Partner 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ISCO)가 있고, 그 밑에

프로젝트 매니저와 실험팀이 있다. 여러 실험들은 각 실험 주제별로 참여자를 신청

받아 Leader를 선정하여 수행한다. 또 별도로 실험팀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

장실험 결과를 예측하고, 현장실험을 설계하기 위한 모델링 팀을 구성하고 있다.

CFM 프로젝트 파트너들은 자동으로 CFM 프로젝트의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GTS의 운영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이는 프로젝트 참여분담금에 GTS 운영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TS에서 수행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Experimental Agreement를 체결하기 전에 먼저 Nagra와 GTS에

대한 Umbrella Agreement를 체결하여야 한다. 그림 6.8에는 CFM 프로젝트의 조직

에 대하여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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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CFM 프로젝트의 조직.

CFM 프로젝트는 파트너 미팅, 실험팀 회의, 실험 및 모델링 팀 회의 등 1년에

약 3회의 미팅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6월에는 GTS 전체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GTS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프로젝트들의 연구현

황을 보고하고, 참여국들의 연구동향 및 현황을 소개하므로 파트너가 아닌

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많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GTS 운영에 대한 주요 안건을 의결하기도 한다.

나. CFM 프로젝트 1단계 주요 수행 내용 및 결과

GTS 6단계 연구와 함께 시작된 CFM 프로젝트의 지난 1단계(2004∼2007)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CFM database 생산과 최종 시험 위치 선정 과정

Ÿ 지질학적 mapping을 포함하는 수력학적으로 “제어된” 지역의 생산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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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위치 사전 준비 활동

Ÿ 자료의 감시와 수력학적 모델링

Ÿ 실험실 규모 프로그램들 계획 및 착수

Ÿ 이동모델링 착수

이러한 1단계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Ÿ GTS의 AU96 지역에 MI 전단대(shear zone)의 선정

Ÿ 전단대 표면의 준비 및 장비 설치

Ÿ 기존 시추공들의 수력학적 시험 및 자료 획득 시스템(DAS: Data Aquisition

System)의 설치

Ÿ 기존 모니터링 체계의 확장을 위한 CFM 06.001과 06.002 등 두 개의 새 시추

공의 시추 및 시험(그림 6.9 참조)

Ÿ 전단대로부터 흐름 감소에 의한 hydraulic gradient의 제어를 위한 밀봉개념의

개발 및 실행(그림 6.10 참조)

Ÿ 흐름 감소에 반응하는 전단대 및 주변 암석의 특성 조사

Ÿ Hydraulic gradient와 함께 체류시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물질 보전적인

추적자 시험의 실행

Ÿ 약 9시간의 핵종 이동시간을 가진 6 m 이상의 거리에 대한 콜로이드/유사물질

추적자 시험의 실행

1단계 연구에서는 주로 CFM 현장 실험을 위한 위치 선정과 이와 관련된 수력

학적 특성 조사, 실험 수행을 위한 밀봉 및 모니터링 장비 설치 개념 개발 및 설치,

결과 해석 및 예측을 위한 실험실 규모 연구들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1단계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현장 실험을 위한 준비

를 마무리하고 현장시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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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CFM 현장실험을 위한 블록 모델(기존 시추공(검은색)과 새로 시추한

시추공(빨간색)).

그림 6.10. CFM 실험 위치의 표면 밀봉을 위한 메가 팩커(Mega packer)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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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FM 프로젝트 2단계 주요 연구 결과 및 현황

2008년부터 시작된 CFM 프로젝트 2단계 연구는 기본적으로 1단계 연구의 연장

선상에 있으며, 현재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Ÿ 방사선 차폐

Ÿ 벤토나이트 선원의 형태

Ÿ 벤토나이트 선원의 크기

Ÿ 추적자 문제

Ÿ 모니터링 문제

Ÿ 터널 팩커 설치

1) 방사선 차폐

Nagra는 현재 GTS에서 두개의 방사선 허가(License)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LTD(Long-Term Diffusion) 단공(monopole)과 C-14 수지(resin) 주입 실험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 GTS에서 수행된 현장 실험들에서 나온 암석들을 위한

저장실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CFM 현장 실험을 위해서 Swiss Federal Office of

Public Health(BAG)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현장 실험을 위해 방사성 핵종을 선택할 때는 다음의 몇 가지 경계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Ÿ 실험 기간(핵종의 반감기)

Ÿ 현실성의 정도(즉, 처분장에 타당한 핵종들)

Ÿ 방사성 핵종들의 용해도와 수착 특성

Ÿ 방사성 핵종들의 면제 한계(일반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와 관련됨)

만약 방사성 핵종이 벤토나이트 정치 후에 주입 된다면 주입과 이송은 스테인

리스 스틸(stainless steel) 용기(vial)를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방사성 핵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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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된 벤토나이트 선원에 대해 이것은 이송 및 해체 동안 충분히 차폐하고 방사성

핵종의 어떠한 유출도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수제(tailor-made) 이동 덮게

(casing)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주입이 벤토나이트 정치 시추공으로 방사성 핵종을 주입하는 실행성의 관점에서 유

리할 것이다.

2) 벤토나이트 선원의 형태

CFM 프로젝트에서는 우선적으로 벤토나이트 선원이 압축된 실린더 블록으로

시추공에 정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택된 벤토나이트는 Febex 벤토나이트이

고, 건조밀도는 1.6 Mg/m2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벤토나이트의 암반 균열로의 사

출(extrusion)과 콜로이드 발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더 큰 건조밀도의 사용이 제안

되기도 하였다. 또 실제로 KBS-3, H12, Febex 등에서 더 큰 건조밀도를 사용하였

다. Febex Mock-up 시험에서 측정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팽윤압(swelling pressure)

은 축방향(axial) 9 MPa, 방사방향(radial) 7.5 MPa, 접선방향(tangential) 9 MPa 이

었다. 선원지역(Source zone)을 위한 2개의 시추공의 배치 옵션으로는 다음의 2가지

옵션을 고려중이다.

Ÿ 옵션 1: 팩커 끝에 벤토나이트 선원을 위치하는 방법

Ÿ 옵션 2: 팩커 사이에 선원을 위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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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토나이트 선원의 크기

벤토나이트 선원의 크기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길

이는 0.3∼1.0 m 정도, 내부 직경은 40 mm로 거의 고정이고, 외부 직경은 86∼200

mm로 가변적이다. 선원의 크기가 커지면 포화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핵종 사

용량의 증가 등으로 비용도 증가한다.

표 6.2. 가능한 선원지역 크기 및 평가된 선원의 크기와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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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에 고려 가능한 선원지역의 크기 및 평가된 선원의 질량과 부피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선원 크기들에 대한 선원과 암반사이

의 간격에 대한 벤토나이트 선원의 건조밀도와 최종 부피밀도의 영향을 계산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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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적자

CFM 프로젝트에서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이동 특성 및 방사성핵종 이동에

미치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방사성 핵종 추적자 또는

다른 종류의 추적자들을 사용할 예정이다. GTS 지하수에서 콜로이드의 농도는 약

20 ppb 정도이다. 이전 측정에서 평균 크기는 약 200 nm이고, 농도는 약 0.005

mg/L인 것으로 측정된 바 있다. 벤토나이트 추적자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의 옵

션으로 Eu이 첨가된 hectorite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또 벤토나이트의 침식을 관측하기 위해 형광 라텍스 콜로이드 입자(fluorescent

latex colloid)를 이용하는 것이 SKB/AECL mock-up 시험에서 제안되었다. 이 실험

에서는 200 nm 크기의 0.04 wt.%의 형광 라텍스 콜로이드가 정치 후 침식을 가시

화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콜로이드와 결합된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추적자 사용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

다.

