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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중저준위 처분장 안전성 및 성능평가에 관련하여 처분장내 핵종 이동, 생태계 평가에 관한 상세

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GoldSim으로 이행하여 종합평가 프로그램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템플릿으로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중저준위 처분장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연구목표이다. 이를 위해 가능

한 한 보수성을 줄임으로써 보다 실제적이고 상세한 안전여유도를 제시하고,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 모델링을 재수행하여 정상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근계영역의 

인공방벽의 열화에 관한 모델링과 이에 대한 영향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상

세모델링 방법론에 의한 접근을 통해 현재 건설중인 경주 처분장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Abstract 

 

A modeling study and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by which an assessment of safety and 

performance for a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LILW) repository could be 

effectively made has been carried out. With normal or abnormal nuclide release cases associated 

with the various FEPs and scenarios involved i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repository in 

view of nuclide transport and transfer both in geosphere and biosphere, 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program has been developed by utilizing a commercial 

development tool program, GoldSim. The report especially deals much with a detailed conceptual 

modeling scheme by which a GoldSim program modules, all of which are integrated into a TSPA 

program template wera able to be developed. Degradation effects of the near-field such 

manmade barriers as waste container and the silo on the performance of the repository are also 

modeled and quantitatively and deterministically/probabilistically evaluated with input data set 

currently available or assumed. In-depth system models that are conceptually and rather 

practically described and then ready for implementing into a GoldSim TSPA program are 

introduced with illustrations. The GoldSim TSPA template program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successfully applied to the post closure safety assessment required for an LILW 

repository such as Gyeongju repos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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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월성환경관리센터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 가 우리나라 최초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건설되고 

있다. 중저준위 처분장의 성능 및 안전성평가에 관련하여 이전의 평가보다 더 상세하고 보수성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평가개념모델 및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

을 구현하여 종합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건설중인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은 물론 다양한 형

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에 대한 상세 안전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과 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전의 안전성 평가에 개재된 보수성을 가능한 한 

줄이고 실제적인 안전여유도를 제시하면서도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저감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상세모델링 방법론을 제시하고 최종 도구로서의 종합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 된다.  

이 기술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단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GoldSim[1]을 이용하여 처분시

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전의 GoldSim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개념 모델링 [2]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일련의 다른 기술보고서[3-4]와 함께 이를 수정 보완한 후속 연구로서 다뤄지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단위 모델들이 상세히 개발되어 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

는데 그 주요 연구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에서의 핵종 유출에 관련된 주요한 정상 및 사고시나리오 평가를 위

하여 상용 프로그램 개발도구인 GoldSim을 이용하여 상세핵종이동 모델을 개발하고, 

-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처분시스템 선원항, 근계영역, 원계영역, 그리고 생태계 등 처분

시스템 각 요소에 상응하는 각 단위 모델에 대해 GoldSim 모듈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 이를 통합하여 다차원핵종거동을 기술하는 핵종이동에 관한 상세한 종합 성능평가 (TSP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프로그램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처분시스템내 처분시설의 공학적 방벽으로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제작된 처분용기박

스나 콘크리트로 건설된 사일로벽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콘크리트 열화,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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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의한 방벽성능의 저하에 수반되는 투수성을 포함한 제반 물성 변화에 따른 해석을 위한 

모델링도 수행되었는데, 이는 처분 부지 지역내 지진과 같은 사건에 의해 근계지역에 영향을 받

는 시나리오로서, 가령 지진발생 등으로 야기되는 사일로의 파손은 근계 지역에서의 방벽기능의 

상실로 이어지는 사고가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서 근계 영역내 2개의 주요 방

벽인 폐기물 용기와 콘크리트 사일로 벽에 대한 열화도 다루어진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개발된 GoldSim 프로그램 템플릿에 의해 이 열화현상에 대한 영향만 정량적

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 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작성된 다른 기술보고서에

서 상세히 다뤄진다. 

 

2. GoldSim 모델링 방법론 

골드심(GoldSim)은 GoldSim Technology Group LLC에 의해 개발 상용화된 범용 시뮬레이션 패키

지로 유동이 존재하는 시스템을 모사하는 경우라면 어느 경우에나 사용자 편의성을 지닌 채 유용

하게 그 모델링에 적용될 수 있는 개발도구 프로그램이다. 사용자에게 극히 편리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와 함께 object-oriented한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전의 FORTRAN

이나 C++과 달리 프로그래밍언어를 따로 전문적으로 습득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프로그래밍을 수

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 개발 도구로, 일본[5]을 비롯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 두루 사용되어지고 있다.[6-15] 

PC의 윈도우버전으로서 단위의 자동전환, 오류의 자동인지 기능 등 사용자편의를 위한 기능적 요

소와 함께 모델과 시나리오, 그리고 계산 결과 데이터나 그래프를 동일한 프로그램 평면상에서 

구성하고 취급할 수 있으며, 확률론적 민감도 분석이나 외부 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

그램의 DLL링크, 그리고 입출력자료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Excel 스프레드쉬트 자료의 직접적

인 연동 등이 가능한 최초의 프로그램으로서 매우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매질과 인공 및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이동이나 지하수 유동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이러한 시스템내에서의 질량전달을 모사

하는데 최적의 프로그램 개발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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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따라 GoldSim은 패키지가 달리 구성될 수 있는데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내의 방사성핵

종의 질량이동 모사를 위한 모듈은 GoldSim Contaminant Tramsport Module이다. 이 GoldSim 프

로그램 모듈 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pathway라는 질량이동을 모사하기 위한 요소가 미리 준비되

어 있는데, 이렇게 제공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두드러진 것은 2개의 Pathway

로서 Cell pathway와 Pipe pathway가 그것이다. 이 들 pathway에 대해 그림 1과 2에 각각 그 개

념도를 보였다. 

구획모델에서 흔히 사용되는 혼합탱크와 유사한 Cell pathway는 확산과 이류에 의한 물질 이동을, 

용질 이동에 곤한 이류-분산식을 라플라스 역변화을 통해 얻어낸 형태의 Pipe pathway는 이류와 

분산에 의한 물질 이동을 기술하는데 적합하게 되어 이 두 pathway의 주된 조합을 통하여 처분

장에서 유출된 핵종이 지하매질 등에서 이동해가는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두가지 기본적 요소외에도 Pipe의 네트웍으로 구성되 있는 Network pathway나 선원항을 

기술하기 위해 특별히 따로 준비된 Source 등 다양한 오브젝트로서의 개발도구 요소가 편의를 위

해 GoldSim에 많이 준비되어 있다. GoldSim에서는 각 pathway에 대한 매질이나 용매 등을 따로 

모아 정의할 수 있고록 한 것도 편리한 특징인데, Fluid나 Solid로 이루어진 매질을 미리 정의해 

두고, 공극률이나 밀도 등의 물성 등을 미리 기술해 둘 수 있는 한편, 이 매질내에서의 원소의 분

배계수를 미리 정의해두면 이후 특정한 매질에서의 질량전달을 기술하는 경우 미리 정의된 매질

을 참조시키면 되는 방식이다. Species는 오염물질이나 방사성물질 등을 미리 정의해둘 수 있는 

장치로 방사성 붕괴나 붕괴 사슬, 동위원소의 유무 등을 이 곳을 통해 미리 지정해둘 수 있게 된

다. 

아래에 GoldSim의 주요한 두 대표 pathway로서 전술하였던 Cell pathway와 Pipe pathway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간단히 기술하였다. 

먼저 Cell내의 핵종의 질량수지는 (1)식과 같이 시간에 대하여 1차 상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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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ass of nuclide s in cell i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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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direct parents for s 

 fraction of parent which decays into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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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of mass flux links from/to cell i 

 influx ratio of s into i through advective and diffusive mass flux link l [M/T] 

 rate of direct input of s to i from external sources [M/T] 

이 된다. 

다음 Pipe pathway를 나가는 핵종의 질량 플럭스는 시간과 pipe의 출구에서 용액에 용해된 농도

의 함수로서 (2)식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1                        (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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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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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umetric flow rate in the pathway [L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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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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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ersivity of the pathway [L] 

 length of the pathway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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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이 질량 플럭스를 구하기 위해서 매질내에서 이동되는 용액이나 매질내의 핵종 농도  은 

아래 (3)식의 1차원 이류-분산식을 통해 구해질 수 있다: 

 

1 1
1

 

                                                                (3)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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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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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meter of the pathway [L] 

 perimeter fraction occupied by matrix diffusion zon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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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D = number of matrix diffusion zone 

 = concentration of s in the rock matrix diffusion zone im이 되고, 

이 (3)식과 직각방향으로의 매트릭스내 핵종의 확산이동을 기술하는 식은 다시 아래 식(4)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 

 

 

      (4)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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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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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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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한편 (3)식에 대한 경계조건은 다음 (5)식과 같이 기술된다. 

