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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습식 재처리후 유리고화 폐기물 처분 및 파이로 주

기 폐기물 처분 등 다양한 처분 방식에 따른 방사선적 장기 안전성 평가 방법을 기술하기 위

해 먼저 평가 대상 시나리오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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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용 물성 변화를 기술하는 방안, well draw down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물로의 유입율을 산정

하는 방안 등 새로운 방안들을 많이 도입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근간으로 Code V&V를 국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A-KRS 처분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평가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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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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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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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일정

한 한계가 있으나 파이로와 이와 연관된 고속로(Sodium Fast reactor 이하 SFR) 환

경 친화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 코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Goldsim은 이제까지 KAERI 가 종합 안전성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이하 TSPA)에서 주 코드로 사용해 오던 

MASCOT-K 및 AMBER의 장점을 조합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로 MS 

Visual Studio 언어를 기반으로 한 high level language이다. 

   Goldsim은 천이적인 이류 분산 현상을 정밀 모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간 변화

에 따른 비고전적인(Discrete) 입력 데이터 변화도 모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습식 재처리후 유리고화 폐기물 

처분 및 파이로 주기 폐기물 처분 등 다양한 처분 방식에 따른 방사선적 장

기 안전성 평가 방법을 기술하기 위해 먼저 평가 대상 시나리오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모델링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세계적으

로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Goldsim 프로그램을 이용 성

능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세한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허가에서 사용하던 방법론에서 진일보하여 

Selector element를 사용 물성 변화를 기술하는 방안, well draw down 데이

터를 이용하여 우물로의 유입율을 산정하는 방안 등 새로운 방안들을 많이 

도입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근간으로 Code V&V를 

국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A-KRS 처분 개념에 대한 

보다 상세한 평가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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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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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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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일정

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오차 범위 안에서 파이로 에 대한 예비 

안전성 평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9년 4월 1983년부터 추진되어 오

던 미국 유카산 처분장 사업(Yucca Mountain Project, 이하 YMP)이 중단된 후 세계 

각국은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 이하 SNF)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

심하고 있고 이미 국토의 협소성, 수송의 어려움, 점증하는 부지 수용성 확보 난항 

등으로 인해 파이로 연구에 착수한 국내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파이로 환경 친화성

을 점검하도록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는 파이로

와 이와 연관된 고속로(Sodium Fast reactor 이하 SFR) 환경 친화적 측면으로

(1) 처분장 소요 면적 감소

(2) 장기간에 걸친 환경 위해 가능성 종식을 위한 장반감기 핵종 변환

(3) 연간 개인선량 감소

를 예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 중 (2), (3) 항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종합 안전성 평가 툴 개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해외에서는 최근 YMP에서 안전성 평가 시 주(Main) 평가 툴로 사용되었던 미국 

Goldsim 사가 개발한 Goldsim 10.2 RT 버전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상술

하고자 한다. Goldsim은 이제까지 KAERI 가 종합 안전성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이하 TSPA)에서 주 코드로 사용해 오던 MASCOT-K 및 

AMBER의 장점을 조합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로 MS Visual Studio 언어

를 기반으로 한 high level language이다. 

   이제까지 TSPA에서 사용하던 MASCOT-K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 출력을 생산해 

다음 sub-module로 전달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각 sub-module 내 평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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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플럭스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 각 지점에서 시간별 농도와 플럭스를 

예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류 분산(Advective and Dispersive)에 따른 각 

지점 별 그리고 sub-module간의 물질 이동을 천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

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Laplace 역변환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한계상 시간에 따라 

천이적(Transient)으로 변화하는 입력 자료 수용은 불가능하였다. AMBER는 시간 변

화를 고려한 입력 자료 수용은 가능하나 특정 구획(Compartment)에서 다른 구획으

로 물질 이동을 기술할 때 상수(Constant)로 표현되는 물질 이동 전달 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를 사용함으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천이적 변화 현상을 평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Goldsim은 MASCOT-K와 같이 각 평가 지점에서 농도

와 선속을 예측하지 못하고 각 구획 내 평균 농도와 유출 플럭스를 계산하는 한계

는 있으나 천이적인 이류 분산 현상을 정밀 모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간 변화에 따

른 비고전적인(Discrete) 입력 데이터 변화도 모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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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평가 대상 고화체 및 시나리오 개발

   파이로 TSPA는 단순히 그 차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처분(Direct 

Disposal 이하 DD)와의 비교 검토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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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절 정상 시나리오

   TSPA 정상 시나리오는 평가 대상이 PWR, CANDU SNF이던 파이로 폐기

물이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전술한 대로 파이로 폐기물 처분 개념인 

A-KRS 현 평가 대상 개념은 폐기물을 각각 200 미터와 500 미터 심부에 나

누어 처분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PWR, CANDU SNF DD는 지하 

500 미터에 처분을 하는 개념상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DD에서는 스웨덴 

SKB KBS-3V 개념과 유사하게 처분 터널을 굴착한 후 터널 바닥에서 처분공

을 굴착한 후 처분 용기를 거치하고 주위를 벤토나이트 완충재로 충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파이로 처분을 위한 A-KRS에서는 SKB의 KBS-3H 개념

