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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이 연구를 통하여 중저준위 처분장 안전성 및 성능평가에 관련하여 처분장내 핵종 이동, 생태계 

평가, 콜로이드 및 킬레이터에 의한 핵종 이동가속화 현상에 관한 상세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GoldSim으로 이행하여 종합평가 프로그램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템

플릿으로 개발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 및 비정상 

시나리오에 대해 모델링 하고 이를 경주처분장 자료 및 가상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Abstract 

 

A modeling study and development of 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tempalte 

program, by which an assessment of safety and performance for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with normal and/or abnormal nuclide release cases could be assessed has been carried out by 

utilizing a commercial development tool program, GoldSim. Scenarios associated with the various 

FEPs and involved i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repository in view of nuclide transport and 

transfer both in the geosphere and biosphere has been also carried out. Selected normal and 

abnormal scenarios that could alter groundwater flow scheme and then nuclide transport are 

modeled with the template program. To this end in-depth system models for the normal and 

abnormal well and earthquake scenarios that are conceptually and rather practically described and 

then ready for implementing into a GoldSim TSPA tempalte program are introduced with 

conceptual schemes for each repository system.  Illustrave evaluations with data currently 

available are also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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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자력연구원은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에서의 핵종 유출에 관련된 주요한 정상 및 사고시나리오 평

가를 위하여 상용 프로그램 개발도구인 GoldSim을 이용하여 상세핵종이동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

된 모델을 기반으로 처분시스템 선원항, 근계영역, 원계영역, 그리고 생태계 등 처분시스템 각 요

소에 상응하는 각 단위 모델에 대해 GoldSim 모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술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논의 된다.[1,2] 다시 이를 통합하여 다차원핵종거동을 기술하는 핵

종이동에 관한 상세한 종합 성능평가 (TSPA;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프로그램 템

플릿을 개발하여왔다. 이와 함께 처분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종 유출 시나리오를 가상의 

입력자료와 함께 평가하였다. 여기서 다뤄지는 시나리오들은 그 일부는 경주처분장의 것과 유사

할 수 있지만, 전형적인 우리나라 지형 특성에 맞추어 보다 더 다양하고 상세히, 그리고 보다 덜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정 보완되어 마련되었다. 

정상적으로는, 사일로나 용기의 방벽기능이 어떤 이유에서든 소멸된 후, 침투된 지하수에 의해 처

분장내 폐기물 용기를 빠져 나온 핵종은 자연스럽게 근계 영역 및 원계 영역내 다양한 매질을 지

하수의 유동과 함께 이동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사일로에 근접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고 어느 정

도 이격되든지에 관계없이 우물이 처분시스탬내에 굴착되는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사일로를 통해 

나온 모든 지하수는 위에 서술한 대로 정상 시나리오처럼 유동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경우

로서 이와 같이 우물이 굴착되지는 않더라도 근계 영역내 처분 시스템에 발생된 문제가 핵종의 

유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고, 원계영역에 지진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지하수 유동

경로가 바뀔 수 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지하수 유동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게 된다. 

가령 처분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지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지진에 의해 갑자기 단

층이 생성되어 원계영역의 유동 및 이동 경로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다. 이 외에도 근계 영역내의 어떤 변화에 의해 핵종의 유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보고서를 통해 논의된다. 

보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GoldSim 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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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 코드는 좌표계상으로서는 사실상 차원을 갖지 않는 무차원이지만, 이는 사실상 핵종의 이동방

향을 따라 나가는 다차원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모든 가능한 방향으로의 핵종의 유출과 

이동을 모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MASCOT고 같은 다른 일차원 모델 들과는 아주 큰 차이

점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대로 장점으로 되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능한 한 실질적

이고 보다 덜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시나리오들이 평가되었다. 

- 정상시나리오 

- 근계 영역 사고 시나리오 

- 원계 영역 사고 시나리오 

- 심부 우물 시나리오 

- 천부 우물 시나리오 

이 들 시나리오에 대한 개념도를 그림 1에 도시하였다. 

 

 

 

그림 1. 처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지하수유동에 따른 핵종 유출 시나리오 개념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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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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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리 잘 가공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입력자료는 실제 부지특성평가 등을 통하여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 연구를 통해서는 현재까지의 

가용한 자료와 일부 가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3,4]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템플릿으로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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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되는 것이다. 

표 1~12에 GoldSim 프로그램의 입력자료로서 잘 가공되어 정리된 후 액셀 스프레드시트화일로 

작성된 입력자료의 일부를 보였다. 이러한 입력자료는 처분폐기물, 처분시스템, 생태계 등 

GoldSim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고 독립적이거나 때론 연계되도록 요구되면서 성능 및 안전성평가 

계산에 이용된다. 

GoldSim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다차원 형태, 또는 보수성을 줄이며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

를 갖는 세밀한 모델링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입력 자료들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져 가정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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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1. 선원항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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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종 재고량이 된다. 표 1에 핵종자료를 보였고, 표 2에 재고량을 사일로별로 보였다. 

