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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K - URT 수리 특성 입력 체제 개발 및 운영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 처분안전해석정보시스템(CYPRUS)을 이용한 K-URT 수

리 특성 입력 체제 개발과 공학적 방벽 건전성 실험자료 

입력 체제 CYPRUS+ 개발

2. 필요성 : 

- 방사성 폐기물 처분 련 연구 개발  각종 평가 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처분 시스템 안 성에 한 신뢰성 구

축 필요성 증 되고 있다.

- 해외의 경우 방사성 핵종 련 자료에 한 수치 정보를 그래픽 인

터페이스를 이용하여 근할 수 있는 OECD Nuclear Energy 

Agency의 JANIS(Java-based nuclear information software)가 표

이다.

- 국내의 경우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FEAS, PAID, QA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

에서는 부지환경 종합 리 시스템을 개발 이다.

-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  다양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련 안

성 평가 로그램을 보다 쉽게 이용하여 처분 안 성에 한 신뢰도

를 증 시키기 해서는 사용자에게 친숙한 interface를 개발하여 평

가 로그램과 연동시킬 수 있는 Web 기반 통합 기술 개발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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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기 처분시스템에 한 종합 성능/안 성 평가  장기간의 

데이터에 한 체계 인 리를 해 기존의 FEAS, PAID, QA 시

스템을 보완, 개선, 통합한 종합 사이버 연구개발 랫폼의 개발이 

필요하다.

◦ 기술  측면

- 처분종합성능평가 련 시나리오, 평가 입력 데이터, 평가 결과물의 

기록 작업과 평가 tool을 이용한 평가 작업, 그리고 평가 결과물의 

가시화 작업을 통합 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 필요하다.

- 이를 해서 웹 구  기술과 가시화 구  기술의 통합  java 기

반 pre-processor와 평가 code와의 통합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련 요소 기술  통합 기술 축 이 가

능하다.

◦ 경제․산업  측면

- 처분종합성능평가 련 모든 자료들을 통합된 시스템 내에 기록, 

장하는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업 

 기타 산업 분야에 확  용이 가능하다.

- 공개 소 트웨어에 기반을 둔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에 

한 추가 인 소 트웨어 비용 감 기 된다.

◦ 사회․문화  측면

- 웹을 통하여 처분 안 성 련 평가 로그램, 각종 자료들의 입력 

 도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처분 개념에 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 증진  처분 안 성에 한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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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Process Influence Diagram 활성화

-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CYPRUS내에서 FEAS 시스템을 운

 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웹 내에서 FEP 선별과

정, 각 FEP와 IFEP에 한 상세정보, 각 FEP에 한 문가 평가 

수, 각 FEP 련 규제, SDF와 련 안 시나리오, 해당 시나리오

의 RES행렬, 계 시나리오에 한 주요평가 개요, 시나리오 평가의 

황과 향후 계획 등과 련하여 품질 보증 시스템에서 승인된 데이

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RES(Rock Engineering System) 방법은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시나

리오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RES방법은 주요 시나리오의 주요한 

향을 표 하는데 쉽도록 만들어졌지만 FEp간의 자세한 계를 표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과정에서 주요한 계를 쉽게 만

드는 다른 형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좀 더 효과 으로 나타내기 하여 

Process Influence Diagram을 개발하 다. 각 FEP의 계를 좀더 

효과 으로 보여주기 해서 AT&T 연구소에서 개발한 오  소스 

로그램인 Graphviz를 이용하여 PID모듈을 개발하 다. PID 모듈

은 품질 보증 시스템에서 RES와 더불어 시나리오 분석에 탁월한 효

과를 보여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단순한 자료 입력만으로도 매

우 복잡한 시나리오를 합리 인 형태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

능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성 시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 된다. 

◦ 단열 정보 입력  가시화

- 핵종이동에 한 연구는 처분장 안 성평가에 매우 요하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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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사성폐기물에 있는 핵종들이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로를 고려해 

보면, 암반 내의 단열은 핵종 이동의 가장 요한 경로가 된다. 따라

서 핵종의 이동 경로를 측하고자 한다면 단열의 형상과 치  

개수 등을 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 단열 정보를 표시하는 그림들은 매우 단순한 형태이다. 평면 에 

모든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좌표만 있으면 그래픽으로 표  가능하

다. 따라서 상용 로그램이 있으나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해 PHP 함수의 GD 라이 러리를 이용하 다. 한 GD 

라이 러리를 이용할 경우 다른 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그래

로 표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단열 정보 데이터를 가시화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Rose 

diagram  Stereographic net을 개발하 다. 단열의 기본정보인 주

향과 경사를 이용하여 구 된 이상의 그래 들은 단열정보를 쉽게 

구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한 향후 지하수의 흐름을 모델링을 

할 때 데이터 입력에 용이하고, 결과 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상

된다.

◦ 지하수 조성 모듈 개발

- 핵종이동은 지하수에 의해 유출된다. 물속에서 여러 가지 콜로이드

와 이온은 핵종이동에 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처분장에 있는 여

러 핵종들이 생태계로 유출된다면, 지하수내의 콜로이드와 이온은 

핵종과 결합하여 핵종을 이동의 주요한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핵종

의 이동 경로를 측하고자 한다면 지하수 조성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 지하수 조성을 그래 로 나타낼 때 여러 가지 그래 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Radar(spider) 

chart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KURT  다른 Site의 지하수 

정보를 악하여 10가지로 주요성분을 제한하 다. 따라서 주요 성

분만을 그래 로 보여주고, 그 외의 나머지 성분들은 테이블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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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모듈을 개발하 다. 

- 개발된 지하수조성 모듈은 QA를 통하여 데이커를 입력하며, QA 

과정을 통해 사용자  QA 참여자들이 실측된 지하수 조성 데이터

를 평가  수정 할 수 있는  PAID  Form으로 개발되었다. 

- 지하수 조성 모듈은 PAID 시스템에서 지하수 조성을 묘사하고, 지

하수 조성을 악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장하고 이용하는데 탁월

한 효과를 낼 것으로 상된다. 

Ⅳ. 연구개발결과 

- CYPRUS는 처분분야에 한 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품질을 보

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춘 시스템, 안 성 평가에 필요한 

문정보시스템  미래 지향 인 정보시스템 구 을 지향하고 있

다.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시나리오 가시화 모듈인 PID, 단열정보 모

듈인 Fracture Information   지하수 조성 모듈은 향후 처분 안

성 련 평가 로그램인 CYPRUS+에서 각종 자료들의 입력  도

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상된다.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K-URT 수리 특성 입력 체제인 

CYPRUS+는 향후 처분 안 성 련 평가와 련하여 각종 자료들

의 입력  도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처분 개념에 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 증진  처분 안 성에 한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부/지자체 등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련된 시설의 안 성을 

홍보하기 한 웹사이트 기능을 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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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내에서 수행되는 각종 연구 수행에 한 지식 공유 체계 확

립을 통해 연구 결과 보존성  활용 증 를 한 도구로 활용 가능

하다.