 0 as ∞;1 1  

(5) 

 

여기서 

= Dirac delta function [T-1] 

 initial mass of s applied to the pathway [M] 

 boundary flux of s [M/T] 

 flux of s from external pathways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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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0;0 a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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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GoldSim은 위 (3)식 에서 (6)식까지 Laplace transforms을 통해 농도에 대한 해를 구해내게 

되어 (2)식의 질량 플럭스를 구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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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oldSim 기본 엘레멘트, Cell pathway 

 

 

 

그림 2. GoldSim 기본 엘레멘트, Pipe pathway 

 

이러한 GoldSim의 실제적인 이해를 위해 아래 그림 3과 같이 GoldSim을 이용한 한 간단한 예제

를 보기로 하자. 이 문제는 A와 B라는 두 오염물질이 모래로 이루어진 매질을 통해 이류로 이동

해가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동 매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마련된 Material이

라는 박스를 열면, 이 안에는, 그림 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Species를 통해 오염물질이 기술되고 

Solid를 통해 Sand라는 매질이 정의된 것을 알 수 있다. Mass rate를 통해 mass flux값을 Column

이라는 Pipe pathway에 제공하게 되고 Pipe pathway에서 나오는 두 오염물질의 시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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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transfer rate에 대한 파과곡선을 그림 3과 같이 계산을 통해 얻어 낼 수 있게 된다. 이 때 

오염물질의 최종 목적지로서 Sink라는 Cell pathway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는 시스템내 전체적인 

mass balance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예제는 보다 다양한 경로와 시스템요소, 이동

과 유동이 일어나는 다양한 매질, 그리고 시나리오 등을 동반하여 처분시스템 평가 모델과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결국 이런 단순한 프로그램은 여러 복잡한 시스템적 

요소를 추가하면서 보다 복잡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GoldSim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할까? 가령 중저

준위 처분시스템의 경우라면 안전성 및 성능 평가 대상이 되는 이러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

에 관련되어 프로그램 개발 목표가 되는 컨텍스트가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시스

템 및 주변 자연환경 등에 대한 개념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지조사자료와 시스템설계자료, 

핵종의 선원항을 위한 재고량 제반 입력자료, 핵종유출이나 핵종유출에 영향을 주는 정상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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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최종보고서를 통하여 GoldSim 프로그래밍을 위한 개념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된

다. 

 

 

그림 3. GoldSim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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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위 예제에서 Material 박스안에서의 핵종의 기술을 위한 Species나 매질에 대한 기술을 

위한 Sand와 같은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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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 3에 대한 예제의 계산 결과 

 

템플릿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상 및 사고 시나리오를 평가할 수 있으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및 

주요 입력자료에 대한 민감도 분석과 함께 콜로이드의 발생이나 킬레이터같은 착화제의 폐기물을 

통한 유입으로 핵종의 이동에 가속화 등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평가도 가능하도

록 개발되었다. 개발된 이 템플릿을 수정 보완하므로써 추후 기체 발생에 따른 영향도 동시에 모

델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처분장 주변 근계영역에서의 핵종의 이동과 천연방벽을 포

함하는 원계영역내 이동은 물론, 생태계에서의 전이 확산, 그리고 피폭집단을 통한 선량계산까지 

수행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므로서 이 템플릿만으로 처분장 성능을 보이기 위한 모든 안

전성평가가 가능하다고 자부한다. 

즉, 다시 말하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평가와 관련 확률론적 민감



19 

 

도분석 연구 등을 위한 템플릿 프로그램은, 사후 안전성 평가나 인허가 보완 등을 위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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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그리고 생태계 평가모델 등을 원활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듈을 모델링하여 통합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누구라도 쉽게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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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마련된 입력자료를 GoldSim 프로그램에 잘 연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안전성평가 모델링 

이 연구에서 고려되는 처분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환경에 맞추어 상당히 전형적이다. 이

는 곧 일반적인 처분 시스템의 평가에 쉽게 적응시킬 수 있는 범용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

히면 된다.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 처분시스템은 임해에 위

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수 있고, 실제 경주 처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는 산의 바다쪽 경사면 지하 암반부에 위치하는 처분장의 형태를 상정하고 있다. 

아래 그림 6은 이러한 일반적인 처분 시스템의 개념적인 모식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이러한 처분 시스템은 처분 모암내에 위치한 처분장과 그 주변의 구조물로 이루어지는 인공

방벽을 포함하는 근계영역, 그리고 천연방벽으로서의 모암을 포함하는 원계영역, 마지막으로 지표

면 위로 인간 생활권을 포함하는 생태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게 된다. 

그림 7에는 이러한 처분시스템을 모사하기 위한 개념적 시스템을 나타내었고 이는 다시 GoldSim

으로 모델링되기 위해, 그림 8에서처럼 대략적인 골드심 모듈로 전환되어 고려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는 중에도 필요에 따라 여러 요소들이 추가 또는 제외되거나 모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배제되거나 혹은 보다 상세히 기술될 수도 있게 된다.  

그림 9는 이러한 여러 시스템내 모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구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스케치를 통하여 어떠한 시나리오로 어떻게 모듈을 구성해갈 것인지, 어떠한 pathway를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어갈지를 체계적으로 구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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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Data라는 GoldSim내의 요소 박스를 미리 준비하여 이 모듈을 통하여 일반적인 입력자료

를 따로 미리 모아 준비해 두면, 이후 프로그래밍이 용이하게 되는데, GoldSim 프로그램에 필요한 

매질 및 핵종 등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공통의 입력자료를 이 곳에 마련하도록 한다. 그림 11에 

이에 대한 GoldSim 모듈을 보였다. 

폐기물내의 핵종 재고량이나 핵종의 특성으로서 반감기 등 핵종에 국한되거나 관련된 자료, 그리

고 처분시스템내 핵종이동에 관련된 여러 매질에 대한 특성도 이 곳을 통해 미리 모아 기술해 두

었다. 

그림에서 보는 대로 피라미드나 물방울 모양과 같은 아이콘을 갖는 매질에 관한, 가령 Soil이나 

Aquifer, 혹은 공기 등의 모듈을 통하여 매질의 밀도와 공극률과 같은 물성자료와, 그리고 흡착계

수와 같은 지화학 특성을 위한 분배계수가 준비된다. 

이 외에 이 연구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GeneralData에는 용해도 제한치나 다른 생태계나 지하수문

학적 입력자료도 모두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이 때 실제 입력자료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뒤에 설명하겠지만, 

따로 엑셀로 잘 정리되어 만들어진 스프레드시트 파일로부터 바로 참조되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

가 참조하거나 프로그래밍하기에도, 이후 수정이나 프로그램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참조하거나 

할 때를 포함하여 여러모로 편리하다. 일력자료를 모두 통합해서 정리해 둔 스프레드시트 화일로 

부터 각 모듈별로 따로 SS_Biosphere (생태계)나 RegionalData (Import regional hydrology data) 

등 로컬 엑셀 참조 모듈을 만들어 이를 통해 별도로 입력자료를 GoldSim 프로그램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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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처분 시스템 개념 

 

 

 

그림 7. 모델링을 위한 처분 시스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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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GoldSim 프로그래밍을 위한 전체 시스템 프로그램 개념 스케치 

 

 

  

그림 9. GoldSim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와 골드심 개발 요소의 구상에 관한 구체적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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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im 모델링을 통하여 템플릿을 구축하기 시작하려면 우선 매질의 물성이나 매질내에서의 핵

종의 분배 계수 등을 미리 정의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이는 GoldSim의 특징으로서 전술했듯이 

각 pathway에 대한 매질, 즉, Fluid나 Solid로 이루어진, 그림에서 피라미드나 물방울 형태로 나타

나는 요소로서의 물질을 미리 정의해 두고, 공극률이나 밀도 등의 물성도 미리 기술하면서 매질

내에서의 원소의 분배계수도 입력해 두어, 이후 특정한 매질에서의 질량전달을 기술하는 경우 다

시 이러한 물성이나 화학적 특성에 대해 재기술하는 일 없이 미리 정의된 매질을 참조시키기만 

하면 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핵종의 종류나 방사능의 여부, 그리고 자핵종을 갖는 붕괴 사슬을 고려하는지 등도 그림 10에 

보이는 대로 따로 Species 엘레멘트를 통해 정의해 둘 수 있다. 전술한 대로, 그림의 골드심 모델

에서 보이는 대로 이 경우 대부분의 입력자료는 직접 GoldSim 모델상에서 입력시키지 않고, 외부 

엑셀화일을 링크시켜 편리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그림에서 보이는 SS_MaterialData나 

SS_Biopshere, RegionalData를 통하여 외부 엑셀화일로 작성된 자유로운 형식의 스프레드시트 입

력자료를 골드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로컬라이즈시켜, 새로운 스프레드시트 테이블로 재생산된 

형태를 입력자료로서 연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세부 각 절에서 처분시스템의 모듈에 따라 

이뤄지는 상세한 모델링 방안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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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oldSim 프로그램에 필요한 매질 및 핵종 등 일반적인 공통 입력자료 

 

 

3.1. 선원항 모델링 

이 연구를 통해서는 처분장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위한 처분 사일로를 모두 6개를 고려하

게 된다. 각 사일로에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다양한종류의 폐기물이 처분되게 된다.  