 

표 1 핵종 입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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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일로 1 및 사일로 2의 핵종 재고량 (Bq 및 g) 

 

 

 

또 표 3과 표 4에 각 사일로별 폐기물의 형태와 종류별 양, 밀도, 부피 그리고 용기의 크레딧 시

간 등 여러가지 물성자료 및 모델링 변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선원항과 폐기물 용기에서의 핵종

의 유출 등을 모델링할 때 사용되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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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사일로에 처분되는 폐기물에 대한 선원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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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폐기물 종류별 수량 

 

 

 

2.2. 시스템 입력자료 

처분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개발되는 GoldSim 템플릿을 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처분시스템 전반에 대한 여러 물성치가 요구 된다. 그림 2에 처분시스템 입력자료에 대한 개

념을 보인 대로 많은 종류의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사

용된 값이다. 이 값들을 주로 이용하여 GoldSim 템플릿을 개발하게 된 만큼 이후 이 들 값들은 

보다 부지 특성적인 자료와 상세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등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표 5와 표 6에 주요한 처분 시스템 물성 자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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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처분시스템 입력자료 개념 스케치 

 

표 5. 처분 시스템 물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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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처분시스템 지하수 유동에 대한 Darcy속도와 이동 거리 

 

 

2.3. 지화학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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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질내 지연 이동이나 선원항 모델링에 사용된다. 표 10과 표 11에 매질별 원소별 분배 계수와 

용해도 제한치를 각각 보였다. 

 

 

표 7. 매질별 분배 계수 

  

 

표 8. 용해도 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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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생태계 및 선량환산계수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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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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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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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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은 이전 안전성분석보고서와 동일하다. 즉, 

- 지하수를 따라 일단 생태계 모델로 유입되는 방사성 핵종의 지연 효과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다. 즉, 각 구획에 대해 즉각적인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 지하수와 관련된 구획 내의 핵종들의 농도는 구획을 완전혼합체 (mixing tank)로 보며 지하수 

또는 지표수 구획은 균질하게 즉각적으로 혼합된다. 따라서 각 구획은 그 구획 내에서 사실상 동

일한 값의 핵종 질량값과, 부피에 따른 농도값을 구획 내의 어느 지점에서든 동일하게 갖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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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다고 가정한다. 

- 보수적으로 구획 내에서 생물학적 섭취(biological uptake)에 의한 핵종의 고갈 등 농도의 변화

는 없다. 

- 먹이연쇄(food chain)에서 핵종전이는 정상상태(steady state)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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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는 정상상태로 가정한다. 

- 동물의 섭취 경로와는 독립적으로 우유와 고기에 존재하는 핵종 농도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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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 음식의 섭취 준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핵종 농도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 계산은 피폭이 최대치가 보일 때까지 특정한 시간의 제약 없이 수행한다. 

- 핵종은 GBI를 통해 연간 일정률로 끊임없이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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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12에 이들 자료의 일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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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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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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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생태계 입력 자료 (1) 

 

 

 

 

표 10. 생태계 입력 자료 (2) 

 

 

 

표 11. 생태계 입력 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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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생태계 입력 자료 (4) 

 

 

 

3. 시나리오별 핵종이동 상세 모델 개발 및 평가 

3.1. 정상 지하수 유동 시나리오 모델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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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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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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BS-1 시나리오에서 각 피폭 집단이 받는 최대 연간 피폭 선량 (강물로만 표토층으로 관개

를 하는 경우) 

 

그림 3에 나타난 시나리오가 표준 정상 시나리오이다.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시나

리오 BS-1을 나타내게 된다. 우물 시나리오의 경우에만관련이 있는 Unconfined Aquifer는 체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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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무관하다. 다만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Does farmer irrigate?>라는 시나리오에 대한 체크 박

스도 체크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물을 파고 우물에서 관개를 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즉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면 농축피폭집단의 경우 표토층으로 관개되는 관개수

는, 다른 우물의 굴착 등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강물만 사용하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계산 결과를 각 피폭집단별로 그림 4~6에 각각 보였다. 

 

 

그림 4. BS-1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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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S-1 시나리오에서 민물 어업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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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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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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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만큼의 관개수

를 표토층에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강물에서만 관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림 8의 모델에 나타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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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는 관개 시나리오의 체크박스가 체크된 채로 그림 99에 나타나 있고, 결과로

서의 농축피폭집단에 대한 피폭선량은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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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에서는 0.00974mSv/y이고, 강물로부터의 관개에서는 0.0146mSv/y로 두 값 사이에 어느 정도 차

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Aquifer_Local_FF에서 표투층으로의 관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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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iver에서 표토층으로의 관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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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BS-1 시나리오에서 각 피폭 집단이 받는 최대 연간 피폭 선량 (우물을 파고 강물이 아닌 

우물의 지하수로만 표토층으로 관개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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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S-1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우물을 파고 강물이 아닌 우

물의 지하수로만 표토층으로 관개를 하는 경우) 

 

3.2. ES-1 인공방벽 결함 시나리오 모델링 및 평가 

근계영역에서의 사일로 벽의 초기 파손 등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경우로서의 ES-1시나리오는 안

전성분석보고서에는 1,400년이 지나 갑자기 사일로의 벽이 그 물리적 방벽기능을 잃는 것으로 모

델링하여 평가되었다. 그렇지만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로는 방벽기능을 서서히 잃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로는, 가령 700년에 도달하면 사일로 벽은 방벽기능을 선형적으로 

서서히 잃기 시작하여 그 2배에 해당하는 기간, 즉 1,400년이 될 때 에 방벽기능을 완전히 소실

하게 되는 것으로 모델링한다든지 하는 것이 자연현상이나 물리적으로도 보다 타당할 수도 있다

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재료의 파괴나 고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느린 방벽의 피손에 따른 결과로서 수력학적 전도도가 로그스케일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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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 평가를 수행하였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의 ES-1시나리오는 비정상확률시나리오로서 어떤 연유로서 핵종이 조기 유

출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원인으로서는 부지내의 인공방벽의 수리지질학적인 변화나 초기 

시공불량 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콘크리트 열화가 아닌, 초기 결함이나 어떤 사건에 의해 방벽

의 기능을 조기에 잃는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그림 11에서 보면 ES-1시나리오 선택되기 위해서는 <Early EBS barrier failure?>에 대한 체크박스

를 체크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초기 파손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시간을 200년으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 방벽으로서의 사일로의 크레딧 시간 1,400년은 자동으로 무시

된다. 

