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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고 폐기물 장기 리 기술개발을 하여 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로 사용후핵연

료,미래 원 연료주기에서 상되는 다양한 고 폐기물(HLW)과 폐기물 처분장에

서 해결될 수 없는 장반감기폐기물의 최종 리를 한 장기 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하처분

연구시설에 주요 용기술의 장실증 설비를 구축하 다. 한,한국 고유의 심부환경에 HLW

장기 리의 기술 타당성을 입증하고 안 성평가체계를 구축하 다.1.처분시스템개발에서는

이로폐기물과 CANDU 사용후핵연료를 효율 으로 처분할 수 있는 복합처분시스템

(A-KRS)을 개발하고,PWR,CANDU,하나로 등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황 분석

발생량 측 Data-Base 로그램을 개발,3차원 노심모델 개발 등을 통해 원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로그램 개발,CANDU 사용후핵연료 선진핵주기폐기물 처분용기 설계

1/10규모제작을 통해 실증하 다.2.처분안 해석에서는,선진핵연료주기의 FEP/시나리오 개

발,생태계가 포함된 종합성능평가코드 개발,이를 이용한 안 성평가를 수행,처분정보시스템

이 CYPRUS에 처분 연구결과를 등록 신규 모듈을 개발하 다.3.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

가연구에서는 부지선정 평가방법론 개발,장기 지질안정성 연구,심지층 지질환경 기 조

사,KURT 수리ㆍ지화학 특성 평가,심부지질환경 조사ㆍ해석기술개발,단열암반 특성평가의

불확실성 감기술개발,지하수-공학 방벽 복합반응 평가를 수행하 다.4.공학 방벽 성능

장실증연구에서는,공학 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 거동 실증실험,근계 역 암반에서의

열 거동 연구,KURT암반손상 에 한 연구 완충재 블록 연구를 수행하 다.5.천연방

벽을 이용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연구에서는,U,Th,Np,Am의 지화학반응 수착 반응

에 한 pH와 Eh의 향을 평가,확률론 통계기법을 용한 Web기반의 새로운 수착 D/B

인 KAERI-SDB를 개발,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핵종/ 물

/미생물 간의 복합 상호작용에 한 메커니즘을 규명하 다.

색 인 어

(5개 이상)

한
고 폐기물,처분시스템,A-KRS,안 해석,공학 방벽,천연

방벽,장기 리

어
HLW, Disposal system, A-KRS, Safety assessment,

Engineeredbarrier,Naturalbarrier,Long-term management



-i-

요 약 문

I.제목

고 폐기물 장기 리 기술개발

II.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원자력 발 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구처분은 재와 미래의 인간과 자

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원자력 발 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에 지 수 의 불균형,가격의 상승,이산화탄

소 감축 등으로 인한 원자력에 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지속 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이는 사용후핵연료와 련된 문제를 푸는데 필

요한 새로운 핵연료주기개념이 필요함을 의미하며,제255차 원자력 원회에서는

PYRO공정 SFR을 연계한 선진 핵연료주기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선진 핵연료

주기개념에 따르면,악티나이드 장반감기 핵분열성 핵종은 고속로에서 소멸시킴

으로써 단반감기 폐기물은 큰 부담이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을 가정하여 한국의 표 지

질에 부합하는 고 폐기물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기 하여 많은 노력을 기

울여 왔다.그러나 선진 핵연료주기개념을 채택하는 경우 PYRO폐기물에 한 처

분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이를 하여,고 폐기물 장기 리 기술개발과제 수

행은 필수 이며,세부 과제로 처분시스템 개발,처분 안 성 평가,심지층처분환경

특성 평가,공학 방벽 성능실증 기술개발 핵종이동 특성 규명 연구를 수행하

고자 한다.

III.연구개발의 내용 범

1.처분시스템 개발

A-KRS개발을 한 고 폐기물 Data-Base를 구축하 다.이를 하여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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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HANARO사용후 핵연료 자료를 수집하고,이들 자료를 분석할 수 있

는 핵주기 폐기물 핵종 재고량 평가 로그램 (A-SOURCE)개발하 으며,선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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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개발하 다.이밖에도 원 해체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구조재로부터 발생되

는 장반감기 폐기물에 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선원항 평가를 수행하 다.

A-KRS공학 방벽 개발을 해 CANDU 사용후핵연료 선진핵주기폐기물 등

의 장 처분용기를 개발하 다.먼 처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A-KDC-

CANDU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온분사기술을 용하여 1/10규모 제작을 성공

으로 실증하 다.새로 용된 온분사코 구리는 물성 시험, 기화학 평가,환

경부식 평가 등으로 그 내구성을 악하 으며,실제 처분환경을 모사한 장기부식

시험과 해석 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용기의 측 수명을 가늠하 다.한편 완충재

의 물성 향상을 하여 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 향상과 열 달 성능 향상을 한

이 구조 완충재를 개발하 다.

A-KRS설계 요건 개발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하 다.먼 CANDU 사용후

핵연료와 HANARO사용후핵연료 직 처분을 한 처분용기 처분시스템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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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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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능,열-선원항을 도출하 다.그리고 선진핵주기폐기물을 한 장-처분용기를

설계하고,회수성과 장기 리 기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다층 구조 개념의 복합폐기

물 처분방안을 제시하 다.이에 덧붙여 개발된 처분시스템에 합한 지상 지하

시설 공정 시나리오 련 장비 개념을 도출하 다.

A-KRS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 다.먼 한국형 처분

시스템 설계자료와 원 안 성 평가 경험을 토 로 한국형 처분시설의 운 안 성

평가를 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표 사고에 한 사건수목 구성 고장수목

분석을 수행하 다.세부 으로 사용후핵연료 운반안 성 평가,지상시설과 지하시

설에 한 험 운 성 검토,처분시설 정상운 시 안 성평가 등을 수행하 다.

고 폐기물 장기 리 방안을 연구하 다.먼 고 폐기물 리방안에 한

선진 4개국(미국, 랑스,일본,스웨덴)사례 분석과 원자력계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 을 제안하고,고 폐기물 리 정책 로드맵

을 작성하 다.이에 따라 국내 환경에 맞는 표 핵주기 2가지(직 처분-고온건식

처리)를 선정하고 이를 주로 장기 리-처분 방안을 제시하 다.그리고 최종 으

로는 고 폐기물 리 사업 로드맵과 수행 방안 등을 정립한 고 폐기물 리

기본계획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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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에서 개발한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A-SOURCE)을 검증하고,검증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핵 성능 국내 주요 장반감기 핵종의 재고량을 평가하

다. 로그램의 검증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첫 번째는 ORIGEN-S해석

결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두 번째는 조사된 물질내 핵종재고량 실측치와

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종 으로 검증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진핵주기

폐기물에 한 방사선원항을 평가하여 처분시스템 핵 성능평가에 활용하 으며,

고리 4호기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TRU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의 주요 재고

량에 한 거동을 2100년까지 추정하 다.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 세라믹 폐기물을 심지층에 처분하기 해 개발

된 처분용기에 한 장기 안 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먼 A-KRS시스템에서

개발된 구리-구상흑연주철 처분용기의 확실한 을 해 온분사코 을 응용하

고자 하 다.심지층에서의 처분용기 건 성을 확보하기 해,심지층 조건을 모사

한 장기부식 시험을 실시하고,도출된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부식 수명 측 로그

램을 개발고자 하 다. 단해석 로그램 입력자료에 필요한 공학 방벽의 물리

상수를 검증하 으며,필요한 물성인자는 실험 으로 도출하고자 하 다.이와 더불

어 모사된 단해석 로그램의 정확성은 소규모 단기기를 직 개발하여 시험함

으로써 입증하고자 하 다.

처분단 모듈을 KURT 처분부지에 분포하는 MWCF구조와 이를 기반으로 하

는 3차원 지하수 유동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최 의 배치를 도출하 다. KURT

주변 암반의 열 특성을 반 하여 수평처분터 방식과 수직공 처분방식에 한 3

차원 열 해석을 통해 처분터 처분공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고,환기 측면에서

처분터 배치를 설계하 다.처분시스템 설계에 해 기술성을 검토하고 열 ,구

조 안정성,방사선 측면에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설계기 과 비교하 다. 이

로 공정을 통해 발생된 폐기물의 처분비용과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비용 평가를

시도하 다. 번 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처분시스템에 한 객 평가를 확

보하기 하여 문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문가검토

(PeerReview)를 받았다.

2.처분안 성 평가

1단계 처분안 해석의 주요 목 은 선진 핵연료주기 에서의 FEP/시나리오

개발,종합안 평가코드 개발,종합안 성 평가,CYPRUS+개발 등이다.

효과 인 FEP/시나리오 개발을 하여 우선 으로 방법론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FEP개발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존의 KAERIFEPEncyclopedia는 선진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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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련 FEPlist개발에 사용되었다. 한 PID 방식을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에

한 방법론을 바탕으로,기 시나리오에 한 FullPID는 구축되었다.

종합성능평가를 해서는 사용후핵연료와 PYRO 폐기물의 처분에 한 종합성

능평가코드 개발은 필수 이다.종합성능평가코드는 미국 유카마운틴 처분 안 성

평가에 사용된 GoldSim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GoldSim 버 평가코드는 다른 심

도에 치하는 처분장의 향 평가,사용후핵연료와 이로 폐기물이 가지는 용출

특성 차이에 한 상세 모델링,수직 처분공,수평 터 ,사일로 등 처분장 설계 개

념 상이에 따른 평가 방법론 개발,지진 향에 한 정량 평가,생태계 평가 등

의 기능이 있다.

개발된 GoldSim 버 종합성능평가 코드는 기본 시나리오 지진 시나리오

지진 시나리오의 평가에 사용되었으며,입력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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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등을 고려한 평가에 사용되었다.

T2R3의 품짐보증 원칙을 기반으로,web based QA 시스템 기능을 가진

CYPRUS는 USNRC10CFR50AppendixB에 나타난 차서를 이용하여 개발되었

다.CYPRUS를 바탕으로 단열정보 지하수 정보에 한 정보 달 기능을 강화한

CYPRUS+를 개발하고자 하 다.이를 하여 단열정보 지하수 정보에 한 특

별 모듈을 개발하 다.THRC(Thermo-Hydraulic-Radioactive-Chemical)복

합거동에 한 연구가 UCBerkely와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2단계 연구인 처분안 성평가의 주요 목 은 운 폐쇄후 안 성 평가

를 통한 A-KRS종합 안 성 평가,운 안 성 평가 지원을 한 신뢰도 DB

개발,공학 방벽 상호작용 향 평가,주요 입력자료의 통계처리 확률분포 추

정,확률론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A-KRS 확률론 폐쇄후 안 성 평가,

SafetyCase개발 계획 이행 방안 수립을 통한 처분 안 성 신뢰도 향상 방안

수립 등이다.

이로 공정을 통해 발생하는 속 폐기물과 세라믹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스템

인 A-KRS의 안 성을 입증하기 하여 단계에서 개발된 안 성 평가 로그램

을 개선하고 주요 시나리오에 해 결정론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운 안

성 평가 지원을 한 신뢰도 DB 로그램은 크게 신뢰도 DB 로젝트 리,처

분장 구역 편집,기기 신뢰도 자료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다.처분장 운 지상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복,화재,지진 사고에 하여 확률론 안 성 평가 방법

론을 활용하여 운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부식가스 콜로이드의 발생 메

카니즘을 규명하고 정성 인 향 평가를 통하여 안 성에 미치는 요도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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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 다.

확률론 안 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확률 도함수의 종류 특성을 분석

하고,각 입력변수별 확률 도함수를 선정하 다.선정된 주요 입력변수에 한 확

률분포를 반 하여 Goldsim을 이용한 확률론 안 성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변수들에 한 확률론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처분장 안 성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SafetyCase구조와 요소를

개발하고 주요 요소들에 한 이행 방안을 수립하 다.SafetyCase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모델을 정리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처분 방식과 부지,폐

기물 유형과 공학 방벽 처분장 설계 등의 세부 연구 항목이 유기 으로 통합

되도록 하 다.SafetyCase개발을 지원해주는 포트폴리오에 제시된 각종 보고서

를 작성하기 해 요구되는 과업들을 제안하 다.

3.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 연구

이번 단계에서 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연구의 주요 목 은 부지선정 평가

방법론 개발,장기 지질안정성연구,화산암․편마암 심지층 지질환경 기 조사,

KURT수리․지화학 특성 평가,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 개발,단열암반 특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기술 개발,지하수-공학 방벽 복합반응 평가 등이다.

부지 선정 평가 방법론 개발에서는 우리나라 지질조건을 고려한 고 폐기

물 처분 후보부지의 기술 선정 차 평가 방법을 구상하기 하여 기술 으로

후보부지선정을 한 기술 제반 차 체계를 구축하여 고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과정의 객 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장기 지질안정성 연구에서는 처분장 안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완속성

발성 지각변동 상에 한 국내 자료를 분석하고,국내 연구 황을 토 로 향후

보완되어야 할 연구 항목의 장기 연구 추진 략을 수립한다.

화산암․편마암 심지층 지질환경 기 조사에서는 일반 으로 처분장의 모암으

로 선호되는 화강암 외에 우리나라에 폭 넓게 분포하는 화산암과 편마암이 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하여 연구지역에 한 기존의 조사자료를 종합하고 수

리지질학 측면에서 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다.

KURT 수리․지화학 특성 평가에서는 A-KRS개발 안 성 평가 입력자료

제공을 해 KURT 시설을 심으로 하여 심부의 수리지질학 ,지구화학 자료

를 조사,평가하여 체계 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이를 근거로 지질모델과 수

리지질학 개념모델을 개발하여 궁극 으로는 지하수유동 모델링의 기 모델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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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 개발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환경의 천연방벽에

해 격리 지연기능을 지배하는 심지층 처분지질환경 조사기술개발과 심부 원

치 환경에서 검증 실증 심의 처분지질환경의 수리․지화학 방벽기능 평가기

술을 확보한다.

단열암반 특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기술 개발에서는 단열망을 개념화하는 방

안과 단일 단열 수리특성 평가 방안, 역규모 부지 규모 암반 지하수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이를 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하수-공학 방벽 복합반응 평가에서는 시멘트-벤토나이트-지하수 반응에 의

한 물리화학 변화특성을 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이와 련된 벤토나이트 시멘

트와 지하수 반응 지화학모델링 체계를 개발한다. 한 련 화학 반응 과정과 수

리유동 과정들을 반 한 지화학 모델링 평가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4.공학 방벽 성능 실증기술 개발

공학 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 거동 열-수리-역학-화학 거동 실증실

험에서는 엔지니어링 규모의 KENTEX KENTEX-C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완충

재에서의 열-수리-역학 거동 열-수리-역학-화학 거동을 실증하 으며,이

온의 이동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산 로그램을 개발하 다.

근계 역 암반에서의 열 거동 장실험에서는 근계 역 암반에서의 열 달과

련된 열-역학 거동을 평가하기 한 장 히터시험이 수행되었으며,암반의 열-

역학 물성평가를 해 다양한 실험실 실험도 병행하 다.KURT 내 우측 연구모

듈 구간에서 장 히터 시험을 수행하여 환기시스템의 향,암반 손상 의 열

특성평가,그리고 암반 이방성 리의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의 터 벽면에서의 손상 규모 역학 물성특성 악을

하여 지구물리탐사와 암반 변형계수 측정실험을 수행하 으며,근계 암반의 불연

속면 분포를 조사한 후 암반에서의 균열 특성과 이의 동 물성을 측정하 다.

암반손상 의 수리-역학 열-역학 거동 그리고 리암반의 안정성 해석을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한 손상 의 수리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해,지하처

분연구시설 손상 에서 장실험을 통해 투수계수를 측정하 다.

공학 방벽재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된 완충재 블록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블

록을 제조할 수 있는 성형몰더를 제작,설치하 다.성형몰더를 이용해 제조된 완충

재 블록의 성형특성,압축특성,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을 분석하 으며,완충재

블록을 통한 지하수 유동특성을 조사하 다. 재 후보물질인 low-pH 시멘트

의 최 배합조건을 도출하 으며,low-pH high-pH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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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련 역학 물성을 평가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운 에서는 장실험이 효율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력공

시설을 확충하고,통신 데이터 수집설비를 보강하 다. 원자력계,산업계,

학 ,환경단체 일반 국민 등을 상으로 처분안 성에 한 홍보활동도 수행하

다.

5.핵종이동 특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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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을 이용하여 고 핵종들(U,Th,Np,Am)과 고이동성 핵종들(I,Se,Tc)에

한 지화학반응( ,용해도) 수착특성을 규명함으로서 안 성 평가자료를 확보하

고자 하 다.

고 핵종들(U,Th,Np,Am)과 고이동성 핵종들(I,Se,Tc)뿐만 아니라 핵분

열생성물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서 심 상 핵종들의 열역학자료 수

착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처분안 성 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D/B를 구축하 다.

장 조건을 해 KURT시추 코어 암반 지하수를 이용한 확산실험을 수행하

여 핵종의 암석확산 깊이를 측정하 고 암석표면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 다. 한,

내부 확산 이동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암반 확산특성을 해석하고 확산계수를 평가하

다.