Ÿ 벤토나이트가 혼합된 물을 첨가하는 방법

Ÿ 방사성 핵종 추적자 칵테일(cocktail)을 주입하는 방법

두 가지 옵션의 장단점을 표 6.3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표 6.3. 벤토나이트와 방사성 핵종 추적자를 결합시키는 두가지 방법의 특성 비교

아울러 벤토나이트 선원의 현장 포화에서 벤토나이트 선원의 포화에 따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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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주입하는 방법에서도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Ÿ 벤토나이트 선원 정치 후 바로 추적자를 주입하는 방법: 만약 방사성 핵종들

이 벤토나이트 정치전에 혼합되지 않았다면, 먼저 선원에 추적자를 주입하고

정치 후에 벤토나이트를 포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때 벤토나이트 선원의 포화

를 증진하기 위해 물 주입 시 overpressure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은 방사성 핵종 추적자들이 벤토나이트 선원에 불균질하게 분포

한다는 점이다.

Ÿ 추적자 주입 뒤에 벤토나이트 선원을 포화시키는 방법: 만약 벤토나이트 선원

이 포화된 후 추적자를 주입한다면 벤토나이트 선원의 침식 끝단(erosion

front)에 가깝게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들은 벤토나이

트 선원의 사출(extrusion)과 침식에 의해 방해된다는 점, 침식 끝단에 상대적

인 주입위치가 불확실하다는 점, 벤토나이트에 의해 주입시스템의 막힘이 가능

하다는 점, 포화된 벤토나이트에서 핵종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된다는

점 등이다.

5) 모니터링

여기에서는 전단대(shear zone)에서 현장실험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현재의 계

획을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터널 팩커, 표면 및 시추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전단대에 대한 모니터링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지역(zones)을 고려

하고 있다.

Ÿ 선원 지역: 선원 시추공과 관련된 모니터링

Ÿ 근계(Near-field): 선원 시추공 벽면과 가까운 시추공

Ÿ 원계(Far-field): 시추공과 표면 팩커들의 네트워크

근계 지역은 선원으로부터 약 20∼30 c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벤토나이트가

암반 균열로 사출되고, 지하수의 혼합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여기에서는 혼합지역의

지화학적 특성이나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주기적인 시료

채취는 in-line 측정에 의해 지원되고, pH, Eh, 전기전도도 등 지화학적 변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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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 시추공의 존재가 선원 주변의 지하수 흐름

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원계 모니터링은 기존의 56 mm 및 86

mm 직경의 표면 팩커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시료 채취는 콜로이드, 핵종, 지하

수 화학 등이고, on-line 측정은 염도(salinity)와 fluorimetry 등이고, 수압도 측정된

다. 그림 6.11은 CFM 06.002을 벤토나이트 선원 시추공으로 선택할 때의 가능한 모

니터링의 기하학적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1. CFM 06.002 시추공 주변의 가능한 모니터링 시추공의 배열.

현재 CFM 06.002 시추공이 벤토나이트 선원 지역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전단대 내에 서원 지역 위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

질 계획이다. 그러나 선택적인 선원 지역 위치들과 추가적인 모니터링 위치들을 확

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추공들이 고려되고 있다. 가능한 새 시추공들의 위치가 그

림 6.1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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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가능한 새 시추공 위치에 대한 가능한 전단대 면의 도식적 그림.

현장 실험이 종료된 후, 벤토나이트 선원을 굴착하기 전에 방사성 핵종들을 고

정화하고 전단대와 선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지(resin)를 주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전단대에 대한 overcoring 방법이 그림 6.13에 설명되어 있다. 이 방법은

GAM(Gas Migration in shear zone)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방법이다. CFM 프로

젝트의 overcore의 기하학적 배열은 벤토나이트 선원의 기하학적 배열과 전단대에

대한 상대적인 방향에 의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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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GAM과 EP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된 개선된 시추 기술들을 이용한

overcore 시추의 기하학적 배열: a) 시추 계획, b) 시추 CoGAM

98-05(암석으로 된 바깥쪽 층이 제거되었음) 내부 고리는 4인치, 최종

overcore는 6인치임, c) 시추 프로젝트: 수지주입과 overcore의 지하학적 배열, d)

전단대와 형광 수지를 보여주는 EP 암석판 시료.

6) 터널 팩커 설치

CFM 프로젝트 1단계에서 구상하였던 터널팩커가 성능시험 결과 지하수의 누수

가 발생하며 부적합 한 것으로 결정되어, 2단계에서는 새로운 터널팩커를 도입하기

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넛(Donut) 팩커 형태의 터널팩커가 제안되었다. 라이너

의 내경은 118 인치이고, 외경은 120 인치이다(그림 6.14 참조). 현재 도넛형 터널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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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를 현장 설치한 후에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이다.

그림 6.14. 새로 도입된 터널 팩커(도넛 팩터).

라. CFM 프로젝트의 향후 연구계획

CFM 프로젝트 2단계 수행과 관련하여 2009년도 이후에 수행 예정인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연도별 Milestone을 표 6.4에 정리하였다.

Ÿ 벤토나이트 선원을 지하수 유동 단열에 위치하는 정치 시추공에 도입될 예정

이다. 정치공과 주변 암반의 간극은 내구성을 가진 비반응성의 물질(예, 수지)

로 밀봉될 예정이다.

Ÿ 벤토나이트 선원과 주변 암반의 간극에는 벤토나이트 포화를 위한 라인, 센서

(함수율, 압력, 온도 등), 벤토나이트와 암반 경계에 주입되는 추적자 주입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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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선택적으로 벤토나이트 정치전에 추적자가 선주입될 수도 있음)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Ÿ 지하수 유동 단열의 흐름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각기 다른 거리에 관측공들을

시추할 예정이다. 이러한 관측공들은 관측공에서 흘러나가는 콜로이드들을 포

획하기 위하여 주입 위치로부터 각기 다른 거리에 위치하도록 배열된다.

Ÿ 벤토나이트와 암반 간극으로 추적자를 도입하고, 콜로이드 이동과 벤토나이트

도입에 따른 단열에서의 지화학적 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Ÿ 벤토나이트 정치 이후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장실험을 종료하고 벤토나이트 선원을 굴착하는 것은 프로젝트

의 주어진 시간과 예산 하에서 관측공에서의 반응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기초

하여 결정될 것이다.

Ÿ 이러한 결정에 따라 벤토나이트 선원의 굴착이 수행될 것이다. 또한 암반과 벤

토나이트 경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수행될 것이다.

Ÿ CFM 현장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른 암반들에 대한, EBS 설계 및 최종적

으로는 처분장 성능평가에 대한 최종입력에 대한 어느 정도 과정들과 메커니

즘에 대한 설명과 입증이 수행될 것이다.