이들 사일로는 GoldSim 모듈에서 각각 개별적인 선원항으로 모델링된다. 

표 1에서 보는 대로 사일로내에는 이렇게 수 많은 개수의 폐기물 용기가 함께 처분되지만 동일한 

종류의 용기내의 폐기물들은 단일한 가상적인 한 개의 폐기물 용기에 상응하여 동등한 

(equivalent) 콘크리트박스에 모두 함께 처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사하게 된다. 이러한 모델링 

기법이 합리적인 전체 폐기물 처분 시스템 모델링상 가장 타당해 보이고 모델링상의 잇점을 가지

기 때문이다. 즉, 각 사일로내의 폐기물 대표 용기 박스 1개에 대해서 선원항 1개가 개별적으로 

대응 모델링 되어지는데, 가령 사일로2에 처분되는 용기별 종류는 표1에서 나타낸 대로 모두 5가



25 

 

지의 S2STA, S2STB, S2STC, S2STD, S2STE 폐기물 형태로 분류되어, 경주처분장의 인허가를 위한 

2008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 분석 보고서 (이하 안전성분석보고서)[16]에서 

MASCOT프로그램으로 모델링 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하였다. 이중 A, B 타입의 폐기물은 simple 

leaching에 의해 일정한 유출률로 유출된다고 가정하고, C, D, E 타입의 폐기물은 용해도 제한치를 

따라 유출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가령 예로서 사일로 2에는 모두 5가지 종류의 폐기물을 담은 커다란 5개의 동등 폐

기물용기로서의 콘크리트 박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그림 11에 모두 6개의 사일로에 대한 GoldSim 프로그램 모듈을 보였다. 이 중에서 Silo1을 열어 

보면 그림 12과 같은 모듈이 나오는데, 이 사일로 안에는 5개의 폐기물 용기가 선원항으로 모델

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참고로 GoldSim은 그림에서 보이는 박스와 같은 모듈로 담아 FORTRAN의 서브루틴이

나 PC Windows의 폴더처럼 따로 보관하여 화면상이나 프로그램상의 복잡함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박스가 열려 있는 경우는 GoldSim 템플릿 프로그램 전체에서 공히 참조될 수 있으

나, 이 박스를 닫게 되면 로컬라이징된 상태로 되어 이 상자 안에서 정의된 파라미터나 사용되는 

값들은 그 모듈내에서만 동일한 이름으로 상호 공유 된다. 즉 박스가 열린 경우는 FORTRAN의 

경우에서 COMMON 선언문으로 자료와 서브루틴을 공유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드럼형태의 아이콘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선원항이 되는데, 각각의 드럼에서는 핵종이 지하수에 

의해 사일로로 나와 다시 근계영역으로 유출되며, 이 때 지하수의 유동에 관한 모델은 따로 

Flow_data에서 모델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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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일로내 처분 폐기물 용기내의 폐기물 형태 

 

 

 



27 

 

 

 

그림 11. 사일로 시스템 모듈 

 

그림 12. 사일로 1에 대한 선원항 모델링 



28 

 

표 2. 사일로1의 물성 자료 

 

 

 

그림 13. GoldSim S1STA 선원항 모듈 

 

그림 13에서 보이는 S1STA모듈을 살펴 보면, WasteCell이 보이고 있는데, 그림 15에서 보는 대로 

이 S1STA WasteCell은 물과 콘크리트로 이뤄진 매질 (핵종의거동 측면에서의 ‘매질’개념임) 로서 

정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매질로 나타나 있는 Colloid와 Chelator는 콜로이드나 

킬레이터의 핵종 가속화 이동을 모사하기 위해 추가로 모델링되는 것에 따라 포함된 매질로 여기

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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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서, 표 2에서 보면 S1STA에서 정의된 매질의 총 부피가 2,470m3이며, 공극률은 0.34임을 

알 수 있고, 그림 15에서 보는 대로 이들은 각각 GoldSim에서 S1STA_SS.Vol_Total과 

S1STA_SS.Porosity로 지정되어, 이 두 값의 곱 [m3]은 이 폐기물내 공극에 들어 있는 총 지하수의 

양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1STA로 정의되는 WasteCell내의 지하수 매질의 양은 이 

부피의 값으로 정의된다. 이 때 S1STA_SS.의 의미는 S1STA_SS 선원항을 위해 정의되는 파라미터

값을 엑셀입력자료로 부터 얻어 온 로컬 스프레드시트 자료로, S1STA_SS에 있는 스프레드시트화

일에서 참조된 값으로서 Vol_Total과 Porosity라는 문법적 의미로 표시되고 있으며 그림 14에 나

타나 있다. 

한편 이 폐기물내의 또 다른 매질로서의 Concrete_Degrade의 양을 살펴 보면, S1STA_SS.Vol_Total 

* S1STA_SS.BulkDensity * S1STA_SS.Fraction_Concrete [kg]로 나타내지는데, 이 역시 표 2에서 보는 

대로 콘크리트의 볼륨 2470m3과 밀도 1,710kg/m3, 그리고 폐기물내에서 콘크리트가 차지하는 부

피비율 0.5의 값을 통하여 이 식을 통하여 총 콘크리트 매질의 질량을 구해낼 수 있게 된다. 

한편 표 3에서 보면 사일로별 처분폐기물 형태와 각 용기 박스별로 적용되는 유출 선원항 모델을 

보였는데, 가령 사일로 1의 S1STA는 PWR이나 CANDU에서 발생된 시멘트고화된 폐수지로 이루

어진 방사성폐기물로서, 이는 선원항 모델을 MASCOT의 surface-rinse모델과 동일한 SLST 모델, 

즉 용해도 제한을 갖는 선원항으로 모사하는 반면, S1STB의 경우는 건조 폐수지로 단순 침출 모

형을 따르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선원항 모델을 고려하기 위하여 GoldSim에

서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즉, 그림 15에는 사일로 1에 대한 선원항 모델링에서 용해도 제한치를 갖는 선원항 모델에 대한 

S1STA의 성질을 나타내었고, 그림 16에는 단순 침출 모델을 갖는 S1STB에 대한 GoldSim에서의 

모델링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는데, 이 두 그림에서 보는 대로 두 모델이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S1STB의 경우에는 폐기물 매트릭스가 일정한 열화율 (degradation rate)을 갖는 것으로 하여 

표 3에서 제시한 연간 열화율 0.01yr-1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즉, 폐기물고화

체가 손상된 순간부터 폐기물 매트릭스는 연간 1%의 열화율을 가지고 유출되는 것으로 모델링하

고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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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WasteCell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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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사용된 사일로별 처분폐기물 형태와 각 용기 박스별로 적용되는 유출 

선원항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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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GoldSim에서의 S1STA의 정의 

 

 

그림 16. GoldSim에서의 S1STB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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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에 선원항 및 사일로내 지하수 유동 개념을 모사해 두었다. 사일로는 모암내에 수직으로 

굴착되어지고 그 자체의 콘크리트 벽 (Wall)을 모암내 라이닝의 형태로서 가지며, 이 사일로내에 

폐기물이 종류별로 담긴 시멘트나 콘크리트박스 (Box)로 된 처분용기를 처분하게 된다.. 

폐기물이 모두 처분되어 처분장이 폐쇄되고 나면 지하수가 사일로내로 유입이 시작되고, 처분된 

폐기물 용기가 손상되면서 지하수가 용기내로 들어 오게 되고, 용기내의 폐기물은 지하수와 접촉

하게 되어 용기 밖으로 지하수의 유동을 따라 사일로 내부로 유출된 후, 다시 지하수를 통해 폐

기물로부터 용해 유출된 핵종이 다시 사일로를 빠져나가게 된다. 

이 때 용기의 물리적인 방벽을 유지하는 시간과 또 다른 방벽으로서 사일로의 벽의 건전성 유지

시간을 각각 용기와 사일로 벽에 대한 크레딧 시간으로 하고, 이 시간동안은 어느 경우든 지하수

의 유입과 이에 따른 핵종의 유출이 지연되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처분장을 지나는 지하수의 유동을 생각해 보자. 유동이 균질하게 일어난다는 가정만 유효하면 각 

처분 용기 박스를 지나는 유량은 전체 사일로를 통해 지나는 전체 유량에 대해 전체 폐기물 부피

에 대한 각 폐기물 용기 부피만큼의 분율만큼 폐기물 용기박스를 지나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결국 동일한 종류의 폐기물을 가진 폐기물 용기, 예로서 Silo1내의 S1STA 용기를 지나는 유량은, 

사일로를 지나는 지하수의 유량률을 SiloFlow라고 정의했을 때, SiloFlow * S1STA_SS.Vol_Total / 

Silo1_Data.TotalWasteVol 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느 ㄴ이러한 가

정이 유효하다고 보면 이 값은 그림 17에서 보이는 Q_Out [m3/yr]이 된다. 