KURT 지하수의 미생물 특성을 규명하고,방사성핵종과의 상호반응 핵종

물화(Bio-mineralization),산화환원 반응 향 등에 한 연구를 통해 심부 처분환

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에 의한 핵종이동 특성을 분석하 다. 한 환원

미생물의 거동 특성 처분시스템의 향 평가를 해 지하수 산화환원

처분용기 부식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아울러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한 균열암반 이동실험 실험을 수행하고,모델을 개발하여 검증

하 다.

KURT 장에 장 용질 이동 실험을 한 실험 장치를 설계 설치하 고

KURT 장에서 비수착성(non-sorbing)핵종,단순수착성(simplysorbing)핵종,다

가수착성(multi-valentsorbing)핵종들을 이용하여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 이동

지연 특성 규명 연구를 하 다.아울러 암반 충 물인 토 물이나 산화철 물

등과 핵종과의 상호반응에 한 분석 평가를 수행하 다.

KURT DB-1 시추공에서 심도별로 채취한 지하수를 상으로 IC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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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EDS,PCS,LIBD등의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KURT 지하수 콜로이드

의 조성,크기,농도와 같은 기 특성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검증하 다.KURT에서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수행을 해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비를 제작․설치

하 다.KURT에서 비수착성 용질 콜로이드의 장이동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를 평가하기 하여 콜로이드 이동 모델을 개발하고 용하 다.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에 한 연구 황 정보를 수

집하고,조사․분석하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

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이를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한 구체 인

차를 진행하여,스웨덴 SKB의 Äspö 스 스 GTS등의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 다.특히 GTS에서 수행 인 CFM(ColloidFormationand

Migration)PhaseII 로젝트에 극 으로 참여 이다.

IV.연구개발 결과

1.처분시스템 개발

PWR,CANDU,하나로 등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황 분석 발생량 측

Data-Base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3차원 노심모델 개발 등을 통해 원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로그램 개발하 다.이밖에도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선원

항 평가를 한 GUI모듈 개발하고,최종 으로 핵주기 폐기물 핵종 재고량 평가

로그램 (A-SOURCE)을 완성하 다.

CANDU사용후핵연료 선진핵주기폐기물 처분용기를 설계하 으며,구리 소요

량을 14.5% 이하로 인 온분사코 구리처분용기 제작법을 개발하고,1/10규모

제작을 통해 실증하 다. 온분사코 구리의 내구성을 기화학 분석과 다양한

환경 부식시험을 통해 검증하 으며,처분환경을 모사한 장기부식시험과 부식 수명

측 로그램 개발을 통해 1,000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님을 확인하 다.이외에도

완충재의 Ag2O첨가에 의한 요오드 흡착능 향상을 확인하 으며,10% 열 달 성능

향상된 이 구조 완충재를 제안하고 열해석을 통해 입증하 다.

CANDU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처분시스템 개념설계를 완료하

으며,CANDU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도 향상을 통해 비용측면에서 기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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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분석을 통해 장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회수성이 향상된 복합폐기물 공

학 방벽 처분방식을 개념설계하 으며,처분시스템 효율 취 성을 극 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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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한국형 공학 방벽 모듈(K-PEM)을 마련하 다.이외에도 환기 측면에서의 처분

터 배치안의 정량석 분석,핵심 지상시설에 한 세부 공정 련 장비 구축방

안을 수립하 다.

한국형처분시스템에 용 가능한 A-KRS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방안 수립하

다.사용후핵연료 운반 상되는 3가지 표 사고를 선정 분석하고 운반안

성 평가 로그램 INTERTRAN2를 구축하 다.한국형처분시스템에 한 사건수

목 고장수목 분석을 통한 사고 확률을 산정하 으며,A-KRS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모듈을 개발하 다.

고 폐기물 리에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고 폐기물 국가 리 원칙

작성하 다.선진핵주기가 처분에 미치는 향 평가하 으며, 표 인 2가지 핵주

기에 한 고 폐기물 장기 리-처분 방안 수립 리 로드맵을 작성하 다.

최종 으로는 최 의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 을 선정하고,고 폐기물

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 다.

구조재 방사선원항 평가모듈은 사용후핵연료 각 구조재의 부품별 는 혼합된 구조

재에 해 성자속 핵반응단면 을 용하여 방사선원항을 자동으로 정량화하

는 기능을 갖도록 개선되었다.A-SOURCE검증을 한 ORIGEN-S와의 비교계산

에서 상호간의 오차는 5%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 다.실측치와의 비교결과,

10% 이내에서 방사선원항이 일치하여 개발된 로그램의 로직 로그래 이

함을 확인하 다. 한,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 핵 성능 평가를 통해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흡수선량률이 제한치인 1Gy/hr이하로 유지됨을 확인하 으며,고리 4

호기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한 주요 핵종 재고량 평가에서 2007년 말 기 Pu

TRU의 양은 각각 3,983kg 4,480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 세라믹 폐기물을 심지층에 처분하기 해 개발

된 처분용기에 한 장기 안 성과 지진에 비한 단거동 안 성을 동시에 규명

하 다.구리-구상흑연주철 처분용기의 을 해 온분사코 을 성공 으로

용하 다. KURT 심지층 조건을 모사한 2년간의 장기부식 시험을 실시하고,도출

된 실험자료를 바탕으로 부식 수명 측 로그램을 개발하 다.심지층에서의 지진

에 비하여,Drucker-Prager와 Cam-Clay2종의 단거동 해석 로그램을 개발하

다.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공학 방벽의 물리 상수를 검증하고, 단해석

로그램 입력자료에 사용하 으며,가장 향력이 큰 완충재 팽윤압에 해서는 실

험 으로 도출하 다.개발된 단해석 로그램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해서 1/30

규모 단기기를 설계 제작하고, 단시험을 수행하 다.

지하수 유동 모델을 기반으로 지하 500미터 심도에서 MWCF를 배제한 처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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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배치를 하 으며,이를 상으로 지하수 해석 결과 단열 까지의 최단 이동거

리를 구하여 폐쇄후 처분장 안 성 평가의 입력자료로 제공하 다. 처분시스템 열

해석을 통하여 수평처분터 방식의 경우 처분터 간격 25미터,처분용기 2미터

를,수직공 처분방식의 경우 처분터 간격 40미터,처분공 간격 8미터를 결정하

다. 환기 측면에서 성능 비교를 통한 처분터 배치를 결정하 다.설계된 처분

시스템에 하여 열 해석,구조 안정성 분석,방사선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성능평가는 컴퓨터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설계 기 과 비교한 결과

모두 성능 목표치를 만족하 다. 처분비용평가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방

식과 이로 공정 폐기물의 처분비용을 비교한 결과 1/10미만으로 산정되었다.개

발된 처분시스템에 한 객 평가를 IAEAPeerReview를 통해 검토 받았다.

2.처분안 성 평가

선진 핵연료주기와 련된 FEPlist를 개발하기 하여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에

한 분석 FEP구조 분석을 통하여 방법론을 개발하 다.기존의 KAERIFEP

Encyclopedia는 선진 핵연료주기 측면에서 검토되었다.그 결과 17건의 FEPrecord

는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며,신규 FEP으로 2건의 FEPrecord를 제시하 다.

PID방식의 시나리오 개발을 하여 5가지 원칙의 방법론을 개발하 다.개발된 방

법론에 따라 5개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된 기 시나리오에 한 모델 PID를 구축

하고자 하 다.이를 하여 기 시나리오의 5개 세부 시나리오에 한 세부 PID

를 먼 구축하 으며,이들을 병합하여 기 시나리오에 한 모델 PID를 성공

으로 구축하 다.

GoldSim을 이용한 종합성능평가코드를 성공리에 개발 완료하 으며,이와 련

된 로그램 등록 특허를 출원하 다. 한 MDPSA 확장코드인 PULSA 코드를

개발하 으며 로그램 등록 특허를 출원하 다.개발된 종합성능평가코드를 이

용하여 선진 핵연료주기와 련된 결정론 안 성 평가 확률론 안 성 평가

를 수행하 다.평가결과는 PYRO폐기물의 유출형태 유출율이 민감한 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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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RO폐기물의 제조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GoldSim을 이용하여 생태계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동 구획 모

델링 방법론 련 국내 특허 출원하 다.특히 일본 JAEA와 동 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생태계 모델링 기법 평가결과를 검증하 다.

지난 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CYPRUS를 바탕으로 확장 CYPRUS+를 개발하 다.

구체 으로는 정보 달체계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단열 정보,지하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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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보 PID에 련된 특수 모듈을 설계 개발하 다.특히 CYPRUS+에 개발

된 모듈을 탑재시 발생하는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아 치를 사용하여 기술 인

확장성을 강화하 다. 한 처분연구결과에 한 품질보증을 하여 데이터, 차서

련 문서를 CYPRUS에 등록하 으며,무엇보다도 CYPRUS+개념은 체 핵

연료주기 연구에 용할 수 있는 종합 정보 품질 보증 시스템으로 개발 인

RosettaStone개발에 응용되고 있다.

A-KRS의 안 성을 입증하기 하여 운 폐쇄후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처분장 운 지상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복,화재,지진 사고에 하여 확

률론 안 성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발생 확률을 정량

화하 다. 표 인 사고 시나리오인 기체 입자 형태의 방사성물질이 기 으

로 방출되는 시나리오에 하여 RSAC7.0을 이용하여 거리별 피폭선량을 평가하

다.가장 보수 인 시나리오에 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는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성능 목표치인 연간 5mSV를 과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5가지 요 시

나리오에 하여 폐쇄후 안 성 평가를 수행하여 시나리오별 피폭선량은 안 목표

인 10mSv/yr이하임을 확인하 다.운 안 성 평가 지원을 하여 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신뢰도 DB를 개발하 다.신뢰도 DB

로그램은 크게 신뢰도 DB 로젝트 리,처분장 구역 편집,기기 신뢰도 자료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기체 발생 주요 메카니즘

을 확인하 다. 표 기체인 수소의 확산 상 모델과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 다.

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하여 입력변수들의 값을 수집하고 통계 처리하여 확

률 도분포함수 형태로 만들었다.각 입력변수별 함수들은 Goldsim 확률론 안

성평가코드와 연계시켜 계산을 수행하 다.9개 입력 자료의 확률 분포에 따른 정

상 시나리오에 한 확률론 계산을 통해서는,농축 피폭 집단의 경우 연간 최

피폭선량은 10mSv/yr로 제시될 정인 안 목표를 만족시킴을 확인하 다.입력

변수 500m 깊이의 처분장에 련된 암반 매질에서의 수력학 도도가 피폭

선량 계산 결과에 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암반 균열에서의

매트릭스의 확산 깊이는 결과에 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성을 유지하면서 투명성을 갖추고 실행 가능하며 정보의 흐름이 추 가능

한 SafetyCase개발 방안을 제시하 다. 한 SafetyCase개발을 지원해주는 처

분 시스템의 각 세부 분야에 한 보고서 작성을 한 과업을 제시하 다.Safety

Case작성에 한 품질 보증 품질 리를 해 내부 외부의 검토를 받는

차에 한 세부 사항을 악하여 제시하 으며,과업 달성을 한 세부 인 사항을

포함한 SafetyCase구성요소별 이행방안과 SafetyCase개발 일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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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 연구

부지 선정 평가 방법론 개발을 하여,부지에 한 지질학 평가항목과 요

소,인자를 분류하고 IAEA의 안 지침에 부합되는 제외기 과 선호기 을 도출하

다.공간 인 특성을 갖는 지질요소가 공간 으로 어떤 분포특성을 갖는지를 정

량 으로 분석하 으며, 련 문가그룹의 평가를 통하여 평가인자별 가 치를 설

정하여 평가 과정에서의 요도의 경 을 검토하 다.최종년도에는 부지선정 기술

지침(안)을 개발하 고, 역 인 부지선정 과정에 요구되는 부지 통합지질정보체계

에 한 개념 설계를 수행하 다.

장기 지질안정성 연구를 하여,고 폐기물의 처분부지 선정에 요한 단 기

이 되는 장기 인 지질안정성 요소에 한 정량 인 자료를 수집,분석하 다.완

속성 지각변동 상에 해당되는 융기,침강,해수면변화 자료,그리고 발성 지각변

동에 해당하는 지진,단층,화산활동에 한 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시공간 으로

분석하 다.이 연구를 통하여 제외지역 요건 에서 가장 민감한 지진-단층-지구

조와의 연 성을 분석하 고,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항목에 한 장기 추진

방향을 수립하 다.

화산암․편마암 심지층 지질환경 기 조사에서는 처분장 안 모암의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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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여 최종 으로 동,서해안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재까지 조사된 심부의 수리

지질학 지화학 특성을 비 으로 분석하 다.이를 이용하여 지하수유동

모델링과 함께 처분장 모암으로서의 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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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검층,지구물리탐사를 통하여 조사된 암반배경단열과 결정론 투수성 구조를

종합하여 지질모델과 지질구조모델,그리고 수리지질개념모델을 개발하 다.지하

500m 심도까지의 수리화학 변화특성을 장기 으로 모니터링하여 심도별 변화특

성을 제시하 다.근계 역의 공학 방벽의 진화과정을 평가하기 하여 지하 심부

의 원 치 지하수 조건에서의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간의 지화학반응을 모델화

하 다.본 연구를에서 도출된 자료는 A-KRS개발 안 성 평가에 정량 으로

제공되었다.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 개발을 하여,심부지질환경에 한 신뢰성있는 조

사,해석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여 심도별 지하수의 원 치 계측기술을 개발하고,

투수성 암반에서의 수리시험 기술 장치 개발,심부 고압조건에서의 지화학인

자의 계측기술을 개발하 다.

단열암반 특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기술 개발을 하여,단열망의 추계 개념화



-xiii-

방안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단열망의 기하학 특성인 상 길이보다 모의 역을

크게 하면 개념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감됨을 확인하 고,단일 단열 수리시험 시

작은 수압의 변화로도 단열 간극이 향을 받아 수리시험으로부터 측하는 수리특

성이 바 므로 수리시험 시 작은 수압의 변화가 요구됨을 알아냈다.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시 정의 향이 크므로 이를 반 해야 하며 자연상태의 수 험으로

보다는 양수 시험 등에 의한 수리반응으로 모델을 보정해야 불확실성이 감됨을

확인하 다. 한 열린 정에서의 수 보다 격리된 정에서의 수 나 유량 자료

를 이용하여 모델을 보정해야 불확실성이 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하수-공학 방벽 복합반응 평가를 하여,시멘트 벤토나이트와 지하수 상

호과정을 지하 심부의 원 치 지하수 조건에서 모델화하 다.벤토나이트 시멘

트와 지하수 상호간의 복잡한 과정을 계산하기 하여 벤토나이트 시멘트를 구성

하는 다양한 물을 포함한 열역학DB를 구축하 다.시멘트-지하수 반응에 의한

강알칼리용액과 벤토나이트와의 반응실험을 통하여 벤토나이트의 물리.화학 변화

특성을 분석하 다.이와 련하여 지하 심부의 지하수 조건의 화학 수리유동

조건을 반 한 벤토나이트와 시멘트의 상호반응과정을 모델화하 다.

4.공학 방벽 성능 실증기술개발

공학 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 (THM)거동 실증실험(KENTEX)을 통하여 정

상가열조건,과열조건,냉각조건에서의 완충재 블록의 열-수리-역학 거동을 규명

하 다. 한 공학 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화학 (THMC)복합거동 실증실험에

서는 온도구배를 가진 불포화 완충재를 통한 음이온인 요오드와 양이온인 세슘의

확산에 의한 이동특성을 규명하고,TOUGH2컴퓨터코드를 이용한 산해석 로그

램을 개발하 다.

근계 역 암반에서의 열 거동 연구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장시험의 목

과 장 조건에 부합되는 제원의 히터가 제작,설치되었다. 한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코아에 한 열-역학 물성 평가를 통해 히터시험 구간에서의 주요 암반 물성

을 결정하 다.이러한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FLAC3D 컴퓨터 코드를 이용한 3차

원 모델링을 수행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에는 체 으로 0.6～1.8m의 손상 가 발생하 으며,손상

구간에서의 장암반 변형계수는 주변 암반에 비해 약 40% 감소하 다. 한 암반

손상 로 인해 변 발생정도,균열의 발생범 그리고 균열의 발생 빈도가 확연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추가 으로 장암반 내 균열발생으로 인한 동 거동

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하여 acousticemission기법을 용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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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반 내 균열발생 치를 탐지하기 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moment

tensor를 이용하여 괴모드를 분석하 다.

완충재 블록 연구에서는 최 성형조건을 도출하고,제조된 완충재 블록을

상으로 압축특성,열 도특성,수분조건에 따른 붕괴특성을 규명하 다.시멘트의

pH를 11이하로 하기 한 최 배합설계 조건을 도출하고, 련 물성실험을 통해

Low-pH 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조기강도 강도발 속도가 high-pH 비해

히 낮으나 장 용 28일 압축강도 기 은 충족함을 확인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운 에서는 시설의 기 용량을 증설하고,인터넷 LAN선

인입 14개소 화기 6개소를 설치하 다.지하처분연구시설에는 2011년 12월

재 총 7,800명(외국인 포함)이 방문하 다.