시기 수행 내용

2009년 중반
∙현장실험에 대한 최종 설계(선원 및 모니터링)에 대한 수용

과 규제기관으로 제출

2009년 후반 ∙방사성 핵종 도입에 대한 규제 기관의 허가

2009년 말

∼ 2010년 초
∙벤토나이트 선원 정치 및 모니터링 단계 시작

2012 초
∙선원지역에 대한 굴착 여부 결정

(선택적으로 모니터링을 더 지속할 수도 있다)

표 6.4. CFM 2단계 연구수행 Mile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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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요약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의 안전성 확보와 평가를 위해서는 실제 처분시설

의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하

고, 실험실에서 생산한 자료들과 개발도구들의 실제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원

자력 선진국에서는 실제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국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저장 때 지하

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문제를 미리 연구하고자 지난 2006년 11월 지하 100 m 깊이

에 지하연구시설(KURT)을 건설하였다. 이곳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여

러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KURT는 지표에

서 100 m 정도로 비교적 심도가 낮고, 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사용할 수 없기에 다

양한 방사성핵종의 실질적인 이동 특성을 연구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전 세계의 주요 지하처분연구시설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 국내 상황에서 참여 가능한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중인 프로젝

트에 대한 기술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스웨덴 SKB의 Äspö와

스위스 Nagra의 GTS를 직접 방문하여 국제공동연구 참여 및 협력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고, 또 관련 시설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참여시기 및 방안 등에 대

해 논의한 결과 다음의 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

고, 2008년부터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Ÿ 스웨덴 SKB가 운영하는 Äspö의 Task Force on Modelling of Groundwater

Flow and Transport of Solutes

Ÿ 스위스 Nagra가 운영하는 GTS의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프

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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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위스 Nagra에서 운영중인 GTS의 CFM 국제공동연구는 화강암 암반층

에서 다양한 실증연구를 국제공동연구 형식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

히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GTS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지하

연구시설에 공식적인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GTS에서 국제공동연구로 참여한 CFM 프로젝트는 실제 심부 지하 처분환경에

서 실행되는 장기 실증연구로, 방사성 물질의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콜로이드에 의한 방사성 물질 이동 영향을 규명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

증 자료 확보를 목표로 수행되는 연구이다. 본 프로젝트의 연구대상 물질은 처분장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인공시설물의 하나인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로부

터 발생되는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FM 프로젝트의 개

요와 지난 1단계(2004∼2007)에서 수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들을 조사 분석하였고,

2008년도부터 시작된 현재 참여중인 2단계(2008∼2013)의 주요 연구 진행사항 및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 가야할 문제이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원자력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

라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뿐만이

아니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GTS와 같은 세계적인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

는 것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에 대한 국내 기술의 기술력을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

었고,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

울러 이러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고준위폐기물 처

분에 관련된 선진 경험 및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 국제공동연구 참여에 따른 국내 기술력의 인정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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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심부처분환경에서 핵종/광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규명

1. 연구 개요

일반적으로 지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방사성폐기물 용기가 물리적 인공방벽

에 의해 일차적으로 보호되고 이차적으로 주변 암석에 의해 차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물리적 인공방벽은 주로 벤토나이트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기물로부터

용출되어 나올 수 있는 방사성핵종들을 흡착 및 확산 저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인공방벽을 통과한 핵종들은 주위의 천연방벽인 암석 및 광물과 접촉하면서 흡착

및 침전 등의 반응이 일어난다. 지금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인공방벽 벤토나이트 물

질 혹은 자연 광물과 핵종과의 상호반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3.7.1-3.7.3]. 하지만, 최근들어 지하미생물들의 핵종거동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지하미생물들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3.7.4, 3.7.5].

방사성폐기물 지중처분시 고려되어야 할 많은 요소들중에 지금까지 간과되어온

것 중의 하나는 지하미생물의 작용 및 역할일 것이다. 지하미생물은 지표면의 토양

에서부터 지하 수 km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생명체이다. 지하미생물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지하수의 산화/환원력(redox potential)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화/환원 변환과정은 핵종 원소들의 거동에 매우 중

요한 영향 인자중의 하나이다. 또한, 미생물은 자가복제(self-reproduction)를 통해

개체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편모를 사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

동할 수 있다. 지하미생물들의 이러한 특이한 능력은 오랫동안 장기보관 및 저장될

방사성폐기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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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미생물 중에서 금속환원 미생물이라고 일컫는 혐기성박테리아들은 지하 깊

숙한 곳에 생존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금속 혹은 핵종원들을 환원시켜 용존상태의

핵종이온들을 황화광물 및 기타 금속광물로 광물화시킬 수 있다. 우리들의 관심은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이 미생물에 의해 광물화되고 낮은 용해도로 인해 지하수를

따라 원거리로 이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다. 이는 고준

위폐기물의 장기 안전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KURT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금속환원미생물과 외국의 금속환원미생물 등을 실험실에서 배

양하여 우라늄과의 반응을 통해 핵종원소와 미생물과의 상호반응 및 용존핵종 제거

기작에 대한 실험결과 및 의의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처분에서 미생

물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향후 이들의 효과적인 이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KURT 미생물 특성 분석

가. KURT 혐기성미생물 동정

1) 지하미생물 채취

KURT 지하수 내 부존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과 금속환원 박테리아를 농화배

양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연구시설(KURT)내 140 m 아래 지하로부

터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림 7.1). 혐기성 미생물의 종 다양성 분석을 위하여

지하수 시료는 1 L Serum bottle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채취즉시 혐기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head space없이 고무마개(Rubber Stopper)로 serum bottle을 밀봉

한 후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실험실로 옮겼다. 채취된 지하수의 pH는 8.5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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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알칼리이며 Eh는 약 -80 mV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하수는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serum bottle 배양액에 곧바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였으며, 그 이후

serum bottle 배양액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실험실로 옮겨 상온보관되었고 미생물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Serum bottle 배양액은 Fe-citrate를 전자수용체로 갖는 배양액

과 sulfate를 전자수용체로 갖는 배양액 2종류로 준비하였다.

그림 7.1. KURT 지하수 채수 모습과 채수된 지하수병.

2) KURT 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

Bacteria의 rRNA gene만이 증폭이 되어 Eukarya나 Archaea에 비해 우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맞추었다. Bacteria 클론의 분석결과 그림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Proteobacteria, Actinobacteria, Nitrospina에 속하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alpha-, beta-proteobacteria가 주요 미생물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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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KURT 지하수의 미생물 종 다양성.

나. KURT 미생물의 특성 분석



- 948 -

1) 철산화물 이용 박테리아

기본 농화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철산화물 환원 미생물 배양을 위해 전자

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 3가지와 전자수용체(Akaganeite)를 이용하여 미

생물-금속이온 상호작용 실험을 실시한 후 고체상태의 전자수용체를 회수하여

XRD 및 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3가지 전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를 이용하여 미생물에 의한 3가 철(Akaganeite) 환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Lactate를 전자공여체로 사용 시 적색의 3가 철(Akaganeite)이 갈색의 철로 변화됨

을 확인 하였으며, magnetite로의 상전이가 이루어졌다(그림 7.3).

그림 7.3. 철환원미생물에 의한 akaganeitedml magnetite로의 광물 전이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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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간산화물 이용 박테리아

기본 농화 배양한 미생물과 망간산화물 환원미생물 배양을 위한 전자공여체

(Lactate, Acetate, Glucose) 3가지와 전자수용체(Akaganeite)를 이용하여 미생물-금

속이온 상호작용 실험을 실시한 후 고체상태의 전자수용체를 회수하여 XRD 및 전

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3가지 전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를 이용

한 갈색의 망간 환원 실험결과에 따르면 3개의 전자공여체(Lactate, Acetate,

Glucose)를 모두 이용하여 갈색의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rhodochrosite 광물의 상

전이가 이루어졌다(그림 7.4).