각 폐기물 용기 박스는 그림에서 WasteCell이라는 Cell pathway로 개별 모델링 되고 있는데, 가령 

이 WasteCell안에는 S1STA 폐기물이 모두 처분된 경우, 이 폐기물 박스를 통하여 Q_Out (m3/yr)

률을 가진 지하수가 사일로내의 SiloContents라는 cell로서 모사되는 pathway로 유동된다. 

한편 정상적인 시나리오하에서는 사일로를 통하는 지하수의 유동률은 처분시스템이 위치하는 모

암주변에 걸려 있는 수력학적 구배 (hydraulic gradient)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동에 따르

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지만, 비상시나리오로서 처분장에 근접한 우물이 있는 경우라면 우물에 의

한 pumping rate에 의해 야기되는 drawdown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자연적인 수력학적 구배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되고 drawdown에 의해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수두차에 의한 유동이 야기되

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경우를 분리하여 별도로 모델링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어떤 이유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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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하수가 사일로를 빠져나오면 정상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사일로를 통한 지하수는 모두 근

계 영역으로 유동된 후, 정상적으로 원계영역으로 유동을 계속하며 핵종을 유출시키게 되지만, 우

물이 굴착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와 함께 처분장에서 근계 영역으로 나온 핵종들은 우물의 존재와 

무관하게 여전히 지하수의 유동을 따라 원계영역으로 이동을 하지만 강제로 펌핑되는 우물로도 

이동되게 되어 정상적인 경우와는 원천적으로 다른 모델링이 요구된다. 

 

 

 

그림 17. 선원항 및 사일로내 지하수 유동 개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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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사일로를 지나는 지하수 유량률 Q_Silo의 모델링 

 

그림 19. SiloFlow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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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에 사일로를 지나는 지하수 유량률 Q_Silo에 대한 모델을 구현한 GoldSim 모듈을 보였다. 

Selector 엘레멘트로 나타낸 SiloFlow는 그림 19에서 보는 대로 두 가지의 경우로 모델링되고 있

는데,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 정상적인 지하수유동이 일어나는 경우와, 강제적인 지하수의 유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 것이다. 

즉, 우물에 의한 강제적인 펌핑이 없고, 정상적인 지하수 유동만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Darcy

의 법칙대로 Q = KiA (수력학적 전도도 (hydraulic conductivity) 와 수력학적 구배, 그리고 유동면

적의 곱) 의 형태로서 RegionalData.Gradient * Silo_Diameter * Silo_Height  * 

RegionalData.Conductivity_Silo로서 모델링 되어 사일로의 단면을 지나는 지하수의 유동으로 나타

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물을 굴착하여 강제 펌핑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림 19에서 보는 대로 다음과 같은 가

정하에 다르게 모델링 된다. 

• 연간 약 5만 m3/yr의 유량의 취수를 위해 35.7m의 drawdown을 갖는 심부 우물 (deep 

well) 과 마찬가지로 이에 상응하는 drawdown을 갖는 천부우물 (shallow well)을 별도로 

모델링 한다. 

• 사일로에서 심층 우물까지의 이격 거리는 가장 근접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50m로 보았

고 천부 우물의 경우는 10m의 암반 이동거리와 200m의 풍화된 암반대 (weathered rock), 

즉 대수층 거리만큼 이격 되었다고 본다. 

• deep well 과 달리 shallow well은 천부, 즉 대수대 부분의 물만 취수하고, 용수를 위한 취

수 유량은 여전히 심층우물과 같이 5만 m3/y라고 가정한다. 

• 이 때 shallow well에 대한 집수구역 (capture zone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논의된다.)

은 deep well의 경우 우물의 취수 깊이는 사일로 깊이까지 이르고 있다고 본다. 

• 그러나 shallow well의 경우는 이미 200여m를 더 진행하고 있는데 따라 유동되는 지하수

내의 핵종이 보다 큰 암반매질내 지하수 유동 영역으로 확산 이동 되고 있다고 보아 적어

도 심부 우물의 경우보다 큰 캡쳐존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후술한 우물 시나리오의 모델링 및 평가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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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우물의 펌핑이 있는 경우에 대한 골드심 모델링 

 

이렇게 그림 18, 19에서 보는 대로, 우물을 사용하는 경우, 즉 유량의 강제 인출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SiloFlow에 자연 유동이 아닌 우물의 펌핑에서 야기되는 우물의 

drawdown을 고려한 유량률로서 Q_Well_Rock를 적용하는 반면, 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

로 유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SiloFlow에 일반적인 Darcy의 법칙을 적용한 Q_Silo_Rock를 적

용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사실 이 두 경우 모두에 대해 이렇게 단순한 접근 방법이 아닌 보다 더 

상세한 모델링이 요구된다.  이는 자연적인 유동의 경우라도 사일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일로

가 존재하기 이전 암반내의 지하수 유동률은 필연적으로 사일로의 굴착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정한 가정과 모델링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사일로의 벽, 즉 콘크리트 매질 내부의 수력학적 전도도가 주변 처분장 모암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 경우와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고려하여야 한다.  

모델링의 편의를 위해 그림 18에 보는 대로 WallQ_RockQ라는 파라미터를 미리 정의해 두었다. 

이 값은 수력학적 구배 i가 사일로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항시 변함 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했

을 때, 사일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모암내를 흐르는 지하수 유량에 대해서 수력학적 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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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은 콘크리트벽의 경우에 대해 이 벽을 지나는 지하수의 유량률의 비를 근사적으로 취한 값

이다. 

수력학적 구배 i가 항시 일정하다면 수력학적 전도도  를 갖는 암반 내에서의 Darcy속도는 

으로 나타내진다. 

그러면 사일로 콘크리트 라이닝 벽을 지날 때의 수두강하 (head drop)는  , 가 사일로의 

직경일 때  로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콘크리트 벽에 걸리는 구배는, t가 콘크리트 

벽의 두께일 때     로 표현된다. 그러면 콘크리트 벽을 통과하는 Darcy 유속은, 콘크리트의 

수력학적 전도도가 일 때    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제 다시 WallQ_RockQ는 위에서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지하수 

유량률의 비로 정의되었으니, 사일로의 단면적을 A라 할 때,    / 로 나타내져, GoldSim에서 Silo_Diameter / (2 * SiloSideThick) * ConductivityConcreteWalls / 

RegionalData.Conductivity_Silo로 모델링 되게 된다. 

한편 그림 19의 SiloFlow의 정의에서 보면 SiloFlow는 2배의 factor를 갖게 되어 실제 값을 2배로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기인된다. 

만약에 콘크리트 벽의 수력학적 전도도가 매우 낮으면 지하수는 사일로는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되

고, 이는 결국 지하수가 사일로를 통과하여 지날 때 그 유동이 원활하지 않게 하게 되고, 수두 강

하가 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수력학적 구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수두 강하가 최대 2배로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모암을 지나는 유량은 당초 사일로가 없었던 경

우에 비해 대략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 콘크리트의 수력학적 전도도가 주변 모암보다 큰 경우라면 지하수는 선택적으로 유동이 용

이한 사일로쪽의 유동경로를 택하게 되어, 사일로를 통하는 유량은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사일

로는 빈 공간으로 되어 오히려 지하수의 유동을 유도하는 전도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사일로를 지나는 유량은 당초 유량에 비해 이전의 경우처럼 이 경우에 대해서도 대략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였다. 

이렇게 콘크리트의 벽에서의 수력학적 전도도의 변화에 무관하게 두 경우 모두 사일로가 건설되

기 이전의 구배보다 모두 2배가량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하여 이에 따라 사일로를 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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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도 모두 2배로 증가하는 경우로 모델링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분장내 시일로의 존재에 

따라 처분장 사일로 단면을 지나는 유동량이 당초봐 증가하며 최대 2배로 본다는 가정으로 되는 

만큼, 이는 부지 특성조사와 지하수모델링을 통해 상세히 모델링 되어 그 값이 정확히 구해져 대

치되어야 한다. [예 17] 

이로서 Selector 엘레멘트에서 보이는 대로 만일 WallQ_RockQ > 1이 되면 콘크리트의 벽에서의 

전도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사일로가 없는 경우에 비해 2배의 유량률 값을 취하게 되고, 반대로 

WallQ_RockQ < 1이 되면 벽에서의 전도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콘크리트에서의 유량률을 여전히 

2배로 취하게 되는 로직을 갖게 된다. 

 

3.2. 근계 영역 모델링 

 

그림 21에 사일로 모델링을 통해 개발된 GoldSim 모듈을 보였다. 이 모델을 통해서는 사일로 내

부에 대한 지하수 유동 및 핵종의 이동을 다루게 되는데, 실제로 복잡한 메카니즘과 초기 핵종 

유출에 관여하는 여러 현상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세심한 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일로의 내부는 그림에서 보는 대로 cell pathway를 이용하여 한 개의 cell로서 SiloContents로 

모델링 된다. 그림 22에서 보는 대로 SiloContents의 매질은 지하수와 콘크리트 박스로 구성이 된

다. 여기에서도 콜로이드와 킬레이터 등 부유 매질에 대해서는 이후 다뤄질 예정이므로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이 들 매질에 대한 양은 선원항에서 WasteCell을 정의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된다. 