5.핵종이동 특성 규명

심부지하 처분조건에서 이로폐기물들의 용출시험이 국내․외에서 시도된 바

없으나,핵주기공정개발부에서 이 폐기물들의 건 성 평가를 하여 PCT(Product

ConsistencyTest)-A 방법으로 실험실 조건에서 용출시험을 시도한 결과,ZIT 고

화체의 매트릭스 용출률이 10-3g/m2/d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당 부서에서 수행한

압축 벤토나이트 사이에 넣은 붕규산유리 고화체의 용출률보다 약 1승수 이상 낮

은 값에 해당한다.

고 핵종의 용해도 수착특성 규명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악틴족

고 핵종들인 U,Th,Np,Am의 지화학반응 수착반응에 한 pH와 Eh의

향을 평가하 다.지화학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이용하여 PHREEQC와 같은

지화학코드로 핵종들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 으며,열역학 수착

모델(thermodynamicsorptionmodel,TSM)을 이용하여 수착 거동을 측하고,이

결과를 실험값과 비교하 다.

산화환원 가 낮은 심부 지하수에서 셀 늄의 주요 거동은 철의 농도에 좌우

될 것이며,KURT 지하수 성분에서 FeSe2의 용해도는 Eh값이 -0.3V 이하에서

1×10-6mol/L이하의 값을 갖는 반면,산화조건에서는 1.0×10-3mol/L이상으로

단된다.환원 조건에서 주 용해 화학종은 HSe-로 계산되었다.pH가 6～9.5 역에

서 환원성 화강암지하수에서 TcO2의 용해도는 5×10-8～ 1×10-9mol/L로 나타났으

며,이 pH 역에서 주 용해 화학종이 TcO(OH)2로 상되지만,pH 10.5～ 12와

pH 12이상에서는 TcO(OH)3
-와 TcO4

-가 각각 주 용해 화학종으로 계산되었다.아

이오딘은 NaI를 KURT지하수에 용해한 경우 10mol/L부근까지 용해되었는데,산

화조건에서 NaIO3의 용해도보다 10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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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 화강암을 이용하여 지화학 조건 변화에 따른 고이동성 핵종들(I,Se,

Tc)의 수착 분배계수를 측정하 다.고이동성 핵종들은 pH의 향은 무시할 정도

로 게 나타났으나,Se과 Tc의 경우 산화환원 의 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고이동성 핵종인 셀 늄에 한 TSM 연구를 병행하 다.자철석에 한 셀

늄의 수착을 설명하기 하여 TSM의 하나인 이 층모델(DLM)을 이용하 다.자

철석에 한 셀 늄의 표면 반응을 SOSeO2
- and(SO)2SeO으로 고려하 으며,셀

늄과 자철석의 표면 화학종을 SOSeO2
-으로 고려하 을 때 더 양호한 계산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D/B 구축에서는 처분안

성 평가 활용성과 신뢰성을 증진하기 하여 자체 생산된 자료들을 이용한 D/B

를 지속 으로 구축하 다.특히 수착 D/B구축을 해서는 자체 생산된 Kd 해

외 Kd데이터를 지속 으로 기존 D/B(SDB-21C)에 추가하 다.아울러 SDB-21C

의 단 을 보완하고,확률론 통계기법을 용한 Web기반의 새로운 수착 D/B인

KAERI-SDB를 개발하 다.수착자료의 활용방법론 개발을 하여 국제공동연구인

OECD/NEA SorptionProjectPhaseIII에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 다. 한

수착자료의 생산방법에 한 국내외 기술 황을 논의하고,수착자료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해 국내 문가들을 청하여 워크 을 개최하 다.

장 조건에서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평가를 해 풍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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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핵종의 암석 확산 깊이를 측정하고 암석 표면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하

여 자기방사분석장치(Autoradiography)장비를 설치하고 분석방법을 개발하 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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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을 해 KURT 지하수

미생물의 기 특성을 규명하고,Fe,Mn,Se,SO4,U등의 나노 물 형성 특성을 분

석하고,핵종/ 물/미생물 간의 복합 상호작용에 한 메커니즘을 규명하 다.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Bio-mineralization)과정 핵종거동에 한 향을

평가하 다.특히,우라늄의 경우 미생물에 의해 4가 우라늄으로 환원되면서 2～3

nm 크기의 우라니나이트 입자로 물화된다는 사실을 규명하 다.아울러 미생물에

의한 지하수 Eh변화 핵종 환원반응 향 실험 등의 연구를 통해 핵종이동에

미치는 미생물의 향을 분석하 다.실험결과, 속환원미생물에 의해 KURT지하

수의 Eh가 -500mV까지 감소한다는 사실과 맥키나와이트라는 황화 물이 형성되

어 우라늄 이동에 향을 다는 사실을 밝혔다.

KURT 장 암반 단열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규명 연구에서는 원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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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간으로 실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목 으로 원격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설계하고 KURT에 설치하 다.KURT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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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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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명하 다.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획득한 정보와 기

술들을 활용하 다.

‘KURT DB-1 시추공에서 심도별로 채취한 지하수를 상으로 ICP-MS,

TEM/EDS,PCS,LIBD등의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KURT 지하수 콜로이드

의 조성,크기,농도와 같은 기 특성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검증하 다.분석 결과,

KURT지하수 콜로이드는 주로 aluminosilicate계열의 토 물,calcite 물, 속

산화물 유기물로 존재하며,크기는 주로 50-200nm,농도는 약 20-40ppb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암반 단열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을 규명하기 하여 KURT에 콜로이드

이동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설치하 다.용질이동 실험보다 긴 지하수 유동로를 확

보하기 하여 시험공을 추가 시추하 으며,단열 특성과 상 성을 측정하기 하

여 시추공 상촬 수리시험을 수행하 다.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은 두 종류

의 추 자를 이용하 다.비수착성 모의 핵종으로 우라닌을,그리고 0.34μm,1.0μ

m 등 두 가지 평균입경을 가진 비반응성 콜로이드를 혼합 추 자로 사용하 다.아

울러, 장 실험결과를 해석하기 하여 콜로이드 이동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 다.

해외 지하시험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 수행을 해 해외 기

의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조사․분석하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

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한 구체 인 차를 진행하여,스웨덴 SKB의 Äspö를 심

으로 한 “TaskforceonmodelingofGW flow andtransportofsolutes” 스

스 Nagra의 GTS에서 수행 인 “ColloidFormationandMigration(CFM)PhaseII”

등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 다.특히 GTS에서 수행 인 CFM(ColloidFormation

andMigration)PhaseII 로젝트에 극 으로 참여 이며,공동연구 진행 황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 다.

V.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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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분시스템 개발

선진핵주기와 함께 연계된 A-KRS처분시스템 개발로 인해 처분부지 면 은 획

기 으로 축소되어 처분 부지 확보에 따른 경제 ,사회 이익은 막 하다.기존

방식과 달리 회수 장기 리를 가능하게 개선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은 선진

핵주기의 도입에 매우 정 인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한편,기술 측면에서 분석

된 국내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은 국가 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2.처분안 성 평가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처분안 해석 기법은 선진 핵연료주기 련 상세 연

구에 활용될 정이며,일부는 이미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성능평가

에도 응용되고 있다. 한,THRC상호 반응에 의해 장기 인 벤토나이트 화학 성

분 변화 이에 따른 핵종 유출 증가 상을 보다 상세 규명하기 한 후속 연구

가 수행될 정이며,특히,핵연료주기 연구에 용할 수 있는 종합 정보품질보증시

스템 개발을 하여 착수된 RosettaStone은 CYPRUS에 바탕을 둔 시스템으로 여

러 부분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처분 시스템의 폐쇄 후 성능 안 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Goldsim

로그램으로 구 된 안 성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게 개발된 로그램을 이

용하여 처분 시스템 내 핵종 유출 이동에 련된 주요 시나리오를 부지 특성

입력 자료와 함께 결정론 ,확률론 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하 다.이 게 개발

된 안 성 평가 방법론 평가 도구 로그램은 향후 실제 처분장의 안 성과 성

능을 보이기 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정이다.

SafetyCase개발 방안 수립 연구에 의한 결과물은 향후 고 폐기물 처분을

한 심지층 처분 부지를 선정할 때 필요한 일반 개념의 SafetyCase작성에 이

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국내 환경 실정을 고려한 SafetyCase개발을 통한 처분

안 성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에 활용되어 처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3.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 연구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단열체계 지하수 유동로 해석결과는 처분시스템

설계에 기본 인 입력자료로 활용될 것이며,안 성평가에 필요한 처분장 주변의

단열체계망 모델링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한 가상 처분장 주변의 단열망 모사는

주유동경로까지의 유동경로해석에 기본 인 틀을 제공하게 된다.심부지하수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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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특성 규명을 해 개발된 기술은 국내에서 안 성검토,음용수의 오염

평가,지하수문환경의 오염,지하수의 연 측정 고기환경 연구의 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4.공학 방벽 성능 실증기술 개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공학 방벽의 성능에 한 실증 연구 결과들은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설계 안 성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공학 방벽시스템과 근계 역 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 장실험 결과

는 처분장의 장기 거동을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근계 역 암반에서의 손상

특성 장시험 자료와 완충재 재 특성 자료는 처분장의 설계를 최 화시

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운 을 통해 고 폐기물처분기술

의 장실험 환경을 제공하고,처분안 성의 홍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정이다.

5.천연방벽에서 핵종이동 지연특성 연구

본 연구는 기본 으로 한국형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스템인 A-KRS의 안

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기술 자료를 제공한다. 한 연구결과

들은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해 개발된 국내 고 폐기물 처분기술들의 과학

기술 안 성을 입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아울러 연구결과들은 측 가능한 국

가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것이고,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원자력 산업 반에

한 국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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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ProjectTitle:HLW Long-term ManagementTechnology

Development

II.PurposeofProject:

Permanent disposalof spent nuclear fuels from the power generation is

consideredtobetheonlymethodfortheprotectionofhumanbeingsandnature

inthepresentandfuture.Inspiteofspentnuclearfuelsproducedfrom power

generation,basedontherecenttrendsonthegapbetweensupplyanddemand

ofenergy,theriseofoil/gaspricesandtheneedtocontroltheamountof

carbon dioxide in environment,nuclearenergy is expected to play a role

continuouslyinKorea.Itmeansthatanew conceptofnuclearfuelcycleis

neededtosolveproblemsonspentnuclearfuels.Theconceptoftheadvanced

nuclearfuelcycleincludingPYRO processingandSFR waspresentedatthe

255thmeetingoftheAtomicEnergyCommission.Accordingtotheconceptof

theadvancednuclearfuelcycle,actinidesandlong-term fissilenuclidescanbe

removedinSFR.Andthenitcouldbepossibletodisposeofshortterm decay

wasteswithoutagreatrisk.

Uptillnow,an efforthasbeen madeto develop theKRS(KoreaRepository

System)forthedirectdisposalofspentnuclearfuelsin therepresentative

geologyofKorea.ButinthecaseoftheadoptionofAdvancednuclearfuel

cycle,the disposalofPYRO wastes should be considered.Forthis,itis

essential to carry out the HLW Long-term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Projectincluding 5 sub-projects namely DevelopmentofHLW

DisposalSystem,RadwasteDisposalSafetyAnalysis,FeasibilityStudyonthe

Deep Repository Condition,Study on theNuclideMigration and Retardation

Using NaturalBarrier,andIn-situ Study on thePerformanceofEngineered

Barriers.

III.Contentsofthe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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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evelopmentofHLW DisposalSystem

EstablishmentofaHighlevelWaste(HLW)DB system wastriedforthe

developmentofA-KRS.Forthepurpose,thecharacterizationofspentfuelswas

doneforPWR,CANDU,andHANARO reactors.A nuclideinventoryprogram

(A-SOURCE)wasdevelopedfortheanalysisofthepreparedHLW DB.Forthe

evaluation oftheHLWsfrom aadvancedfuelcycle,anintegrationpackage

namedCLEAN wasconstructed.Therestofstudywasrelatedtothesource

term assessmentoflong-livenuclidesinstructuralmaterialsfornuclearreactor

dismantlingactivities.

ThestoragevesselsandtheirdisposalcanistersweredevelopedofHLWs

from CANDU andanadvancedfuelcycleasapartofengineeringbarrierin

A-KRS.New A-KDC-CANDU canisterwith improved disposaldensity was

designed, and its technical applicability was successfully tested by

manufacturingofone-tenthscalecanisterusingacold-sprayedcoating(CSC)of

copper.The properties ofnewly adopted CSC copper were verified from

physical,electrochemical,andenvironmentaldurabilityaspects.Thelife-timeof

thedevelopedcoppercanisterwasestimatedthroughalong-term corrosiontest

inasimulatedEBS environmentandbyananalyticalcorrosionmodeling.As

thebufferperformancein EBS isconcerned,theimprovementsofaiodine

absorptionandthermaldissipationwereconsidered.

ThekeydesignparametersforA-KRSwasstudiedandthentheevaluation

ofthatsystem wasperformed.FirstlydirectdisposalcanistersforaCANDU

SNFandHANARO SNFweredesignedtogetherwiththedevelopmentoftheir

disposalsystems.Theproposeddisposalsystemswereupgradedthroughthe

estimationofthermalandstructuralperformances.Secondlyfortheradioactive

wastesfrom anadvancedfuelcycle,someimportantparameterssuchasvolume,

mass,activity,heat,and source term were derived,and then multilayer

underground disposal concept was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trievabilityandlong-term management.Additionallysomedesignconceptsof

disposalfacilitieslocatedingroundorundergroundwerestudied.

Fortheestablishmentofasafetyassessmentsystem forA-KRS,atthefirst

step,theprobabilisticsafetyassessment(PSA)wasdoneforA-KRSbase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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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designparametersandtheaccumulatedexperiencesinothernuclearfields.

ThesafetyassessmentintransportationofaSNFandtheaccidentalcasestudy

duringtheoperationofadisposalsitewerealsocompletednotalonewithPSA

ofitsnormaloperation.

A draftofHLW managementwaspreparedinordertoprovideanational

program for HLW management. After surveying several foreign HLW

managementcasesandby collecting expertsviewsthrough questionaire,the

timingforthegeologicaldisposalwasdetermined,whichwasthemainfactorto

setupanationalroad-mapforHLW management.TworepresentativeHLW

programs,whicharedirect-disposalandpyro-processing,werechosentomake

long-term managementplan.FinallythestandardplanforHLW wasestablished

consideringtheproposednationalroad-mapanddetailedachievementplans.

2.IntegratedSafetyAssessmentofaWasteRepository

Atthisstage,themaingoalofRadwasteDisposalSafetyAnalysisisthe

developmentFEP/Scenario,developmentofTSPA code,carrying outTSPA,

developmentofCYPRUS+andothersfortheAdvancednuclearfuelcycle.

FortheeffectivedevelopmentofFEP/Scenario,itwasnecessarytoestablish

methodologiespreferentially.Basedonthemethodology forFEP development,

theexistingKAERIFEPEncyclopediawasusedforthedevelopmentofFEPlist

relatedtotheadvancedfuelcycle.Alsobasedonthemethodologyon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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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ed.

FortheTSPA,itisessentialtodevelopaTSPA codeforthedisposalof

spentnuclearfuelsandPYRO wastes.TheTSPA codewouldbedeveloped

using GoldSim which has been used forthe safety assessmentofYucca

MountainrepositoryinUSA.TheTSPA codeusingaGoldSim versioncanbe

appliedtoassesstheeffectsofdifferentdepthsofarepository,tomodelthe

differentdissolutionratesbetweenspentfuelandPYROwaste,toapplyamodel

suitableforthedifferentdisposalconceptssuch asverticaldeposition hole,

horizontaltunnelandsilo,toassesstheeffectofearthquakesquantitatively,and

toassessthebiosphereandothers.

TheTSPA codeofGoldSim versionwasusedfortheassessment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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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cenarioandearthquakescenario,theprobabilisticassessmentunder

theconsiderationofuncertaintyofinputdata,andtheassessmentunderthe

considerationofdissolutionratesofwastesanddistributioncoefficientsofsoils.

Especially,acollaborativeresearchbetweenKAERIandJAEA willbecarried

outinthebiospherefortheconfidencebuilding.

BasedontheQA principlesofT2R3,CYPRUS withthewebbasedQA

system wasdevelopedusingtheproceduresintheUSNRC 10CFR50Appendix

B.CYPRUSwouldmakeprogressintoCYPRUS+tostrengthontheinformation

deliveryonthefractureinformationandthegroundwaterinformation.Forthis

purpose, special modules related to the fracture characteristics and the

groundwatercontentweredeveloped.

Additionally,a study on the combined interaction ofTHRC(Thermo -

Hydraulic-Radioactive-Chemical)wascarriedoutthroughacollaborative

researchprojectbetweenKAERIandUCBerkeley.

Themainpurposesofthe2ndstage,theintegratedsafetyassessmentofa

wasterepository,aretheintegratedsafetyassessmentoftheA-KRSforboth

operationalandpostclosureperiod,adevelopmentofthereliabilitydatabasein

ordertosupporttheoperationalsafetyassessment,theimpactofthemutual

interaction among engineered barrier systems,a statisticaltreatment and

suggestionoftheappropriateprobabilitydistributionfunctionsfortheimportant

input parameters,an establishment of th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frameworkandaprobabilisticpostclosuresafetyassessmentoftheA-KRS,an

establishmentofthedevelopmentandimplementplanforthesafetycase.