그림 7.4. 망간환원미생물에 의한 산화망간의 rhodochrosite로의 광물전이

전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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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물/미생물 복합 반응 특성

그림 7.5의 (a)에서 보는 것처럼, 흑운모가 있는 조건에서 11일의 실험기간 동안

초기 용존하는 우라늄의 농도는 미생물에 의해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미생물 중

SP(Shewanella putrefaciens)의 우라늄 제거능력이 가장 탁월하였고, M2(KURT 망

간환원미생물) 역시 일정기간(4일 후)이 경과한 후 대부분의 용존 우라늄의 농도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금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환원작용에 기인된 것으로,

+6가 우라늄이 +4가로 환원되면서 용해도가 급속히 감소하여 침전 되었거나 주변

광물 등에 수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M1(KURT 철환원미생물)의 경우에는 우라

늄의 감소가 미미하였다. 동일한 KURT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사용된 미

생물의 특성에 의해 우라늄의 환원 및 제거능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M2 미생물이 훨씬 효과적으로 우라늄을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5. 금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용존우라늄의 감소 특성. (a) 흑운모와 (b)

침철석이 참여광물로 media에 들어 있으며 3 가지의 각기 다른 미생물종에

의해 우라늄 환원 및 감소가 진행됨(M1: KURT 철환원미생물, M2: KURT

망간환원미생물, SP: Shewanella putrefac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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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의 (b)에서는 초기에 우라늄 농도가 급격히 감소되는데, 이는 광물질로

넣어준 침철석의 우라늄에 대한 탁월한 수착능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넣어준

침철석 량이 흑운모보다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입자크기와 넓은 표면적에

의해 대부분의 용존우라늄이 광물표면에 수착되어 제거되었다. 따라서 미생물에 의

한 우라늄의 제거 특성을 관찰하기가 어려웠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결과는 M1

미생물에 의해 침철석 표면에 수착된 일부 우라늄의 탈착이 관찰될 수 있다.

이는 우라늄이 수착되어 있는 침철석(α-FeOOH) 표면이 미생물에 의해 Fe(III)

가 Fe(II)로 환원되면서 광물구성 성분인 Fe가 용해되고, 공존하던 우라늄도 같이

용탈되어, 용액 내에 우라늄의 농도가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7.6).

그림 7.6. 침철석에 수착된 우라늄의 미생물 M1에 의한 탈착과정 모식도.

그림 7.7에서 보듯이, 다른 미생물보다 M1 미생물에 의한 침철석의 Fe 성분 용

해가 훨씬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P의 경우, 초기에 철이온의 농도 증가

를 가져오고 점차 그 추세가 누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M2의 경우, 초

기에는 철 이온의 증가가 거의 없다가 일주일 후에 약간의 철이온의 증가를 보여준

다. 이는 망간환원을 주된 메커니즘으로 하는 미생물의 경우, 산화철의 환원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오직 용존되어 산화상태로 존재하는 핵종의 환원에 관여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 952 -

그림 7.7. 금속환원미생물의 우라늄 환원시 침철석으로부터 용출되는 용존철의

농도 변화(M1: KURT 철환원미생물, M2: KURT 망간환원미생물, SP:

Shewanella putrefaciens).

KURT 철환원미생물은 산화상태의 침철석 광물의 표면 일부를 환원시키고

Fe(II)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침철석 표

면에 수착된 우라늄도 같이 용해되고 용액상의 우라늄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한 Fe의 용출이 우라늄의 수착거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핵종의 생광물화(biomineralization) 반응

가. 용존우라늄 제거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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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μM 농도의 우라늄과 스와넬라균이 공존할 때, 스와넬라균에 의한 우라늄 농

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그림 7.8).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우라늄의 농도변

화는 아주 미약 하였지만, 미생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용존우라늄이 2주

안에 거의 제거됨을 관찰하였다. 또한, 용액상에 철, 망간, 그리고 인과 같은 미량원

소들의 존재 여부에 따라 우라늄의 시간에 따른 제거패턴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인이 첨가되었을 경우, 초기에 우라늄의 제거속도가 빨랐으며, 철 혹은 망

간의 경우에는 우라늄의 환원 및 제거가 조금 더디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라늄의 제거에 걸린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관찰되었다.

그림 7.8. 스와넬라균에 의한 용존우라늄 농도 변화.

버퍼용액과 배경원소들 외에 특정원소들(Fe, Mn, P)의 영향 조사.

그림 7.8로부터 우리는 미생물의 활동과 우라늄 농도의 감소가 상관관계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주입한 우라늄의 초기 형태는 UO2
2+ 이온으로 U(VI)이며, 대

기조건에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이다. 이러한 U(VI)는 용해도 및 이동성

이 커서 자연계에 누출시 주변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3.7.6, 3.7.7].

본 실험에서 용액상에 주입된 우라늄 농도의 감소는 혐기성세균인 스와넬라균

의 우라늄 환원작용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3.7.6-3.7.8]. 미생물은 전자공여체인 젖

산을 소모하고 생산된 전자를 전자수용체인 산화우라늄에 제공함으로써 우라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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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미생물학적 기작을 통해 약 2주간의 실험동안 U(VI)가

U(IV)로 환원되고 대부분의 우라늄이 흡착 혹은 광물화과정을 겪은 것으로 사료된

다.

나. 우라늄 흡착 및 광물화 특성

1) 우라늄 광물화 작용

용존우라늄이 미생물에 의해 환원되면서 우라니나이트(uraninite)라는 U(IV)를

갖는 광물로 광물화된다. 물 속에 용존되어 존재하는 대부분의 우라늄은 산화우라

늄(U(VI))으로써 용해도가 크고 이동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산화우라늄은 지하심부

환경에서 지하수를 따라 원거리까지 멀리 이동할 수 있고 환경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측면에서 이러한 산화우라늄을 환원시켜 우라늄의 이동

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용존우라늄이 미생물의 환원기작에 의해

U(IV)로 환원되면서 용해도가 감소하고 나노 크기의 작은 입자들을 형성한다. 이러

한 나노입자들이 응집되면서 좀 더 큰 크기의 우라니나이트를 만드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7.9에서 보듯이, 우라늄 광물로 형성된 환원우라늄들이 큰 입자로 구성

되어 있으며, 화학분석결과 대부분 우라늄으로 구성된 광물질임을 알 수 있다. 광물

화되어 응집된 우라늄의 입자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입자

들간의 상호 결합 및 친화력이 발생하여 좀 더 큰 크기의 입자 혹은 광물로 성장하

는 것이다.

우라니나이트를 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3∼5 nm 크기의 기

본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정성이 잘 발달한 기본입자들은 서로간

의 중첩 및 결합에 의해 좀 더 큰 거대입자를 이루고 있었으며 구형의 입자로 존재

하였다.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으로 우라니나이트 확인 및 결정성을 확인

한 결과 입자들의 결정성이 대체로 잘 발달되어 있고 전형적인 우라니나이트의 회

절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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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우라니나이트 광물 및 화학성분 분석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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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우라니나이트의 미세결정구조 및 회절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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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II)와 Fe(III)의 우라늄에 대한 영향

Fe(III) 이온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실험이 실시되

었다. Fe(III)이 용액상에 존재할 때 미생물에 의한 우라늄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

았다. 그림 7.11에서 보듯이, 우라늄의 감소는 10일 이상동안 진행된 실험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철이 없는 조건에서는 꾸준히 우라늄의 감소가 있었다.

그리고, Fe(II)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우라늄의 감소가 현격하게 나타났다. 철이 없

는 조건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우라늄의 감소가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Fe가 우라늄의 환원 및 제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특히, Fe의

전자수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라늄의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1. 철 이온의 종류 및 첨가 여부에 따른 우라늄 제거 특성.