과 유사하게 처분 터널을 굴착한 후 터널 내에 폐기물을 거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500 미터 심부에 처분하는 경우 심부 지하수(Deep Ground)

가 침투하여 지하수 속에 함유된 부식 촉진 물질이 용기를 부식시킨 후 고

화 상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용해시킨 후 외부로 이송시키는데 반해 200 미

터에 처분하는 경우는 지하수 화학 조성이 심부 지하수와 다른 지하수가 유

사한 반응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침투 지하수가 궁극적으로 처분 터널 혹은 사일로 주변 공학적 방벽의 

안전 성능을 저하시킨 후 벤토나이트 방벽을 통과한 후 내부로 침투하여 처

분 용기를 부식시킨 후 고체 상태로 유지되던 폐기물을 용해시켜 외부로 유

출시킨다. 현재 모델링에서는 처분 용기의 수명을 300 년으로 가정하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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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등의 연구에서는 초기 용기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용기 불량 손상 발생률을 0.1%

로 전과 같이 가정하였다. 용기 파손 후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은 공학적 방

벽을 통과하여 주변 암반대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공학적 방벽과 암반 사이

에는 충전재와 함께 암반 굴착 영향으로 발생한 지역(EDZ: Excavated 

Disturbed Zone) 등이 있다. 

   실제적으로 EDZ 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서들이 스웨덴 Aspo 및 Stripa 실증 연구에서 많이 규명되었고 EDZ 규

모도 전단계 처분종합안전성평가에서 밝힌 바와 같이 TBM 굴착 시 30 cm, 

제어 발파를 하는 경우 1 m 이내임이 Aspo 국제 공동 연구에서 규명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 이러한 EDZ이 지하수의 

집함점으로 처분 용기로부터 유출된 방사성폐기물이 EDZ에 집적된 후 외부 

암반으로 유출된다고 가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이와 같은 

보수적 관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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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산

(dispersion)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 또한 일부 핵종들은 주변 암반으로 확산

된다(matrix diffusion). 이와 같이 주변 암반으로 확산된 핵종들은 상당 시간 

경과 후 다시 단열로 재확산되어(back diffusion)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천

연 방벽을 통한 방사성 핵종 이동은 크게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와 같은 수치 해석 기법에 근간을 둔 컴퓨터 코드를 통해 해석되거

나 구획 모델(compartment theory)에 바탕을 둔 컴퓨터 코드로 평가된다. 

   수치 해석적 방법은 보다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현재 

컴퓨터 용량상 재확산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구획 모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재 평가 모델 추세는 수치 해석법이든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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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법이든 모두 이러한 한계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재확

산을 무시하는 현재의 평가 방법론은 실제 농도 값보다 낮게 평가하는 불합

리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재확산에 의해 발생하는 농도치는 실질

적인 최고치에 비해 현저히 낮고 기존의 안전성 규제들이 연간 개인선량 최

고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허가 상에서 정확한 재확산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번 단계 안전해석 연구에서도 단열에서 암

반으로의 확산은 하나의 sink term으로만 고려한채 재확산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천연 방벽을 통과한 핵종들은 천연방벽/생태계 접점 

(GBI: Geosphere Biosphere Interface)를 통과한 후 생태계로 도달하게 된다.  

  선진핵연료주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지층 처분장은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생태계로 육상 농업 생태계, 해상 어업 생태계 및 

담수 어업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지난 인허가 신청 시에는 지역 주민들

이 독립적으로 각각 이와 같이 다른 3 개의 생태계에 거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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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하는 

방법론을 규제 기관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평가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생태계로서는 접점에서의 대수층, 대수층과 연계되

는 토양층 및 해저 퇴적층, 토양층과 연계되는 불포화대와 이들과 연계되는 

근초 식물(root vegetable) 토양층과 강 바닥, 강 그리고 표토 토양층 및 대

기층이 존재하며 바다 밑 퇴적층과 연결된 바다 및 최종적으로 싱크(sink)가 

될 먼 바다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지하수를 통한 정상 유출 시나리오인 기준 시나리오

는 구획 모델 개념을 이용한 Goldsim 코드로 잘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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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정상 시나리오

1. 우물 굴착 시나리오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서 통례적으로 가장 높은 연간 개인 선량치를 예측

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우물 시나리오이다. 지층 처분장 인허가 시에 고려한 

우물 시나리오는 두 처분 동굴이나 사일로 사이 중앙에 우물이 굴착되어 이

로부터 채취된 우물물을 거주민들이 음용 및 생활에 사용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평가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우물 주변 지하수 

유동 평가이다. 일반적으로 처분장에서 지하수 유동 평가를 단일 모델 개념

으로 접근하는 경우 전체 평가 대상 볼륨의 길이가 수 킬로 미터 영역에 달

한다.

   이와 같은 우물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 할 그리드 사이즈는 수 미터 혹

은 수십 센티미터 레벨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한 그리드 생성이 매우 

어렵고 해의 안정성의 보장이 어렵다. 만일 이러한 수리 정보가 정확히 생성

된다면 이러한 자료는 안전성 평가에서 필요한 핵심 입력 자료가 될 것이다. 