WedevelopedaTSPA program byupgradingtheTSPA program developed

inthepreviousstageandmadeadeterministicsafetyassessmentoftheA-KRS

inordertoverifythesafetyoftheA-KRS system.Thereliabilitydatabase

system hasthreemainfunctionssuchasaprojectmanagementofthereliability

database,theeditingoftherepositoryregions,theeditingofthereliabilitydata

foreachcomponents.Wemadeoperationalsafetyassessmentsforthetip-over,

fire,andseismiceventbyusingtheprobabilitysafetyassessmentmethod.We

identifiedtheimportantmechanismsforthegenerationofcorrosiongasesand

colloidsandanalyzedtheirimportancetothesafetyofarepositorysystem.

We analyzed the kinds and characteristics of probabil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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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s in order to apply them to the probabilistic post-closure safety

assessment.Weselected theappropriate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sfor

important input data. We established the probabilistic postclosure safety

assessmentframework by applying theprobability distributionsofimportant

input parameters and made probabilistic postclosure safety analysis and

sensitivityanalysis.

Wedevelopedthestructureandelementsofthesafety caseinorderto

enhancetheconfidenceofthesafetyassessment.Detailedoutcomesfrom studies

ofdisposalmethods,disposalsite,engineered barriersystem,and repository

designwereorganicallyintegratedbymeansofreviewsformanagementand

justificationofdataandmodelsusedinproducingaSafetyCase.Thetasksfor

documentingmainsupportreportsintheSafetyCaseportfoliowereprovided.

3.AssessmentofGeologicalEnvironmentforHLW Disposal

Theresearchonthesiteselectionandevaluationforhighlevelradioactive

wastedisposalwastostudysiteselectioncriteriaandmethodswhichcould

covergeologicalconditionsinKoreaforhighlevelradioactivewastesdisposal.

Inordertoaccomplishtheobjectives,thisstudydevelopedbasicconceptsofsite

evaluationandselectionforhighlevelradioactivewastesdisposalandsurvey

methodsforpublicacceptance.

ThestudyofthecharacterizationofLong-term geologicalprocessesincludes

thestudy ofgeologicalfaultsandrelatedgeologicalprocessessuch astectonic

processesandearthquakestoselectasafesiteforthehighlevelradioactivewaste

disposal.Theresultsfromthisstudyshowedthesignificanceoffaultsevaluationand

developed methodstoanalyzegeologicaldatarelatedtofaultssuchastectonic

processesandearthquakes,whichareimportantforthesiteselectionforradioactive

wastedisposal.

Theprojectscopeofthegeologicalstudy ofvolcanicandgneissicsites

covered thefollowing:(1)thepreliminaryselectionofvolcanicandgneissic

sitesascandidatesites,(2)thecompilationofgeological,hydrogeologicaland

geochemicaldata ofthe candidate sites from published literature,(3)the

selectionoffourstudysites(andesiticvolcanicrock,trachyticvolcanicrockand

two granitic gneiss rocks)for high levelradioactive wastes disposa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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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hemicalstudyofgroundwatersamplesinfourcandidatesites,and(5)the

compilation and statisticalanalysis ofgeochemicaldata ofdeep geothermal

waters.

The research forhydrogeolocialand hydrogeochemicalcharacterization in

KURT wasconductedtoinvestigatedeepgeologicalconditions.Thedeveloped

technologyandequipmentshavebeenutilizedatKAERIundergroundfacility

calledKURT tocollectimportantin-situhydrogeologicalandhydrogeochemical

data forA-KRS developmentand safety assessmentforradioactive waste

disposal. This study developed the conceptual hydro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modelstocharacterizegroundwaterflowsindeepgeological

conditions.

Theresearchonhydrogeologicalandhydrogeochemicalinvestigationondeep

geologicalconditionsisessentialtoimprovetechnologyandscientificmethodsto

ensureefficient,reliableanddetaileddataonthedeepgeologicalenvironment

from theview pointofgeologicaldisposal.Thetechnologyandmethodswere

developed to obtain accurate data on the hydrogeological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ofinsitugeologicalconditions.

In the research forreduction ofthe uncertainty in characterization of

fracturedrocks,theuncertaintiesinconceptualizingafracturenetworkwiththe

characteristicsoffractures,characterizing thehydraulicpropertiesofasingle

fracture,andmodelingtheregionalscaleandlocalscalegroundwaterflow are

quantified in this study.Based on the results,the ways to reduce the

uncertaintiesincharacterizationoffracturedrocksaresuggested.

Forgeochemicalstudyoflong-term interactionofcementandbentonitein

KURT,experimentaltestsandmodelingstudywereperformedtounderstandthe

interaction ofground waterwith engineered barriers which results in the

degradationofcementandbentoniteandchangestheirporewaterandsolid

phase composition. The long-term geochemical alteration of cement and

bentonite under deep groundwater condition was evaluated by in-situ

experiments and simulations using geochemicalmodels in this project.we

carried out calculations with a reactive transport model including

thermodaynamic and kinetic database to describe the interaction between

groundwaterandengineeredbarrierswithlongperiod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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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ValidationofthePerformanceofEngineeredBarriers

To study the thermal-hydro-mechanical (THM) and thermal-hydro-

mechanical-chemical(THMC)behaviorofengineeredbarriersystem (EBS),the

engineering scaleexperiments,KENTEX andKENTEX-C wereconductedto

investigateTHM andTHMC behaviorinthe buffer.Thecomputermodelling

and simulation programmes were developed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temperature,water content,totalpressure and the measured data on the

migrationbehaviorofanionandcation.

In-situ heater test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ventilation,thermalcharacteristicsofEDZ,andeffectoftheanisotropyofrock

mass and jointin addition to the investigation ofthe thermo-mechanical

behaviorinrockmass.

The geophysics exploration and in-situ field tests were carried outto

investigatetherangeofEDZanditseffectsonthemechanicalpropertiesof

rock.Subsequently,crack propagation characteristics and dynamic material

propertiesofjointedrockmassinKURT weremeasured. Concurrently,the

in-situexperimentswereperformedintheKURT toinvestigatethechangeof

hydraulicpropertiesinEDZ

Thestainlesssteelmoldsaremanufacturedtofabricatethebufferblocks

withvariousshapes.Theexperimentsarecarriedouttocheckthemechanical

properties,the workability for installation ofthe fabricated blocks and to

investigatetheresaturationprocesses.Thestateofthetechnologyonapplication

ofcementitiousmaterialstotheHLW repositorywasanalysedandtheoptimized

low-pH cementrecipewasobtained. Andthematerialpropertiesoflow-pH

and high-pH cementgrouts were evaluated based on the groutrecipes of

ONKALO in Finland.The KURT was operated,and the various technical

supportswereprovidedtothein-situexperimentswhichwerecarriedatKURT.

5.InvestigationonNuclideMigrationBehaviors

Thegeochemicalreactions(e.g.,solubility)andthesorptioncharacteristicsof

the high-level radionuclides (U, Th, Np, Am) and the highly-mobile

radionuclides(I,Se,Tc)werecloselyinvestigatedusingthegroundwaterand

granitesampledfrom theKAERIUndergroundResearchTunnel(KUR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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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ofthe KURT represents thatofthe deep disposal.The data

obtained wereutilized forthesafety assessmentofahigh-levelradioactive

wastedisposal.

The thermodynamic and sorption data of the high-level radionuclides,

highly-mobileradionuclides,fission products,andtheinteresting radionuclides

from theperspectiveoftheradioactivewastedisposalwereinvestigatedand

analyzed.Then,thedatabasewereusedtoperform thesafetyassessmentofa

high-levelradioactivewastedisposal.

Intheradionuclidediffusionexperimentthatusedgroundwaterandtherock

coressampledfrom theKURT,therockmatrixdiffusiondepthsofradionuclides

wereestimatedandtheirinteractionswithrockmatrixsurfacewereanalyzed.

Thecharacterizationofrockmatrixdiffusionandtheevaluationofthediffusion

coefficientwere conducted by an in-diffusion transportmodelwhich was

developedinthisstudy.

MicrobespresentintheKURT groundwaterwerecharacterizedinthisstudy.

Theeffectsofmicrobesonthemigrationofradionuclide,whichwereresulted

from thecombinedandcomplexradionuclides/minerals/microprobesrelationships

inthedeepdisposalenvironment,wereinvestigatedthroughtheresearchrelated

totheinteractionbetweenthemicrobeandradionuclides,bio-mineralizationof

radionuclides,andtheeffectsofmicrobesontheredoxreaction.Inaddition,the

effects ofmicrobes on the groundwaterredox potentialand on the waste

container corrosion were investigated to characterize the influence of the

reducing bacteria towards a disposalsystem.Furthermore,fractured rock

migrationexperimentswereconductedwithsubsequentmodeldevelopmentand

verificationtoevaluatetheeffectofmicrobesontheradionuclidemigration.

BasiccharacteristicsoftheKURT groundwatercolloidsincludingcomposition,

size,andconcentrationweredeterminedusingvariousanalyticalmethods,such

as ICP-MS,TEM/EDS,PCS,and LIBD.The groundwater samples were

obtainedfrom theKURT DB-1boreholewithvaryingdepthsandtheywere

concentrated to attain reasonably acceptable results.Forthe in-situ colloid

migrationexperiments,theexperimentalapparatusweredeignedandinstalledin

theKURT.Thein-situcolloidmigrationwasfocusedontheinvestigationof

the colloid migration through the fractured rock.A modelforthe col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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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underthespecificconditionwasestablishedandthemodelingresults

wereevaluatedfordescribingthemigrationbehaviorofcolloids.

Anexperimentalsystem forin-situsolutemigrationexperimentswasdesigned

andinstalledintheKURT.Inthisin-situexperimentalsetup,themigrationand

retardationofnuclides,suchasnon-sorbing,simplysorbing,andmulti-valent

sorbing nuclides,in the rock fracture were characterized.In addition,the

interaction between nuclides and rock fracture-filling materials, such as

Fe-oxidesandclayminerals,wereanalyzedandevaluated.

Thestatusand information aboutthe researches on theradionuclideand

colloidmigrationintheinternationalundergroundresearchfacilities(URF)were

surveyed.Theinformationwasinvestigatedandanalyzedinordertoevaluate

thefeasibilityoftheKorea'sparticipationintheinternationaljointstudiesfor

theradionuclideandcolloidtransportsintheURF.Basedonthisstudy,we

finallyjoinedtheinternationaljointstudiesattheURFsofÄspö,SKB,Sweden

and GrimselTestSite (GTS),Switzerland.In particular,we are currently

participating and enthusiastic to continue participating in the CFM (Colloid

FormationandMigration)PhaseIIinternationaljointprojectinGTS.

IV.R&DResults

1.DevelopmentofHLW disposal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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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ntoriesinPWR,CANDU,andHANARO.ThemanagementofSNFcould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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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term assessmentprogram havebeendevelopedfortheradwastefrom a

reactordismantlingbymeansof3D modelingofareactorcore.Anothersource

term assessmentfortheradwastefrom aadvancedfuelcyclehasalsobeen

completedwithits GUImodule.

CoppercanistersforthedisposalofaCANDU SNFandvariousHLWsfrom

apyroprocessing weredesigned which reduced therequired coppermassto

14.5% oforiginaldesign,byadoptingacoldsprayedcoating(CSC)technique.

ThepracticalapplicationofCSC wasconfirmedbymakingaonetenth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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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canister.TheenvironmentaldurabilityofCSC copperwasestimatedin

variousmethodssuchasphysical,electrochemical,environmentalexperiments.

ThesafelifetimeofCSCcoppercanisterwasevaluatedtoaboveathousand

yearsbasedon2year-corrosiontestinsimulatedundergroundcondition,anda

analyticalcorrosionmodeling.

ThedirectdisposalconceptwasestablishedforaCANDUSNFandHANARO

SNF,forwhich theirrespectivedisposalcanisters.In theproposed disposal

concept,theeconomicgainwasestimatedtobeabout170thousandmillionwon

incomparisonwithapreviousKRSsystem duetotheincreaseofadisposal

density.New multilayerdisposalconceptwas developed forthe effective

disposalofvariousHLW from apyro-processing,inwhichsystem retrievability

and operation efficiency were reinforced.Korean style EBS module named

K-PEM wasdevisedtomaximizethehandlingperformanceofanengineering

barrier.

Safetyassessmentsystem wasconstructedforthelong-term managementof

A-KRS.Threerepresentativeaccidentalscenariosduringthetransportationofa

SNF were chosen and analysed to establish a safety evalu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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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ologyforthesafetyevaluationofA-KRSoperation.

A principleofnationalHLW managementwasmadeasaresultofanexpert

opinionsurvey,whereoptimum timingforthedisposalofCANDU SNF was

estimated.A long-term managementplananddisposalmethodologyhavebeen

formulatedfortheHLWsfrom apyro-processingafterstudyingtheeffectof

advancedfuelcycleonthedisposalplan.A nationalstandardplanproposedfor

thedisposalofHLWsasaconclusion.

2.IntegratedSafetyAssessmentofaWasteRepository

TodevelopaFEP listrelatedtotheAdvancedfuelcycle,amethodology

wasestablishedthroughananalysisonAdvancedfuelcycletechnologyandan

analysisofFEPstructure.KAERIFEPEncyclopediawasreviewedwithrespect

toAdvancedfuelcycle.Asaresult,weproposedmodificationof17FEPsand

revisionof2FEPs.TodevelopascenariousingPID method,5principleswere

proposed.According to the methodology,we constructed a modelPID of



-xxix-

referencescenario,comprisingof5sub-scenarios.Forthis,weconstructed5

sub-PIDsfrom 5sub-scenariosofreferencescenariopreferentially and then

integrated5sub-PIDsintoasinglePID frame.Asaresult,themodelPID of

referencescenariowasconstructedsuccessfully.

A TSPA code using GoldSim was developed successfully.The relevant

patentapplication andprogram registrationwerecarriedout.AlsoaPULSA

codeofMDPSA extendedversionwasdevelopedtoo.Alsotherelevantpatent

applicationandprogram registrationwerecarriedout.UsingtheTSPAcode,the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were carried out on the

Advanced fuel cycle. The assessment results indicated that dissolution

mechanisms and dissolution rates of PYRO wastes were the sensitive

parameters. Asaresult,thecurrentdisposalconceptneedsmodificationanda

R&DonthefabricationofPYROwastesisnecessary.

Also,anassessmentprogram ofbiosphereusingGoldSim wasdevelopedand

apatentapplication on thedynamiccompartmentmodeling wascarried out.

Especially,throughacollaborativeresearchbetweenKAERIandJAEA,modeling

skills and assessment results of biosphere were improved and verified

respectively.

BasedontheCYPRUS developedin previousphase,an extended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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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delivery,specialmodulesweredevelopedforfractureinformation,

groundwatercontentinformationandPID diagram.Especially,Apachwasused

fortheconfirmationoftechnicalextensiontoovercomeaproblem inloading

modulestoCYPRUS+.Also,forthequalityassuranceofdata,all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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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PRUS+conceptisapplicabletoRosettaStonewhichisdevelopingasatotal

informationsystem ofwholenuclearfuelcycle.

Wemadeoperationalandpostclosuresafetyassessmentsinordertoverufy

thesafetyoftheA-KRSsystem.Thesafetyassessmentinoperationstageby

probabilisticmethodswascarriedoutforapotentialtip-over/drop,afire,anda

seismiceventoccurredduringtheoperationofaradioactivewasterepository.

Withtheeventtreeanalysismethod,theaccidentscenarioswereformulatedand

theoccurrenceprobabilityofeachscenariowasquantified.The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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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scenario,thatgaseousandparticulateradioactivematerialswasreleased

totheatmosphere,wasassessedinrespectoftheexposuredosewithRSAC

7.0.The resultfrom the mostconservative scenario demonstrated thatthe

exposure dose was below 5 mSv/yr,which was the performance goalof

intermediateand low levelwastedisposalrepository.Weidentified thatthe

exposuredoseforthefiveimportantscenarioswasbelow 10mSv/yrwhichis

thesafetygoalforthepostclosuresafetyassessment.ThereliabilityDB fora

radioactivewasterepositorywasdevelopedinordertosupporttheprobabilistic

safetyassessmentofdisposalrepositoryinoperationphase.Weidentifiedthe

importantmechanismsforthegenerationofgasesanddevelopedthemodelfor

thediffusionofgasesandevaluationprogram.

Through a probabilistic evaluation of the repository with selected 9

parameters whos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s were established from

site-specificandreferencedata,wefoundthattheannualexposureratetothe

farmingexposuregroupisbelow 10mSv/yrwhichisthesafetygoal. Among

parametersconsidered,thehydraulicconductivityintherockmedium atadepth

of500m associated with the ceramic wastes is appeared to be the most

sensitivetothefarmingexposuregroupforthenormalscenariocase.Thedepth

ofrockmatrix diffusionshowstheleastsensitivitytothefarming exposure

rate.