ES-1 시나리오가 작동되어 이 체크박스가 체크되면 사일로 콘크리트 벽의 초기 파손에 따라 이 

방벽의 물성 및 지화학적 특성이 변화되는데 그림 12에 이에 대한 GoldSim 모듈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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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arly EBS barrier failure?>에 대한 체크박스로 주어지는 ES-1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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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ES-1 시나리오에서 사일로 콘크리트 벽의 초기 파손에 대한 GoldSim 모델링 

 

그림에서 보면 if (Early_EBS_Failure, 200 yr, Silo_Data_General.Liner_FailTime)에 의해 사일로벽은 

default로서 1,400년의 크레딧을 더 이상 갖지 않고 대신 조기 피손 시간 200년만을 가지게 되고, 

이 에 따라 수리전도도외에, 공극률, 그리고 tortuosity 등과 같은 물성외에 Kd와 같은 지화학적 

변수가 연동되어 변화하게 된다. 

그림 13에 200년후에 갑작스런 사일로벽의 파손에 따라 변화하는 수리전도도를 보였다. 

각 피폭 집단이 받는 최대 연간 피폭 선량으로서 그림 14~16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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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0년후에 갑작스런 사일로벽의 파손에 따른 수리전도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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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ES-1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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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S-1 시나리오에서 민물 어업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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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ES-1 시나리오에서 해양 어업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이 ES-1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강물로만 표토층으로 관개를 하는 경우로서 사일로벽이 1,400년

의 크레딧을 갖는 경우에 대해 계산된 이전 BS-1시나리오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 3과 비교해 보

면, 그림 17에서 보는 대로 농축피폭집단의 경우 피폭선량이 1.001 mSv/y가 되어 BS-1의 

0.00974mSv/y보다 다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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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ES-1 시나리오에서 각 피폭 집단이 받는 최대 연간 피폭 선량 (강물로만 표토층으로 관

개를 하는 경우) 

 

3.3. ES-2 자연방벽 결함 시나리오 모델링 및 평가 

ES-2는 역시 비정상시나리오로서 사실상 이 경우는 지진 사건을 제외한다면 BS-1 정상 시나리오

와 다르지 않다. 발생확률적으로는 비정상확률 시나리오로 고려되는 이 ES-2시나리오는 근계 영

역에 대해서는 BS-1 정상 시나리오와 동일한 것으로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바,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가정을 적용한다. 근계영역을 지난 지하수는 pipe pathway로 기술되는 

Rock_Mass를 따라 원계영역을 이동하여 이후 정상적인 BS-1시나리오와 동일하게 GBI를 통해 생

태계로 유입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림 18에서 보는 대로 ES-2 시나리오는 GoldSim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작동하는 조건부 시나리오로 구현된다. 즉 ES-2가 시나리오로서 작동되면 그림 19에서 

보는 대로균열의 푝과, 간격, 그리고 균열내를 흐르는 유량률 등 입력 자료의 변화가 즉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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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모델링 하였다. 이 템플릿 프로그램에서는 ES-2의 시나리오가 작동되면, 균열의 폭은 

당초 10-4m에서 2×10-4m로 두 배로 증가하고, 지진이 생기는 경우, 새로운 균열이 생성되는 시나

리오로 고려하여 균열의 간격도 5m에서 2.5m로 2배로 조밀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균열내

를 흐르는 지하수의 유량도 정상적인 유량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 하였다. 

 

 

그림 18. GoldSim에서의 ES-2 시나리오의 구현 

 

   

 

그림 19. ES-2 시나리오에 따른 입력 자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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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S-2 시나리오에서 각 피폭 집단이 받는 최대 연간 피폭 선량 (강물로만 표토층으로 관

개를 하는 경우) 

 

 

그림 20에 ES-2 시나리오에 대한 체크박스를 보였다. ES-2 (fault) 시나리오가 체크되어 ES-2 시나

리오가 작동된 상태로서의 결과를 요구하도록 하였다. 역시 강물로만 표토층으로 관개를 하는 경

우에 대하여, 각 피폭 집단이 받는 최대 연간 피폭 선량을 그림 21~23에 보였다. 그림 20에 나타

낸 최대 피폭 선량을 보면, BS-1의 결과에 비해 모든 피폭집단에 대하여 아주 미세하게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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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S-2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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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ES-2 시나리오에서 민물 어업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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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ES-2 시나리오에서 해양 어업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3.4. HS-3 우물 이용 시나리오 모델링 및 평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고려한 우물 시나리오 HS3는 가능한 한 사일로가 존재하는 처분장에 근접

하여 처분 사일로 바닥의 깊이에 이르는 심층 우물을 굴착한 경우이다. 처분 사일로에 근접한 우

물을 통해 우물물을 취수하여 이를 식수로 이용하는 것과 동시에 농작물에 대한 경작과 가축의 

사육에도 이용하여 이는 결국 관련된 농축 피폭집단의 섭생경로에 관여하는 사실상의 최악의 시

나리오가 된다. 사일로를 관통하는 더 심각한 시나리오도 고려될 수는 있으나, 우물 굴착시 사일

로를 관통하는 천공이 사전 인지되어 더 이상의 우물 개발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나리오

는 현실적으로 극히 낮은 확률로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를 통해서는 보수성을 줄이고 보다 타당한 접근을 위해 우물의 굴착을 보다 세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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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다. 