   만일 정확한 부지 조사 결과 몇몇 특정 사일로에서만 지하수가 우물로 

유입된다면 이에 따라 적절히 입력 값을 조정하면 되도록 모델을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우물 시나리오의 큰 현안의 하나는 이와 같이 사일로로부

터 유입되는 지하수 뿐 아니라 우물 유입량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주변의 

신선한 지하수 유입량을 어떻게 정확히 산정하는가이다. 즉 이와 같은 신선

한 지하수 유입량 고려는 희석률(dilution factor)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최종

적인 우물물의 농도는 이와 같은 희석률에 직접적으로 반비례하게 된다. 이

러한 희석률은 실제 정밀 부지 조사에서 산정되어야 하며 안전성 평가 모델 

개발 시에는 이와 같은 희석률이 반영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물 굴착 및 이에 따른 양수 작업으

로 인한 지하수면 하강이다. 일반적으로 우물 굴착으로 인한 유입량은 아랫

방정식 (2)에 주어진 Thiem 해법 공식으로부터 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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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유입량 = 




∇                                (2)

   따라서 우물 굴착에 따른 단위 시간당 양수량에 따라 수두 변화 구배를 

관련 수리 시험을 통해 산정하는 현장 실험 결과치가 안전성 평가 주요 입

력 자료인 우물 유입량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우물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 할 생태계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생

태계와 다르게 된다. 우물에서 양수된 물은 직접 음용수로 사용되거나 농작

물 및 가축 재배에 사용되어 먹이 사슬(food chain)을 거쳐 인간으로 전이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로를 고려한 새로운 생태계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상기 기준 시나리오와 함께 본 우물 굴착 시나리오도 Godlsim 코드로 해

석 가능할 것이다.

2. 지진 시나리오

   일반적으로 지진은 지하에 위치한 구조물의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설령 지진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구조물이 손상되는 경우라도 구

조물의 화학적 조성이 변화하지 않는 한 처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이다. 이는 화학적 조성이 최고용해도(solubility limit)와 핵종 이동 지연 

계수(retardation coefficient)에 영향을 미치며 근계(near field)에서는 이류에 

의한 핵종 이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천

연 방벽에서 진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

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건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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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한다면 이론적 측면에서는 지하수 유동 속도 증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수학적 모델링에서 반영하는 것은 간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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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인자로 들어가는 지하수 유동 속도가 얼마나 증대했는가로 지진의 영

향이 표현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단열 폭 증대 값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민감도 분석(sensitivity study) 등을 통해 그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처분안전해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천연 방벽 특성상 경우 천연 방벽

의 핵종 이동 지연 능력이 낮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핵종 이동을 억

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설사 지진이 발생하여 단열 폭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단열 발생 확률을 평가에서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연간 개인 선

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등 지진에 

대한 여러 분야 질의에 대비해 이와 같은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

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Goldsim을 이용한 방법론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 가능

하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전성 평가 

시 이와 같은 방법론을 개발 적용한 바 있다.

나. 새로운 이동 경로 생성

   이와 같은 경우 기존의 이동 경로보다 이동 길이가 짧은 새로운 경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수학적 개념에서 보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와 상이

점이 없다. 하지만 Goldsim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다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의 모델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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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

는 것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업이다. 

   처분안전연구에서는 Goldsim 코드 내 selector 기능을 이용 시간에 따른 

공학적 방벽의 물성 변화를 표현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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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im의 기능은 MASCOT와 같은 Laplace 역변환을 사용하는 평가 코드에

서는 없는 기능이다. Laplace 변환의 경우 시간 0부터 무한대까지 물성이 변

화하는 현상을 기술할 수 없으며 모든 response function이 classical 

function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물성 변화를 discrete 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Goldsim과 같은 코드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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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된 fluid에 대한 partitioning coefficient 정보가 있으면 특성 기술이 가능하

므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Goldsim을 사용 방사성 기체 이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체 이동 평가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동 경로와 속도 평

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LBNL에서 개발한 Tough 코드가 전 세계적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코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서울대 등 국내 기

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Tough를 통해 기체 이동 정보 및 이에 

따른 농도 평가까지 가능하므로 자세한 기체 이동 관련 입력자료가 전무한 

현재로서는 Goldsim을 이용 별도로 방사성 기체 이동 현상을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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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Goldsim을 이용한 평가 모델링 개요

   Goldsim을 이용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자가 염두에 둘 주요 

항목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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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이러한  Container  모델 개념에 의거해 개념적으로 도출한  

Goldsim 이용 안전성 평가 코드의 Top Level View이다

그림 1. Goldsim  코드로 묘사한 월성 처분장 안전성 평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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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선진핵연료주기기술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따

른 방사선적 장기 종합 안전성 평가를 위해 Goldsim을 이용하는 모델을 개

발하기 위해 상기 4 가지 요소를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는가에 대한 평가 방