The Safety Case implementation plan with consistency, transparency,

feasibility,andtraceabilitywassuggested.And,tasksforproducingsupporting

reportsofeachcomponentinthedisposalsystem wereshowntodevelopgood

SafetyCase.Thedetailsofareview procedurebyinternalandexternalexperts

forquality assuranceand controlin thedevelopmentofSafety Case were

identified.ThedevelopmentscheduleofSafetyCaseincludingrequirementsto

achievethetaskswasillustrated.

3.AssessmentofGeologicalEnvironmentforHLW Disposal

For the site selection and evaluation for high levelradioactive waste

disposal,the research developed methods to study and evaluate geological

factorsand itemstoselectradioactivewastedisposalsite,should meetthe

safetyrequirementsforradioactivewastedisposalrepositoriesaccordingto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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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recommended by IAEA.The study quantified the distribution of

geological factors such as lithology, geological structures, neotectonics,

mechanicaland thermalproperties of rocks and geochemicalitems.The

importanceofgeologicalfactorswereevaluatedbyvariousexpertsinthefield

ofgeologicaldisposal.Finally,adraftofpreliminaryguidelineforsiteselection

andcompilationofgeologicaldatahasbeenwritten.

ForthecharacterizationofLong-term geologicalprocesses,geologicalfactors

and items influencing long-term geological processes were collected and

evaluated forgeologicaldisposalsiteselection.Geologicalprocessessuch as

neotectonics,brittle structures,lithology,naturalhazards,ductile structures,

topography,weathering wereevaluatedandquantified.Theresultsfrom this

researchprovideabasicconceptofsiteevaluationandselectionforhighlevel

radioactivewastedisposalanddevelopsystematicgeologicaldatamanagement

withgeologicaldatasystem whichwillbeusefulforsiteselectioninfuture.

Forthegeologicalstudy ofvolcanicand gneissicsites,weselected 36

volcanicrocksitesand26gneissicsitesasthecandidatesitesfor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The published geological,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dataontheselectedcandidatesiteswerecollectedandevaluated.

Thegeochemicalcharacteristicsofgroundwatersofthefourrepresentativesites

werestatisticallyanalyzed.Thenitratecontaminationandtheseawatermixing

weretheimportantfactorson theassessmentofbehaviourofradionuclides

undergroundwaterenvironments.In addition,alkalineand sodium-bicabonate

chemicalenvironmentandseawatermixingshouldbeconsideredaskeyfactors

forthedeepdisposalofhigh-levelradioactivewasteatthestudysites.

ForthehydrogeolocialandhydrogeochemicalcharacterizationinKURT,the

scientific models and methods were developed around KURT to investigate

groundwaterflow andmasstransportthroughfracturesandtointegrateand

evaluatetheiruncertainty.Thescientificmodelsongroundwaterflow aswellas

masstransportwereused to assesstheperformanceofthenear-field and

far-field in a geologicaldisposalsystem.Research was conducted to test

engineeredbarriersandtheirimpactsongroundwater.Thesestudiescontribute

toimproveunderstandingaboutgeochemicalpropertiesofengineeredbarrierand

itsinteractionwithgroundwater.



-xxxii-

For the hydrogeological and hydrogeochemical investigation on deep

geologicalconditions,thetechnologyandscientificmethodsweredevelopedto

obtainaccuratedataonthehydrogeologicalandgeochemicalcharacteristicsof

thedeepgeologicalenvironments.Theresearchhasresultedinimprovementof

varioustechnologiesincludingmulti-packerssystem andgeochemicalmonitoring

system tocollectmorereliableanddetaileddatafrom insituconditionswhich

isimportantinformationtoconstructaradioactivewastedisposalrepositor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reduction of the uncertainty in

characterizationoffracturedrocksshow thattheuncertaintyinconceptualization

ofafracturenetwork with astochasticapproach can bereducedwhen the

modeldomainislargerthanthecorrelationlengthofthenetwork.Thehydraulic

propertiesofasinglefracturecanbeaffectedbyasmallchangeofthewater

pressureduringahydraulictest,andasmalldisturbanceofwaterpressureis

requiredtoreducetheuncertainty in characterizing asinglefracturewith a

hydraulictest.Theresearch resultson theuncertainty in groundwaterflow

modelingshow thatthegeometryofaboreholeshouldconsideredinmodeling,

andthehydraulicresponsessuchashydraulicheadsinpacked-offboreholesand

flow ratesinboreholesfrom pumping testsarerecommendedtobeusedat

calibrationofagroundwaterflow model.

Inthegeochemicalstudyoflong-term interactionofcementandbentonitein

KURT,thelong-term geochemicalalteration ofcementand bentoniteunder

groundwatercondition in KURT was evaluated by experimentaltests and

simulationusinggeochemicalmodelsinthisstudy.Theresultsofthisstudy

identified thegeochemicalchangesduring geochemicaldegradation ofcement

and bentonite which is the geochemically mostcomplex system involving

reactionswithvariousminerals.Thisprojectalsoshowedthatthedissolution

reactionsanddurationofthedifferentreactionsofsolidphasesofcementand

bentonitewereaffectedbytheinteractionofgroundwater.Theresultsofthis

studyprovidedimportantinformationtoidentifymajorfactorsinfluencingthe

degradationofcementandbenoniteunderdeepgroundwatercondition.

4.ValidationofthePerformanceofEngineeredBarriers

Forthestudyonthethermal-hydro-mechanicalbehaviorsoftheEBS,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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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M behaviorsoftheengineered barriersystem underthenormalheating,

over-heating,andcoolingphaseswereinvestigatedusingtheKENTEX facility.

A computermodellingandsimulationtechniqueusingTOUGH2computercode

wasdeveloped.thecomputermodelallowstheinterpretation ofthecoupled

THM experimentaldataobtainedfrom theKENTEX.

In the validation experiment for the thermal-hydro-mechanical-chemical

behaviorsoftheEBS,themigrationbehaviorsofanionandcationthroughthe

unsaturatedbufferwithtemperaturegradientwereinvestigated.Thecomputer

modelusingTOUGH2computercodewasdevelopedtoanalyzethetransport

phenomenaofions.

Inthestudyonthethermalbehaviorofnear-fieldrock,aheaterforthetest

wasdesignedandmanufactured.Themeasureddatawereimplementedin a

three-dimensionalcomputersimulation.From themodelingusingFLAC3D code,

itwaspossibletofindthattheheatconvectionthroughthetunnelwallcan

influenceonthetemperaturedistributionintherock.

TheEDZ atKURT fellintotherangeof0.6∼1.8m andthedeformation

modulioftheEDZ generally correspondtoabout40% ofintactrock mass.

Basedon3D hydraulic-mechanical,thermal-mechanicalanalysis,itwasfound

thatgroundwaterinflow increasedabout20% andmax.temp.inbuffermaterial

decreasedby3℃.Theamountindisplacementandtherangeandfrequencyin

rock cracks were increased by consideration of EDZ.Acoustic emission

techniquewasusedforthepurposeofreal-timemonitoring ofKURT rock

mass,especiallyfocusingoncrackpropagation.

Theoptimalprocedureofbentoniteblockfabricationwasestablished,andthe

compression,thermalconduction,and degradation ofthe bufferblocks was

investigated.Alsofurtherworkwassuggestedfor thebetterinstallationof

bufferblockandtheresaturationofthebufferblockswasanalyzed.Tomeet

thepH requirement(pH  11),silicafumeandsuper-plasticizer,shouldoccupy

atleast40wt% oftotaldrymaterialsincementandtheCa/Siratioshouldbe

maintainedbelow 0.8incement.Theearlyandlong-term compressivestrength

oflow-pHismuchlowerthanthatofhigh-pH.

ThesupplyingcapacityofelectricitytoKURT wasincreasedto300KVA,

andtheinternet,LAN andtelephoneswereinstalled.Thetechnicalsupport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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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5in-situexperimentssuchastheboreholeheatertest,theEDZin-situtest

etc.wereprovided.

5.InvestigationonNuclideMigrationBehaviors

Thedissolutionratetestsofpyro-wastesunderadeepundergrounddisposal

conditionhasnotbeencarriedouteitherathomeorabroad.However,theresult

ofdissolutionratefrom aPCT-A (ProductConsistencyTest-A)toassessthe

durability of the waste in Radionuclide Cycle Processing Development

DepartmentindicatesthatthedissolutionrateforthematrixofZIT solidwaste

was 10
-3
g·m

-2
·d
-1
.Thisratewasaboutoneorderlessthan thatforthe

borosilicateglasswastes,which areaform ofglassdiscslocated between

compactedbentoniteblocks,performedinourlaboratory.

TheeffectsofpH andEhonthegeochemicalandthesorptionreactionsof

the high-levelradionuclides,such as U,Th,Np and Am,were closely

investigated.Using ageochemicalcode(i.e.,PHREEQC)with thermodynamic

data,thesolubility and themain chemicalspeciesofradionuclidesdissolved

underthe diverse condition were computed.The sorption behaviors ofthe

radionuclideweresimulatedfrom usingathermodynamicsorptionmodel(TSM)

andtheresultswerecomparedwiththeexperimentalresults.

The majorbehaviors ofselenium in groundwaterata deep underground

condition, having a lower redox potential, are likely dependent on the

concentration ofiron.The solubilities ofFeSe2 in the KURT groundwater

compositionarebelow 1x10
-6
mol/LatEh≦ -0.3V,andhigherthan1.0x10

-3

mol/Latanoxidizingcondition.Thedominantspeciesdissolvedinareducing

conditioniscalculatedtobeHSe
-
.ThesolubilityofTcO2anddominantspecies

ingraniticgroundwaterwithareducingpotentialatpH 6～9.5aresuggestedas

5x10
-8
～1x10

-9
mol/LandTcO(OH)2,respectively.However,thedominantspecies

atpH 10.5～12andhigherthanpH 12arecalculatedasTcO(OH)3
-
andTcO4

-
,

respectively.WhenNaIisdissolvedintheKURTgroundwater,theconcentration

ofiodidehasreachedaround10mol/L,which is10timeshigherthan the

solubilityofNaIO3inanoxidizingcondition.

Thesorption ofhigh mobileradionuclides,such asI,Se,and Tc,in the

presenceoftheKURT granitewereinvestigated to evaluatetheeffect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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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hemicalconditions(e.g.,pH andredoxpotential)ontheTcsorption.The

effectofpH ontheTcsorptioninthepresenceoftheKURT granitewas

insignificant,whiletheeffectofredox potentialplayedacriticalrolein the

sorption.Diffusedoublelayermodel(DLM),which isoneoftheTSM,is

appliedtointerpretthesorptionbehaviorofselenite,ahighmobileradionuclide,

inthepresenceofmagnetite.WhenSOSeO2
-
and(SO)2SeOwereconsideredfor

thespeciesonthemagnetitesurface,DLM modelingresultsshow abetterfit

withtheexperimentalresultsforSOSeO2
-
thanfor(SO)2SeO.

Inordertoincreasetheapplicabilityandreliabilityofthegeochemicaland

sorptiondataforsafetyassessmentofahigh-levelradioactivewastedisposal,

thedataobtainedinourstudywerecontinuouslyaddedtoconstructtheD/B.In

particular,self-produced(domestic?)Kd andforeignKddatawereaddedtothe

existing database (SDB-21C).Moreover,a new web-based sorption D/B,

KAERI-SDB,wasdevelopedbycomplementing theweakpointsofSDB-21C

and applying a probabilistic statisticaltechnique.Forthe utilization ofthe

sorptiondatabase,weparticipatedintheinternationaljointstudy"OECD/NEA

Sorption ProjectPhaseIII".Wehaveheldaworkshopandinviteddomestic

experts to discuss the status ofdomestic and abroad technologies forthe

sorptiondataproductionandtoensurethereliabilityofsorptiondata.

Therockmatrixdiffusionexperimentswereconductedforabout1-2years

andabout2-3yearsforaweatheredrockandafreshrock,respectively.An

autoradiographyequipmentwasinstalledandananalysismethodwas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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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aces.Thein-diffusiontransportmodelwasdevelopedconsideringtwokinds

ofsource-terms.

Basicpropertiesofmicrobesfrom theKURT groundwaterwascharacterized,

nano-mineralformation ofFe,Mn,Se,SO4,and U wasanalyzed,and the

mechanism of combined interactions among microbe, rock material, and

radionuclidewasinvestigated.Bio-mineralizationprocessofaradionuclideand

its effect on the radionuclide behavior was also evaluated.For uranium,

particularly,bacteriareducedittoU(IV)asaform ofuraniniteparticlewith

sizesof2-3nm indiameter.Additionally,theeffectsofmicrobesonthe

transportofradionuclidewereanalyzedbystudyingtheeffectofmicrobe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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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ox reactions ofradionuclide and thaton Eh change ofgroundwaterby

microbes.Asaresult,theEhofKURT groundwaterdecreasedto-500mV by

metal-reducing bacteria, generating mackinawite, iron monosulfide, which

affectedtheUmigration.

In-situsolutemigrationsystem includingaremotecontrollingsystem forthe

distantmonitoringoftheprogressinreal-timehasbeendesignedandinstalled

in the KURT.Using this in-situ experimentalsystem,the migration and

retardationofnuclides,suchasnon-sorbing(uranine,bromide),simplysorbing

(Rb,Ni),andmulti-valentsorbing(Sm,Zr)nuclides,inafracturedrockhave

beencharacterized.Theinformationandtechniqueslearnedfrom theinternational

jointstudyhavebeenalsoutilizedinthisstudy.

FundamentalsoftheKURT groundwatercolloidsincludingcomposition,size,

morphologyandconcentrationaredeterminedusingvariousanalyticalmethods,

suchasICP-MS,TEM/EDS,PCS,andLIBD.Thegroundwatersamplesare

obtained from theKURT DB-1boreholewith varying depthsand they are

concentratedusingatangentialflow ultrafiltration,whichhasbeendesignedin

thisstudy,toattainreasonableandacceptabledata.Consequently,theanalysis

hasshownthattheKURT groundwatercolloidsarecomposedmainlyofclay

mineralsofaluminosilicates,calcite,metaloxides,andorganicswithasizeof50

-200nm andaconcentrationof20-40ppb.

An in-situ colloid migration apparatus was designed and installed in the

KURTforinvestigatingthebehaviorofcolloidmigration.Anadditionalborehole

totheexistingoneswasdrilledtofindoutalongergroundwaterpaththanthat

forasolutemigrationexperiment.Thehydrauliccharacteristicsoffracturedrock

wereinvestigated.Anin-situcolloidmigrationexperimentwasperformedusing

twotypesoftracers,suchasnon-sorbingnuclide(uranine)andnon-reactive

colloidswithaveragediameterof0.34μm and1.0μm,respectively.A modelfor

nuclideandcolloidmigration wasestablishedandverifiedby simulating the

resultsofthein-situexperiment.

Thefeasibilityforparticipatingintheinternationaljointstudieswasanalyzed

byinvestigatingandevaluatingthetechnicalreportsandresearchpapersfrom

theinternationalandforeigninstitutes.Basedontheresultsfrom thefeasibility

study,wehavefinallyjoinedtheinternationaljointstudiesbothofÄspö,S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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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entitled"Taskforceonmodellingofgroundwaterflow andtransportof

solutes"andofGrimselTestSite(GTS),Nagra,Switzerlandentitled"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Phase II".In particular,we are currently

participatingandpositivetocontinueparticipatingintheCFM PhaseIIthathas

beenperformedinGTS.ThemajorresultsandresearchstatusoftheCFM

projecthavebeensummarizedinthisreport.

V.ProposalforApplication

1.DevelopmentofHLW disposalSystem

The developed A-KRS forthe disposalofHLWs in connection with an

advancedfuelcyclecouldprovideournationwithnumerouseconomicandsocial

benefitsby driving thedecreaseofadisposalareaandtheincreaseofits

safety.Thenationalmanagementprogram forHLWssuggestedinthisreport

willserveasabaseforfuturenationalpolicy.

2.IntegratedSafetyAssessmentofaWasteRepository

TechnologiesofRadwastedisposalsafetyanalysisdevelopedinthisphase

willbeusedforthedetailedresearchoftheadvancedfuelcycle.Someofthem

havebeenappliedtothesafetyassessmentofthedomesticLILW repository

already.Also,long term chemicalcontents change ofbentonite and rising

outflow ofnuclidescaused from thecombined interaction ofTHRC willbe

studiedinthenextphase.Additionally,RosettaStonebasedontheCYPRUS+

willbeapplicabletomanyotherresearchfields.

Wedevelopedmethodsandprogram forthepostclosuresafetyassessment

usingtheGoldsim program.Withthisprogram wecanassessthesafetyofthe

A-KRSsystem deterministicallyandprobabilisticallybyusingthereleaserate

ofradionuclidesandsite-specificinputdata.Thisprogram canbeapplicableto

theactualpostclosuresafetyassessment.