심층 우물을 굴착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우물의 위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고려된 것과 마찬

가지의 시나리오로서 처분장에 아주 근접한 위치와, 여전히 처분 시스템내에 존재하긴 하지만 처

분장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굴착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우물이 굴착되는 위치가 사일로에 가장 근접한 경우라면 처분 사일로를 빠져 나온 핵종은 비록 

전량은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이 우물을 통해 생태계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일로로 

부터 보다 많이 이격되어 있는 우물이라면 보다 적은 핵종이 우물을 통해 생태계로 이동되고 나

머지는 자연적인 지하수의 유동을 따라 처분장 원계영역을 통해 암반 매질을 통하여 생태계로 이

동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 된다. 

사일로로 부터 우물까지의 이격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면 천연방벽을 통해 이동하는 핵종의 지

연효과는 우물까지 이르는 거리가 짧은 만큼 매질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아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더구나 사일로에 아주 근접하여 우물이 위치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핵종의 지연을 

기대하기 어렵고 설사 핵종의 지하매질에서의 흡착반응에 의한 지연이 존재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기대된다. 뒤에 논의하겠지만 실제 이 연구를 통하여 그러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HS-3 시나리오가 세분화되고 확장되었는데, 이에 따

라 보다 덜 보수적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우물 시나리오가 고려되었

다. 

- 사일로에 근접한 심층 우물 시나리오로서 핵종 지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HS-31) 

- 사일로에 근접한 심층 우물 시나리오로서 핵종 지연효과를 고려한 경우 (HS-32) 

- 사일로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천층 우물 시나리오 (HS-33) 

HS-31과 달리 매질에서의 핵종의 이동에 대한 지연이 고려되는 HS-32 시나리오는 사실상 HS-3 

시나리오와 동일한 것이다. 

HS-31과 HS-32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표의 높이가 높은 지역에서의 우물 굴착이므로 심층

부까지의 굴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처분장으로 부터 우물이 이격되어 굴착되는 경우라

면 우물의 굴착 깊이는 천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실제로 처분장이 언덕위에 위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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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처분시스템의 지표면은 바다로 향하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되므로 투수계수가 낮은 암반

층과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대수층이 존재하지는 않더라도 언덕아래에서 굴착되

는 우물은 심층에 굴착되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가 HS-

33가 된다. 

우물 시나리오로서 HS-31과 HS-32는 상호 동일한 시나리오로서 처분장에 보다 인접한 위치에서 

처분장 깊이에 이르는 심지층에 우물을 굴착하여 펌프를 통해 용수를 사용하는 시나리오이지만 

발생 확률이 아주 낮지는 않은, 핵종 유출 시나리오로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시

나리오로 간주된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처분장에서 우물에 이르는 매질에서 핵종의 지연을 고

려하는지 여부인 만큼 HS-31에서는 핵종의 지연효과마저 무시되어 지연을 고려하는 HS-32시나리

오 보다 더 심각한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그리고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계산 

결과로는 두 시나리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처분장에서 심부 우

물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짧아 핵종이 매질내, 즉 모암내에 체류하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

문에 충분히 예측되는 결과이다. 

HS-33는 이 두 시나리오와는 달리 처분장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에서 처분장 깊이 보다는 낮은 

심도의 천층 우물을 굴착하여 지하수를 펌핑하여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로서 이 시나

리오는 처분장이 폐쇄되어 제도적 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충분히 가능한, 거의 정상적인 시나리오

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역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HS-31, HS-32, 그리고 HS-33를 통칭하는 HS-3 시나리오에서는 BS-1 정상시나리오나 ES-1, 

ES-2와 같은 근계 및 원계 영역 비정상 시나리오와 달리 핵종 유출의 최종 목적지는 바다로 되지 

않고 모두 우물로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절대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모든 핵종이 다 우물로 들어 온다는 가정을 갖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피

폭 집단은 농축피폭 집단과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민물 어업 피폭집단뿐으로 

해양 피폭집단은 자연히 배제되게 된다. 

HS-3 시나리오를 통하여 펌핑되어지는 용수를 따라 유출된 핵종은 용수로 사용되는 우물물을 통

해 관개가 이루어지고 미래의 거주민의 식수로서의 섭취와 함께 축산물을 통한 다양한 섭생경로

를 통하여 인간 환경의 피폭집단에 피폭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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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의 굴착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는 처분동굴, 즉 사일로를 직접 관통하는 HS-1이나 HS-2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따로 고려되었지만 이 연구를 통한 HS-3시나리오에서는, 이미 언급한 대로 우

물이 처분동굴을 굴착하지는 않는데 이는 확률적으로 발생 빈도가 너무 낮은 무의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배제된다. 그렇지만 처분장에 가능한 한 인접한 지역에서의 우물의 개발은 이와는 차별적

으로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하다. 

처분장을 빠져 나온 핵종이 다 우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이유는, 우물의 용수량은 연간 

펌핑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핵종에 오염된 지하수는 우물에서 모두 다 취수될 수는 없기 때

문이다. 우물이 사일로 가까이 위치한 근접 사이트가 아닌 경우로 어느 정도 처분장에서 떨어져 

굴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이는 사일로를 지난 전 지하수가 취수된다는 

가정을 갖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HS-3와는 달리 처분장을 통과한 지하수의 일부만이 취수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다 덜 보수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 

우물이 사일로가 위치하는 처분시스템내에 아주 근접하여 굴착되는 경우와 사일로로부터 좀 더 

떨어진, 지하수의 정상 유동경로상에 위치하는 두 경우로 나누어 고려한다고 했는데, 첫번째의 경

우는 5번 사일로와 6번 사일로 사이에 우물이 천정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 때 우물은 처분장의 

footprint내 모암을 지나는 상당 부분의 지하수를 끌어 들이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사

일로를 통한 모든 지하수는 사일로를 통과하지 않은 대수층내의 지하수와 함께 섞여 희석이 이루

어지며 우물로 어느 정도는 강제 펌핑되어 들어 오게 되지만 여전히 모든 오염된 지하수를 다 펌

핑할 수는 없게 된다. 