- 본 시스템을 원자력  타 분야 연구 사업 리에도 용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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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ctivities for TSPA(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on the 

permanent disposal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includes 

production of input data, safety assessment using input data, 

license procedure and others. These activities are performed in 5 

steps as follows; (1) Adequate planning, (2) Controlled execution, 

(3) Complete documentation, (4) Thorough review, (5) Independent 

oversight. For the confidence building, it is very important to 

record and manage the materials obtained from research works in 

transparency. 

For the documentation of disposal research work from planning 

stage to data management stage, KAERI developed CYPRUS named 

CYBER R&D Platform for Radwaste Disposal in Underground 

System with a QA(Quality Assurance) System. In CYPRUS, QA 

system makes effects on other functions such as data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 and others. This report analyzes the structure 

of CYPRUS and proposes to accumulate qualified data, to provide a 

convenient application and to promote access and use of CYPRUS 

for a future-orien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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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연구 배경  필요성

고 방사성폐기물 구처분과 련한 종합성능평가(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 TSPA)에 사용되는 행 는 크게 입력자료 생산, 입

력 자료를 이용한 안 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과

정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며, 연구 사업을 행 의 발생순으로 구분하면 

(1) 계획, (2) 연구사업 실행, (3) 문서 작성, (4) 내부 검토, (5) 외부 검토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실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인허가 취득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 활동의 결과물인 자료의 기록 보존  

투명성이 요하다[1].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에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수행

된 1단계 연구에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 QA) 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 연구에서는 T2R3(Traceability, 

Transparency, Reproducibility, Retrievability, Reliability) 개념에 따라 TSPA에 

필요한 연구 사업에 용될 품질보증 차를 개발한 바 있으며, 개발된 품질보증 

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CYPRUS(CYBER R&D Platform for 

Radwaste Disposal in Underground System)를 개발하여 연구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최종 으로는 실험결과에까지 용할 수 있는 Web 기반 품질보증체제를 

개발하 으며[2], CYPRUS를 2006년 미국 Sandia National Lab.에 수출한 바 있

다. 

CYPRUS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에 필요한 FEP(Feature, Event and 

Process), 시나리오, 각종 데이터를 취 할 수 있으며, Project base로 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CYPRUS  과정에 용된 엄격한 Web 기반 품질보증

체제는 일반 인 시스템 운 체제와는 상이한 면이 있어 이용자가 쉽게 응하

기 어려운 이 있다. CYPRUS가 이용자에게 매력 있고 편리한 시스템이 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 혹은 데이터를 제공하

고, 이용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데이터의 축   이용의 양방향의 흐름을 

진할 수 있도록 처분 연구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처분연구 장에서 

생겨난 정보를 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공하여 양질의 데이터

를 축 함으로써 CYPRUS의 콘텐츠는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연구원의 활용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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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낼 수 있다. 

본문에서는 CYPRUS 품질보증체계, Project base 운 체계, FEAS, PAID 등 

기존에 개발된 시스템에 하여 구조 으로 분석하 으며, 이용 활성화를 재고하

기 하여 개발 인 시나리오 련 연구, Fracture, 지하수 조성 등에 한 신규 

모듈 개발 황을 조사하 다. 한, 처분 연구 과정에서부터 생성되는 많은 결

과물(실험 차서, 실험 Data, 설계 결과물, 주요 논문 등)들에 한 CYPRUS에 

등록 차는 물론 PAID 체제에서 유사한 성격의 데이터를 한 번에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있는방법을 제시하 다. 이러한 기술  분석 결과는 장기 인 에서 

CYPRUS의 application을 강화하고 시스템 보완을 통하여 다양한 처분 연구의 

결과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 으로 산출 강화하고 시결과들이 기존X의 a결과

와는 어느 정도 일 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악할 수 있는 기  있는방법제공

함으로써 처분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됨은 물론 최종 으로는 이러한 결과들셄화

에 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하 다. 이에서 의 됨으로써 처분장 안 성 평

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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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 목   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수행되어 온 연구들이 데이터의 기록  보

을 한 체계 인 기법의 부족으로 연구가 수행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

서 연구의 결과들은 연구를 수행한 개인의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낳기 힘들게 된다. 처분 

연구 분야에서는 처분장 부지  주변에 한 다양한 형태  규모의 지화학

인 실험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지하수 유속, 지하수 유동거리, 분

배계수, 침투계수, 흡착계수 등 다양한 자료들을 얻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공

식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실험조건, 차, 장비 등에 한 객 성을 유지하여

야 하며, 이러한 객 성은 실험단계에서 충분히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

서 처분분야의 정보시스템인 CYPRUS는 단순히 자료의 등록을 통한 공유의 의

미는 물론 다음과 같이 한 환경 하에서 실험이 수행되었음을 입증하는데 

을 둘 필요가 있다. 

먼 , 방사성폐기물 처분연구의 경우, 단순히 연구의 단계를 넘어 처분장 인허

가에 연구결과를 활용하게 되므로 연구결과를 인허가에 활용하기 해서는 궁극

으로 연구결과에 한 신뢰성을 보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연구 

단계에서 수행된 설계자료, 실험 차, 실험환경, 측정 장비 등 많은 부분에서 구

체 인 정보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체계 으로 리되어야 한다. 

둘째, 보  인 자료를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허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는, 공식 인 품질보증 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이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분야에서 품질보증을 하여 10 CFR Part 50, 

Appendix B에 18개 항목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품질보증의 

측면에서 10 CFR Part 50의 Appendix B의 항목 모두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

는 없지만 기본 인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처분장의 개를 측하여, 처분장 방사선 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최종 으로는 안 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정보를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안 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평가 S/W, 평가 차, 

입력데이타, 평가결과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며, 특히 입력데이타는 핵종재고

량, 반감기, 방벽별 분배계수, 확산속도, 공극율, 용해도, 수리 도도, 열용량 등 

수많은 핵종별 수많은 특성을 포함하게 된다. 한 데이터 확보뿐만 아니라 데이

터 이용단계에서도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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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의 처리  리가 미래 지향 이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시스템 보완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질의 데이터 축 이 필수

이다. 를 들면, 오랜 기간 데이터의 축 이 이루어지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

로 지식정보(Knowledge base)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축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품질조차도 상호 비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CYPRUS가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처분분야에 한 종합정보시스템

-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춘 시스템

- 안 성 평가에 필요한 문정보시스템 

- 미래 지향 인 정보시스템

그림 1은 CYPRUS가 처분 문정보시스템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Application 을 보여주고 있다.  단계에서는 Web based QA System  

Technical Data Management System이 가동 에 있으며, Assessment System

과 Virtual Reality System은 가동하지 않고 있다. 