Theoutcomesfrom thestudyofSafetyCaseimplementationplancanbe

usefulandavailableinproducingthegenericSafetyCasewhenadisposalsite

forhighlevelradioactivewastesis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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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ssessmentofGeologicalEnvironmentforHLW Disposal

Thisresearch willdemonstratetechnicalsolutionsand methodstomake

safetyassessmentandevaluationofpotentialgeologicaldisposalconditions.The

resultsofthisprojectwillyieldimportantinformationthatwillhelptoselectthe

location ofsafehigh levelradioactivewastedisposalrepository forreliable

wastemanagementandpublicacceptance.Inaddition,theresultsoftheresearch

can apply to various industries such as oiland gas storage,underground

system,civilengineering,groundwaterqualityandenvironmentalengineering.

4.ValidationofthePerformanceofEngineeredBarriers

Theresultsfrom thisstudycouldbeappliedtopromotethereliabilityofthe

repositorydesignandthesafetyassessmentfortheKoreanhigh-levelwaste

disposalsystem.Theresultsofengineeringscaleexperimentsandin-situtests

onthethermal-hydro-mechanicalbehavioroftheengineeredbarriersystem and

near-fieldrockwillbeusedtoanalyzethelong-term performanceofth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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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ofbufferand sealing materials willbe usefulto optimize the

repositorydesign.

5.InvestigationonNuclideMigrationBehaviors

Thecurrentresearchbasicallyprovidestechnicaldataincludingthedatabases

necessaryforthesafetyassessmentoftheKoreanhigh-levelradioactivewaste

disposalsystem,A-KRS.Inaddition,theresearchproductswillcontributeto

prove and demonstrate the scientific safety of the developed domestic

technologiesforthedisposalofhigh-levelradioactivewastes.Furthermore,the

researchproductscan beutilizedintheestablishmentofpredictablenational

policiesfortheradioactivewastemanagementandhelptoimprovethereliability

ofthepeopleon theradioactivewastemanagementtechnology and on the

overallatomicenergy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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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처분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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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한국형처분시스템은 스웨덴 개념을 한국의 표지질인 화강암을 상으로 용

하여 개발하 다.처분용기는 한국 자연환경에 맞는 경계조건을 찾아 스웨덴,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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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를 반 하여 설계하 다. 지하 처분시스템 설계는 주로 열 제한치를 고려하여

수행하 으며 국내 지질 조건이 스웨덴,핀란드,캐나다 등과 달리 지열구배가 커서

처분 도(densificationfactor)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단계 연구에

서는 고 폐기물 처분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 다.

본 연구는 5년간 수행되었으며,1단계(2007년-2009년)연구 상이 되는 고 폐

기물은 CANDU사용후핵연료,HANARO사용후핵연료와 새로운 핵연료주기 ( 이

로 공정 처리)로부터 상되는 고 폐기물과 원자력발 소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을 상으로 하 다.2단계(2010년-2011년)에서는 이로 공정에서

상되는 폐기물 ( 속폐기물과 세라믹폐기물)을 상으로 처분시스템을 보다 구체

화하고 이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 국가 정책으로서 직 처분

방식이 유력하다. 따라서 직 처분을 할 경우 처분 도를 높이기 한 한국형처

분시스템에 한 설계 개선이 필요하며,이를 하여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

기 개발과 회수가 가능하며 보다 많은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처

분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 다. HANARO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발생량이 많지 않

아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도록 하 다. 고온 해

분리 공정 자체가 개발 인 계로 이번 단계 연구의 주요 상인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부터 어려우며,이에 한 처분시스템 개발에는

다양한 개념 변화가 상된다. 이와 같이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선진핵주기에 한 체에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국형처분시스템의 공학 방벽을 구성하는 처분용기의 경우 스웨덴 개념의 구

리-주철 이 구조의 용기로 되어 있으나 단계 연구결과 5cm 두께의 구리 외부

용기를 이용하는 개념의 처분용기 제작비용이 무 과다하여,이에 한 개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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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철에 구리코 을 한 처분용기를 개발하여 량과 제

작비용을 획기 으로 인 용기를 개발하여,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에 용

하고자 하 다. 이 경우,새로운 물질(구리 코 재)의 도입에 따른 부식특성을 규

명하여야 하며,이에 한 독자 해석 모델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국형처분시스템의 완충재는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하 다.

완충재 설계에 한 성능평가 결과 요오드-129동 원소의 흡착능이 부족하고 열

도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완충재 성능 향상을 하여

이 2가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 다.

지하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해서는 처분장이 치하게 될 암반의 특성이

요하다. 단계 연구에서는 국내 표 암반인 화강암의 특성을 주로 문헌을 통해

조사한 값을 이용하여 설계에 반 하 다. 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2006년 말 완성

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 인 KURT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생산된 암반 자료를 활

용하여 지하 처분시스템 설계에 활용하고자 하 다.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개발에

있어 처분시설의 운 안 성 평가는 수행된 바가 없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발 소를 포함한 원자력 시설의 운 안 성 평가에 한 기술 개발을 많이

축 하고 있어,기 개발된 운 안 성 평가 기술을 처분시스템에 목하고,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개발할 경우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단되어,이번 단계에서는

처분시설의 운 안 성 평가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 다.

사용후핵연료 리와 련된 정책 설정을 하여 사회 공론화 과정이 정부를

심으로 비 이다. 국가 고 폐기물 리 정책의 결정에는 경제,사회,문화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도 있지만 기술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고 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을 제시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목 에 따라 1단계에서 수행된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과제’의 목표는 KURT 심부 지하 환경특성 정보를 근거로 선진핵주기에서

상되는 고 폐기물 특성 분석을 통하여 처분시스템 구성 요소별 공학 평가를

통한 처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수행된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를 통해 개

발된 선진핵주기 선원항평가 로그램의 검증 실용화를 한 연구, 온분사코

방법을 통해 개발 인 구리-주철 이 구조 처분용기에 한 연구, 이로 공정

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처분을 한 처분시스템에 한 설계,성능평가,비용평가,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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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기술 측면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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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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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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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까지 개발하 던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개발이 기술 도입 단계로 구분할 수 있

으며,이번 단계에서 수행한 연구는 기술 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들을 보완하고,새로운 핵

주기에 한 국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발생 상되는 새로운 고 폐기물

에 한 처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번 단계의 처분시스템 개

발 목표로 다음의 4가지를 선정하 다. ①다양한 고 폐기물을 동시에 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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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③처분된 폐기물의 회수성 향상,④장기 리 기능의 확보이다.

처분시스템 개발 연구 특성의 하나는 막 한 비용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주로 컴퓨터 로그램에 의존하여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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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을 확인하기 해서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재 수행되고 있는 원자력 장

기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비의 규모를 고려하면,기술 개발의 방향이

개념설계 소규모 제작에 국한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완성

된 개념의 실증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처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의 도출에 주로 연구의 을 두었다. 새로 제안된 개념의 확신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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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개발이 일 성 있게 꾸 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 인 장기 지원이 있어야

기술 완성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단된다.

2.경제 ․산업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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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시키기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리와 련된 국가 정책의 결

정,방사성폐기물 리비용의 결정,처분시스템 설계,건설,운 과 련된 핵심 기

술의 기술자립 등의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에 기반을 둔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은 원자력을 장

기(수 백 년 혹은 수 천 년)기간에 걸쳐 지속 으로 사용할 경우 한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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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방식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면 이 증가하므로,원

자력이 지속 으로 이용되고 처분 일정이 지연될수록 처분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상된다. 따라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쇠퇴와 더불어 더욱 꾸 히 이용될 것으

로 상되는 원자력에 지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새로운 핵연료주기의 도

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새로운 핵주기 도입에 필요한 경제성 기술성 평가에 활용되어 국가 경제에 미칠

향이 지 할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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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기 처분시스템(KRS)보다 처분 도를 향상시킴으로써,향후 처분비용의 직

인 감소가 상된다. 한 사용후핵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력발 소 해체 방사

성 동 원소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의 처분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

는 처분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이들을 한 별도의 처분시스템이 필요치 않게 되어

경제 이득이 클 것으로 상된다.

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형처분용기의 경우 스웨덴,핀란드,캐나다 등

에서 고려하고 있는 구리-주철 이 구조의 형태를 유지하며,한국 처분환경을 고려

하여 최 화한 것이다. 기존의 스웨덴 핀란드의 처분용기 제작방법은 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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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제작 방법을 온분사코 법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 일반 으로 처분용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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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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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처분용기 제작비용을 크게 감할 것이다. 한 아직 처분용기를 확정하지 못

한 외국에서도 많은 심을 보일 것으로 단되며,새로운 기술을 용하여 용기를

개발함으로써 련 기술개발과 련된 산업의 기술 개발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선진 핵주기 개발과 련하여 개발 인 이로 공정 폐기물에 한 처분 개념

개발을 기에 개발함으로써, 이로 공정의 도입에 따른 안 성-경제성 분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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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료를 기에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선진 핵주기 도입의 타당성이 입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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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간주된다.

3.사회 측면

우리나라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PWR CANDU 사용후핵연료의

리는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 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 다. 재

방사성폐기물 리법에 따라 설립된 사용후핵연료 리 담기 인 한국방사성폐기

물 리공단(방폐공단)을 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은 최종 리 방안이 아니며,어떤 핵연료 주기가 도입되어도 결국 고 폐기물

의 최종 해결 방안은 구처분이다.

고 폐기물 국가 리 정책의 부재는 국내 NGO와 원자력에 지 활용 자체에

해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 시민 환경 단체는 원자력의 지속 활용에

한 제 조건으로서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국가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시민 환경 단체의 요구에 한 설

명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된다.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와 성능평가 결과,원자력의 지속

이용에 따른 막 한 양의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한 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됨으로써 향후 상되는 처분부지 확보와 련된 많은 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일 될 것으로 단된다.

제 3 연구개발 범

본 연구 단계에서의 각 연차별 목표에 따른 연구개발 범 는 아래에 기술한 바

와 같다.

<<제 1단계:2007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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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차년도(2007)

� 연구개발 목표

-A-KRS개발을 한 고 폐기물 DB구축

-A-KRS공학 방벽 개념설계:CANDU 핵주기폐기물 처분용기

-A-KRS설계 요건 개발

-A-KRS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방안 수립

-고 폐기물 장기 리 시나리오 연구

� 연구개발 범

-고 폐기물 자료수집( /월성) DB설계

-원 시나리오별 SF발생량 측 선원항 평가

-KDC-CANDU설계 성능평가

-KDC-PYRO처분용기 개념설계

-완충재 블록 성능향상 방안

-CANDU처분시스템 고도화

-처분용기 회수-장기 장 요건 검토

-운 안 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운 안 성 평가 방법론 정립

-선진사례 분석 동향 분석

-사회 인식 수용성 분석

￭ 제 2차년도(2008)

• 연구개발 목표

-장반감기/고 폐기물 선원항 평가체계 구축

-처분용기 부식 모델 개발

-복합 폐기물 공학 방벽 처분방식 선정

-A-KRS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선진핵주기가 처분에 미치는 향 평가

• 연구개발 범

-선원항평가 로그램 설계

-고 폐기물 자료수집(고리/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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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반감기 핵종 선원항 평가 로그램 설계

-처분용기 재료에 따른 부식모델 검토 부식환경 조사

-부식모델 선정 해석 로그램 개발

-KURT를 이용한 단 방벽 비실험

-복합 처분방식 비교/성능평가

-심지층 처분장 설계시스템 개념 설정

-회수-장기 장 개념 확정

-수송안 성 평가 체계 구축

-사건수목 수립/분석

-운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핵주기별 장기 리 방안 평가

-정책 로드맵 구축

￭ 제 3차년도(2009)

• 연구개발 목표

-핵주기 폐기물 핵종재고량 평가 로그램(A-SOURCE)개발

-KURT를 이용한 A-KRS처분용기 부식 실험

-A-KRS개념설계

-A-KRS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모듈 개발

-고 폐기물 처분시 안분석

• 연구개발 범

-선진핵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핵주기 선원항 평가 로그램 완성

-완충재 KURT 상환경에서의 부식 실험

-KDC-PYRO처분용기 성능평가

-처분장 설계시스템 구축

-A_KRS단 공정 개발

-회수-장기 장 시스템 완성

-안 성 평가를 한 시스템 사건 자료 수집

-정상 운 시 안 성 평가

-최 처분시 결정

-국내 실정을 반 한 처분기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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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폐기물 리 기본계획(안)작성

<<제 2단계:2010년 -2011년>>

￭ 제 1차년도(2010)

• 연구개발 목표

 선진 핵주기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검증 계산 성능 향상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개발

-처분용기 기술 개발

-한국형 공학 방벽에서의 처분용기 수명 측 로그램 개발

 선진 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처분터 배치를 한 수리 평가기법 개발

-처분시스템 국내 비용인자 DB구축

-운 기간 환-배기에 의한 열 거동 해석

• 연구개발 범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검증 계산

 사용후핵연료 구조재 시편 분석을 통한 검증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해석 모듈 기능 개선

 온분사코 처분용기 기술 개발

 한국형 공학 방벽의 물리 변수 규명

 한국형 공학 방벽에서의 처분용기 수명 측 로그램 개발

 처분터 배치를 한 수리평가 기법 개발

 처분시스템 국내 비용인자 DB구축

 처분시설 운 기간 환-배기에 의한 열 거동 해석

￭ 제 2차년도(2011)

• 연구개발 목표

 선진 핵주기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A-KRS핵 성능 평가

-주요 핵종 국내 재고량 분석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개발

-한국 공학 방벽에서의 처분용기 수명 측 단응력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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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A-KRS평가 종합 분석(공학 평가,열-구조 성능평가,비용

평가,안 성 평가)

• 연구개발 범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핵 성능평가

 주요 장반감기 핵종 국내 재고량 평가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검증 사용자 편의성 개선

 한국형 공학 방벽에서의 처분용기 단시험 수행

 처분용기 단시험 해석 모델 개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 단 방벽의 공학 평가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에 한 성능 평가 결과 종합 분석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 비용 평가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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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재활용하기 한 연구가 한국

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이 공정을 통해 상되는 고

폐기물의 처분방안 연구를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하 다. 고 폐기물 처분방

안으로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암반 내에 공학 방벽을 설치하여 핵종의 출을

억제하도록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지층처분 방안이 가장 한 것으로 단되어

여러 국가에서 이에 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고온 용융염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핵분열성 물질들을 분리해 내는

이로 공정으로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고 폐기물을

하게 처분하기 해서는 폐기물 특성 악이 선행되어야 하며,각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처분용기 등 공학 방벽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로 공정으로부터 물질수

지를 분석하여 선원항 평가를 수행한 후 고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장용기와

처분용기를 설계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용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국내외 처분 문가의 의견을 반 하여 최 안을 도출하고,이를 상으

로 비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각 공학 방벽에 한 성능

평가(열 ,구조 ,방사선 )를 수행하고 설계기 과 비교하 다. 한,비용평가

를 통해 동일한 물량의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과 소요 비용을 비교하 다. 본 연

구를 통해 개발된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에 한 문 종합보고서를 작성하

으며,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문가검토(PeerReview)가 진행 이다. IAEA

PeerReview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반 하여 차기 단계 연구에서는 보다 안 성이

향상된 처분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처분시스템 설계를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시설이 기본 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성능 요건 혹은 설계기 이 필요하다. 고 폐기물 처분시설에 한 연구기

반이 충분하지 못한 국내 여건상 이에 한 비가 재 진행 이며,본 연구에서

는 단계에서 수행하 던 바와 유사하게 우리와 유사한 처분개념을 갖고 있는 스

웨덴,핀란드에서 처분시설 설계에 이용하 던 설계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

으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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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까지 완료된 원자력 장기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개발되었다. PWR과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을 상으로 하여 한국형기 처분시스템(Korea

ReferencedisposalSystem forspentfuels)을 개발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 다.

제 2 해외 기술개발 황

2011년 말 기 고 폐기물 처분부지가 확보되어 처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

가는 핀란드와 스웨덴이다.미국의 경우 인허가가 진행 이던 야카산 처분장 계획

이 오바마행정부에 의해 단된 상태이며, 랑스 경우는 Bure부지가 거의 결정된

상태이다.일본은 국토를 상으로 자원 부지를 공모 이다.이와 같이 고

폐기물 처분사업이 많이 진행된 국가들을 심으로 처분시스템 개발 황을 각 방

벽별로 분석하 다.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방벽은 공학 방벽(처분용기와 완

충재)이며,주요 시설로는 지상 지하 처분시스템이다.

일본,핀란드,스웨덴,캐나다,미국, 국,벨기에, 랑스의 처분조건을 간략하

게 살펴보고,처분용기의 사양을 조사해 보았다. 처분 상이 되는 고 폐기물

은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하는 방식과 미국, 랑스,일본과 같이 재처리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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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처리 폐기물만 처분 상이 되고 있으며, 랑스와 미국은 사용후핵연료도 함께

상으로 삼고 있다. 표 1.2.1에 각국의 처분용기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

내었다.

해외 국가들의 처분시스템 개발 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완충재 개발 황을

분석하 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처분시스템에는 완충재가 포함되어 있

으며, 부분 Na-벤토나이트를 주요 물질로 고려하고 있다. 완충재 제작은 실규모

로 제작되고 있으나 제작 방법은 작은 블록을 제작한 후 조립하는 방식을 많이 따

르고 있으며,큰 규모로 압축하는 것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한 펠렛

형태로 제작하여 완충재와 암반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등의 연구도 진행 이다.