한편 우물이 사일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겠

지만 심층 우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장을 지난 모든 지하수가 그 우물로 반드시 다 들어오지

는 않는 것으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우물에서의 pumping rate (m3/y)는 drawdown 으로부터 Darcy’s law를 적분하여 얻는 Thiem 

Equation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이 때 drawdown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경과 우물의 반경 등

에 대한 입력자료가 요구되게 된다. 사일로를 통과한 지하수와 사일로 상부 대수대를 통과한 지

하수가 흐르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일로주변 모암과 대수대에 대한 수리전도도 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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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매질, 즉 사일로주변의 심층 모암과 풍화된 천층 모암, 즉 대수대를 이루는 모암으로 나누

어 이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것으로 하여 모델링 될 수 있게 된다. 

이제 풍화된 천층암반으로 나타나는 대수층은 Unconfined aquifer와 confined aquifer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는데, 경주 처분장의 경우에는 unconfined 형태의 대수층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나 경우에 따라 unconfined 형태의 대수층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델링에서는 

두 경우에 대하여 모두 고려하였다. 

먼저 unconfined aquifer에서 우물 펌핑을 하면 piezometric surface가 drawdown되어 수력학적 

구배가 우물을 향하도록 cone (즉 우물의 펌핑에 따른 cone of depression)이 형성된다. 

이 때 적용되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대수대의 piezometric 표면은 펌핑전에는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 

- 대수대는 균질하고 등방성을 가져서 어느 방향으로든 동일한 매질과 물성을 유지한

다. 

- 모든 지하수 유동은 우물을 향해 방사적을 일어나고 그 유동도 수평적이다. 

- 따라서 Darcy의 법칙이 적용 가능하다. 

- 펌핑 우물은 우물이 미치는 모든 깊이에서 지하수를 펌핑한다. 

- 평형상태이므로 drawdown은 시간과 무관하게 단지 우물의 위치, 우물에서의 거리에 

대해서만의 함수이다. 

- 수평적인 유동에 따라 우물로 지하수가 유입되면 그 양만큼 우물물이 펌핑되어 나간

다. 

이제 펌핑에 의한 drawdown이 형상되는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지하수 유동식을 유도하기 위한 

Darcy의 법칙을 적용하면 아래 (7)식으로 표시 된다. 

 

                               (7) 

 

이제 이 식을 적분하고, 그림 24의 unconfined aquifer에 대한 펌핑 우물 개념에 나타낸 변수를 

대입하면, unconfined aquifer에 대한 Thiem’s Equation은 아래 (8)식과 (9)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46 

 

이 때 (8)식은 심부 암반층에 대한 식이고, (9)식은 천부 풍화대암반, 즉 대수층에 대한 식이 된다. 

 

 /                            (8) 

 

 /                         (9) 

마찬가지로 그림 25에 보이는 confined aquifer에 대한 Thiem’s Equation은 아래 식 (10)과 (11)로 

주어진다. 

 

 /                             (10) 

 /                          (11) 

 

이 때 , 은 각각 심층 모암과 대수층에서의 수력학적 전도도이고, , ,  , 는 대수층을 각각 unconfined aquifer, 또는 confined 

aquifer로 고려하는 경우 우물에서의 펌핑률이 되는데, 이는 즉, 심층 및 천층 우물로 향하는 지하

수 유동률이 되어 결국 우물에서의 지하수 취수량이 되고, 

는 drawdown이 미치는 범위 (반경이 )의 경계에서의 수두가 되고, 은 반경이 인 우

물의 위치에서의 수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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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unconfined aquifer 에 대한 펌핑 우물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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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confined aquifer 에 대한 펌핑 우물 개념 

 

한편 처분장을 나온 핵종은 지하수의 유동을 따라 우물로 들어가게 되지만 전술한 대로 모든 핵

종에 오염된 지하수가 일부만 우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전히 유동을 계속하여 결국 바다 등으

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capture zon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5] 

그림 26에서 보는 대로 우물에서의 펌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지하수유동의 변화가 일어나

지 않겠지만, 펌핑이 있는 경우, 황색빗살 무늬 테두리로 표시되는 capture zone의 경계가 생기게 

된다. capture zone은 결국 이 범위 밖으로는 펌핑에 따른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이 경계 내부는 

펌핑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역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capture zone내부의 모든 지하수는 

우물에 의해 모두 펌핑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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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에 우물로 향하는 지하수 유입에 대해 capture zone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였다. 이 

그림에서 보면 1번과 같이 우선 우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펌핑이 일어나지않는 경우로부터, 2번과 

같이 펌핑이 연간 5만m3의 일어나는 경우 (8)식과 (9)식에 의한 계산에 의하면 drawdown이 

35.7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펌핑으로는 오염된 지하수를 모두 펌핑할 수는 

없고, 오염된 지하수를 다 펌핑하기 위해서는 다시 3번과 같은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

았다. 즉, 사일로를 떠난 핵종에 오염된 지하수가 우물로 다 펌핑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물이 처분 