그림 1. CYRPUS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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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CYPRUS의 특징

1. QA(Quality Assurance) 시스템

CYPRUS는 가장 큰 특징은 미국 NRC의 10 CFR Part 50 Appendix B에서 언

하고 있는 18조항의 QA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다.  18조항의 QA 원칙

은 처분연구와는 무 한 일상 인 업무를 취 하는 품질보증 원칙들이 많이 포

함되어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로젝트 계획, 실행, 문서화, 내부검토  외부

검토라는 연구의 다섯 단계에 용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원칙을 그림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재구성 하 다.

그림 2. 10 CFR Part 50 Appendix B의 18조항에 한 반

한, ISO 9001, ISO 9000-3과 같은 일반  품질보증 체계와 1997년 개정된 

ANSI(America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의 NQA 1/2  NQA 3과 같이 미국 

NRC 10 CFR Part 50 Appendix B에 규정된 원자력 련 품질보증 체계에서 강

조된 품질보증 개념을 정리한 미국 샌디아 국립 연구소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연

구와 련한 품질 보증에 도입한 T2R3 개념은 다음과 같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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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성(Traceability) : 어떤 결론에 향을 미친 입력 혹은 데이터의 근원과 

합리 인 추론과정을 이해함

- 투명성(Transparency) : 결과를 도출해 낸 논리, 계산  그 외 다른 운용 

과정을 추 할 수 있음

- 평가용이성(Reviews) : 주석과 해법을 포함한 문서화된 기술 이고 품질 보

증 련 검토 사항이 잘 수록되어 있음

- 재생산성(Reproducibility) : 결과를 재생산할 수 있음

- 근 용이성(Retrievability) : 련문서를 체계 으로 찾거나 복구할 수 있음 

이러한 개념  원칙에 의해 수립된 품질보증시스템은 본질 으로 CYPRUS내 

 분야에 용되고 있다.

2. Web-based Project 시스템

CYPRUS는 단순히 실험 결과나 실험 차를 기록하고 보 하는 수 을 넘어 

필요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해서는 다수의 이용자가 

속하여 실험결과나 실험 차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이들 이용자가 등

록된 자료들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CYPRUS는 Web 기반 시스템으로 운 되

고 있다. 한 데이터의 등록 시 계자의 결재를 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결재시

스템을 용하고 있다.

한편, 통상 인 Web 기반 시스템에서 용하고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등록  

수정은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의 등록이나 등록된 데이터의 변질을 래할 가능

성이 있다. 데이터 질(quality)을 유지하기 한 QA 시스템의 기본원칙에 충실하

면서도 Web 기반 시스템의 장 을 살릴 수 있도록 Project 기반 시스템을 활용

하고 있다. 

Project 기반 시스템은 Project 별로 Project 구성원과 Project 리더를 선정하여, 

Project 구성원은 차서나 데이터를 등록하게 되고 등록된 자료에 한 품질은 

Project 리더  QA 리자가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Project 기반 시스템은 

CYPRUS 이용자에 하여 이용 권한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권

한의 차이는 양질의 데이터를 유지하기 한 QA 시스템이 Web에서 구 되는데

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 등록된 이용자 : 데이터 확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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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구성원 : Project 데이터의 loading 가능

- Project 리더 : Project 데이터의 수정 가능

- Admin : Project의 생성과 삭제 가능

이러한 차별화된 기능으로 등록된 이용자의 권한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측

하기 쉬우나 실제 이용에 있어 등록된 이용자가 타인의 실험 결과나 실험 차를 

훼손시킬 이유는 없으므로 등록된 이용자가 등록된 자료를 일람할 수 있는 기능

이 제한 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 등록된 이용자는 Project에 따라 구나 Project 구성원이 되어서 실험 

차나 결과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등록내용에 한 승인 여부는 최종 으로 

Project 리더가 결정한다. Admin은 순서상으로는 가장 최종 으로 확정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QA 에서  Project에 등록된 내용이 입력양식이나 내부결

재방식 등이 한 차에 의해 등록되고 있는지 여부에 한 단을 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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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간분류

1. Waste

1.1 Characteristics

1.2 Radiaological/Radiation

1.3 Thermo-mechanical effects

1.4 Degradation/corrosion/dissolution

2. Container

2.1 Characteristics

2.2 Corrosion/D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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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FEP 분류방법 

제 2  CYPRUS의 구조

1. FEAS(FEP to Assessment through Scenario Development)

FEAS는 FEP에서부터 Assessment까지 필요한 자료를 리하는 부분으로, 

FEP, Scenario, AMF(Assessment Method Flowchart) 등을 담고 있다. 재 개

발단계인 PID 방식의 시나리오 구 이 완료되면 FEAS에서 이용하게 된다.  

가.FEP

FEAS에는 처분 안 성 평가에 필요한 FEP(Feature, Event and Process)을 담

고 있다. KAERI FEP Encyclopedia에 담겨있는 381 종의 FEP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FEP은 표 1과 같이 방벽 종류에 따라 1차 분류하고 방벽별로 다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 은 FEAS에 나타나지 않으나 FEP 번

호에 용된 기 이므로 기본 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최종 으로 FEP들은 

이러한 분류방법에 의해 세 번째 숫자를 일련번호로 부여하여 고유의 FEP 번호

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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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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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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ctices

6.5 Specific factors

6.6 Storage of other waste

6.7 Chemical polution

FEP record 양식은 그림 3과 같으며, Category, FEP 명칭, FEP ID, Process, 

Influence, 평가결과, Related RES, Reference 등을 기록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FEP Audit 과제에서 주어지며 FEP의 요도를 의미하며, Related RES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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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P이 어느 시나리오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 다. 

그림 3. FEP record

CYPRUS에서 FEP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림 4와 같이 알 벳 순 FEP list, 방

벽별 FEP list, 확률에 의한 FEP list 세 가지가 있으며, 그림 4은 방벽별 FEP 

list  폐기물에 련된 FEP list를 확인하는 화면이다. 한, FEP list에서 해당 

FEP은 FEP record와 링크되어 있어 원하는 FEP record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

며, FEP record 입력 시 Related RES에 등록된 시나리오를 그림 4의 련 RES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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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방벽별 FEP list 

나. 시나리오

처분 시나리오는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서 핵종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유출되

고 유출된 핵종들이 인공방벽과 천연방벽을 통과하여 최종 으로 생태계에서 인

간에게 미치는 향까지 일련의 FEP으로 표 하게 된다. 시나리오를　표 하는　

방법은　 통상　 Rock Engineering System인 RES 방식과 Process Influence 

Diagram인 PID 방식이 이용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은 상호 장단 이 있다. 

먼 , RES 방식은 행렬 구조를 이용하여, 주 각선 방향의 Element에는 폐기

물, 용기, Backfill, Buffer 등의 방벽이 치하게 되고 부 각선 방향의 Element

에는 교차하는 주 각선 Element에 있는 방벽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게 된다. 