법론 개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Goldsim으로 묘사할 물리적 방벽은 그림 3.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정상 기준 시나리오를 위한 물리적 방벽

(2) 우물 굴착 시나리오를 위한 새로운 물리적 방벽

   먼저 정상 기준 시나리오를 위한 방벽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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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정상 기준 시나리오를 위한 물리적 방벽

기준 시나리오 구성을 위한 물리적 방벽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1. 공학적 방벽

   각 처분 동굴 및 사일로 등을 sub-container로 표현하는 container와 이

러한 각 처분 동굴 및 사일로를 상술하는 하위 container들로 공학적 방벽 

모델은 구성된다. 이때 각 하위 container들은 폐기물 종류별 특성을 기술한 

source들의 집합체로 표현되며 이들 source들은 유출 현상을 기술하는 세부 

container와 연계되어 각각의 유출현상을 표현한다. 유출 현상 묘사를 위해 

사용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조화유출

 상수로 표현된 유출율

 단위 유출 면적당 상수로 표현된 유출율

 Instantaneous Release Fraction(IRF)로 표현되는 일부 고용해도 유출률을 

보이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에 기반한 유출률

   본 모델링에서는 공학적 방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벤토나이트 방벽에서의 

분산 현상 규명을 위해 cell generator를 사용 수직 상하, 측면 방향 별 확산

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진핵연료 페기물 중 일부 처분 터널의 경우 수평 방향의 분산을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 buffering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최종적으로 Up, down, lateral 및 처분 터널 방향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모듀 

고려하였으며 이와 같이 4 방향으로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들은 전술한 EDZ

으로 이동한 후 최종적으로 천연 방벽으로 유출되게 된다. 

   Goldsim 코드를 사용할 경우 EDZ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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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천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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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2. 천연 방벽

   천연 방벽의 경우 단열을 표현하는 아래 그림에 도시된 element를 통해 

도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는 천연 방벽이 다공성 암반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강암, 화강 편마암과 같은 단열이 발달된 암반임을 

근거로 모델링 하는 것이다. 현재 모델링 상에서는 암반 내 단열을 단일 단

열(Single Fracture)로 표현 하였으나 만일 보다 정확한 부지 조사 자료가 있

는 경우 아래와 같은 단일 단열 암반 모델링에서 진일보하여 단열 네트워크

를 고려한 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고준위 처분장 개

념 안전성 평가 시에 이와 같은 단열 네트워크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

재 추진 중인 로카쇼무라 중준위 동굴처분장 안전성 평가 시에도 이러한 네

트워크 모델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지질 수문 자료가 부족하고 인허가를 담당

하고 있는 KINS에서도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이 없어 해당 모델 개발이 이

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처분장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에서는 단열 네트워

크 모델링 도입을 검토해 볼 만 하다.

그림 2. 심부 천연방벽 모델링을 위해 Goldsim에서 사용되는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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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

   선진핵연료주기 안전해석에서 적용하는 연안지역 가상처분장 개념에서는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3 가지 피폭 그룹을 상정한다.

 농경 그룹

 해양 어업 종사 그룹

 담수 어업 종사 그룹

 이러한 그룹들은 기존 인허가 단계에서는 별도의 그룹으로 상정되어 각 그

룹별 연간 개인 선량이 평가되었다. 하지만 향후 안전성 평가에서는 이 세 

그룹의 연간 개인 선량을 합산한 효과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3 개의 피폭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 각 그룹은 표토

층, 강, 강 바닥 퇴적층, 해수, 해저 퇴적층을 통해 피폭을 받게 된다.

그림 3. 농업/담수/해수 어업 종사자 피폭 그룹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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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물 굴착 시나리오를 위한 새로운 물리적 방벽

1. 새로운 이동 경로

   우물 시나리오의 경우 지하수에 용해되어 공학적 방벽으로 유출된 핵종

들이 천연방벽으로 유입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if 문을 이용 직접적으로 

WellReceptor로 표현된 새로운 생태계에 유입되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 살펴

보듯이 만일 우물이 고려되지 않으면 공학적 방벽에서(실제 Goldsim 코드에

서는 최종적으로 공학적 방벽 내 모든 유출 물질들은 EBS_Release 라는  

element 에 포집된다) Rock_Mass라고 명명된 천연 방벽으로 유출되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수리 실측 자료을 이용 평가자는 천연 

방벽에서의 희석률을 모델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 예에서는 공학적 방벽

인 silo를 통과하는 Volumatric flow의 20%만큼의 지하수가 천연 방벽을 통

해 이동할 때 추가적으로 유입되어 약 20% 희석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

였다.

그림 4. 우물 존재 여부에 따라 지정되는 주변 천연 방벽으로 이동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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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와 같은 개념 모델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글착된 우물을 이용한 양수 행위에 의하여 얼마만큼 

수두가 떨어지는가를 고려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만일 양수량이 많다면 

당연히 수두 감소 폭이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으로 기존 인허가 

심사에서 고려한 연간 50,000 톤의 양수 시 우물의 지하수 수두가 약 25 m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아래에 도시된  Thiem 

theory 에 근간을 둔 우물 주변에서의  Volumetric flow rate  계산 식을 이

용해 얼마나 많은 오염 지하수가 우물로 유입됨을 알 수 있다.