사일로 바닥보다 더 아래에 이르고 있다고 가정하고, 우물로 향하는 지하수의 유동이 여전히 수

평적이라면 적어도 사일로 바닥의 깊이에 이르는 drawdown을 가져야 모든 오염된 지하수를 펌

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면 drawdown은 적어도 180m정도를 가져야 하고 이 정도

의 drawdown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물에서의 펌핑 유량은 (8)식과 (9)식에 의해 1,278,045m3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50,000m3/1,278,045m3를 처분 사일로를 빠져 나온 핵종량에 대해 실제 우물에서 취수하

는 지하수에 들어 있는 핵종량의 비로서 희석율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다음 각 절에서 이제까지 논의된 이들 3가지의 우물 시나리오에 대한 GoldSim 모델링과 계

산 결과를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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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우물에서의 펌핑에 의한 지하수유동의 변화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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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우물로 향하는 지하수 유입에 대한 capture zone 개념의 적용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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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HS-31 심부 우물 시나리오 1: 지연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의 평가 

사일로에 근접하여 심층 우물이 굴착되고 이를 통하여 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핵종이 상당량 유

출되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는 HS-31과 HS-32인데, 그림 28에 개념적으로 도시한 대로 심층 우

물은 5번 6번 사일로 사이 중앙에 굴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처분 사일로의 간격은 표 13의 

사일로 관련 수문학적 입력 자료에 나타낸 대로 약 90m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면 5번 

및 6번 사일로로 부터는 각각 45m, 3번, 4번 사일로로 부터는 100m 정도, 그리고 가장 이격된 1

번, 2번 사일로로 부터는 약 185m 정도 떨어져 있게 된다. 그러나 모델링 편의상 가장 보수적으

로 보아 우물은 모든 사일로로 부터 50m 떨어진 곳에 일정하게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28. 우물 시나리오의 고려에 관한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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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우물 시나리오일 경우에 대한 SiloFlow 

 

표 13. 사일로 관련 수문학적 입력 자료 

 

 

 

사일로로 부터 유동되어 나오는 지하수의 유량률은 정상 시나리오의 경우와 우물 시나리오의 경

우와 서로 다르다고 전술하였는데, 그림 29에서 selector로 나타낸 SiloFlow값은, 정상 시나리오에

서는 Daecy법칙에 따라 수력학적 구배와 전도도, 구리고 사일로 통과 단면적을 고려한 

RegionalData.Gradient * Silo_Diameter * Silo_Height  * RegionalData.Conductivity_Silo의 값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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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과 달리, 우물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에는 WellFlowDeep * Silo1_Data.FracWellFlow의 

값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WellFlowDeep은 unconfined aquifer를 적용하는 경우

라면, pi * RegionalData.Conductivity_Silo * Well_Drawdown^2   / ln(RegionalData.R_Influence / 

0.125 m)로 표시되는데 이 값은 (101)식으로 부터 구해진다. 또 confined aquifer를 적용하면 2 * 

pi * RegionalData.Conductivity_Silo * Well_Drawdown * Silo_Height  / ln(RegionalData.R_Influence 

/ 0.125 m를 이용하여 그 값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우물은 구경을 0.25m를 갖는 다고 

보아 그 반경은 0.125m의 값을 사용하였다.  

이 때 FracWellFlow의 값은 따로 구해줘야 하는데, 이는 각 사일로에 대해 우물로 들어 오는 오염

된 지하수의 분율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핵종의 이동거리와는 다르게 실제 사일로에서 

우물까지의 실제 이격거리를 시용하기로 한다. 가령 우물로 들어 오는 모든 지하수에 대해 사일

로1에서 유래된 지하수 유량의 비는 2 tan 사일로의 반경

우물에서 사일로 까지의 거리
식으로 간단히 구해질 수 있다. 

이 값은 6개의 사일로 각각에 대하여 표 13에 fraction of total well flow로 계산되어 있다. 

이제 우물 시나리오를 GoldSim으로 구현한 그림 30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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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우물 시나리오의 GoldSim 구현 

 

 

그림에서 보듯이 unconfined aquifer와 confined aquifer, 이렇게 대수층에 대한 선택에 따라 

WellFlow가 결정된다. 이 때 WellFlow는 WellFlowShallow + WellFlowDeep로 나타내 우물의 심부

와 천부에서 취수되는 유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된다. 

여기서 EBS_Release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지하수의 유동패턴을 다시 살펴 보기로 하자 그림 31에 

보면 EBS_Release는 시나리오에 따라 모두 4가지 경우의 Outflows의 경우를 갖게 되는데, 좌측 

상단의 경우는 if(UseDeepWell or UseDeepWell_Retarded or FaultExists or UseShallowWell, 0.0 

m3/yr, Q_Silos * 1.20 * ES2_flow_increase)로 되어 우물시나리오를 취하는 경우는 Rock_Mass로, 즉 

원계 영역의 모암내를 통한 정상적인 유동과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것으로 하였고, 우측 상단의 

경우처럼 사일로에 근접한 우물에서의 취수를 고려하는 시나리오로서 매질에서의 지연효과를 고

려하지 않는 경우는 Aquifer_Local_Deep으로 유동이 일어나 우물에 취수될 준비를 하게 된다. 이

와 동일하나 지연효과를 고려하는 경우는 좌측 하단에 보였고,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천층우물에 

의한 취수가 일어나는 시나리오에 대한 Outflow는 그림의 우측 하단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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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EBS_Release에서 4가지 경우의 Outflows 

 

 

이 중 이 절에서 논의하고 있는 HS-31 시나리오의 경우는 그림에서 우측 상단의 경우인데 

WellFlow의 전량이 EBS_Release에서 Aquifer_Local_Deep으로 다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WellFlow는 그림 30에서 보는 대로 WellFlowShallow + WellFlowDeep 로 나타내지고, 

WellFlowShallow는 (102)식이나 (104)식으로 구해지게 된다. 또 WellFlowDeep는 마찬가지로 (101)

식이나 (103)식으로 구해지게 된다. 