각 Element에는 련된 FEP들이 포함되어 있어 방벽간 향을 상호 순차 으로 

표 하게 됨으로써 시나리오는 표 되고, 이 게 RES 방식으로 표 된 시나리오

는 처분 시나리오를 반 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자세한 처분 시나리오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반면, PID 방식은 처분 련성 여부에 따라 FEP

들을 1:1 연결하여 FEP간 상호 계를 직 으로 표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표

 방식은 Diagram내에 필연 으로 많은 FEP이 나타나게 되어 복잡해져서 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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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호 련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처분 시나리오를 한 에 이해하기는 

어렵게 된다[4].   

KAERI는 정상시나리오, 기 용기 손 시나리오, 자연재해 시나리오, 장기 기

후변화 시나리오 등 4개 시나리오를 그림 5과 같이 RES 방식으로 개발하 다.

그림 5. RES 방식으로 개발된 시나리오 

Reference는 정상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기용기 손, 장기 기후변화, 자연재

해 시나리오는 안 시나리오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 각각의 시나리오는 지하

수, 역학 변화, Radiolysis, 용기부식  핵종이동의 5개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되

어 있으며, 5개 세부 시나리오의 RES 조합으로 표 된다. 를 들면, 정상 시나

리오에 한 RES Matrix는 그림 6과 같으며, 선택 박스를 통하여 그림 7과 같은 

세부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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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상 시나리오의 RES 모형 

그림 7. 정상 시나리오의 세부 RES 모형 

다. AMF(Assessment Method Flowchart)

AMF는 FEP  시나리오에 따라 안 성 평가를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지 보여

주는 Flowchart이다. Source term에서부터 생태계의 인간까지 방사선 안 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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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해서는 많은 과정에서 세부 인 안 성 평가 결과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

한 세부 인 안 성 평가에도 많은 평가 Tool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결과

를 얻게 된다. 세부 평가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용하여 최종 으로 TSPA(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는 수행되므로 AMF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

식으로 세부 안 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그림 8은 정상 

시나리오에 한 AMF의 구성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정상 시나리오에 한 A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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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ID(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base)

PAID는 처분과 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보 하는 장소로 Conductivity, 

Distribution coefficient, Porosity, Heat capacity, Friction angle of fracture, 

Thermal expansion, Tensile strength, inventory 등 수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담

고 있다. 이 데이터들의 등록방법은 Project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며 이 부분은 

다. Project에서 상세히 언 되므로, 여기에서는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 

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PAID에 등록된 데이터를 찾기 해서는, 검색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

하며 그림 9의 좌측에 있는 Word search와 Normal search 방법이 있다. 검색에

서 가장 요한 은 Category 지정  Field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Category는 고 처분장이 Multi-barrier system 개념에 기 하므로 방벽별로 

구분되어 있다. Field는 Material Name, Parameter Name, All Columns로 구분

되는데 Material은 주로 방벽이나 매개체를 의미하며, Parameter는 핵종의 성질

을 의미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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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하여야 한다. 

그림 9. PAID 기 화면

Word search는 Category 지정  Field 지정을 통하여 단어 검색으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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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게 되는 반면, Normal search는 Category 지정으로 Material ID  

Material Name이 자동으로 지정되므로 Parameter Name으로 검색하고 싶으면 

Field를 변경해서 검색하면 된다. 

효과 인 검색을 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속성을 명확하게 인지하

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그림 10에 있는 Category와 

Field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Category는 Waste, Near field, 

Far field, Biosphere, Physical constants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eld는 

Material name,  Parameter name  All Column으로 구성되어 있다. 

를 들어, 천연암반에 한 Neptunium의 Distribution coefficient(Kd) 데이터

를 찾고자 하는 경우, Category 항에서 Far field를 지정하고 Field 항에서는 

Parameter name을 지정한 후 Keywords 항에 Np 혹은 Distribution coefficient

를 입력하여야 하며, 검색 결과를 그림 10과 같이 얻을 수 있다. Field 항에서 

Parameter 검색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Keywords 항에 Granite를 입력해야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검색방법이 용되는 이유는 PAID에 데이터 입력과정에서 Category, 

Material name  Parameter name을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정된 결과에 따

라 해당 Category에 데이터가 치하게 되며, Material name  Parameter 

name은 QA에 바탕을 둔 PAID 입력양식을 따르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체제는 

검색 시에 비하여 일 성 있게 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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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AID 검색 결과 화면

이러한 검색 결과로부터 원하는 항목을 찾았으면 해당 PAID 데이터를 직  

선택하거나 View PAID를 통하여 선택된 PAID 데이터를 그림 11과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1. PAID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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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ject

CYPRUS의 특징에서 언 한 바와 같이 CYPRUS는 Project base로 운 되고 

있다.  이는 처분과 련한 모든 결과물들이 수행 인 과제에서 생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Project base system을 용하고 있으나 CYPRUS에서 용하고 있

는 Project( , Project 생성  삭제)는 엄 한 의미에서 과제를 의미하는 

Project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지닌다. 

CYPRUS에서 Project는 기본 으로 데이터를 리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데이

터는 

이는 Project는 아니며, 실제 엄격하게 과제에 맞출 필요도 없다. 오히려 

CYPRUS는 향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데이터가 축 된 시 을 고려하여 이용자 

심으로 근해야 한다. 즉,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에 빠르고 쉽게 근할 수 

있도록 CYPRUS가 운 되어야 하므로 CYPRUS의 Project는 실제 등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징을 잘 반 할 필요가 있다. CYPRUS에서 Project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과제 기획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획물부터 최종 으로 보

고서, 발표자료, 실험 차서, 실험결과물, 실험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

라서 Project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FEAS  PAID 

데이터도 Project를 통하여 등록하게 되므로  등록 차를 잘 인식할 필요가 있

다. CYPRUS에 Project를 이용한 데이터 등록 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록 자료 결정  등록 의뢰 : CYPRUS에 등록하고자 하는 연구원은 등

록할 자료를 명확히 하고 등록을 CYPRUS Admin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는 

CYPRUS 특징에서 언 된 바와 같이 Project 생성  삭제 권한이 Admin에게

만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연구원은 가능한 자세히 등록할 자료의 내용을 알려주어

야 Project 명칭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Project 생성  수정 : Admin은 등록하고자 하는 자료에 한 연구원의 

설명에 따라 Project를 생성한다. 이때 Open 여부( 계자만 근 가능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며 Project information, Required form, Project leader, 

Project member 등을 작성  지정하여야 한다. Required form에서는 일반 자료 

등록의 경우 Record Submittal Form인 form1701a을 지정해 주어야 하며, FEAS 

자료  PAID 자료의 경우 FEAS form  PAID form을 각각 지정해 주어야 

한다.