   우물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비단 처분장을 거쳐 이동하면서 오염된 지하

수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오염 지하수 이외에 주변의 신선한 지하수가 우

물 양수에 따라 우물로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지하수가 오염 지하수와 천연 지하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상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궁극적으로 희석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오면 지하수의  Volumetric flow rate 가 1m3/yr 이고 신선한 지하수 유

입율이 10m3/yr라면 희석률은 10 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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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우물로 유입되는 지하수 유입률을 모사하는 코드

그림 6. Well Draw Down  표현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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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우물로의 유입율 산정 코딩 

그림 8. 우물로부터 방출율 산정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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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생태계

   우물 생태계에서 고려해야 할 구획들은 개념적으로 아래와 같다. 우물물

이 유입되는  Aquifer_Local로 Inflow  양은 전술한  WellFlow 와 같다.

그림 9. Well Biosphere 개념도

   이와 같이 유입된 지하수는  Well로 유입된다. 이외에 불포화대를 나타내

는  VadZone이 존재하며 이 element에는 불포화대 특성상,  water, soil 이

외에 air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water zone의 volume은 아래로부터 정의된다.

Volume, [m3/yr] = Area *  Element Depth *  포화도            (3)

   유사하게  Air zone의  Volume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Volume, [m3/yr] = Area * Element depth *  불포화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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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와 달리 고체 상태인 soil은 부피가 아니라 질량으로 표현되는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질량, [kg] = Area * Element depth * Soil Density           (5)

   이와 같이 정의된 VadZone 내의 유입률과 유출률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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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된다. 이 경우 우물물로부터 유입 속도를 알면 여기에  Surface soil  면

적을 곱해 우물로부터의 유입량을 알 수 있다. 또한 불포화대로부터 유입량

을 알려면 면적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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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의 유출률은 토양 풍화에 따른 유출률이다.

   이와 같은 VadZone,  Surface Soil  각 층 간에는 Advective flow  이외

에  dispersive flow 가 물질 이동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Goldsim 각 element  에 있는 Diffusive Fluxes window를 이용하면 될 것이

고 각각 element  별 확산 거리는 각각  element depth 의 반을 상정하면 

될 것이다. 이외에 Surface soil로부터 대기로의 확산 영향을 위해 새로운 구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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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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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안 시나리오의 하나인 우물 굴착 시나리

오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서 평가 될 수 있다.

 우물 시나리오를 평가하겠다고 프로그램에 명령을 보내는 부분

 우물 양수 효과에 따른 수두 변화 표현

 Thiem Solution에 바탕을 우물로의 유입량

 신선한 우물물 유입률

 Aquifer_Local element 구성

 불포화대 토양층 우물 등 각 주요 생태계 element

 결정 집단 정의 및  ingestion inhalation external exposure를 고려한 연

간 개인선량

3. 지진 등 what if 시나리오

   지진 등 대안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방법론 개발은 제  11장에서 상술하

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그림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지하수량 및 공학적 방벽 기능을 손상시키는 개념만을 도시하기로 한다.

그림 10. 자연 재해 등을 상세하게 모사하는 Discrete 변화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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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입력 자료 생성 방안

   Goldsim_RT에서는 프로그램 생성 시 아래 그림에 도시된 Species라는 

element가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는 Species 및 

기타 Global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그림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GeneralDatas라는 container를 만들어 삽입한다.

 

그림 11. General Data Container 내부 구조

   이 container 안에는 자동적으로 water라는 element가 생성된다. 이 

element는 Goldsim Radionuclide Transport(RT)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

항이다. Water의 특성은 크게 밀도, tortuosity와 함께 분배 계수로 표현되며 

이러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Spread Sheet(SS)로부터 불러 들여진다. 

   이와 함께 Specise에 수록된 각종 isotope를 element 별로 grouping 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위 그림에 나타나 있는 El to Spe라

는 element table이 요구된다. 또한 Global 하게 사용되는, 예를 들어 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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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서 정상 시나리오 Biosphere와 Well biosphere에서 동시에 Global 하게 

사용되는 Data들을 위해 Spread Sheet, 그리고 암반, 토양층 등의 특성을 기

술하고 이들이 Global 하게 사용될 수 있게 그 특성을 지정하는 element 들

이 그림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의된다.