이 때 전술한 대로 모든 오염된 지하수가 다 우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므로 capture zone내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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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지하수를 모두 펌핑하는 경우에 대한 식 WellFlowShallow_180m + WellFlowDeep_180m에서 

유량을 구하여 WellFlow / WellFlow_180m식을 통하여 희석율을 구해낼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림 31의 HS-31시나리오의 경우에 대한 로컬 생태계 모델링을 살펴 보자. HS-31 시나리오

가 선택되면 EBS_Release에서 유량은 그림 31의 Aquifer_Local_Deep으로 향하게 된다. 이 cell은 

우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된 지하수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매질은 따라서 지하수와 대수층, 

즉 weathered rock으로 이루어 진다. 여기에서도 그림에서 보이는 또 다른 매질, 즉 콜로이드와 

킬레이터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한다. 

일단 이 곳으로 들어 온 지하수는 이후 그림 31에서 보이는 생태계의 구획들 사이에서 질량 전달

과정을 겪게 되어 질량이 구해지면 각 구획의 체적을 고려하여 구확내에서의 핵종의 농도를 구해

낼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2에서 보는 대로 로컬 생태계는 원계 영역 생태계와는 약간 다르게 모델링 되는데 전술한

대로 이는 우물로 들어 오는 핵종만이 고려되고 강물이나 해수같은, 그 밖의 지표면의 다른 수괴

를 따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HS-32나 HS-33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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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HS-31시나리오의 경우에 대한 로컬 생태계 모델링 

 

 

그림 33과 같이 < Use HS-31 (deep well without retardation) scenario>에 체크가 되므로서 HS-31 

시나리오가 작동이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과 최대 피폭선

량을 그림 34과 그림 33에 각각 나타내었다. 

최대 피폭선량은 C-14에 의하게 되어 0.617mSv/y의 값을 갖게 되어 이전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0.95mSv/y의 최대 피폭선량을 갖는 C-14에 비해 이 연구에서는 다소 낮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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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HS-31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최대 연간 피폭 선량 

 

 

 

 



60 

 

그림 34. HS-31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한편 이 시나리오에 의한 계산 결과를, 그림 35에서 보이는 이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수행한 

MASCOT 모델계산 결과와 비교를 해 보면 H-3나 I-129와 같은 핵종들에 대한 파과곡선이 다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MASCOT에서 고려한 모델과 GoldSim을 통한 모델

링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5.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수행한 MASCOT 모델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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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HS-32 심부 우물 시나리오 2: 지연효과를 고려한 시나리오의 

평가 

사일로에 근접하여 심층 우물이 굴착되는 것은 HS-31시나리오와 동일하지만 HS-31과는 다르게 

지하매질에서의 핵종 지연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이다. 

HS-31에 대한 생태계 모델을 나타내는 그림 32와는 다르게 이 시나리오에서는 

Rock_Mass_Retarded라는 pipe pathway를 고려하게 된다. 이 매질은 그림 36의 

Rock_Mass_Retarded의 정의 에서 보는 대로 암반 매질로 정의 된다. 50m의 거리를 갖는 이 매질

은 그림 37의 Rock_Mass_Retarded에서의 암반 매트릭스의 물성 정의에서 보는 대로 암반으로의 

확산과 매트릭스내에서의 흡착도 물론 고려된다. 

이 매질은 5m의 균열간격과 10-4m의 균열 폭으로 정의되며 균열의 넓이는 PlumeWidth라고 정의 

되는 오염된 지하수 plume의 폭을 갖는 유한 평판 균열로 가정되었다. 

pipe pathway이후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HS-31과 동일하다. 

오염된 지하수는 실제로 사일로로 부터 이격되어 이전 HS-31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capture zone

개념을 적용하여 희석률을 고려해줘야 한다. 

한편 그림 38에 이 시나리오에 대한 생태계 평가 모듈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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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Rock_Mass_Retarded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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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Rock_Mass_Retarded에서의 암반 매트릭스의 물성 정의 

 

 

 

그림 38. HS-32 시나리오에서 고려되는 GoldSim 로컬 생태계 모듈 

 

그림 39과 같이 < Use HS-31 (deep well with retardation) scenario>에 체크가 되므로서 HS-32 시

나리오가 작동이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과 최대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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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림 40과 그림 39에 각각 나타내었다. 

최대 피폭선량은 역시 C-14에 의해 이르게 되어 0.612mSv/y를 갖는데 이는 이전 HS-31시나리오

의 0.617mSv/y의 경우에 비해 아주 미미하게 낮은 값이다. 이는 우물 시나리오에서 매질에 의한 

핵종의 지연효과가 짧은 이동거리와 C-14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감기 5,740년을 갖기 때문에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물 시나리오에 대한 지연효과의 고려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9. HS-32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최대 연간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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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HS-32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3.4.3. HS-33 천부 우물 시나리오의 평가 

처분장이 폐쇄되어 일정 시간의 제도적 관리기간이 지나면 사일로로 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취락이 형성되거나 우물이 굴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바다쪽으로 경사가 이루어진 

지역이라면 이러한 우물은 심층이 아닌 보다 풍화층에서의 지하수만으로 용수를 취할 수 있을 가

능성이 높아 보다 천층인 대수대에서 취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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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HS-33 시나리오에서 고려되는 GoldSim 로컬 생태계 모듈 

 

HS-32 시나리오에서 고려되는 GoldSim 로컬 생태계 모듈과 유사한 형태로 생태계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그림 41에 보였다. 그림에서 보는 대로 두 개의 독립된 pipe 

pathway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는데, 이 중 Rock_Mass_Shallow는 그림 42에서 보는 대로 

역시 심층 암반 매질로 균열 매질로 모델링 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매트릭스 확산도 고려

된다. 