③ 자료 등록 : Project member 혹은 Project leader는 생성된 Project를 통하



- 19 -

여 자료를 등록하게 된다. 해당 Project로 들어가면 Form ID를 확인할 수 있으

며, 일반 자료 등록인 경우 form1701a가 나타나며, FEAS 자료  PAID 자료의 

경우 FEAS   PAID가 나타난다. 해당 form을 클릭하여 첨부양식인 form1701a

를 작성하여 confirm하고, 결재선 설정, 등록할 자료를 loading한 후 Send를 클

릭하면 온라인 결재가 진행된다. FEAS  PAID 자료인 경우 form1701a에 추가

로 FEAS 혹은 PAID form을 작성하여야 하며, FEAS  PAID form은 Admin

이 직  등록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결재  확인 :  자료 등록과정에서 지정된 결재자는 통상 Project leader가 

지정되며 Project leader는 Web based QA의 My work에서 승인요청이라는 항

목의 자료를 볼 수 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자료를 확인한 후 Document 

title을 클릭하면 결재화면으로 들어가며 하단의 Approval/Disapproval을 통하여 

결재 여부를 결정한다. CYPRUS에서는 결재자의 승인을 얻은 Project가 최종

으로 QA에게 이 되며 QA는 품질보증측면에서 자료의 확인하고 하단의 

Disapproval/Save를 결정한다. 

⑤ 이용자에게 Open : 최종 으로 QA가 인정한 Project는 등록이 완료되며, 

이용자에게 Open 된다. 

이러한 등록 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① 등록 자료 결정  등록 의뢰

⑤ 이용자에게 Open

④ 결재  확인

③ 자료 등록

② Project 생성  수정 

그림 12. 등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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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CYPRUS+ 개발

처분 문정보시스템을 지향하는 CYPRUS의 가장 이상 인 모습은 양질의 데

이터를 많이 확보하여 처분 문가들이 CYPRUS를 처분연구에 마음껏 이용하는 

상태일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분석해 보면, CYPRUS에 필요한 것은 ①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 ② 편리한 시스템 구성, ③ 처분 문가들의 CYPRUS 사

용 확 로 보다 구체 으로 요약할 수 있다. 

CYPRUS가 필요한 세 가지 요건을 달성하기 한 방안으로

먼 ,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해서는 QA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QA 시스템은 데이터 품질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하는 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즉 CYPRUS 반에 작동

하는 QA 시스템은 이용자에게는 이질 인 면이 있어 CYPRUS 이용에 불편함을 

 수도 있으며, 이는 처분연구에서 매년 생산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과 더불어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데 제약사항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CYPRUS의 주 이용자를 상으로 CYPRUS의 장단 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하겠다. 

둘째, CYPRUS 시스템을 이용자 심의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해서는 지속 으로 CYPRUS 기능을 보완하고 확 해나가야 한다. 

궁극 으로는 MDPSA code의 자체개발로 Assessment 기능을 갖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지만, MDPSA 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처분분야

의 연구원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재 진행 

인 PID 방식을 이용한 시나리오 연구, 단열정보, 지하수 조성 등에 한 연구결

과를 CYPRUS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PID, 단열정보, 지

하수 조성과 련된 시스템 개발이 좁은 의미에서의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도 

CYPRUS와의 호환성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사  비가 필요

하다.  

셋째, 처분 문가들의 CYPRUS 사용 확 를 해서는 CYPRUS에 한 교육 

 홍보가 요하다. 이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

며, CYPRUS의 장단 을 가감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요하다 하겠다. 

이를 해서는 교육자료의 개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자료는 

CYPRUS의 필요성, 장단 , 활용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 으로써 양질의 자



- 21 -

료 확보는 물론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매뉴얼 개발은 이용 차를 기

록하게 될 것이므로 CYPRUS의 보완이 완료된 시 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단된다.

추가 으로 MDPSA 개발을 통하여 Assessment 기능이 충족시키는 과정은 많

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평가 코드 속을 통하여 MDPSA 개발이 완료되

기까지 과도기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Process Influence Diagram(PID) 모듈 개발

가. 목

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CYPRUS내에 FEAS 시스템을 운  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인터넷상에서 FEP 선별과정, 각 FEP과 IFEP에 

한 상세정보, 각 FEP에 한 문가 평가 수, 각 FEP 련 규제, SDF와 련 

안 시나리오, 해당 시나리오의 RES행렬, 계 시나리오에 한 주요평가 개요, 

시나리오 평가의 황과 향후 계획 등과 련하여 품질 보증 시스템에서 승인된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RES(Rock Engineering System) 방법은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RES방법은 주요 시나리오의 주요한 향을 표 하는데 쉽도록 만들어졌지만 

FEP간의 자세한 계를 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과정에서 주요한 

계를 찾기 쉽게 만드는 다른 형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쉽게 표 할 수 있도록 PID(Process Influence Diagram)

를 구 하고자 하 다. 그림 13은 다양한 형태의 PID를 보여 다. 원안에 사건을 

기입하고 화살표를 이용하여 각 사건 간의 계를 표 하는 흐름도이다. 이를 통

해 한 에 각 사건 사이의 계를 악할 수 있고, 최종 결과를 도출해 낸 과정

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품질 보증 원칙(T2R3)  투명성(Transparency)을 

만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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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ID 형태

나. 개발 툴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PID를 쉽고 편하게 보여  수 있도록 Graphviz

(http://graphviz.org)라는 로그램을 사용하 다. Graphviz는 AT&T 연구소에서 

그래 를 그리기 해, Dot Language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만든 오  소스 툴 

패키지이다. Graphviz는 무료 소 트웨어로써 툴을 사용할 때 무료로 라이 러리

를 제공한다. 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므로 기존의 CYPRUS에 삽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결과물을 확장자 JPG, PNG로 된 그림 일을 제공하므

로 웹 라우  상에서 쉽게 구  가능하다.   

Graphviz를 사용하여 흐름도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digraph G{.......내용.......}‘ 형식의 호 안에 그림으로 표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각 사건마다 화살표(->)를 연결한다. 각 사건들을 화살표로 연결하고 

graphviz.exe 실행 일에 보내주면 Graphviz 로그램은 그림 14와 같은 흐름도

를 그림 일로 출력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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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Graphviz를 이용한 PID 생성 흐름도

이와 같이 기본 인 흐름도 뿐만 아니라, Graphviz에는 사건을 나타내는 칸의 

모양과 색깔  계를 나타내는 화살표 선의 모양과 색깔을 다양하게 표 해주

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FEP의 요도  계의 

요도를 쉽게 표 할 수 있다.