  

그림 12. SS 데이터 Goldsim 프로그래밍

 이와 데이터들은 그림 13~17에 표시된 방법으로 Goldsim 프로그램으로 입

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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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Element 별 Isotope 도입 프로그래밍

그림 14. 고용해도 핵종들의 최고 용해도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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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각 핵종별 최고 용해도를 참값으로 교정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그림 16. 조화 유출 모사를 위한 우라늄 원소 구별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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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엑셀 Spreadsheet로부터 자료값 불러 오는 프로그래밍

   이와 같이 Global 하게 요청되지 않는 각종 데이터들은 모두 각 localized 

된 container에서 같은 방법으로 정의되면 되고 그렇게 각 localized 된 data 

들은 특정 container에서 사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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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Dashboard

   Dashboard의 주요 기능중 하나인 Simulation Settings 은 대부분의 처분 

안전해석에서 요구하는 Log-Log 그래프를 생산하기 위한 편리한 기능을 제

공한다. 실제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시간에 대한 입력을 프로그램

에 명령해야 하는데 장구한 평가 기간 특성상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시간에 

대한 log 함수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한 시간 간격 배분이 필요한

데 아래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시간 배분 방법을 Dashboards

에 설정해 놓으면 대부분의 계산 수행 시 편리하고 혹시 특정 시간대에 대

한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는 경우 Dashboards 상에서 쉽게 변환시킬 수 있

다. 또한 Monte Carlo를 이용한 확률론적 평가 옵션도 Dashboards에 포함시

켜 놓으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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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세부 모델링

   이제까지 우리는 전반적인 Goldsim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전성 평가 코드 

개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안전성 평가의 핵심 분야인 공학적 방

벽에서 핵종 이동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학적 방벽 containers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1) 공학적 방벽 container 내부에서 모든 container에 대해 global 하게 사용

되는 물성 특성을 기술하는 EBS_Materials containers

(2) Silo 든 Rock cavern이든 실체 방사성폐기물이 거치되는 처분고에 대한 

설명, 거치되는 방사성 물질들의 특성 및 inventory, 지하수에 용해되어 

이동하는 방사성 물질들의 advective dispersive transport를 기술하는 그

림 3.1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종 폐기물을 열거하는 Container(Silo 처

분 방식의 경우 Silo라 명명)

(3) 여러 개의 처분 동굴 혹은 Silo로부터 유출되는 핵종 이동 현상을 합산 

하기 위해 전체 처분 시설을 흐르는 지하수 양을 합산하는 모듈

(4) 가상의 element로 전체 EBS로부터 주변 천연 방벽이나 우물로 유출되는 

총 유출률을 평가하는 EBS_Release

(5) EBS_release를 도시하기 위한 expression: Activity_Flux와 Graph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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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공학적 방벽 프로그래밍 개요도

   아래 그림 19~22는 상기 Container 부분 중 Material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학적 방벽 내 지하수 조성은 일반적인 천연 지하수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

를 들어 공학적 방벽이 시멘트 물질로 구성되는 경우 시멘트의 라임 성분에 

의해 pH, Eh 등이 달라져 이에 따라 각 element 별 최고용해도나 분배 계수

가 달라진다. 따라서 공학적 방벽 container 내부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새

로운 water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곳에 설정된 water 특성은 공학

적 방벽 container가 localized 되어 있으므로 천연 방벽 등 동일 레벨 타 

container의 water로 활용되지 않는다.



- 30 -

그림 19. Localized 된 지하수 특성 프로그래밍

그림 20. Buffer 물성 특성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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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TBM, 제어발파 등 발파 방법에 따른 물성 특성 프로그래밍

그림 22. EDZ 물성 특성 프로그래밍

   이제부터는 공학적 방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처분장 내부에 대해 알아 

본다. 본 단계 연구에서는 직접처분과 선진핵연료주기 발생폐기물 처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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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기 위해 PWR, CANDU 등의 처분에 따른 평가 여부를 위해 그림 

23에 표시된 Enable_PWR을 사용하였다.

그림 23. PWR SNF 직접처분 Selector

   사용후핵연료 모듈에는 Instantaneous release를 기술하는 IFR와 조화유출

을 기술하는 부분이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 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에 두 가지 selector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KRS에서 추구하

는 수직 직접 처분의 경우 상부 터널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경우 유출되는 

경우 혹은 유입이 전혀 없는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지하수 유입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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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처분 터널 지하수 유입 조건에 따라 상세 개발된 공학적 방벽 

프로그래밍

   또한 이류 분산에 관련되는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그림 3.25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실제 설계 시공에서 고려된 각종 자료들을 이용 안전해석에 필요한 

단면 및 거리 계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변환 모듈을 개발하였다.

그림 25. 처분 터널 geometry 관련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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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전절에 전술한 유출 표면에 대한 상수로 표현되는 유출률을 

모사하기 위한 모듈도 그림 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발되었다.

그림 26. 표면적당 Constant Dissolution Rate 개념 구현 프로그래밍

   지하수가 처분 터널로 유입/유출되는 경우 몇 개의 처분 용기와 접촉하는

지가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자료를 설정하기 위한 프로그

램이 그림 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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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처분공으로의 지하수 유입량 프로그래밍

   조화 유출에 대한 상세한 코딩은 아래 그림 28에 명기된 Selector에 기술

되어 있으며 또한 29에는 IRF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기술되어 있다.