그림 23 에 SiloContents에서의 Inflows, 즉 사일로로 유동해 들어 오는 지하수 유량률을 보였는

데, 5개 종류의 사일로내의 여러 폐기물 용기, 즉 S1STA~S1STE의 각 WasteCell 각각에서 사일로 

내부, 즉 SiloContents로 나오는 지하수의 유동을 나타내고 있다. 5개 종류의 폐기물 각각의 용기

에서 사일로 내부로 흘러 나오는 유량은 Q_Out으로 나타내었다. 

한편 사일로내의 SiloContents로 들어오는 지하수는 핵종을 다시 그 밖으로 이동시키게 되어 이 

핵종과 지하수는 다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사일로를 빠져 나가게 되는데, 이 때 사일로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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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지하수의 총유량률은 그림 24에서 보이는 대로 SiloFlow로 정의하였다. 

 

 

그림 21. GoldSim 사일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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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iloContents 의 모델링 

 

 

그림 23. SiloContents 의 Inflows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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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iloContents 의 Outflows 모델링  

 

이렇게 사이롤 밖으로 나가는 지하수와 핵종에 대한 모델링은 그림 25와 같은 가정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지하수가 사일로를 통하여 유동하는 경우, 실제 처분된 폐기물 용기가 존재하는 사일로의 하부 

처분동 부분을 지나는 지하수는 사일로의 상부, 즉 파쇄석 등으로 채워진 backfill 부분으로 폐기

물 박스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나 사일로 가장 윗 부분인 천정 크라운구역을 지나는 지하수와는 

상호 혼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이 의미는 처분동에 있는 지하

수가 backfill쪽으로,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도 서로 혼합되며 유동하지 않도록 모델링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의미는 처분된 폐기물이 있는 사일로의 하부 부분에서 폐기물이 존재하

지 않는 사일로 상부 backfill부분으로의 이류에 의한 핵종의 이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모델링 기법은 지하수의 구배가 높지 않은 처분장 주변의 유동계를 고려한다면 지하수의 

유동패턴상 상당히 타당한 가정으로 간주될 수 있개 된다. 

이 경우 사일로의 상하부 사이에서는 유동은 없는 대신 오로지 확산에 의한 상하간의 핵종이동만



43 

 

이 고려되게 된다. 즉, Backfill 부분의 파쇄석이나 상부, 측면부, 하단부 등의 콘크리트 벽을 통해

서는 단지 농도 구배에 의한 핵종의 확산적 이동만이 일어나는데, 이는 콘크리트 벽이나 파쇄석

으로 채워진 backfill 등에서는 투수계수가 낮아 확산에 의한 핵종의 이동이 일어나지만 이류에 

의한 이동이 가능할 만큼의 지하수의 유동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일로 하단이나 측면을 통해서는 이류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지하수의 유동은 사일로

의 파쇄된 벽을 통해 사일로 측면이나 하단부분의 모암의 파쇄대 (EDZ; Excavation 

Damaged/Disturbed Zone)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유동에 동반하여 핵종의 이류에 의한 이

동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류가 일어나지 않는 사일로의 상부의 backfill과 사일로의 콘크리트 벽에서의 확산을 

모델링하여야 하는데 그림 26에 이에 대한 GoldSim모듈을 보였다. 

Cells_Backfill과 Cells_Concrete로 각각 나타낸 사일로벽과 파쇄석 매질은 그림 27에서 보는대로 

각각 모두 10개의 매질층으로 나누어 각 층을 한 개의 Cell pathway로 하여 연속된 Cell로 모델링

하고, 이 Cell사이에서 확산에 의한 이동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마치 편미분방정식에 대

한 해를 위하여 유한차분 방식의 수치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유사하게 된다. 그림 28은 이 중의 

한 Cell인 UpB1의 모델링을 정의한 것인데, 여기서 보는 대로 이 매질은 지하수와 backfill로 이루

어져 그 양이 정의되어 있고, 그림 29에서 보는 대로, SiloContents에서 확산을 통하여 UpB1로 들

어 온 핵종은 다시 UpB1에서 확산을 통하여 이웃 Cell인 UpB2로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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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사일로를 통해 유출되는 유량률 스케치 

 

 

그림 26. 사일로 상부 backfill 및 콘크리트 벽에서의 핵종의 확산이동 모델링 

 



45 

 

 

 

그림 27. Cells_Backfill과 Cells_Concrete에서의 연속된 Cell에 의한 확산 모델링 

 

 

 

그림 28. UpB1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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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UpB1의 Diffusive Flluxes 모델링  

 

사일로로 들어오는 유량이 상부와 하부로 구별되어 유입되는 것으로 모델링하였는데 상부로 들어

오는 지하수 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사일로의 상하부 체적을 고려하여 처분폐기물이 존재하

는 하부로 들어 오는 지하수의 양을 100%로 보았을 때 20%정도가 상부로 들어 온다고 이 연구

를 통하여 가정하였다. 이는 다시 사일로의 하부 폐기물 처분용기 박스가 존재하는 구역을 지나

는 지하수의 연간유량을 SiloFlow x 100%로 본다면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SiloFlow x 20%의 연간

유량이, 폐기물은 존재하지 않고 파쇄석과 크라운 등이 있는 사일로의 윗 부분만을 지난다는 가

정이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결국 전체 사일로를 통해 나오는 총 유량은 SiloFlow x 120%가 된

다. 

 

3.3. 원계 영역 모델링 

그림 30에 원계 영역에서의 핵종 이동을 모사하기 위한 GoldSim모듈을 보였다. 정상시나리오하

에서는 근계영역을 빠져 나온 핵종은 지하수의 유동을 따라 바다쪽으로 향하며 모암내 균열 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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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포하는 균열내의 지하수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동해 나갈 것이다. 

이전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이 균열 모암을 동등한 다공성매질로 모사하였으나, 이 연구를 통

해서는 원래의 매질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균열 암반 매질로 모사하였다. 이는 실제적으로 암

반매질이 다공성매질로 모사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주요한 균열대를 따라 유동하는 지하수에 의해 

선택적인 이동 경로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기 때문이다. 

암반균열 매질은 그림에서 보는 대로 Pipe pathway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이 매질은 그림 

31에서 보는 대로 매질내 핵종의 이동 거리와 이동단면, 분산계수 등으로 정의되는데 그림 32에

서 보는 대로 매트릭스내로의 확산도 정의하였다. 이동단면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균열의 폭이나 

PlumeWidth로 나타낸, 실제 오염된 지하수의 유동 넓이 등의 자료도 요구되는데, 그림 33에 균열

내의 지하수 유동에 따른 plume의 개념을 도시하였다. 

이 원계영역으로서의 처분장 주변 모암내 천연방벽은 이렇게 평판균열을 갖는 균열매질로 모델링 

될 수 있어, 이 균열매질을 따라 지하수의 유동이 발생하고 다시 이 지하수의 유동에 따라 핵종

이 이류와 분산과정을 통하여 계속 이동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균열과 균열벽으로의 매트릭스확

산에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핵종의 매질과의 흡탈착 반응에 따른 지연효과도 함께 고려된다. 

이 pathway를 통해 유동된 지하수는 궁극적으로는 해저침적층 등 Geosphere-biosphre interface 

(GBI)를 통해 생태계로 유입되어 가는 것으로 모델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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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원계 영역에 대한 GoldSim 모듈 

 

정상 시나리오하에서의 원계 이동 모델은 이와 같이 상당히 단순하게 모델링되지만. 그림 30에서 

보이는 대로, 원계영역에서의 지진에 의한 사고 시나리오로서 ES-2 시나리오 요소가 들어가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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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Rock_Mass의 정의 

 

 

그림 32. Rock_Mass내 matrix zone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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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균열내의 지하수 유동에 따른 plume의 개념 스케치 

 

한편 그림 20으로 다시 돌아 가 보면, EBS_Release가 나타나 있다. 6개의 모든 사일로에서 근계영

역으로 유출되는 지하수는 모두 이 cell로 모아진 이후, 여기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지하수

의 원계 영역으로의 유동과 이에 따른 핵종의 이동이 계속된다. 그림 34에서 보면 이 

EBS_Release로 들어 오는 경로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모두 6개 쌍의 Crown_Pat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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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Side_Path가 보이는데, 전술하였듯이 이들은 각각 각 사일로의 2개의 유출경로, 즉 사일로의 

상부와 사일로의 측면 및 하부를 통해 유출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때 측면과 하부를 통해 유출

되는 지하수는 폐기물용기가 처분되어 있는 사일로 하부를 지나는 것으로 전술하였듯이 SiloFlow

의 유량률을 가질때, 상부를 통하여 Crown_Path를 통하여 유출되는 지하수는 이 값의 20%에 해

당하는 유량률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델링하였다. 