다. 개발 형태

CYPRUS에 삽입된 PID는 기존의 RES와 달리 각각의 시나리오를 보고자 할 

때 개별 선택  복수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기 해 기화면을 그림 15과 같이 

구성하 다. 이 게 하면 사용자가 복잡한 종합 시나리오를 개별 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의 연 계를 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PID는 FEP의 계  시나리오를 표 해 주는 도구이므로 FEAS 카테고리 아

래 RES와 같은 등 에 배치하 다. 따라서 사용자가 악하길 원하는 시나리오

를 분석할 때 RES  PID를 상호 보완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6은 PID가 기존의 CYPRUS에 삽입 되었을 때의 모습이다. 화면 앙에 FEP의 

번호가 나타나 있는 PID 그림을 배치하고 오른쪽에 각 번호에 해당하는 FEP의 

이름을 배치하 다. 한 실 으로 그림에 모두 표 할 수 없는 각 FEP의 번

호와 이름을 오른쪽에 테이블 형태로 배치하여 PID를 흐름을 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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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나리오 선택화면

그림 16 CYPRUS에서의 PID 배열 형태

FEP 자체의 요도인 FEP factor는 노드의 색깔을 5단계로 구분하여 표시하

으며, FEP 사이의 계인 FEP relation factor는 선의 색깔을 5단계로 구분하

여 표시하 으며 2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결합할 때 구분해 주기 해 선의 형태

를 실선에서 선 등 총 5가지로 구변하여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

가하 다. 한 PID에서 FEP의 내용 악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그림 17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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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EP Category를 선택 시 기존의 FEP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팝업을 띄우도

록 구성하 다. 

그림 17. FEP record와의 연계 화면

라. 입력 형태

기존의 PAID  FEAS는 품질 보증 시스템인 QA를 통해 입력되도록 하 으

며 정해진 차를 거쳐 승인된 데이터들만이 장되어 검색, 이용되도록 하고 있

다. 기 개발된 PID 모듈 한 로젝트에 기반을 둔 QA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가 입력되도록 CYPRUS에서 시험하 다. CYPRUS의 QAP form은 10 CFR 

Part 50 Appendix B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반해 PID form은 KAERI에서 독자

으로 만든 문서에 해당하므로, PID시나리오를 입력할 때 QAP form과는 별도

의 PID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 배치하 다.  한, PID 입력 툴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8과 같다. 각 FEP 시나리오의 Category를 정해주고 

FEP 번호, FEP 계  요도를 입력해주면 각 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장

된다. 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PID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는 

T2R3의 재 성(Reproducibility)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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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PID 입력 Tool 모형

마. 향후 계획  효과

기 개발된 PID 모듈을 단독 입력형태가 아닌 QA를 통한 입력 형태로 만들 계

획이며, QA 과정을 통해 사용자  QA 참여자들이 제작된 시나리오를 평가  

수정 할 수 있는 PID Form을 제작할 계획이다. 

PID 모듈은 품질 보증 시스템에서 RES와 더불어 시나리오 분석에 탁월한 효

과를 보여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단순한 자료 입력만으로도 매우 복잡한 시

나리오를 합리 인 형태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성 시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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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정보 모듈 개발

가. 목  

땅 속에서는 수억 년 동안의 지각 이동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 등을 통해 

많은 습곡, 단층이 존재한다. 따라서 균일한 암반조차도 수많은 단열이 존재한다. 

핵종이동에 한 연구는 처분장 안 성평가에 매우 요하며 처분된 방사성폐기

물에 있는 핵종들이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로를 고려해 보면, 암반 내의 단열은 

핵종 이동의 가장 요한 경로가 된다. 왜냐하면 지하공간에서 단열은 지하수 유

동의 주요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종의 이동 경로를 측하고자 한다면 

단열의 형상과 치  개수 등을 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까지는 이러한 

작업을 그림 19와 같이 수작업이나 독립된 툴을 이용하여, 장에서 간단한 주향

(strike, dip-direction)과 경사(dip angle) 값으로 정리하 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로 지층 단열망의 경향을 악할 때 다시 그림을 그

려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효과 으로 단열 정보를 장하고 악하기 

해서 일 된 툴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해 Fracture 

Information 모듈을 개발하 다.

나. 개발 과정

단열 정보를 표시하는 그림들은 매우 단순한 형태이다. 단열정보의 기본 인 

장 데이터로는 dip angle, dip direction, size, aperture, relative position 과 

site name이 있다. 이는 그림 19와 같이 시추공에서 나온 암석과 시추공 치에 

한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림 20과 같이 지층면의 특성은 주향(strike, 

dip-direction)과 경사(dip-angle)로 표시할 수 있다. 주향은 지층면이 수평면과 

만나서 이르는 교선의 방향이다. 경사는 지층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나타

낸다.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지층면의 특성을 쉽게 표 해주는 방식이다. 일반

으로 그림 21의 첫 번째 그림의 경우는 N45E/9NW 는 045/9N으로, 두 번째 

그림은 N50W/83NW 는 140/83S로 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식은 보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층의 경향을 악하는데 효과 이지 못하다. 따라서 효과

인 도시를 해 지층 분포의 패턴을 보여주는 편리한 형태가 필요하다. 그  

그림 22는 단열정보를 도시해주는 그래   하나이다.  첫 번째 그림은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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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으로 주향의 분포를 표 해 다. 한 두 번째 그림과 같은 막 그래

를 그려 Rose diagram과 함께 주향과 단열을 한 번에 보여  수 있다.   

그림 19 단열 정보 실측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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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주향과 경사의 개념

그림 21. 단열에서 주향과 경사의 표시 방법 

그림 22. 주향과 경사의 표시법: Rose diagram and Dip-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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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에서 한 Rose diagram과 더불어 가장 리 쓰이는 표시법 의 하나가 

사 투 법(Stereogrphic Projection)이 있다. 사 투 법은 3차원의 공간을 나

타내는 주향과 경사를 그림 23과 같이 2차원에 투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사

투 법이 어떤 방식으로 표 되어 있는지는 그림 23을 통해 순차 으로 나타내

었다. 특정한 주향과 경사면을 가진 그림 23a의 특정 값은 그림 23b와 같이 3차

원 구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를 그림23c와 같이 평면의 앙 에서 구면에 투

시를 하면 그림 23d와 같이 원안의 하나의 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사투 법의 작업은 그림 24와 같이 주향과 경사 값을 이용하여 그림

과 같이 공식으로 쉽게 작도할 수 있다. 사 투 법의 장 은 그림 하나에 한 

지역의 지층면의 특성(주향과 경사)을 모두 표 할 수 있어서 효과 으로 지층의 

특성을 악할 수 있다.     

그림 23. 사 투 법 도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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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사 투 법에서 주향과 경사를 이용한 단열정보 표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의 주요 이동 경로인 단열을 효과 으로 악하기 해 

이상에서 설명한 방법을 도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다. 각 단열 정보를 지

역별로 장하는 시스템을 구성하 으며, 입력한 데이터 값들을 Rose diagram, 

Stereographic projection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 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 다. 