  

그림 28. 폐기물 Matrix에 bounding 된 핵종 정보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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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IRF 유출 현상 정보 프로그래밍 

   그림 30은 KBS-3V 개념과 유사한 직접처분에 대한 한국형 기준 처분 개

념을 모사한 것으로 Cell Network를 통해 벤토나이트 방벽을 모사하고 상층 

터널 부분의 backfill을 Porous Medium으로 모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학

적 방벽들은 최종적으로 천연 방벽과 사이에 있는 EDZ과 연계된다. 그림 31

은 직접처분의 경우 최종적으로 공학적 방벽을 통과한 방사성핵종이 집결하

는 것을 모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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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KBS-3V 개념 프로그래밍

그림 31. 처분공으로 EDZ을 거쳐 Backfill로 핵종 이동 모사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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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조화 유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지하수에 용해된 우라늄량, 용

해후 침전된 우라늄량 등 다양한 보조 자료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자료 제

공을 위해 그림 32~33에 걸쳐 상세한 프로그래밍이 소개되었다.

그림 32. 조화 유출 개념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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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용해되지 않고 잔존하는 비율 프로그래밍

   공학적 방벽 모델링 중 상술을 요하는 부분의 하나가 벤토나이트와 백필 

층을 통과하는 현상을 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림 34~38에 잘 표현되어 잇다. 

이와 같은 compartment에는 그림 34에서 표현하는대로 고체와 액체 2 가지 

상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벤토나

이 층에서는 분산이 유일한 수송 기구이므로 어떤 cell에서 분산이 입력되고 

어떤 cell로 출력되는지를 그림 3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

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buffer와 backfill로부터 방사성 핵종들이 EDZ으로 유

입되므로 그림 36과 같이 EDZ을 정의하고 그림 37과 같이 분산을 모사하고 

그림 38과 같이 inflow를 정의하고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outflow를 정의하

는 등 정확하게 수송 현상을 코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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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특정 Compartment Cell 01-04 프로그래밍

그림 35. 특정 Cell로부터의 확산 현상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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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EDZ 특성 프로그래밍

그림 37. EDZ에서의 확산 이동 현상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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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EDZ Inflow 현상 프로그래밍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은 처분공 이외에도 그림 3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터널 주변 EDZ 기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림 39. 처분 터널 주위 EDZ  물성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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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Goldsim을 이용한 PWR, CANDU 직접 처분에 따른 공학적 방

벽 모사 프로그래밍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감하며 지금부터는 유리고화체 

등 직접처분이 아닌 순환핵연료 발생 폐기물에 대한 공학적 방벽 모사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40은 상수 형태의 유출률을 가지는 유리 고화체 

처분에 대한 모델이며 그림 41은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프로그램을 명기

한 것이다.

그림 40. 고준위 폐기물 유출 현상 모사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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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파이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개념 설정을 위한 Conditional Container 

프로그래밍

   그림 42에 도시된 프로그램 부분에서 파이로 주기에서 발생한 고준위 폐

기물에 대한 안전해석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입력되면 프로그램은 그림 42에 

도시된 Conditional container로 표시된 부분을 작동시키게 된다. 

그림 42. 파이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개념 설정을 위한 Conditional Container 

프로그래밍



- 45 -

   파이로 주기 안전해석 분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은 개념적으로 직접 처

분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그림 4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분안전해석을 위

한 대부분의 입력 자료는 엑셀 Spread Sheet로부터 읽혀지며 이를 통해 폐

기물 드럼수와 같은 정보들이 입력된다. 또한 특정 고화체를 대상으로 한 유

출률은 그림 43에서 Open container로 표시된 부분에서 정의되어 Waste 

element로 유입된다.

그림 43. 파이로 프로세싱 폐기물 관계 모델링

   파이로 주기 폐기물 공학적 방벽 개념도는 그림 44에 잘 도시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직접 처분과 같이 설계 시공 입력 자료가 container에 저장되어 

필요한 유출 단면적과 길이를 산정하고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EBS_Release 

container로 전달된다. EBS_Release container에서 평가된 유출률들의 총합은 

Total_Outflux에서 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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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파이로 프로세싱 공학적 방벽 프로그래밍

   이때 직접처분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고화체 유출률을 모델링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용후핵연료와는 다른 고화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IRF 유출은 

없고 나머지 3 가지 유출현상은 파이로 폐기물에서도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그림 45는 이러한 파이로 고화체 유출현상을 기술한 부분이다. 따라서 그림 

4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조화 유출을 모사하기 위한 코딩이 요청되는데 직접

처분과 달리 우라늄이 고화체 주종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정이 수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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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파이로 프로세싱 폐기물 용해 현상 프로그래밍

그림 46. 파이로 프로세싱 조화유출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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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폐기물 드럼까지의 모사가 완료되었으므로 남은 작업으로 본격

적인 처분 터널 및 silo 구조물 내부에서 핵종 이동을 모델링 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silo 내부의 핵종 이동 방향을 그림 47~48에 도시된 바와 같이 

crown으로의 Up, 터널 floor로의 Down 측면 동굴로의 Lateral과 함께 터널 

길이 방향의 Horizontal로 4 분하여 상세 평가하였다.