첨가된 철 이온 농도는 30 mmol/L(pH 8.1) 탄산수소나트륨

버퍼용액에 0.2 mM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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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생물 표면에서의 광물화

스와넬라균에 의한 우라늄의 환원을 살펴보았으며, 배경이온들의 영향을 살펴보

았다. 그림 7.12에서 보는 것처럼, 미생물 표면에 공침된 광물이외에 미생물 주변에

다량의 우라늄 광물들이 형성되었다. EDS 화학성분 분석결과 미생물 주변에 공침

되거나 광물화된 물질들은 미생물의 환원작용 혹은 광물화된 우라늄의 표면에 추가

수착된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2. 스와넬라균에 의한 우라늄 환원 및 광물화와 배경원소들의 공침.

용액상에 배경용액으로 존재하는 Mg, Al, Si 등이 고압멸균 과정에서 일부 광

물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는 이온으로 존재하다가 광물화된 우라늄 광

물 표면에 수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우라늄 광물 이외에

다량의 알루미늄-실리카 광물이 형성되었다. 이는 미생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형성된 것 보다는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자유전자의 전달에 의한 용액상에서

환원 및 침전에 의해 광물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산화우라늄이 스와넬라균에 의해 환원되면서 세균의 표면에 흡착 되거나 침전

물을 형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그림 7.13). 미생물의 표면에 침전된 우라늄과 미

생물 주변에 다량의 우라늄 침전물들이 관찰되었다. 이는 미생물에 의해 용액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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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상태로 존재하던 U(VI)가 환원되면서 용해도 감소 및 이온간의 결합이 증대되

면서 환원광물화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3은 미생물의 일부분을

EDS로 스캔하여 화학분포를 살펴본 것으로 미생물의 표면에 다량의 우라늄이 침전

및 광물화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무기이온성분들(철, 망

간, 인)도 미생물 표면에 공침되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라늄의 경우

미생물 표면 대부분에 우라늄이 존재하며, 특히 미생물 가장자리에 부분적으로 높

은 농도의 우라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스와넬라와 같은 철환원박테리아는 표면

에 효소(enzyme)를 가지고 있어서 우라늄 환원을 촉진할 수 있으며, 표면이 음으로

하전되어 있어서 양이온인 우라늄을 쉽게 끌어당길 수 있다[3.7.9,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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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철, 망간, 인이 포함된 우라늄의 미생물 흡착 및 광물화.

우라늄 이온 및 기타 배경이온들이 공존할 때, 스와넬라균의 젖산 분해에 따라

발생되는 전자들의 수용체가 산화우라늄 및 산화된 배경이온들에게 전달된다. 본

실험에서 우라늄이 전자수용체가 되어 분해된 젖산으로부터 전자를 공급받고 환원

되면서 광물화가 진행된다. 그림 7.14에서 보듯이, 환원되기 시작하는 우라늄 원소

들이 미생물 표면에서 침전되거나 점차 광물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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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나노입자들의 성장이 2∼3 nm 정도로 발달하고 더 이상의 성장은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라늄의 기본 나노입자들은 계속적인 접촉 및 이온들의 추가에 의

해 큰 결정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림 7.14의 확대된 그림을 보면 성장하는 우라늄

나노결정체들을 볼 수 있다. 기존의 나노결정체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작은 크기의

우라늄 광물이 점차 큰 규모의 우라늄 광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주변배경용

액의 철 혹은 망간 등의 불순 이온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불

순 이온들이 같이 공침되면서 우라늄광물의 결정성장을 돕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4. 스와넬라균 표면에서 성장하는 우라늄 광물의 전자현미경 사진.

미생물은 단일 개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집락(colony)을 이루거나 바이오막

(biofilm)을 이루며 생존한다. 그림 7.15에서 보는 것처럼, 몇몇 미생물들이 응집형태

로 공존하며 자신들의 표면에 우라늄을 흡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생물 표면

에 흡착된 우라늄의 결정체가 점차 커지면서 우라늄 광물들은 상호 연결되고 큰 형

태의 광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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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표면 흡착된 우라늄 광물들과 결합되어 존재하는 스와넬라균들.

3)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미생물의 환원작용에 의해 생성된 우라늄 광물 이외에 몇 종류의 이차 침전물

들이 만들어졌다(그림 7.16). 특히, Mg, Si, Mn, Fe 등이 포함된 이차광물들이 생성

되었다. 이들 이차광물들은 고압멸균 과정에서 일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

지는 미생물과의 반응과정 중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광물의 외형상 형태는 탄

산염 혹은 규소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진 광물들로 판단되며, 더 자세한 광물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침전물들의 양은 상당히 큰 규모였으

며, 생성된 이차광물의 입자는 수∼수십 μm 이상의 큰 결정체로 관찰되기도 한다.

이렇게 대규모로 발달하는 이차광물들은 배경용액에 상당히 고농도로 존재하는 주

요이온들의 영향이며, 이러한 이온들은 상호결합에 의해 큰 결정체로 성장하거나

미생물의 영향 및 유기물들의 영향에 의해 광물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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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6. 지하수 성분과 철, 망간, 인의 영향에 따른 미생물적 이차생성물.

용액상의 미량원소 중 칼슘과 인의 성분이 우라늄 환원과정 중에 참여하여 공

침함으로써 새로운 우라늄 광물을 형성하였다. 그림 7.17에서 보는 것처럼, 우라늄

광물이 형성되면서 구형의 나노입자들이 대체로 일정한 크기를 이루면서 만들어졌

다. 그 크기는 수 n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EDS 화학분석 결과 우라늄-칼슘-인

으로 구성된 물질이었다. 이전의 결과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주사전자현미경에서 관

찰된 구형의 우라늄 광물은 ningyoite(CaU(PO4)2·H2O)라는 인과 칼슘을 가지는 우

라늄 광물 이었다. 인을 함유하는 우라늄 광물은 용해도가 작고 오랜시간 동안 안

정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광물중의 하나이다. 주사전자현미

경 관찰하에서 살펴본 ningyoite는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미

생물 주변에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모여있는 구조로 관찰되었다. 시간에 따라

ningyoite의 크기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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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7. 우라늄 광물의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와 화학성분 특성.

5. 핵종/미생물 산화환원 반응

가. 미생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및 특성 분석

1) Vulgaris

Vulgaris 미생물이 serum bottle에 주입되면, 용액상에 이온으로 존재하는

Fe(II), SO4
2-, U(VI) 등이 미생물의 환원기작에 반응하게 된다. Vulgaris 미생물은

혐기성 미생물로서, 황산염을 환원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다. 이러한 미생물은 단기

간내에 많은 양의 황산염을 환원시켜 황화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에서 물 속의 용존산소는 점차 고갈되고 극환원조건을 이루게 된다. 그림 7.18에서

보는 것처럼, 미생물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Eh값의 변화가 나타난다.

미생물에 의해 환원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초기 -120 mV를 보여주던 Eh값이 점차

낮아져 약 4일이 지난 후에는 최저점인 약 -350 mV까지 떨어진다.

그림 7.19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 초기에는 용액상의 황화광물 입자들이 약간



- 965 -

가라앉아 있고 상등액은 대체로 맑다. 그리고, ORP 값은 대략 -200 mV 미만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생물의 활동도가 높아지고 점차 ORP 값이 -300 mV 이

하가 되면서, 황화광물이 급속히 만들어진다. 초기에 만들어지는 황화광물은 나노크

기의 입자들로써 쉽게 부유하고 미생물과 같이 공존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차 커지면서 침강하여 bottle의 밑바닥에 가라앉는다. 위의 실험결

과는 미생물에 의해 강한 환원조건이 형성되면 황화광물이 쉽게 만들어지며, 점차

그 크기가 μm 크기까지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18. Vulgaris 미생물에 의한 ORP 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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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9. Vulgaris 미생물에 의한 ORP 변화 및 황화광물 형성.