 

 

 

 

그림 34. EBS_Release로 들어 오는 in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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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EBS_Release에서 나가는 outflow 

 

그림 35에 EBS_Release에서 원계 영역으로 나가는 outflow에 대한 정의를 보였는데, 그림에서 보

는 대로 사일로를 통해 유출되어 EBS_Release로 모아지는 지하수는 우물이 굴착되지 않는 경우, 

즉 시나리오 BS-1과 같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전술하였듯 그림에서 보는 대로 Rock_Mass로 이동

되어 모든 지하수의 유량이 모암을 통해 원계영역을 통하여 결국 생태계로 유동되어 나가며 핵종

의 이류 및 분산에 의한 이동을 야기하게 된다. 

그 외에 그림 35에서 보면 EBS_Release에서 나가는 outflow에 Aquifer_Local_Deep, 

Rock_Mass_Shallow, 그리고 Rock_Mass_Retarded 등의 경로가 보이는데 이들은 우물 시나리오일 

경우에 작동되는 경로로 이후 시나리오를 다루면서 상세히 기술된다. 

 

3.4. 생태계 모델링 

이 GoldSim 템플릿은 두가지 개념의 생태계를 독립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근계 영역에서의 생태

계와 원계에서의 생태계가 그 것인데, 이 두 생태계에 대한 모델링은 주로 Cell pathway를 사용하

여 수행되았다. 이러한 이유는 정상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처분장을 나온 핵종은 지하수의 유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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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GBI를 거쳐 지표의 수괴로 들어 오고 이후 다양한 생태계내의 동식물군이나 인간의 활동을 

통해 인간에게 피폭을 주게 되겠지만 우물 시나리오의 경우는 핵종이 이러한 경로를 가지기 보다

는 우물에서 취수된 용수의 주 용도에 따라 관개나 식수를 통한 경로가 보다 일반적이므로 다르

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전자를 원계 영역 생태계로 보고 후자를 근계 

영역 생태계로 다루었다. 

근계 영역 생태계는 다시 우물 시나리오의 차이에 따라 각각 3가지로 세분하여 독립적으로 모델

링 하였는데 근본적으로 세가지 근계 영역 생태계 모델간의 차이는 없다.  

실제 경주 처분장의 경우는 현재 강물이나 하천은 고려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생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보다 범용적인 모델링을 위하여 템플릿

개발에 포함 시켰다. 

근계 영역내 우물 시나리오에 따른 근계 영역 생태계 모델링 개념에 따라 그림 36에 이를 바탕으

로 개발된 GoldSim 프로그램 모듈을 보였다. 

그림 37은 원계 영역에서의 생태계 모델링에 따른 GoldSim 프로그램 모듈로 근계 영역의 경우보

다 더 요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들 모델은 이전 안전성분석보고서의 AMBER에 의한 모델

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구획모델을 GoldSim으로 이행시킨 것으로 보면 된

다. 따라서 생태계의 모델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에서 더 이상 다루지는 않는다. 

두 근, 원계 생태계 모델을 보면 경작이 이루어지는 표토층 (SurfSoil) 이나 불포화 토양층 

(VadZone), 그리고 대수층 (Aquifer_Local) 등을 공통으로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상호 무관한 독

립된 모델이다. 근계 영역 모델에서는 우물이 포함된 반면, 원계 모델에서는 하천이나 강, 그리고 

바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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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근계 영역 우물 시나리오에 따른 생태계 모델에 대한 GoldSim 프로그램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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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원계 생태계 모델에 따른 GoldSim 프로그래밍 

 

3.5. 입력 자료 

GoldSim을 이용하여 개발된 템플릿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합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력

자료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입력자료를 미리 잘 가공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입력자료는 실제 부지특성평가 등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 연구를 통해서는 현재까지의 

가용한 자료와 일부 가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18,19]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템플릿으로 부

르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입력자료 세트에 따라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기술보고서와 함께 작성된 다른 기술 보고서를 통하여 GoldSim 프로그램의 입력자료로서 잘 

가공되어 정리된 후 액셀 스프레드시트화일로 작성된 입력자료의 일부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입

력자료는 처분폐기물, 처분시스템, 생태계 등 GoldSim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고 독립적이거나 때론 

연계되도록 요구되면서 성능 및 안전성평가 계산에 이용된다. 이 곳에 제시한 이러한 자료는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사용되었던 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쓰고 있고 일부 GoldSim프로그램을 개발하

면서 다차원 형태, 또는 보수성을 줄이며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세밀한 모델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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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서 이전 MASCOT 계산과는 다르게 추가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져 가정된 자료의 

사용도 불가피하나 이후 상세한 부지특성적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하여 잘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입력 자료중 하나로서 선원항 자료는, 폐기물내에 들어 있는 방사성핵종의 종류와 

핵종 재고량이 된다.  

각 사일로별 폐기물의 형태와 종류별 양, 밀도, 부피 그리고 용기의 크레딧 시간 등 여러가지 물

성자료 및 모델링 변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선원항과 폐기물 용기에서의 핵종의 유출 등을 모델

링할 때 사용되는 자료가 된다.  

처분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개발되는 GoldSim 템플릿을 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처분시스템 전반에 대한 여러 물성치에 관한 많은 종류의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사용된 값이지만 일부는 가정치이다. 따라서 이 값들을 주로 이용

하여 GoldSim 템플릿을 개발하게 된 만큼 이후 이 들 값들은 보다 부지 특성적인 자료와 상세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입력자료로서 분배계수, 핵종의 용해도 등 지화학적인 자료도 요구 되는데, 이들 자료는 핵종의 

매질내 지연 이동이나 선원항 모델링에 사용된다.  

생태계 모델링을 위해 고려되는 세가지 피폭집단, 즉 농축피폭집단, 민물어업집단, 그리고 해양어

업집단에 대한 최대피폭선량률(Sv/yr)은 핵종별 단위 유출률(Bq/yr)에 대한 연간 개인 최대피폭선

량률(Sv/yr)을 산출하므로써 구해지게 된다. 이 때 상대적으로 높은 피폭을 받는 피폭집단이 결정

되는데 이를 결정피폭집단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면 생태계 인간이 받는 연간피폭선량은 생태계

로 유입되는 핵종별 단위 방사능 유출률에 대한 결정집단의 피폭결과로서의 선량률, 즉 단위 방

사능유출률에 대한 최대피폭선량률로서의 선량환산인자 (Sv/yr per Bq/yr)로 활용하게 된다. 경주 

처분장의 경우에는 하천이나 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였으므로 이전 안전성분석보고서

에서는 민물 어업집단은 배제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미래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모두 고려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방사선 피폭선량률은, GBI로 유입되는 핵종별 방사능 유출률 값을 피폭선량률로 선

형적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처분 시스템에 대한 인간 환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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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친 방사선적 안전성을 보일 수 있도록 최대 허용 선량률 기준치와의 비교를 위한 처

분안전성의 지표 (safety indicator)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처분시설과 이 처분시설이 총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생태시스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발생 가능

한 핵종의 전이 및 이동 경로에 대한 경로 및 FEP를 인지하고 이들을 스크리닝하여 취사선택한 

후 생태계 전이와 이동 모델링을 통하여 각 핵종별 선량계수의 도출을 위한 정량적인 평가가 가

능해진다. 이를 위해 생태계는 물리적인 구획으로 모델링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방법

이 된이다. 실제로 생태계에서의 핵종의 전이 이동이 시간에 대해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각 구

획을 평형상태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실제계산을 위해서는 범용구획모델 전산코드인 AMBER가 전적으로 이용

되었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는 AMBER모델의 수정 및 확대 모델링이 진행되는 한편, 주된 생태계 

평가는 GoldSim으로 개발된 모델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렇게 개발된 생태계 평가 모델은 다시 핵

종이동모델과 통합되어 원스템으로 TSPA평가가 가능한 GoldSim 종합안전성 평가 템플릿으로 개

발되었다. 

한편 근계 영역 모델에서는 농축피폭집단만이 피폭집단으로 고려되지만, 원계 영역 모델의 경우

는 세 피폭집단이 모두 동시에 고려되었다. 근계 영역 모델의 경우 농축에 의한, 우물을 통한 식

수와 관개가 주요 경로로 된다면, 원계 영역 모델에서는 핵종이 두 개의 가능한 경로, 즉 하천 바

닥 침적층이나 해저 침적층을 GBI로 하여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우를 상정하게 된다. 

그 밖에 평가를 위한 주요한 가정이 필요해진다. 가령, 지하수를 따라 일단 생태계 모델로 유입되

는 방사성 핵종의 지연 효과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즉, 각 구획에 대해 즉각적인 평형이 이

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또한 지하수와 관련된 구획 내의 핵종들의 농도는 구획을 완전혼합체 

(mixing tank)로 보며 지하수 또는 지표수 구획은 균질하게 즉각적으로 혼합된다. 따라서 각 구획

은 그 구획 내에서 사실상 동일한 값의 핵종 질량값과, 부피에 따른 농도값을 구획 내의 어느 지

점에서든 동일하게 갖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구획간 또는 구획 내의 핵종들의 전달/이동률(turn 

over, precipitation, sedimentation 등)은 연간 평균값(annual mean value)을 사용한다. 