그림 43의 AquiferTransport_Shallow의 정의에서 보는 대로 또 하나의 pipe pathway에서는 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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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매질을 모사하게 되는데 이는 풍화된 암반 매질, 즉 대수층으로 모델링 된다. 즉 천층 우물의 

경우는 핵종은 암반매질을 잠시 이동한 후 대수층으로 들어 가고 이후 대수층을 이동하여 우물로 

들어 가는 것으로 모델링 된다. 이 때 전 매질에서의 핵종의 흡착에 의한 지연이 고려되는 것은 

HS-31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그림 42. Rock_Mass_Shallow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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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AquiferTransport_Shallow의 정의 

 

이 때도 역시 오염된 지하수는 일정 부분 암반 매질과, 이어서 대수층을 통하여 우물로 들어 가

겠지만, 실제로 사일로로 부터 상당 부분 이격된 거리에서 취수를 위한 우물을 굴착하는 경우가 

되어 이전 두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capture zoe개념을 적용하여 희석률을 고려해줘야 한다. 따라

서 희석률은, 그림 30에서 Capture_Fraction_HS33으로 구현한 WellFlowShallow_HS33 / 

WellFlow_360m의 값으로 모델링 하였다. 

200여m를 진행하는데 따라 핵종이 보다 큰 영역으로 확산 이동 되고 있다고 보아 적어도 심부 

우물의 경우보다 큰 capture zone이 요구되다고 볼 수 있어, 180 x 2 m 의 drawdown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야 이미 확산된 핵종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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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과 같이 < Use HS-31 (shallow well) scenario>에 체크가 되므로서 HS-33 시나리오가 작동

이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과 최대 피폭선량을 그림 45과 

80에 각각 나타내었다. 

C-14가 갖는 이전의 두 시나리오와 달리 HS-33에서는 1,57×107년으로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길고 

처분장내 각 매질에서의 지연효과도 낮은 I-129에 의해 최대 피폭선량에 이르게 되어 0.079mSv/y

를 갖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림 44. HS-33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최대 연간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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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HS-33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피폭 선량 

 

 

4. 결론 

보수성을 줄이고 보다 상세한 안전여유도를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보다 저감하기 위한 다차원적

인 상세모델링 방법론을 통하여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GoldSim 템플릿 프로그램은 보다 더 부

지특성적인 입력자료를 통한 실제 안전성 및 성능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종합평가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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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에서의 핵종 유출에 관련된 주요한 정

상 및 사고시나리오 평가를 위하여 각 시나리오를 상세 분석하여 이에 대한 상세핵종이동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처분시스템 선원항, 근계영역, 원계영역, 그리고 생태계 등 처

분시스템 각 요소에 상응하는 각 단위 모델에 대해 각각의 독립된 GoldSim 모듈 프로그램을 개

발한 후, 이를 통합하여 다차원 핵종거동을 기술하는 핵종이동에 관한 상세한 종합 평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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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하여 이를 템플릿 프로그램으로 하여 그 평가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된대로 BS1(지하수 유동 시나리오), HS-3(우물 

굴착 시나리오), ES-1 (인공방벽결함), ES-2 (far-field결함) 등 4가지 시나리오 등에 대한 상세 개념 

및 수학적 모델링에 의한 평가 컨텍스트를 도출하고, 특히 HS-3 시나리오는 보다 상세하고 실제

적인 시나리오로 확장하여 심층 및 천층 우물시나리오에 대해 HS-31, HS-32, 그리고 HS-33로 나

누어 상세 모델링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 KRMC에 의해 수집된 부지특성적 입력자료와 함께 개발된 GoldSim 평가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처분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위 모듈 개발과 

통합GoldSim 개발을 이행하였다. 

 중저준위 처분시스템에서의 핵종 유출에 관련된 주요한 정상 및 사고시나리오 평가를 위

하여 상용 프로그램 개발도구인 GoldSim을 이용하여 상세핵종이동 모델을 개발하였다.. 

 BS1(지하수 유동 시나리오), HS-3(우물 굴착 시나리오), ES-1 (인공방벽결함), ES-2 (far-field

결함) 등 4가지 시나리오 등에 대한 상세 개념 및 수학적 모델링에 의한 평가 컨텍스트

를 도출하여 보다 상세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힌 시나리오 도출 및 평가 연구를 통하여 개발 제시된 평가 도구의 유용성을 보였다. 보다 

정확한 입력자료를 통하여 처분시스템 안전성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결정론적, 확률론적 평가

가 가능해졌으며, 동시에 주요 파라미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적 평가를 수행하여 폐

쇄 후 안전성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시하고, 민감도 분석 평가를 통하여 주요한 입력인자를 도

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최종 safety case 구축을 위한 실측 입력자료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와 이를 통해 개발된 템플릿 프로그램은 향후 경주처분장을 비롯한 고준

위, 또는 파이로처리 처분장의 안전성 및 성능 평가에 두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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