연구개발의 핵심은 완충재의 성능이 처분 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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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는 것이었다.외국의 완충재 특성을 요약하면 표 1.2.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나 라 처분 폐기물
처분용기 재질 크기

(mm)

처분장

환경

심도 (m)

용기수명

(년)

일본

Vitrified

waste

(borosilicate)

Carbonsteel

OD820,H1730,t190

(Forging,ButtWelding,

Ultrasonic,Helium leak

test)

HardRock

1,000,

SoftRock

500

1,000

핀란드 SpentFuel

Copper/Castiron

OD1050,H(BWR4.8

m,VVER3.6m,EPR

5.25m),t50

Crystalline

rock400
100,000

스웨덴 SpentFuel

Copper/Castiron

OD1050,H(BWR4.8

m,VVER3.6m,EPR

5.25m),t50

(Extrusion-Pierceand

Draw,-Forging,Friction

StirWelding,

Ultrasound)

Crystalline

rock500
100,000

캐나다
CANDU

SpentFuel

Copper/Castiron

OD1118,H3867,t25

Crystalline

rock
100,000

미국

Com.SNF

Co-Disp.

NavalSNF&

HLW

Nickelalloy22

t1"→2"(강화)

& Titanium dripshield

Unsaturate

drock

1200feet

(366m)

10,000(EPA)

50,000(DOE)

→ 100,000

(DOE:강화)

랑스

TypeC

Vitrified

waste

(borosilicate)

P235non-alloyedsteel

t55,OD600,H1600,

Casting
퇴 암 4,000

TypeCU

SNF

(UOX,URE)

P235non-alloyed

steel/carbonsteel

t110

표 1.2.1.각국의 처분용기 특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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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로젝트 재료 도 (g/cm3) 두께 (mm)

스웨덴

PASS MX80Na-bantonite 2.0-2.1(포화 도) 350

JADE MX80Na-bantonite 2.0(포화 도) 290

SR-CAN
MX80Na-bantonite/

DeponitCA-N

2.0(포화 도:1.57

건조 도)
315

핀란드 KBS-3H MX80Na-bantonite 1.887(건조 도)
수퍼

콘테이

일본 H-12

Kunigel

V1(Na-bentonite)

+sand(70:30)

1.6(건조 도) 700

랑스
Argile

(SNF)

MX-80Na-bentonite

+sand
1.6(건조 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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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2.각국의 완충재 황

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심지층 처분 개념은 서로 유사하 으며,지하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 방벽 역시 유사하 다. 고 폐기물 처분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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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고 있다.각국의 처분개념을 그 특성에 따라 표 1.2.3과 같이 분류하 다.

처분 개념 해당 국가

폐기물 종류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 스웨덴,핀란드,캐나다

고 폐기물 처분 일본

사용후핵연료+고 폐기

물 처분

미국, 국, 랑스,스 스,벨기에,독

일,한국

폐기물 에

따른 처분개념

고 폐기물 단독 처분
미국,일본,캐나다,벨기에,스웨덴,핀

란드,독일

고 폐기물- 장반

감기 폐기물 처분
랑스, 국,스 스,한국

처분 형태

수평 동굴 처분 미국

수직 처분공

사용후핵연료-수직

유리화-수평
랑스,한국

2가지 개념 모두 검토 스웨덴,핀란드,일본,캐나다

표 1.2.3.처분 개념에 따른 국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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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

발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하여 교과부에서 의욕 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의 일부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 폐기물의 장기 리에 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하며,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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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된 폐기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반 한 최 의 처분시스템 개

발은 고 폐기물 처분 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로 공정 개발의 거름이 될 것으로 단한다.

○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고 폐기물 선원항 평가 로그램의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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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우리 기술의 우월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 지하 처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공학 방벽의 성능향상을 해 개발하고 있

는 처분용기의 새로운 제작법과 이 구조 완충재 개념의 경우 소규모 제작

성능 시험,개념설계/성능 평가 등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하 다. 이에 한

추가 연구 지원으로 실규모 제작될 경우 많은 국가들의 높은 심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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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EM을 이용한 처분터 개념은 기존 처분개념에 비해 처분 도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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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되어 성능이 확인될 경우 처분연구 결과의 우월성을 갖출 것으로 단된다.

○ 사용후핵연료 국가 리 정책 수립을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에 한 방

안이 기술 ,경제 분석 등을 통해 제공되어,국내 여건에서 정책 입안자들

이 정확한 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를 하여 고 폐기물 처분

분야에 한 지원과 련 문가 양성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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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상 인 국내 기술수 :3단계 종료 근거

스웨덴/핀란

드
미국 랑스 일본 한국

처분

용기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완

성

∙실규모 성능시

험 진행

∙최종 처분용기

개발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최종 TAD 처

분용기인허가

∙개념설계/성

능평가기술완성

∙실규모 제작

완성

∙최종 처분용

기 개발

∙개념설계/성

능평가기술완성

∙실규모 제작

완성

∙개념설계/성

능평가기술완성

∙소규모 제작

기술 개발

∙새로운 제작

기술 개발

∙추정 기술수

*:50%

완충재

∙물질특성화/개

념설계/성능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법

개발

∙실규모 시험

진행

∙최종 완충재

설계 진행

∙해당 없음

∙물질특성화/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법 개발

∙물질특성화/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법 개발

∙물질특성화/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법 개발

∙신개념 완충

재 개발

∙추정 기술수

*:70%

지하

처분

시스템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 처 분 심 도

URL운

∙최종처분 부지

확보/건설 착수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 처 분 심 도

URL운

∙최종처분 부지

확보/인허가

∙설계/성능평

가 기술 확보

∙ 처 분 심 도

URL운

∙최종처분 부

지 확보

∙설계/성능평

가 기술 확보

∙ 처 분 심 도

URL건설

∙최종처분 부

지 확보

∙설계/성능평

가 기술 확보

∙지하처분연구

시설(KURT)

운

∙추정 기술수

*:50%

표 1.3.1.고 폐기물 장기 리기술의 선진국과의 수 비교

*추정기술수 :본 과제 책임자의 련 분야 경험에 따른 주 수 임. 개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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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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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부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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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개발

1.개 요

선진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선원항을 도출하기 해서는 가압경수

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한 기 정보를 도출해야 하며,사용후핵연료에

한 기 정보는 사용 핵연료의 제원,원자로 내 조사이력,원자로 방출 후 장

이력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각 사용후핵연료에 해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방 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리할 수 있는 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며,선진핵연료주기 고 폐기물을 이로 공정 물질흐름을 반

하여 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고 폐기물이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에서 발생하므로

이 폐기물의 질량을 정확히 측하기 해서는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을 신뢰성 있게 측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로 사용후핵연

료 역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와 마찬가지로 사용 핵연료의 제원,원자로 내 조사

이력,원자로 방출후 장 이력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해서도 데이터베이스 리가 필요하며,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비교

신뢰성 있게 측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한 주기당 18 핵연료집합체 2개와 36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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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을 해서는 이에 한 기본 인 정보를 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

로그램이 필요하며,발생량을 측할 수 있는 로그램이 필요하다.

원자로 해체폐기물의 경우에는 원자로의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에서 주

로 발생하며 폐로 후 원 해체시만 발생하므로 물량 측은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비교 쉽게 할 수 있으며,따라서 이에 해서는 방사선원항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방사선원항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가압경수로의 경우 한 호기당

300～700m3정도의 장반감기 폐기물(GTCC)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1], 수로의 경우에는 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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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후핵연료 물량 측 로그램 개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측하기 해서는 각 원 의 노심특징이 요하다.

한국형 원 에는 177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장 되며, 기출력은 1,000 메가와트

(MWe),재장 주기는 16개월,재장 시마다 약 65다발의 핵연료집합체가 교체된다.

재 운 인 원 고리 1&2호기를 제외한 원 에 장 되는 신핵연료의 농축

도는 모두 4.5wt.%이다.

수로는 총 380개의 채 로 구성되어 있고,한 채 당 12개의 핵연료다발이 장

되어,총 4,560개의 핵연료다발이 노심에 장 된다. 원자로 운 에 3～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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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는 평균 약 300일 정도 노심 내에 존재하며,노심 앙에 장 되는 핵연료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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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평가 방법

각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추정하기 한 방법으로 세

가지의 모델을 제안하 다.첫 번째는 재장 주기 모델로서 각 원자로가 재장 주

기에 달하면 일정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된다. 두 번째는 방출연소도 모델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정의된 방출연소도에 달하면 일정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방

출된다.세 번째는 연평균방출량 모델로서 기존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향

후 운 계획을 반 하여 각 호기당 연간 발생량을 산출하고 원자로가 운 되는 동

안에는 각 호기당 해마다 반복 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발생량을 측한다.

모델 1 2는 주기길이 방출연소도가 변수로 입력되므로 장주기 운 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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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 증가효과를 늘임으로써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효과를 직 으로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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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이 있다.

나.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평가 로그램

국내 력수 기본계획에 따라,2022년까지 총 32기의 원자력발 소가 건설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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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개발된 로그램 첫 화면의 에서는 국내 원 에 한 운 수명 사

용후핵연료 발생량 측을 한 계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로그램 해석 결과

창은 총 여섯 개의 그래 로 이루어져 있다.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량,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량,총 사용후핵연료 량,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량,부지

별 사용후핵연료 량,총 사용후핵연료 량 등이다.

다. 로그램 타당성 검토

한국원자력안 기술원(KINS)에서 원자력의 투명성 증진을 해 운 인 방사

성폐기물 안 리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2007년말 기 의 사용후핵연료

정보와 비교하 다.사용후핵연료 측 물량을 계산하기 해 연평균방출량 모

델을 선택하 다.계산결과 비교는 표 3.1.1과 같으며,2007년 말 기 사용후핵연

료 량 계산 값과 실제 값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원자력발 소

부지

로그램 계산 사용후핵연료

량 [MtU]

실제 사용후핵연료

량 [MtU]

오차

(%)

고 리 1619.9 1623.02 0.1

울 진 1156.7 1213.43 4.6

1432.2 1491.08 3.9

월 성 5039 5092.33 1.0

총 계 9,247.8 9,419.86 1.8

표 3.1.1.2007년 12월 기 사용후핵연료 량 비교

3.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 리 로그램 개발

2008년말 기 으로 11,129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었지만,선원항이

같은 사용후핵연료는 없다. 사용후핵연료 련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었다 하더라

도 이를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실수의 가능

성으로 인해 신뢰도 한 항상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신뢰도를 항상 유지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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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용 로그램을 개발하 다. 수로에서 발

생된 모든 사용후핵연료는 U-235의 기 농축도가 모두 동일하고,경수로와 달리

핵연료 배치(batch)개념도 없고,노물리 설계 특성도 같다.

가. 수로 사용후핵연료 자료수집 분석

2007년까지 발생한 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각 사용후핵연료 다발 고

유이름별로 장 핵연료 내의 U 질량,UO2질량,U-235 U-238장 량과 연소

후 사용후핵연료 내의 U-235 U-238잔존양,Pu-239,Pu-240,Pu-241,Pu-242

잔존양,방출연소도,핵연료 공 원 등에 해 자료를 수집하 다.

월성원 호기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방출연소도의 평균값은 6,987

MWD/MtU,표 편차는 1,167로 나타났다.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해서

는 기 사용후핵연료에 한 표연소도 선정이 필요한데,평균값에서 단일방향으

로 1σ 유의수 을 설정하면 기 사용후핵연료는 84%를 표할 수 있으므로 표

연소도는 8,100MWd/MtU로 선정하 다.

나.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자료수집 분석 로그램 개발

,고리,울진 원 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자료를 2008년도 말 기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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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타입(fueltype),집합체 배열(array), 기농축도(enrichment), 기 우라늄 장

량(initialUranium weight),핵연료의 최 장 주기(initiallyloadingcycle),핵

연료 최 장 일(loadingdate),방출연소도(dischargeburnup),원자로에서의 최종

방출일(dischargedate),핵연료내 총 연소 거주기간(residencecycle),피복재 종류

(cladding)등이다.2008년 말 기 으로 총 11,129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한 상태

이며,이에 한 약 20만개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다.

이 로그램은 사용후핵연료 설계안,집합체 배열, 기농축도,방출연소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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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로 사용후핵연료 장 이로 건식처리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특성 분포는

모두 얻어낼 수 있다. 표 3.1.2는 개발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2008년말까지 발생

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방출연소도 45,000MWD/MtU 이하인 핵연료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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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 소 부지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고리부지 울진부지 부지 총 계 체물량 비
분율(%)

MtU기 1,459 897 1,045 3,402
76.8

집합체 수 기 3,522 2,210 2,816 8,548

표 3.1.2.각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황(방출연소도 45GWD/MtU이상)

4.선진핵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로그램 개발

가. 로그램 기능 요건

고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모듈을 실제 구체화하기 하여 이 로그램이

필수 으로 갖춰야할 기능을 도출하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한 요건을 실제 당면

한 문제를 통해 도출하 다.

그림 3.1.1은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여러 다발 한꺼번에 재처리(이하 ‘배치

재처리’라 칭함)되는 경우 각 공정별 선원항을 도출하는 이다. 개념 으로 사용

자가 검색조건을 입력해 주면 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일을 분석하여 검색조건

에 해당하는 핵연료집합체를 선별하며,이와 동시에 연소 냉각에 필요한 기 자

료로서 핵연료 기농축도,집합체 타입(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선택시 사용됨),

우라늄 기 장 량,방출연소도,방출일 등을 함께 추출한다. 일단 사용후핵연료

가 선별되게 되면, 로그램은 건식재처리를 한 비단계인 건식재처리 시설 내

장시설에 임시 장된 사용후핵연료를 가정하여 그 시 까지 각 사용후핵연료를

연소 냉각시킨다. 연소된 각 사용후핵연료는 각각의 사용후핵연료 우라늄 양을

고려하여 하나의 조성으로 생성된 후 다시 임시 장기간을 고려하여 냉각된다. 냉

각된 조성은 건식재처리를 거치게 되며 각 공정별로 물질흐름을 반 하여 각 공정

별 폐기물로 분류되게 된다. 이 제는 건식재처리 폐기물의 아주 단순한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석하기 해서는 선원항 평가 로그램은 각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별로 핵반응 단면 라이 러리를 이미 내장하고 있어야 하며,앞서 기술된 기능들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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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과 같은 공정을 거쳐 한번 건식공정처리가 완료된 후,한 달(임의시

간)후 추가 으로 사용후핵연료가 선별되어 건식재처리가 수행되고,여기서 발생한

각 공정별 폐기물이 그림 3.1.1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다시 혼합되어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로 포장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문제를 해석하기 해서 로그램은

이 배치재처리에서 발생한 각 폐기물의 조성을 불러 추가로 냉각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림 3.1.1.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폐기물

특성정량화 제 (핵연료,배치 재처리).

나. 로그램 기능 모듈 개발

앞서의 제를 반 하여 선진핵주기폐기물 선원항 평가 로그램의 표 인 알

고리즘을 제시하 다. 원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검색하여,로물리 변수를 추출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연소․냉각 계산하는 모듈,사용후핵연료를 냉각계산만을 수행하는

모듈,사용후핵연료를 이로 건식처리를 수행하여 각 폐기물별로 분류하고 냉각계

산을 수행하는 모듈을 개발 완료함으로써 이로 공정흐름을 반 하여 실시간으로

각 공정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도출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 완료하 다.

다. 로그램 사용자 편의환경 개발

개발된 로그램은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편의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그림 3.1.1에 기술된 사례를 해석함으로써 로그램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

지를 평가하 다. 이 사례는 그림 3.1.2와 같이 고리 1호기 KK1A01 KK1A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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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고리 3호기 KK3F15사용후핵연료,고리 2호기 KK2F15사용후핵연

료를 한 배치로 이로 공정처리하여 각 폐기물공정별로 방사선원항을 산출한 경우

이다(표 3.1.3).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로 물질흐름을 반 하여 WastClass1에 한 핵종

조성을 도출하고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항을 도출하 다. 그림 3.1.3은 이로처리

후 WasteClass1폐기물에 한 시간에 다른 열량변화를 나타내며,그림 3.1.4는

네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존재하는 235U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 다.

동일한 문제에 해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ORIGEN-S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열량 변화와 U-235에 한 혼합 과 혼합후의 계산값을 비교한 결과 상호간에 일

치함을 확인하여 체 로그램이 정상 으로 개발되었음을 확인하 다.

Ass.ID
Assembly

Type

InitialU
loading

perAss.(kg)

Enrichment

(wt.%)

DischargeBurnup

(MWd/tU)

Downtime

(days)

KK1A01 WH-STD 400 3.2 31000 1825
KK1A24 WH-STD 400 3.21 31500 1825

KK3F15 WH-KOF
A 367 3.32 33000 2555

표 3.1.3 사용후핵연료 설계특성,조사 냉각이력

개발된 로그램의 장 이 무엇인지를 악하기 해 기존에 존재하는

ORIGEN-S코드와 비교하 다. 표 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ORIGEN-S는 단일

핵연료에 한 방사선원항 평가만이 가능한 로그램이나,A-SOURCE는 조사이력

냉각시간이 다른 임의의 사용후핵연료를 자유롭게 혼합할 수 있으며,건식처리

물질흐름을 반 하여 공정별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한 방사선원항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림 3.1.2.개발 모듈 검증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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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제 문제의 이로처리후 WasteClass1에 한 시간에

다른 열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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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혼합 235U질량과 혼합후 235U질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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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ORIGEN-S A-SOURCE A-SOURCE의 우 성

사용후핵연료

설계제원,조사이력

자동제공

× ○
사용후핵연료의 기본정보를 내장

자동제공하므로 방 한 계산 가능

이로공정 물질흐름

폐기물 고정화

물질흐름 자동제공

× ○

이로 건식처리 공정

물질흐름(materialflow) 폐기물

고정화(solidification)시 물질흐름을

DB로 내장하고 필요시 자동제공함.