(왼쪽) 초기실험, (오른쪽) 4일째 실험 사진.

2) Desulfuricans

Desulfuricans는 Vulgaris와 같은 Desulfovibrio 속에 속한 황산염환원 미생물이

다. 그림 7.20에서 보는 것처럼, Desulfuricans에 의한 ORP 값이 큰 폭으로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 -120 mV에서 시작하여 4일이 지난 후에는 약 -500

mV 가까이 Eh가 감소하였다. 이는 bottle 내의 산소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

하며, 강한 환원조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지시한다. Vulgaris의 Eh값과 비교했을 때,

약 -150 mV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슷한 계통의 황산염환원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종류에 따라 환원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Desulfuricans는 상대적

으로 강한 환원능력을 갖는 미생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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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0.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한 ORP 값의 변화.

3) Shewanella

철환원 세균인 스와넬라에 의한 용액의 ORP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 7.21). 실

험조건은 bottle 내에 Fe(III)-citrate를 주입하여 산화된 철이온이 배경이온으로 존

재하도록 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Eh값은 계속적으로 변하였으며, 최대 -400

mV의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값은 황산염환원 박테리아인 Vulgaris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며, 비록 철환원세균이지만 환원능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Eh 값이

최저점이 되는 시기는 황산염환원 세균과 비슷하게 약 4일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

며, 이것은 미생물의 성장곡선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e(III)-citrate가 존재할 때는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을 띠지만 Fe(III)가 Fe(II)

로 환원되면 무색으로 바뀐다. 본 실험은 황산염환원 미생물과 달리 황화광물이 형

성되지 않고, 단지 철의 환원만이 이뤄진다. 환원된 Fe(II)는 용해도가 크고 잘 침전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성의 광물로 관찰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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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 Shewanella 미생물에 의한 ORP 변화.

나. 핵종이동 및 지연 영향 분석

1) Vulgaris

가)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형태를 관찰하고 EDS 화학분석을 실시

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Vulgaris 활동에 의한 우라늄의 mackinawite로의 공침이 잘

관찰되지 않았다. 용액상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제거 기작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

는데, 하나는 자체적인 광물화에 의한 우라니나이트의 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에서 만들어지는 황화광물 구조안의 포획이다. 본 실험에서 기대하는 바는 황화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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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내부로 우라늄 이온들의 포획이었으며, SEM 관찰결과로는 우라늄의 황화광물로

의 포획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22). 이러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는 황화광물 형성에 참여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우라늄의

제거 특성이 다르지 않나 사료된다. 일부 시료이기는 하지만, SEM 상에서는 우라

늄 없이 철과 황의 성분만 관측되었으며, Vulgaris에 의한 우라늄 황화광물 포획기

작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7.22.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SEM 이미지 및 화학성분.

나) Vulgaris: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

주사전자현미경 관찰과 마찬가지로 투과전자현미경에서의 mackinawite의 우라

늄 포획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7.23). TEM상의 EDS 분석에서 우라늄은 거의 검

출되지 못하였고 철과 황의 성분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전자현미경 분석은 시

료 가운데 일부분만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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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3.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TEM 이미지 및 화학성분

다) Vulgaris: EPMA 관찰

SEM과 TEM에서 관찰하기 힘들었던 우라늄 성분이 EPMA(전자현미분석) 기

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일부 우라늄이 검출되었다. 그림 7.24에서 관찰되는

우라늄은 철과 황의 화학성분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농도는 매우 낮게 관측

되고 있다. 일부 농집된 우라늄이 간혹 광물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미생물에

의해 형성되는 mackinawite 광물에 우라늄이 같이 공침되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입

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라늄이 황화광물에 흡착되는 기작으로 설명되었으나, 본 실험에서

는 적은 양이지만 일부의 우라늄이 mackinawite 광물내 구조안에 같이 포함되어

농집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철과 황의 분포도는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러

한 사실은 Vulgaris에 의해 만들어지는 mackinawite가 거의 균일하게 형성되고 있

음을 암시한다. 즉, Fe:S = 1:1의 비율로 잘 형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불균질한 양상

을 보이지 않는다. 철과 황의 분포도는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Vulgaris에 의해 만들어지는 mackinawite가 거의 균일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한

다. 즉, Fe:S = 1:1의 비율로 잘 형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불균질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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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4. Vulgari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의 EPMA 화학분석.

2) Desulfuricans

가)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

찰했을 때, Vulgaris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Vulgaris의 경우에는 SEM 상에서

우라늄의 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Desulfuricans의 경우에는 상당량의 우

라늄이 검출되었다(그림 7.25). 그림 7.25의 EDS 화학분석 데이터를 보면,

mackinawite 표면에 많은 양의 우라늄이 공침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라늄이 단순히 이미 만들어진 mackinawite의 표면 가장자리에 수착된 수준이 아

니라, mackinawite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공침 혹은 구조안에 참여하여 존재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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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5. 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의 SEM 이미지와 화학성분.

나)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

SEM에서 관찰한 것과 비슷하게 TEM에서도 우라늄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그

림 7.26에서 보는 것처럼, mackinawite 광물의 가장자리를 화학분석 했을때, 상당량

의 우라늄이 검출되었다. TEM 이미지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라늄의 결정체인

우라니나이트의 흔적은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우라늄 이온들이

mackinawite의 광물구조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의 함량은 SEM에

서 관찰한 정도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7.27에서 mackinawite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의 화학적 분포를 볼 수 있

다. mackinawite 광물의 전체 윤곽과 철, 황 원소들의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일치

하고 있으며, 이미지의 흰색 부분은 고농도의 철 원소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우라늄

의 분포는 철과 황의 분포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라늄이 우라니나이

트라는 입자상의 광물 형태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mackinawite 광물구조내에

구성성분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만약, 우라늄이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우라늄의 분

포가 국부적으로 발달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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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6. Desulfuricans에 의해 형성된 mackinawite TEM 이미지와 화학성분.

그림 7.27. TEM에 의한 그림 7.26 이미지의 EDS mapping.

또한, EDS mapping에서 알 수 있듯이, 철과 황의 농도가 높은 곳에 우라늄도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철과 황의 농도와 우라늄의 농도가 상

관성 있게 발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mackinawite 초기 생성부터 우라늄이

관여하여, 광물의 성장과 우라늄의 포획이 비례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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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PMA 관찰

Desulfuricans에 의해 만들어진 mackinawite를 EPMA 분석을 통해 관찰하였다.

EPMA 분석을 위해 시료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carrier를 이용하였고 산소환경에 노

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였다. 또한, EPMA 기기는 매우 정밀하게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로써, SEM이나 TEM에 비해 우라늄의 분포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관찰한 mackinawite 입자는 50 μm 이상의 큰 입자로써, 약

2주동안 Desulfuricans 미생물에 의해 성장한 광물이다. EPMA 화학분석 결과, 이

광물은 거의 철 원소와 황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황 원소가 검출되지 않았

다(그림 7.28). 황원소는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산화되어 없어지는 특성이 있

다.

그림 7.28. Desulfuricans에 의해 생성된 mackinawite 광물의 EPMA 화학분석.