경사평면 에 모든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좌표만 있으면 그래픽으로 표  가능

하다. 이를 도시하는 데는 지질학에서 이용하는 상용 로그램이 있으나, 개발 

인 CYPRUS에 삽입하고 원하는 데로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이를 극복하기 해 PHP 함수의 GD 라이 러리를 이용하 다. GD는 로

그래머가 이미지들을 동 인 창조를 한 오  소스 코도 라이 러리이다. GD는 

C언어로 만들었으며, Perl, PHP  다른 언어들에 사용될수 있다. GD는 다른 포

맷 안에서 PNG, JPEG와 GIF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웹 안에서 제한 없

이 사용하면서 많은 어 리 이션이 GD를 이용하고 있다. 한 GD 라이 러리

를 이용할 경우 다른 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그래 로 표 하는 것이 가

능하다. 

그림 25는 Rose diagram을 나타낸다. 원주방향으로 확장되는 원은 단열의 개

수를 표시한다. 조사된 데이터마다 개수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본 모듈에서는 

개수의 최  값을 계산하여 히 원의   간격을 조 하도록 개발하 다. 

Dip-angle을 표시하는 그래  역시 개수에 따라 값이 변하도록 로그래 을 하

다. 

그림 26은 Stereographic net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주어진 데이터의 모든 값을 

사투 방식을 이용하여 그림 하나에 넣었으며, 표시된 들이 나타내는 경향을 



- 32 -

바탕으로 지층면의 특성을 효과 으로 악할 수 있다.

그림 25. Rose diagram(주향, Dip-direction)과 Dip-angle

그림 26. Stereographic net 

다. 입력형태

지층의 단열 정보는 PAID(performance Assessment Input Database)를 통해서 

입력한다. PAID는 안 성 평가 련 입력 데이터들을 분류, 장해 놓아 쉽게 

검색,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베이스이다. 다른 모든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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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베이스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장한다. 데이터는 아래 표에

서 살펴볼 수 있듯이 Material Name, Parameter Name의 두 가지 분류방식인 

Two Folder method를 사용하 다. Two Folder method는 모든 데이터를 단 두 

종류로만 분리하여 쉽게 검색,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두 종류로만 분

리하는 것이 얼핏 보기엔 매우 단순하여 데이터의 복잡한 범주를 모두 표 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될지 모르나, 범주가 다르고 새로운 범주로 확장되는 데이터들

을 정리하고 검색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Material Name에 안 성 

평가와 련된 지질  지하수 등의 이름을 명기하고 이를 Material ID로 축약 

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의 단 를 Parameter Name으로 단 와 함께 기

입하고 Parameter ID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이 게 두 가지로 

분류된 데이터 범주에 측정된 값을 백분 수(percentile)로 계산하여 입력하여 

장하면 이를 PAID 메뉴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표 2. Two folder로 입력되는 단열정보 data

라. 향후 계획

기 개발된 단열정보 모듈을 단독 입력형태가 아닌 QA를 통한 입력 형태로 만

들 계획이며, QA 과정을 통해 사용자  QA 참여자들이 실측된 단열정보 데이

터를 평가  수정 할 수 있는  Fracture Information Form을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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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정보 모듈은 PAID 시스템에서 암반의 단열을 묘사하고 지하수 흐름을 

악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장하고 이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낼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단순한 자료 입력만으로도 매우 많고 복잡한 단열 정보를 한 에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열 정보 입력 시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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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수 조성 모듈 개발

가. 목  

핵종이동은 지하수에 의해 유출된다. 물속에서 여러 가지 콜로이드와 이온은 

핵종이동에 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처분장에 있는 여러 핵종들이 생태계로 유

출된다면, 지하수내의 콜로이드와 이온은 핵종과 결합하여 핵종을 이동의 주요한 

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핵종의 이동 경로를 측하고자 한다면 지하수 조성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재까지는 이러한 작업을 수작업이나 독립된 툴로 이용

하여 왔으나, 효과 으로 지하수 조성을 장하고 악하기 해서 일 된 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해 Groundwater Contents Diagram 

모듈을 개발하고자 하 다.

나. 개발 과정

지하수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콜로이드와 이온이 포함되어 있다. 표 3과 같이 

KURT 시추공에서 조사한 지하수를 보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KURT내의 시추공에서의 지하수 조성(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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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조성을 그래 로 나타낼 때 여러 가지 그래 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

는 주요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림 23과 같은 Radar(spider) chart를 사

용하 다. 이러한 radar chart를 이용하여 지하수 조성을 표 하기 해서는 주

요 성분을 몇 가지만 그래 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table의 형태로 보여주는 작업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KURT  다른 Site의 지하수 정보를 악하여 10

가지로 주요성분을 제한하 다. 따라서 주요 성분만을 그래 로 보여주고, 그 외

의 나머지 성분들은 테이블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듈 개발 방향을 정하 다. 

Radar chart는 그림 23에서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를 갖는다. 평면 에 모

든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좌표만 있으면 그래픽으로 표  가능하다. 따라서 상용 

로그램이 있으나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해 PHP 함수의 

GD 라이 러리를 이용하 다. 한 GD 라이 러리를 이용할 경우 다른 로그

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그래 로 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3.  Radar chart(spider chart)

이상에서 언 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10가지 주요성분을 Na, K, Ca, Mg, SiO2, 

Cl-, So42-, No3-, F-, HCO3- 으로 제한하 다. 한 콜로이드와 이온의 양이 

매우 은 경우 그래 를 보기가 매우 어려운 형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그래 의 단 를 그림 2와 같이 로그 단 로 바꾸었다. 지하수 조성 그래 는 그

림 2의 두 번째와 같이 최종형태를 띌 것이며, 정확한 데이터 검색을 해 그래

 아래 테이블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형태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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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지하수 조성 모듈

다. 입력형태

재 지하수 조성의 입력 형태는 QA 방식을 취하고, 추가로 PAID에 지하수 

조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작업을 진행하 다. 로젝트 방식을 이용하고 

PAID Form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장하도록 방향을 정하 다. PAID에 데이터

를 장하기 해서는 지하수 성분 데이터의 이름을 two folder 시스템에 맞도록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 그림 25처럼 Material ID를 푯값의 이니셜로 바꾸어 조

합을 하는 것도 일종의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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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지하수 조성 데이터 이름의 two folder 분류 

라. 향후 계획

개발된 지하수조성 모듈을 에러가 없이 QA를 통한 입력 형태로 만들 계획이

며, QA 과정을 통해 사용자  QA 참여자들이 실측된 지하수 조성 데이터를 평

가  수정 할 수 있는  PAID  Form을 제작할 계획이다. 