각 구획 내의 물수지(water balance)는 연간 증발산(annual runoff: precipitation evaporation)에 의

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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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내에서 생물학적 섭취(biological uptake)에 의한 핵종의 고갈 등 농도의 변화도 보수적으로 

보아 없다고 가정하고, 먹이연쇄(food chain)에서 핵종전이는 정상상태(steady state)를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다.  

생태계의 현재 조건과 구획 내 피폭 대상의 생활 양식은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에 따라 변하

지 않는 정상상태로 가정하였다. 

동물의 섭취 경로와는 독립적으로 우유와 고기에 존재하는 핵종 농도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가정

하였고, 음식의 섭취 준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핵종 농도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또 계산은 피폭이 최대치가 보일 때까지 특정한 시간의 제약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핵

종은 GBI를 통해 연간 일정률로 끊임없이 유입된다고 보았다. 

또한 생태계 평가에 필요한 입력자료로는 다음과 같은데, 이 들 입력자료는 그 자체로 방대하고 

부지와 생태계 특성에 의존하게 되므로 추후 가능한 한 부지특성적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요구

된다. 

- 처분생태계의 매질에 관한 물성 자료 (예: 지표토양 경작지 넓이, 공극률 및 밀도 등)  

- 각 매질간 또는 구획간 물질 이동 메커니즘에 관련된 자료 (예: 관개율이나 침적물의 재부유율 

등) 

- 피폭경로에서의 지화학 및 핵종의 전이 분배에 관련된 자료 (예: 토양내 핵종의 분배계수, 육류

로의 핵종 전이 계수, 가축의 물 소비율 등) 

이를 포함한 모든 생태계 평가를 위한 입력자료들은 이전 평가와 마찬가지로 부지특성조사를 통

하여 구한 값이나 활용 가능한 우리나라의 국지적인 자료들, 예를 들어 처분부지 주변의 국지적 

자료, 음식의 생산 및 소비량 등은 국내에서 발간된 여러 문헌과 통계치들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그러나 입력자료 들 일부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국내에서는 실험적 또는 관측으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은 신뢰도 있는 문헌치나 외국의 자료를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처분시스템내 핵종 이동이나 피폭선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가지 가능한 경우를 분리해서 

고려하여야 한다. 가령 농축피폭집단이 농축을 위한 관개수나 음용수를 여전히 강물에서 취수를 

하는 경우와 우물을 굴착하여 우물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다르게 모델링하여 이에 대한 옵션도 별

도의 시나리오로서 고려하였다. 이러한 옵션은 템플릿 프로그램상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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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간단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수대의 지하수가 모두 다 바다로 가거나, 모두 다 대수대로 들어 가는 경우는 없

다는 가정하애 지하수가 어느 정도로 바다로 나가는지를 결정해주는 옵션도 따로 고려하였다. 대

수대의 물은 강이나 하천, 혹은 우물로 들어가는 동시에 일부는 바다로 향해 유동하게 되어 이에 

대한 비율을 템플릿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값들은 부지 

특성조사자료와 함께 지하수 유동 모델링 등을 통해 정확한 값이 얻어져야 한다. 

 

4. 정상 지하수 유동 시나리오 평가 

모델개발 부분에서 이미 논의되었듯이 정상 지하수 유동 시나리오는 가장 보편적이며 처분장이 

폐쇄된 이후의 일상적인 정상 시나리오이다. 처분시설이 폐쇄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

로 폐기물 용기가 부식이나 물리적 변화 등에 의해 파손되고, 침투한 지하수와 폐기물의 접촉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하수를 따라 폐기물내의 핵종이 용기 밖으로 빠져 나오고, 이렇게 유출된 핵

종은 다시 사일로내의 뒷채움재나 되메움재를 통해 콘크리트의 사일로 벽에 이르게 된다. 시간의 

흐름이나 다양한 물리화학적 원인에 의해 열화된 사일로 벽을 통해 지하수의 유동이나 농도구배

에 따른 확산을 통하여 처분장 밖으로 나와 근계 영역으로 유출된 핵종은 처분장 모암내의 균열

내를 유동하는 지하수를 따라 이류에 의해, 혹은 농도 구배를 따른 매트릭스 확산이나 분산을 통

하여 원계지역으로서의 천연방벽내에서의 이동을 계속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지하매질과 인간 

생태 환경과의 경계를 이루는 지하생태계 경계 (geosphere-biosphere interface, GBI) 로서 강이나 

하천, 그리고 바다와 같은 다양한 지표의 수괴를 거쳐 환경으로 유출되게 된다. 

 

이러한 정상시나리오에 대한 계산 결과를 각 피폭집단별로 그림 38~40에 각각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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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BS-1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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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BS-1 시나리오에서 민물 어업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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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BS-1 시나리오에서 해양 어업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그러나 농축피폭집단이 강물이 아닌 우물을 굴착하여 관개수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텐

데, 이러한 경우의 농축피폭집단은, 그림 41의 모델에서 나타난 대로 If(FarmerWell then 

Area_Field * 0.75 m/yr else 0.0 m3/yr) 의 조건에 따라 우물에서만 Area_Field * 0.75 m/yr의 양만

큼의 관개수를 표토층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강물에서만 관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림 42의 

모델에 나타낸 대로, If( UseDeepWell or UseDeepWell_Retarded or UseShallowWell or FarmerWell 

then 0.0 m3/yr else Area_Field * 0.75 m/yr ) + Flooding_rate라는 조건을 따르게 된다. 이 때 

Area_Field는 표토층의 관개가 이루어지는 넓이이고, 0.75 m/yr는 관개율이 되어 Area_Field * 0.75 

m/yr는 연간 관개용수량이 된다. 

이에 대한, 결과로서의 농축피폭집단에 대한 피폭선량은 그림 47에 나타나 있다. 

관개용수의 차이에 따른 두 시나리오에 대한 선량률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물로부터의 관개

에서는 0.00974mSv/y이고, 강물로부터의 관개에서는 0.0146mSv/y로 두 값 사이에 어느 정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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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른 기술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

되어 있다. 

 

 

그림 41. Aquifer_Local_FF에서 표투층으로의 관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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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River에서 표토층으로의 관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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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BS-1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우물을 파고 강물이 아닌 우

물의 지하수로만 표토층으로 관개를 하는 경우) 

 

5. 인공방벽 콘크리트 열화 특성을 고려한 핵종 이동 평가 

5.1. 폐기물 용기 열화 

폐기물 용기에 대한 열화 모델리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단지 용기가 물리적인 방벽으로서의 크

레딧만을 유지하는 시간의 함수로만 모델링한다고 가정해보자. 용기 크레딧을 50년을 준다면 이

는 50년동안 지하수의 침투와 이에 따른 핵종의 유출을 유보한다는 의미이다. 

그림 44와 같이 폐기물 용기 열화에 관한 모델링을 수행하여 폐기물 용기에 대한 방벽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GoldSim 모사를 위한 유효 시간 (effective time)을 ETime - Waste_Failure_Time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 때 Waste_Failure_Time은 default 값으로 100년을 사용하였지만, 만일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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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크레딧을 이 시간 마저 배제하려면 0년을 부여하면 된다. ETime은 GoldSim에서 고유하게 

서용하는 모사시간이다. 

핵종의 유출을 시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외에 용기자체의 열화 특성이 핵종의 유출 자체에 영향

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따로 모델링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 45에 콘크리트 열화

에 관한 모델을 GoldSim으로 구현한 모듈을 보였다. 사일로의 물성에 대한 일반적인 입력자료를 

모아 둔 Silo_Data_General내 Concrete_Properties 박스내에, 그림 84와 같이 폐기물 용기 박스내

에서 열화에 관련한 물성 및 지화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selector로서 나타낸 KdConcreteBox를 펼친 그림 85를 보면, 폐기물 용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default값으로 주어진 용기 열화 시간인 100년 이전에는 Kd값은 

SS_MaterialData.Conc_Fresh_Kd로 주어지는 용기 열화전 값을 사용하지만, 용기의 열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SS_MaterialData.Conc_Degraded_Kd값으로 주어지는 열화된 콘크리트 매질에 대한 Kd값

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성외에 다른 두 개의 지화학적 입력자료의 변화도 마찬

가지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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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폐기물 용기 열화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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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콘크리트 열화 모델링의 GoldSim으로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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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폐기물 용기 박스의 열화에 따른 물성 및 지화학적 특성의 변화 모델링 

 

 

그림 47. KdCOncreteBox 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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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콘크리트 사일로 벽 열화 

 

용기의 경우와는 다르게 콘크리트 사일로 벽에 대한 열화 모델링은, 사일로의 벽이 최초 유출시

간을 제어하지는 않는 만큼 다소 간단한 모델링이 가능해진다. 

그림 45에 제시된 모델을 보면, 사일로의 물성에 대한 일반적인 입력자료를 모아 둔 

Silo_Data_General내의 Concrete_Properties 박스내에 그림 48와 같이 사일로 벽의 열화에 따른 

물성 및 지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기술하는 모델을 보였다. 