본 실험에서 관찰된 우라늄의 분포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

라늄의 분포가 mackinawite에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고 입자상의 형태로 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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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하게 분포하고 있다. 높은 농도의 분포를 보여주는 우라늄들의 가장 큰 형태는

10 μm 이상의 크기도 존재한다. 우라늄의 포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단속

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미생물에 의해 mackinawite가 만들어지면

서 포함되는 우라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라늄의 분포는

광물의 가장자리 보다는 광물 내부에 높은 밀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광물형성 초기부터 우라늄의 공침이 계속되어 왔다는 증거를 암시한다. 우라늄의

포함량이 시간이 지난면서 감소하는 이유는 용액상에 용존된 우라늄의 농도가 감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변의 작은 입자들에는 우라늄의 포함량이 매우 적으

며, 이는 후기에 만들어진 광물에는 우라늄이 공침할만한 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6. 결과 요약

지하심부 생존하는 지하미생물들 중에 금속환원미생물인 스와넬라, 불가리스,

그리고 디설프리칸스 등의 3가지 혐기성미생물을 대상으로 산화핵종의 환원, 광물

화 및 제거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KURT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금속환원미생물

을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KURT 미생물의 경우, 철 및 망간환원 미생물들이 다량 생존하고 있으며

철산화물 및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다른 광물로 변환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예를

들어, akaganeite 철산화물이 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해 magnetite로 변이되었다.

또한, 우라늄과의 반응실험에서 KURT 철환원미생물은 우라늄 제거에 탁월한 능력

을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망간환원미생물은 수일내에 용존우라늄을 용액상에서 제

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침철석과 같은 광물은 핵종을 쉽게 수착하여 미

생물과의 반응을 방해하였고, 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해 침철석이 용해되면서 핵

종의 탈착도 같이 진행됨을 관찰하였다.

스와넬라를 이용한 핵종의 광물화 연구는 우라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우라

늄은 자연계에서 산화상태의 U(VI)와 환원상태의 U(IV)로 주로 존재하고 환원된



- 976 -

우라늄은 용해도가 낮고 광물화를 쉽게 이룬다. 본 실험에서 스와넬라균에 의해 용

존된 우라늄이 제거될 뿐만아니라 환원된 우라늄이 나노크기의 입자로 광물화됨을

확인하였다. 그 크기는 2∼3 nm 크기로 확인되었으며, 기본입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수십, 수백 nm 크기의 우라늄광물로 바뀌었다. 광물화된 우라늄은 우라니나이트

(uraninite)라는 광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원소들을 불순물로 가지는 경향이 있었

다. 우라늄 광물에 불순물로 참여한 원소들은 주로 칼슘과 인 등이었으며,

ningyoite라는 인산염광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순물의 역할은 우라늄광물

의 용해도를 낮추고 입자의 크기 및 결정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광물의 안정성을 도

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의 광물화는 미생물의 표면 및 내부에서도 진행되었는데, 우라늄의 단순

흡착 뿐만아니라 다른 이온들과의 결합을 통해 큰 결정의 우라늄 광물을 형성하였

다. 미생물 표면에서 성장하는 우라늄광물들은 미생물간의 연결을 도와 미생물들의

응집을 통한 핵종원소들의 이동이 저감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미생물 내부

에서 발달하는 우라늄광물들은 세포막 부근에서 판상의 형태로 성장한다는 것이 처

음으로 확인되었다. 미생물로부터 성장하는 우라늄 광물은 초기에 나노크기로 시작

하여 다른 입자들과 상호 결합을 통해 큰 형태의 입자로 성장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마지막으로, 불가리스 및 디설프리칸스와 같은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제거 및 황화광물 형성기작을 살펴보았다. 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해 제거되는 우라

늄은 단순 우라니나이트라는 우라늄 광물로의 형성 뿐만아니라, 주변에서 만들어지

는 황화광물 내부구조로도 포획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라늄이 황화광물

내로 포획될 때, 미생물의 역할이 중요하며 미생물의 개체에 따라 우라늄의 포함되

는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디설프리칸스가 우라늄을 황화광물로 포획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이는 디설프리칸스의 높은 환원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디

설프리칸스 미생물의 경우 일주일내에 용액의 산화환원값을 -500 mV까지 낮추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금속환원미생물은 용액상의 산화상태를 극환원조건으로

쉽게 바꿀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러한 과정중에 만들어지는 이차광물 내부로 용존

핵종들을 쉽게 저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하수를 따라 이

동할 수 있는 핵종들의 흡착 및 침전, 그리고 지연효과에 분명 큰 잇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지하심부 금속환원미생물을 활용한 방사성폐기물 핵종이동 지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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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할 뿐만아니라, 미래 처분장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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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결론 및 제언

처분장으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특히 악틴족과 같은 고준위 핵종들)의 다양한

거동 특성과 복잡한 지구화학적 지하수 환경, 복합적인 지하매질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며,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안전성 평가(또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Safety Case 개발)에 필요한 자료

와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평가에 불가피하게 내재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상의 제약과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지층 환원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

할 수 있는 실험실, 실험시스템 및 장치를 설계․설치하고, 분석방법과 해석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심지층 처분환경에서의 고준위핵종들의 복합한 거동특성을 성공적으

로 규명하고, 이를 국내․외 SCI 저널에 다수 게재하는 등 투자 대비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

부족한 경험과 기술적 지원, 제한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균열 암반을 통

한 핵종 이동 특성 규명을 위해 KURT 현장에 용질이동 실험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설계 및 설치하고, 다양한 용질을 이용하여 현장실험을 수행하여 다수의 국내특허

를 출원하고, 우수한 SCI 급 논문을 다수 게재하고, 향후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의 현장실증을 위한 요소기술을 확보하였다.

처분 안전성 평가 자료의 활용성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해 OECD/NEA Sorption

Project에 참여하고, 국내 전문가들과의 Workshop 개최 및 연구협력을 추진하였고,

제한된 직접비 내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국제공동연구 분담금이 년

120,000천원 수준) 스웨덴 Äspö 및 스위스 GTS 등 주요 해외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협

력 및 국제적 위상제고에 기여하였다.

핵종/광물/미생물 복합반응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첨단 융합과학 연구

분야로 국내 대학의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3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들 선

진국의 기술 수준에 거의 도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된 논문들이 SCI 저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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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되었거나 출판중이다. 따라서 연구 인력이나 연구예산 대비 우수한 실적과 성

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도 현재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사업이 착수되고 있지만 실제 처분사업

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술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고 관련 기술들이 충분

히 실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기술들이 자체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되고 외국 기술에 종속

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고준위폐기물 처분도 선진 외국에 비

해 처분연구의 착수시점이나 진도는 많이 늦었지만, 국내 처분환경에 대한 체계적

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술 자료를 축적하고 처분기술 자립을 이루어 간다면 실

제 처분장운영은 유럽이나 일본보다 많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될 것으로 기대

된다.