지하수 조성 모듈은 PAID 시스템에서 지하수 조성을 묘사하고, 지하수 조성을 

악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장하고 이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낼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단순한 자료 입력만으로도 매우 많고 복잡한 지하수 조성 정보를 

한 에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수 조성 입력 시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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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자료 개발

CYPRUS는 QA 시스템을 갖춘 처분 문정보시스템으로 처분장 안 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CYPRUS가 다양한 

Application을 갖춘 완 한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FEAS, PAID  Project 기능으로 처분과 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

CYPRUS의 목 이 처분 련 자료  데이터를 장하고 활용하는데 있다면 

양질의 자료 축 이 가장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질  측면에서 보면, QA 시스

템이 용된 CYPRUS에서는 등록된 자료의 경우 질  수 은 어느 정도 확보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러한 QA 시스템의 용은 QA Admin을 포함한 이

용자별 권한의 차이와 품질보증을 한 다자간 검토과정으로 인해 이용 상에 일

부 번거로움이나 어려움을 주고 있다. 를 들면, 데이터 loading을 한 Project

의 생성이나 삭제가 Admin에 의해서만 수행된다는 에서 생겨나는 이용자

-Admin 간의 조 계 형성 필요성이나 데이터 loading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QA 문서 등은 이용자에게 익숙해지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한 해법은 이용자가 CYPRUS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이 요하다. 이는 QA 시스템 용에 따른 상이한 차 등을 변경하는 것은 QA 

시스템 용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CYPRUS에 한 이용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CYPRUS

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하여 CYPRUS에 한 본

질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부록 1 : Current Status of CYPRUS+)  실제 

CYPRUS 이용 차(부록 2 : CYPRUS 데이터 Loading 방법)를 개발하 다. 

Current Status of CYPRUS+ 자료에는 CYBER R&D Platform에 한 미래 

지향 인 개념, QA 원칙, T2R3(Traceability, Transparency, Review, 

Reproduceability, Retrievability), QAP form, Project, FEAS(FEP & Scenario), 

PAID 등에 한 반 인 설명은 물론 CYPRUS에 향후 탑재될 PID 방식의 시

나리오와 로즈 다이아그램에 하여 포 으로 언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CYPRUS에 한 철학, 구 된 시스템, 향후 개발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의 CYPRUS에 한 이해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CYPRUS 데이터 Loading 방법 자료에는 등록 상 자료의 구분, 요약된 등록

차, QA Admin의 작업(Project 생성 차, QAP form/KAERI form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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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leader 지정, Project member 지정 등), Project member의 데이터 로딩 

작업( 일첨부방법, 용된 QAP form 작성, PAID form 작성, 결재선 지정, 자료 

보내기 등), 결재자의 자료 확인  결재 수행, QA Admin의 자료 확인 등에 

한 제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09년 하반기에

는 CYPRUS 활용을 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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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YPRUS 데이터 축  황

CYPRUS의 데이터 등록 황은 Project 등록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Project 등

록건수는 2004년 2건, 2005년 2건, 2006년 7건, 2007년 14건, 2008년 6건, 2009년 

20건으로 매년 차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CYPRUS가 차 으로 활성

화되고 있음을 간 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회기년도가 많이 남

아 있으므로 연말에는 더 많은 데이터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연도별 CYPRUS 등록현황

0

5

10

15

20

25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도 구분

건
수

건수

그림 26. 연도별 CYPRUS 자료 등록 건수

2009년도의 CYPRUS 데이터 등록의 가장 큰 핵심은 처분연구부의 연구결과를 

PAID에 데이터 형태로 등록을 시도하 다는데 있다. Project에 등록된 다수의 

데이터는 데이터보다는 자료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자료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PAID에 데이터 형태로 등록하여야 한다. 를 들어, 표 3과 같은 자료를 PAID

에 등록하기 해서는, 표에 담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표 3에서는 

실험공 3군데의 화강암에 하여 pH 3.5 부근에서 Np 수착실험을 수행하여 3종

의 Kd 값을 구하 으며, 3종 Kd 값을 평균하여 Avg. Kd 값을 산출하 음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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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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H 변화에 따른 심부처분환경 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실험 결과 

둘째, 이들 데이터에서 어떻게 PAID에 입력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를 

들어 Avg. Kd만 등록할 수 있으며, Avg. Kd를 포함한 4가지 Kd를 모두 등록하

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27은 Project에서 4가지 Kd를 모두 용하 음을 보여주

고 있다. Project 등록에 따른 세부 차는 Project에서 이미 자세하게 언 하

으므로 등록 차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림 27. Project를 통한 PAID 데이터 등록

이 게 Project를 통하여 PAID form을 이용하여 데이터로 등록이 완료되면, 

PAID에서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8은 PAID에서 KURT 화

강암이 속한 Category를 Far field로 지정하고, Field는 Parameter Name을 지정

하고 Key word 검색으로 Distribution Coefficient로 수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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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AID 데이터 검색 결과 

검색 결과에서는 Distribution coefficient만을 검색하 으므로 Np외에도 Ac, 

Am 등 다양한 핵종의 Kd 값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KURT 화강암에 한 

Np 흡착계수로 등록한 자료들도 나타나고 있다. Np 흡착계수  pH 3.5와 련

된 자료도 검색되었으며, Histroy에서 4로 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istroy 4의 의미는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련된 데이터가 모두 4가지가 

등록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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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PAID 데이터(KURT의 화강암에 한 Np 237의 Kd)

이 게 다수의 History 값을 갖기 해서는 입력과정에서 PAID form에 

Material Name, Material ID, Parameter Name, Parameter ID 등을 동일하게 입

력하여야 History 데이터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여러 개의 History 데이터를 동

시에 보게 되면 각 데이터별로 차이 (실험 환경)을 쉽게 비교할 수 있으므로 그 

 취사선택하여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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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추후 연구 방향

CYPRUS는 처분분야에 한 종합정보시스템, 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제를 갖춘 시스템, 안 성 평가에 필요한 문정보시스템  미래 지

향 인 정보시스템 구 을 지향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CYPRUS의 특징, 구조 등에 한 기술분석을 통하여 CYPRUS가 

처분 문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나기 해서는 양질의 처분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용자 심의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문가 이용 확 가 필수 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장기 인 근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 양질의 처분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하여, 기존 확보된 품질보증체제

를 기반으로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충분한 데이터의 축 을 해서는 데

이터를 생산하는 처분 연구원의 극 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CYPRUS 시스템을 이용자 심의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를 들면, 연구 단계인 PID 방식을 이용한 시나리오 모듈 개발, 단열정보 

모듈 개발, 지하수 조성 모듈 개발 등에 한 연구결과를 CYPRUS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호환성 등에도 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 향후에도 처분연구에 

필요한 추가 시스템 개발은 물론 이를 CYPRUS와 연계하는 방안을 항상 모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처분 문가들의 CYPRUS 사용 확 를 해서는 CYPRUS에 한 교육 

 홍보가 요하다. 이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

며, CYPRUS의 장단 을 가감 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주고 CYPRUS 이용의 당

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개발된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이용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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