이전 용기의 열화에 관한 모델과 다른 점은 방벽의 물성이나 지화학 특성중에 콘크리트 벽에 대

해 시간에 따른 수리전도도의 변화까지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즉, 그림 49에서 보이는 

ConductivityConcreteWalls에 대한 모듈에서 보는 대로 이 값은, 사일로의 열화 시간에 따라 Time 

< SiloFailTime일 경우에는 Silo_Data_General.LinerPreFail_k를, Time < 1.000001 * SiloFailTime에는 

exp(ln(Silo_Data_General.LinerPreFail_k |m/s|) * (1 - tfrac) + ln(Silo_Data_General.LinerPostFail_k 

|m/s|) * tfrac) m/s,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는 Silo_Data_General.LinerPostFail_k값을 선택하여 사용

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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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사일로 벽의 열화에 따른 물성 및 지화학적 특성의 변화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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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ConductivityConcreteWalls의 모델링 

물론 이렇게 수리 전도도가 점차적인 변화를 갖는 대신 한 순간에 변화하는 값을 취하는 모델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화가 한순간에 일어나고 이에 따라 수리전도의 변화도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에는, Time < 

SiloFailTime일 때 Silo_Data_General.LinerPreFail_k, Time < 1.000001 * SiloFailTime를 사용하고,  

SiloFailTime가 어느 시점에서 열화가 시작되어 이 시간의 2배가 되는 시점에 열화가 모두 끝난다

고 보고 이 시간 사이의 열화에 따라 수리전도도가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Time < 

SiloFailTime일 때 Silo_Data_General.LinerPreFail_k, Time < 2 * SiloFailTime로 변화시켜 함수의 모

양을 바꿀 수 있게 된다. 

한편 수리 전도도와 달리 다른 물성이나 지화학적 특성은 어느 경우에도 서서히 변화하는 일은 

없고 열화가 시작되면 즉시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50에 1,400년이 지나 사일로의 벽이 한순간에 크레딧을 잃는 경우에 대한 수리 전도도의 변

화를 보였다. 이 경우에 대한 결과를 그림 51에 BS-1 시나리오에서 1,400년이 지나 단 시간에 사

일로의 크레딧을 잃은 경우에 대해 각 피폭집단별 최대피폭선량으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제로 열화에 따라 수리전도도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자연현상으

로 이해되어 이러한 모델링이 보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만큼 이러한 경우를 이에 대해서도 평가

를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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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년에서 2,800년 사이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점차적으로 잃은 경우에 대하여, 이에 따른 선형

적인 수리 전도도의 변화를 그림 52에 보이고, 이에 대한 결과를, 그림 53에 BS-1 시나리오에서 

1,400년에서 2,800년 사이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점차적으로 잃은 경우에 대하여 각 피폭집단별 

최대피폭선량으로서 보였다. 이 결과로 보면 두 경우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림 54에는 7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점차적으로 잃

은 경우에 대하여 이에 따른 선형적인 수리 전도도의 변화를 보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그림 55

에 BS-1 시나리오에서 7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점차적으로 잃은 경우에 대

해서 각 피폭집단별 최대피폭선량으로 보였는데, 이 결과로도 크레딧 시간에 대한 민감도를 존재

함을 잘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축피폭집단에 국한에서 볼 때, 사일로가 1400년이 

지나 그 크레딧을 잃는 경우는 최대 피폭선량이 0.00974mSv/y이고, 1,400년에서 2,800년 사이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점차적으로 잃은 경우에는 0.004556mSv/y, 그리고 7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점차적으로 잃은 경우에는0.00805mSv/y로 되어 초기 크레딧을 잃기 시작하는 

시간이 앞설수록, 그리고 단 시간에 크레딧을 잃을 수록 피폭선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심한 입력자료가 준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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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1,400년에서 한순간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잃은 경우에 대한 수리 전도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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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BS-1 시나리오에서 1,400년에서 한순간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잃은 경우에 대한 각 피폭

집단별 최대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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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1,400년에서 2,800년 사이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점차적으로 잃은 경우에 대한 수리 전도

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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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BS-1 시나리오에서 1,400년에서 2,800년 사이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점차적으로 잃은 경

우에 대한 각 피폭집단별 최대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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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7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점차적으로 잃은 경우에 대한 수리 전도

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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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BS-1 시나리오에서 7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사일로의 크레딧을 점차적으로 잃은 경우

에 대한 각 피폭집단별 최대피폭선량 

 

사일로벽이 서서히 열화되고 수리전도도도 서서히 선형적으로 변하지 않고 모두 한순간에 변하는 

경우에 대한 계산을 보면, 그림 56과 그림 57와 같이 각각 그 시간이 1,000년과 2,000년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각 피폭집단별로 최대피폭선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시간이 1,400년일 

때에서도 그림 51에 보였는데, 이 들 값을 보면 1,000년, 1,400년, 그리고 2,000년에 대하여 각각 

0.0102mSv/y와 0.00974mSv/y, 그리고0.00905mSv/y로 되어 이 들 최대피폭선량애 대한 계산 결과

가 크레딧 시간에 여전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 

 

 

그림 56. BS-1 시나리오에서 1,000년이 지나 사일로의 크레딧을 단시간에 잃은 경우에 대한 각 

피폭집단별 최대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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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BS-1 시나리오에서 2,000년이 지나 사일로의 크레딧을 단시간에 잃은 경우에 대한 각 

피폭집단별 최대피폭선량 

 

이러한 민감도를 확률론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58에서처럼 사일로 벽의 크레딧 시간에 대한 

통계적 분포를 삼각분포로 가정하여 Tri(0.2, 1, 2) * 1,400yrs 의 값으로 가정하여 게산을 수행하였

다. 이러한 분포에 따른 결과를 그림 59에 BS-1시나리오에서의 사일로 벽의 크레딧 시간의 변화

에 따른 최대 피폭선량값의 변화로서 보였는데 이제까지 논의한 대로 이 크레딧 시간에 따라 현

저하게 반비례적으로 변화하는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림 60에 BS-1시나리오에서 사일로 벽의 크레딧 시간의 변화에 따른 최대 피폭선량값에 대

한 누적확률분포함수 (CCDF)를 보였는데, 이는 그림 58에 보인 사일로 벽의 크레딧 시간의 통계

적 분포에서 그 사이의 어느 시간값을 갖든 농축피폭집단의 최대 피폭선량은 0.0108mSv/y를 넘

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크레딧 시간의 분포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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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사일로 벽의 크레딧 시간의 통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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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BS-1시나리오에서 사일로 벽의 크레딧 시간의 변화에 따른 최대 피폭선량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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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BS-1시나리오에서 사일로 벽의 크레딧 시간의 변화에 따른 최대 피폭선량값에 대한 

CCDF 

 

6. 결론 

 

중저준위 처분장 안전성 및 성능평가에 관련한 종합 평가 모델을 개념적으로, 수학적으로 개발하

고, 이 모델을 종합평가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GoldSim을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최종 평가 

프로그램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보수성을 줄이되 신뢰도를 높이면서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현재 건설 진행중인 중저준위 처분장에 대한 Post-closure Safety Assessment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목표로 모델 개발을 수행한 것이다. 

보다 상세한 안전여유도를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보다 저감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상세모델링 방

법론을 통하여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GoldSim 템플릿 프로그램은 보다 더 부지특성적인 입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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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통한 실제 안전성 및 성능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종합평가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중저준위 처분 시스템내 상세 핵종 이동 평가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종합평가프로그램을 

개발함에 따라 향후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에서의 핵종 유출에 관

련된 주요한 정상 및 사고시나리오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각 시나리오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하

여 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처분시스템 선원항, 근계영역, 원계영역, 그

리고 생태계 등 처분시스템 각 요소에 상응하는 각 단위 모델에 대해 각각의 독립된 GoldSim 모

듈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통합하여 다차원 핵종거동을 기술하는 핵종이동에 관한 상세한 

종합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템플릿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다. 

수행된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에서의 핵종 유출에 관련된 주요한 정상 및 사고시나리오 평가를 위

하여 상용 프로그램 개발도구인 GoldSim을 이용하여 상세핵종이동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처분시스템 선원항, 근계영역, 원계영역, 그리고 생태계 등 처분

시스템 각 요소에 상응하는 각 단위 모델에 대해 GoldSim 모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합하여 다차원핵종거동을 기술하는 핵종이동에 관한 상세한 종합 성능평가 (TSP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프로그램 템플릿을 개발하고 정상시나리오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GoldSim 모듈로서 폐기물 용기와 사일로 벽 등 인공방벽의 열화에 의한 처분장 성능에 

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종합 성능평가 프로그램 템플

릿에 통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개발 제시된 다양한 평가 도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입력자료를 통하여 처분시

스템 안전성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론적, 확률론적 평가가 가능해졌으며, 동시에 주요 파

라미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여 폐쇄 후 안전성평가에 대한 신뢰성

을 제시하고, 민감도 분석 평가를 통하여 주요한 입력인자를 도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최종 safety case 구축을 위한 실측 입력자료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와 이를 통해 개발된 템플릿 프로그램은 향후 경주처분장의 안전성 및 

성능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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