안전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해서는 고준위핵종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

고유의 지질조건, 자연환경, 인문사회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합당한 연구항목을 설정하고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장 합당한 처분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연구결과들은 결국, 국

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과학기술적 안전성 입증을 위한 다양한 기술 자료와

기술실증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향후 고준위폐기물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

한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 신뢰도 증진, 나아가 원자력산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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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심부처분환경

에서 고준위핵

종들의 지화학

반응과 수착특

성 규명 및 안

전성평가자료

확보

․심부 처부 환원환경(-400mV 이하)

실험을 위한 방사화학 실험실 및 글

로버박스, 전기환원셀 등 장비 구축

․KURT 지하수를 이용한 고준위핵종

(U, Th, Np, Am)들의 용해도 측정

및 D/B 자료 추가

․KURT 지하수 및 암석을 이용한 고

준위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Kd) 측

정 및 D/B 자료 추가

․고준위 핵종들의 지화학반응에 의한

화학종 변화 및 광물조성 변화 등에

의한 수착 특성 규명

․pH, Eh, 탄산염 등 지화학변수 영향

규명

20 100

실험실 및 실험

장비를 성공적

으로 구축하고,

실험 및 모델링

을 수행하여 해

당 D/B에 자료

를 추가하고,

생산된 연구결

과를 국내외 우

수 논문에 게재

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제

공하였음

안전성평가를

위한 고준위핵

종들의 지화학

반응 및 수착

D/B 구축

․주요 핵종들에 대한 지화학반응 열

역학적 자료 및 용해도 D/B 구축

․Web 기반 수착자료 D/B 개발 및

수착자료 D/B 구축

․OECD/NEA Sorption Project 참여

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수착자

료 활용방법론 개발

․국제공동연구 참여 및 국내전문가

Workshop 등을 통한 평가자료의 신

뢰도 확보

15 100

해당 D/B를 개

발 및 구축하

고, 안전성 평

가 활용을 위한

방법론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

고, 자료의 신

뢰성 확보를 위

한 국내전문가

Workshop 등을

개최함

현장 조건에서

암반을 통한

․KURT 암석을 이용한 내부확산 실

험장치의 설계, 설치 및 기초특성 측
10 100

내부확산 실험

장비를 설계 및

표 4.1.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에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들에 대한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

도를 표 4.1.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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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확산 깊이

측정 및 확산

특성 평가

정

․혐기 및 환원 조건에서 다양한 비수

착성 및 수착성 핵종들의 암반 확산

깊이 및 확산계수 측정

․확산깊이 측정 및 표면 반응 분석을

위한 자기방사분석장치, 연차 추출

법, EPMA 등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결과 해석

설 치 하 고 ,

KURT 현장 시

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여 결과를 도출

하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개

발하여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

하였음

KURT 현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

동 및 지연특

성 규명

․KURT 현장 용질이동 실험시스템

설계, 개발 및 구축(균열 길이: 3∼5

m 규모)

․용질이동 실험을 위한 암반 단열 특

성과 단열연결성 분석 및 방법론 정

립(BIPS 및 Water pressure test)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착성(Eosin,

Uranine, Br-) 및 수착성(Rb, Ni,

Sm, Zr) 용질 이동 실험 수행 및 이

동특성 분석

․균열 충전광물과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열린계에서의 현장 용질 이동모델의

자체 개발 및 검증

30 100

용질이동 실험

시 스 템 을

KURT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

계 및 설치하

고, 다양한 용

질을 이용하여

현장이동 실험

을 수행하고 자

체 자료를 생산

함으로서 암반

단열을 통한 핵

종이동 실증을

위한 요소기술

들을 확보하였

음

해외 지하시험

시설에서 핵종

및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연구현황 및

공동연구 참여 타당성 분석

․스웨덴 Äspö 지하수 유동 Task

Force 국제공동연구 참여(2008.5 협

약) 및 자체 개발한 DFN 모델을 적

용함

․스위스 GTS에서 CFM(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II 국제공

동연구 참여하고(2008.11 협약) 관련

자체연구 수행하여 기여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Know-how 및 정보를 취득하고, 우

리나라의 원자력 국제협력 및 위상

제고에 기여

10 100

연구현황 및 참

여타당성 분석

을 통해 스웨덴

Äspö 및 스위

스 GTS 등 주

요 해외지하연

구 시 설 에 서 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필요

한 정보 및 지

식을 습득하고,

우리나라의 원

자력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

여하였음

심부 처분환경

에서 핵종/광

물/미생물 복

․KURT 미생물 확인(미생물 100여

종, 금속환원 미생물 20여종) 및 기

초특성 규명

15 100

KURT 지하수

미생물의 특성

분석과 핵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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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반응 특성

분석

․광물/미생물 상호작용에 의한 미생

물의 핵종 수착 영향 평가

․미생물에 의한 핵종광물화

(Bio-mineralization) 현상 메커니즘

규명 및 우라늄 이동 지연효과 평가

․미생물에 의한 지하수 및 핵종 산화

반응 영향 및 수착 등에 대한 미생

물 영향 평가

물/미생물 상호

작용에 대한 연

구를 심도있게

수행하여 우수

한 연구성과를

도출하였고, 핵

종거동에 대한

미생물 영향 분

석을 통해 처분

안전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소

에 기여하였음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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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고준위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준위핵종들의 이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 및 자료의 확보가 선행되

어야 한다. 이렇게 습득된 기술과 자료들은 폐기물관리방안 수립, 고준위폐기물의

안전성 평가, 처분부지 선정, 처분장 설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처분의 기

술적 타당성 및 안전성평가의 불확실성 저감 등에 기여할 것이다.

심부 처분 환원환경에서의 핵종거동과 관련하여 생산된 분석기술 및 자료들은

고준위폐기물뿐만 아니라 중․저준위폐기물의 처분안전성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반환경, 지구화학, 방사화학 등 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처분안전

성평가를 위한 국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선행 연구를 통해 충분한 자료들을 확

보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아울러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적 연구 활동 및 기술 자료의 확

보를 통해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다.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및 확산계수는 처분안전성 평가의 핵종이동 모델의

개선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 사회환경 및 지질환경에

적합한 자체기술 개발 및 자료 획득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 평가에 소요

되는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성평가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하고, 국

내기술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최초의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이동 현장실험 결과는 안전성평가의 이동모

델 검증에 활용될 것이고, 현장 이동 실험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들은 향후 한국형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현장실증에 필요한 요소기술 및 기초자료 확보에 기여

할 것이다. 현장 실증실험 기술 개발은 향후 국내 실제규모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이

건설될 경우에 연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핵종

이동에 대한 현장실증은 일반 국민들 및 비전문가들이 가장 쉽게 처분장의 안전성

과 핵종유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국내의 부족한 기술과 자료들을

보완하고, 비교검증을 통해 국내기술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향후 국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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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공동연구는 국내에서 직접 수행이 불가

능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자체 수행에 따른 연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

다. 아울러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국내기술 및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해당

분야의 국제협력에 기여할 것이다.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광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 연구결과는 그동안 무

시되어 왔던 현상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 평가의

불확실성을 저감시키고, 환경, 지구화학, 융합과학 등 타 분야에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처분안전성 평가기술의 향상을 통해, 처분사업 추진에 따

른 처분안전성 평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안전성평가의 불확실

성 감소 노력을 통해 대국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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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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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지속적 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문제

를 푸는데 필요한 새로운 핵연료주기개념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제255차 원자력

위원회에서는 PYRO 공정 및 SFR을 연계한 선진 핵연료주기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선진 핵연료주기개념에 따르면, 악티나이드 및 장반감기 핵분열성 핵종은

고속로에서 소멸시킴으로써 단반감기 폐기물은 큰 부담이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직접처분을 가정하여 한국의 대표

지질에 부합하는 고준위폐기물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선진 핵연료주기개념을 채택하는 경우 PYRO 폐기물에

대한 처분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

발과제 수행은 필수적이며, 세부 과제로 처분시스템 개발, 처분 안전 해석, 심지

층처분환경 타당성 평가, 공학적방벽 성능 현장실증 연구 및 천연방벽을 이용한

핵종이동 및 지연특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고준위폐기물장기관리, 처분시스템, A-KRS, 안전해석,

공학적방벽, 천연방벽, 핵종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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