   Waste cell에서 각 방향으로 핵종 이동은 dispersion과 advection에 의해 

발생한다. 이렇게 이동한 핵종들은 터널 상부 crown 주변의 EDZ, 터널 측면

의 EDZ, 터널 floor에 생성된 EDZ로 유입된다. 모델링 편의상 우리는 이러한 

EDZ을 둘로 구분하여 터널 상부 EDZ과 터널 하부 및 측면 EDZ로 2 가지로 

구분하기로 한다. Waste Cell에서 EDZ까지의 advection은 단순하게 inflow와 

outflow로 표현될 수 있으나 dispersion은 보다 정밀한 접근을 요한다.

그림 47. 처분고 내부에서의 핵종 이동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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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폐기물 Cell 개요 프로그래밍

   아래 그림 49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산은 농도 구배로 표현되므로 정확

한 농도 구배 계산을 위해 silo와 측면 EDZ 까지 영역을 NCells 개로 등분한

다. 이와 같은 등분의 결과 각 등분된 Cell의 길이는 아래와 같이 지정된다.

DL = 폐기물로부터 측면 EDZ까지 거리/NCells         (7)

   또한 우리의 목적이 dispersion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NCell 1

에서 NCell 2로 dispersion 거리는 1->2 가 DL/2 2->1이 역시 DL/2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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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러한 cell간 분산 거리가 아래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DL2

로 명명되었다.

그림 49. 측면으로의 Dispersion 표현 프로그래밍

   그림 50은 10개 cell 각각에 대한 정의를 도시한 것이며 그림 51은 각 

cell에서의 확산 현상에 대한 모델링을 도시한 것이다.



- 51 -

그림 50. 각 Cell 정의 프로그래밍

그림 51. 선진핵주기 폐기물 사일로 처분을 가정한 확산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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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dispersion area는 측면 면적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Up, 

Down 방향을 기술할 경우 다른 적절한 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총 Outflux를 

알려면 측면이 2 방향으로 존재하므로 합산해야 한다. 그림 52은 500 미터 

심부의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되는 모든 방사성 물질들의 천연 방벽으로의 유

입량을 합산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으로 200 미터 처분장에서도 동일한 방법

이 사용된다.

그림 52. Outflux 정의 프로그래밍

   이제 합산된 Total Outflux는 공학적 방벽에서의 유출을 평가하기 위한 

element인 EBS_Release로 그림 53과 같이 유입된다. 이에 대한 inlow와 

outflow는 각각 그림 54와 55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56은 전술한 바와 같

이 비교적 심부에 건설된 기타 파이로 폐기물 처분장으로부터의 유출률을 

합산한 것이며 그림 57은 200 미터 심도 처분장의 유출률을 모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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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EBS_Release 개요 프로그래밍

그림 54. EBS_Release Inflows 개요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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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EBS_Release Outflows 개요 프로그래밍

  

그림 56. 심부 EBS에서 유출되는 핵종의 연간 방사능 양 계산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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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지하 200 미터 파이로 프로세싱 폐기물 EBS로부터의 유출량 

프로그래밍

   이와 같이 외부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은 정상 시나리오인 경우 그림 

58에 도시된 바와 같이 HostRock Container 내 Rock_Mass로 유입된다. 아래 

그림 59에 도시된 바와 같이 pipe element는 물성이 정의되어야 한다.

그림 58. 전체 파이로 프로세싱 폐기물 방사선적 안전성 개념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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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지하 500 미터 처분장에서 천연 방벽 내 단열로의 이동 모사 

프로그래밍

 Pipe 길이: 단열의 길이

 Transport Area: Plume 길이(세로 방향) * silo 높이 * 단열 frequency

 Perimeter: 대략 silo 측면 면적/ 두 단열 간 간격(본 연구에서는 각 5 m 

마다 지하수가 유동하는 단열이 있다고 가정) * 2 (perimeter이므로 2를 

공해 주어야 함, 참고로 단열 폭(aperture)는 너무 작아 실제 계산에서 무

시함)

 Dispersivity: 보통 단열의 길이의 10 ~20%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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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 습식 재처리후 유리고화 폐기물 

처분 및 파이로 주기 폐기물 처분 등 다양한 처분 방식에 따른 방사선적 장

기 안전성 평가 방법을 기술하기 위해 먼저 평가 대상 시나리오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모델링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세계적으

로 처분장 안전성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Goldsim 프로그램을 이용 성

능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세한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허가에서 사용하던 방법론에서 진일보하여 

Selector element를 사용 물성 변화를 기술하는 방안, well draw down 데이

터를 이용하여 우물로의 유입율을 산정하는 방안 등 새로운 방안들을 많이 

도입하였는데 이는 지난 단계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던 MASCOT-K로서는 불

가능한 방법으로 보다 현실적이며 정확하게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되는 방사

성 핵종들의 이동 현상을 모사하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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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평가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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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로의 유입율을 산정하는 방안 등 새로운 방안들을 많이 도입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번 단계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근간。로 Code V&V를 국 

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추진하고 이를 기반。로 A-KRS 처분 개념에 대한 보디 

상세한 평가가 수행도17 를 기대한다， 
주제엉키워드 저분안 전성 명가， 피 이로 프 로세 싱 1 골드심 ， 환경영향평가 1 구획 모 
( 10단어내외) 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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