단일 핵연료

연소․냉각 계산
○ ○

연소 냉각계산은 ORIGEN-S를

재 사용(향후 체 계획)

핵연료 배치(batch)

연소․냉각 계산
× ○

설계특성 조사이력이 다른

사용후핵연료의 성능평가 가능

단일 핵연료 이로

건식처리 계산
○ ○

DB에서 물질흐름을 자동제공하고

물질흐름은 사용자가 정의 가능함.

핵연료 배치(batch)

이로 건식처리 계산
× ○

설계특성 조사이력이 다른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후

방사선원항 평가 가능

폐기물 고정화 처리후

변화 추
× ○

고정화 이후 폐기물의

질량/부피/방사선원항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음.

구조재 방사화 계산 △ ○
구조재 역별로 방사화핵반응단면

성자속 스 일링 팩터를

내장하여 정확도 높음

다양한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방사선원항 평가

× ○
발생시 이 다른 폐기물이 포장을

해 혼합되었을 경우 이에 한

방사선원항 평가 가능

핵연료집합체

설계안별

핵반응단면 용

△ ○
집합체설계안별 핵반응단면 을 모두

내장하고 자동으로 Link하여 용

Actinide,Fission

Product국가 재고량

평가

× ○
발 소 발생 사용후핵연료 상으로

시간에 다른 핵종재고량 평가 가능

방사성폐기물 국가

재고량 평가
× ○

집합체설계안별 핵반응단면 을 모두

내장하고 자동으로 Link

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 구성
× ○

각각의 모듈을 불러서 계산하므로

시나리오 구성 가능

계산의 정확도 △ ○
핵연료 구조재에 해

성자스펙트럼에 맞는 핵반응단면

성자속을 용하여 신뢰도 높음

사용의 자유도

편의성
△ ○ 사용자 편의환경 제공

표 3.1.4. 로그램의 성능 비교 (○:우수,△:보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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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체계 개발

원자로를 폐기처분하기 해서는 여러 단계의 기술 평가를 요구하는데,먼

각 원자로의 구성 기기(component)들이 얼마만큼의 방사화가 되어 방사성 물질을

갖고 있는가를 계산하는 방사화 선원항(activatedsourceterm)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폐로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방사성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장에 수

용될 수 있으나,장반감기 핵종함유 폐기물들은 고 폐기물 처분장에 처분될 수

밖에 없다.

장반감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해서는 가압경수로 가압 수로의

폐로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 선원항을 도출해야하며,이는 핵연료의 방사선

원항 평가보다 상당히 복잡한 기술을 요한다. 따라서 본 에서는 성자의 방사

화에 의해 생성된 장반감기 폐기물의 선원항을 평가하기 한 방법론 평가체계

를 기술하고,이를 반 하여 개발된 로그램 이의 검증 결과를 기술하 다.

선원항 평가체계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해석값과 가압 수로 압력 시

편 분석을 통한 핵종량을 비교하여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인출된 E11

압력 은 1982년 12월 21로부터 11년 4개월 동안 노심 내에 치하 으며,원자로

이용율은 85.8%,2009년 5월말 기 으로 15년 0.8개월 동안 냉각되었다.ORIGEN2

계산에서 그 로 용되었다.

MCNP계산을 통해 얻어진 성자속은 핵반응단면 은 ORGEN2에 용되

었으며,이 값이 조사시간 내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가정하 다. 즉 6,579EFPD에

서 얻어진 성자속으로 시편이 11년 4개월 동안 성자에 의해 방사화되었다고 가

정하고 해석하 다. E11압력 은 원자로 인출 후 한 번도 채취된 바 없이 수조

내에서 그 로 보 되어 왔다. 채취된 시편의 최종 치는 표 3.1.5에 기재된 바와

같다.

시 편
ASide기 좌표

(horizontalcoordinate)
MCNP좌표

EP4 34 39 -269 -264

EP34 89 94 -214 -209

EP3 281 286 -22 -17

표 3.1.5.채취된 시편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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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EP4,EP34,EP3시편에 해 평가된 성자속은 각각 9.5E+13n/cm
2
․

sec,2.198E+14 n/cm
2
․sec,4.670E+14 n/cm

2
․sec로 평가되었다. 기조성은

“Standard Specification forWroughtZirconium-2.5Niobium Alloy forSurgical

ImplantApplications(UNSR60901)”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성을 용하 다.

표 3.1.6은 MCNP로 계산한 Nb-94에 한 비방사능 값과 시험분석을 통해 얻어

진 값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노심 앙에 치한 EP3의 경우는 MCNP계산값이

높게 나타났으며,노심 외곽에서는 MCNP계산값이 낮게 측되었다. 체 으로

약 25% 이내에서 일치함을 볼 수 있으며,이는 원자로 운 기간을 고려할 때 상당

히 잘 맞는 값이다.

EP4 EP34 EP3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MCNP-EP 3.15E+06 2.96E+05 5.98E+06 3.72E+05 9.41E+06 4.06E+05

측정-EP3-1 4.19E+06 1.60E+05 6.08E+06 2.31E+05 8.55E+06 3.25E+05

측정-EP3-3 4.16E+06 1.58E+05 6.54E+06 2.49E+05 8.21E+06 3.12E+05

측정 -평균 4.18E+06 2.25E+05 6.31E+06 2.40E+05 8.38E+06 4.51E+05

차이(%)* 24.62% 5.30% -12.28%

표 3.1.6.Nb-94핵종에 한 비방사능 결과 비교 (단 :Bq/g)

*차이는 (측정값-MCNP값)/측정값 ×100임

제 2 공학 방벽 개발

1.처분용기 개발

가. 온분사코 처분용기 개발

처분용기는 크게 내부용기와 외부용기로 구성되며,한국형기 처분시스템(KRS)

의 개념설계에서 고려하 던 기존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처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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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향상시킨 새로운 개념의 A-KDC-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비교하

면 그림 3.2.1과 같다.

그림 3.2.1.KDC-CANDU처분용기(상)와

A-KDC-CANDU처분용기(하)개념도.

기존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에 비해 A-KDC-CANDU 사용후핵연료 처

분용기의 주요 변경사항은 ①구리 외부용기 제작에 온분사 방식을 이용하여 구리

용기 두께를 5cm에서 1cm로 이고,②CANDU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에 이용

되고 있는 바스켓을 직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이와 같이 설계를 변경함에 따

라 처분용기 규모가 길이 4.83m,직경 1.02m에서 길이 4.18m,직경 1.24m로 바

고,③처분용기에 수용되는 CANDU 사용후핵연료는 297번들(33번들× 9단)에서

420번들(60번들 ×7단)로 증가되고,이때 ④기존 용기의 CADNUD사용후핵연료 번

들 당 소요되는 구리무게는 29.9kg이며,구리코 방식을 용한 새로운 용기의 경

우 번들 당 구리무게는 4.35kg이다.즉,새로운 개념의 처분용기 제작에 소요되는

구리 량이 기존 용기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하다. 한,⑤처분용기의 제원이

변경됨에 따라 CANDU 사용후핵연료 16,000tU 처분에 소요되는 처분용기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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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개에서 2,005개로 감소하게 된다.

구상주철 스테인리스 강 등에 1cm 이상 두께로 구리입자를 입히는 실험

을 성공 으로 마무리하고,실제 1/10크기의 주철용기를 제작하고 1.0cm 두께로

구리코 을 하 다. 주철용기의 상부면을 제외한 외벽과 바닥을 1.0cm 이상으로

온분사코 으로 구리층을 도포하 다. 구리코 된 용기는 표면을 선반으로 가공

처리하여 1/10규모의 구리-주철 처분용기를 완성하 다.

나. 온분사코 구리 성능검사

1)물리 특성

온분사로 제작된 구리층의 물성을 일반 동과 인장시험을 통해 비교분석 하

다. 인장시편은 1cm 두께로 온분사 코 한 동으로부터 채취하 다. 인장시험

은 상온에서 0.01mm/sec의 연신율로 시험을 실시하 다.인장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조법(ColdSprayedcoating재료와 Standard)에 따라서는 격한 차이가 있

음.코 법에 의한 구리시편은 강도가 높고,Modulus도 높게 나타남.연성은 거

의 없음.

-코 법에 의한 구리시편의 특징은 단단하고,내마모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

나,내충격성은 떨어지는 단 이 있다고 평가됨.

온분사코 으로 구리입자가 강하게 압착되어 도가 증가되는지 도를 측정하

다.코 동의 도는 고순도 Tafa동과 일반동이 8.9g/cm
3
으로 동일하 으며,

순도 창성동은 산소 불순물로 인해 8.7g/cm
3
정도로 낮았으나, 온분사코 공정

은 동의 도에는 큰 향이 없다고 단되었다.

XRD 분석 결과 3종의 온분사코 동과 일반동은 형 인 구리의 결정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기타 산화물 결정들(Cu2O와 CuO)은 발견되지 않았다. 순도의

코 동(#1과 #3)의 경우에는 Noise수 에서 CuO 피크가 약하게 찰되었으나,이

는 코 에 사용된 구리 입자 자체의 불순물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다.

구리의 불순물은 산소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속 구리의 주 불순물인 산

소함량을 Oxygenanalyzer를 통해 조사하 다. 코 동은 사용된 구리입자의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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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온분사코 의 공정에서

구리입자가 산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단되었다.

2) 기화학 산화 특성 평가

KCl0.1M 성용액에 한 분극시험을 실시하 다. 코 동(#1～#3)의 산화환원

가 일반동(#4)보다 낮게 나타났으며,그 에서도 순도가 가장 높은 Tafa(#2)가

가장 낮았다. Tafelplot에서 산화환원 에서의 류값,즉 산화환원 류의 값은

일반동이 낮게 평가되었다.

구리부식 거동 평가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첫째는 산화환경의 여부,둘째는 산

화 반응속도,셋째는 생성된 보호피막의 안정성이다.첫째는 산화환원 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둘째는 산화환원 류를 통해 평가된다.셋째는 실제 구리의 장

기 부식거동과 련된 것으로서 Tafelplot을 통한 기화학 분석만으로 안정성을

악하기 힘들며,실제 장기 부식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1E-7 1E-6 1E-5 1E-4 1E-3 0.01 0.1

-1.25

-1.00

-0.75

-0.50

-0.25

0.00

0.25

0.50

0.75

 #1 Cha_Iron
 #2 Tafa_STS
 #3 Cha_STS
 #4 Cast Cu
 #5 Forging Cu
 #6 Naval(64) Brass
 #7 Al Bronze

P
o

te
n

tia
l (

V
 v

s
. 
A

g
/A

g
C

l)

Current Density (A/cm
2
)

그림 3.2.2.3M NaCl용액에서의 구리의 분극 곡선.

3M NaCl수용액에서 온분사코 구리 시편 3종과 비교 시편 4종의 분극시험

(Polarization)을 -1.5V ～ 1.0V 범 에서 실시하 다. 모든 시편에 한 Tafel

Plot을 하나의 그래 에 정리하 다(그림 3.2.2). SKBTR-02-25에 나타난 비슷한

조건의 Pourbaixdiagram을 참조하면, 기 -0.2V 부근에서 Cu(I)Cl의 형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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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부식 류의 상승억제가 있고,다음 +0.2V 부근에서는 Cu(II)Cl2의 피막 형성으

로 부식 류가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모든 구리시편은 청동이나 황동 시편에 비해 높은 산화환원 (부식 )값을

보이며,일반동과 온분사코 코 동은 큰 차이는 없으나,순도가 높은 Tafa코

동(#2)이 가장 높은 부식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부식 는 구리의 순도와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부식속도와 련이 되는 부식 류의 크기는 코

구리 시편(#1～#3)이 상 으로 다른 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순도가 높

은 Tafa코 동(#2)은 다른 일반동과 비슷한 값을 보 다.

CreviceCorrosion시험은 ASTM G192를 참조하 으며,시편규격은 ASTM G48

을 참조하여 만들었다[2-1]. 세라믹 Former를 속 구리면에 착하여 24개의

착면을 만든 후, 기화학 분석과 표면 찰을 하 다. 시험결과 모든 조건의 시

험에서 구리시편들은 압착면에서 특별한 틈새부식(Crevicecorrosion)의 흔 은 보

이지 않았다(그림 3.2.3).모든 CreviceTest에서 부식 상을 찰하지 못하 다.

그림 3.2.3.#0일반동,#2Tafa코 동 #3창성코 동 틈새부식 시편.

KURT 지하수에서의 구리시편의 부식 와 부식률을 분극시험(Cyclic

Polarization)을 통해 조사하 다. 구리시편들(#1~#5)의 부식 의 경향은 앞서 측

정된 해수 NaCl용액에서 측정된 값들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순도가

높은 #2Tafa동과 #4일반압출동이 높은 부식 를 보이고 있다.

그림 3.2.4에서 기 류값은 높게 형성되었다. 기 부식 류값은 분극시험의

TafelPlot에서 얻은 부식 류결과와 비슷하게 코 동(#1～#3)이 일반동(#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 인 부식 류값은 일반동(#4,#5)이 코 동(#1～#3)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부식피막의 치 성이 코 동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인다.코

동의 부식 류는 기에는 일반동에 비해 상 으로 높게 평가되지만 장기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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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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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KURT용액에서의 정 압 분극시험 그래 .

3)산화환경에서의 부식 특성 평가

여러 가지 환경에 구리시편들을 노출시켜서 표면의 산화를 유도하고,표면의 녹

을 2.5% 염산 용액으로 제거한 후,질량 감손을 측정하 다. 모든 시편은 기에

높은 부식률을 보 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피막의 보호작용으로 더 이상 질량

감손이 진행되지 않고 감손량이 일정해졌다. 2달간 시험에서 모든 구리 시편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고순도 Tafa동(#2)과 단조동(#5)의 부식 항이 비교 컸

다.순도가 낮은 #3창성동이 비교 큰 질량 감손을 보 다.

온분사로 제작된 구리들(#1～#3)과 압출동(#4), 단조동(#5), 64황동(Naval

brass)(#6) Al청동(#7)등에 하여 해수에서 부식시험을 비교 실시하 다.

6:4황동(Navalbrass) Al청동은 해수에 한 내부식성이 좋아 선박 재료로 사

용되는 물질들로서,본 실험에서도 해수에 한 부식률이 낮고,후기로 갈수록 보호

피막의 생성에 따라 부식이 거의 되지 않고 있었다. 결론 으로 코 동은 해수에

한 내성이 일반동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4)장기부식 특성

지하처분환경을 모사하여 직경 15mm,두께 1.0mm 동 모양 구리 시편을,건

조 압축 도 1.6g/cm3의 압축벤토나이트(직경 30mm,두께 10mm 원형)2개 사

이에 넣고,티타늄 재질의 내부식성 속용기에 담아 부식용기를 조립하 다. 온

분사로 제작된 2종의 코 동(#2,#3)과 일반동의 KURT 지하수에서의 장기 부식 거

동을 수행한 2년간 측정된 부식률을 그림 3.2.5에 나타내었다. 그림 3.2.5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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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구리 시편의 부식두께는 0.1～ 0.3㎛ 부근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아주 낮은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6개월 된 시편의 표면의 부식피막을 XRD로 분석해 보았다.그 결과 표면에 약하

게 Cu2O와 CuO가 발생된 것을 찰하 다.#5단조동의 경우에는 CuO가 거의

찰되지 않았으나,표면은 검은 색이었지만 붉은 Cu2Opeak가 CuO에 비해 상 으

로 많이 나타났다.

장 장기 부식 시스템은 고 폐기물 지하처분환경을 모사하여 구성하 다.

모듈당 유속은 10～20ml/min으로 느리게 조 하 다.향후 10년 이상의 부식시험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수의 온도는 약 15℃정도로 부식 온도 70℃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부식 챔버로 수하기 에 미리 약 80℃로 열한 후,70℃로 조 된

항온 챔버에 흘려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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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KURT처분 모사환경에서의 구리시편들의 장기 부식률 그래 .

다.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1)균열 암반내 완충재를 통한 물질이동 부식 모델

부식인자의 이동이 체 부식과정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부식인자의 이

동을 암반 내에 존재하는 균열(fracture)에서의 이동과 구리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완

충재에서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고려하 다.이러한 이동을 통하여 구리 표면에 도달

한 부식인자는 과 동시에 부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부분 인 부식

은 일어나지 않는 균일부식만을 가정하 고,용기의 상하단,측면에 상 없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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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체에서 동시에 균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가정하 다.

2)균질 완충재를 통한 물질 이동 모델

앞의 균열 암반 내 완충재를 고려한 부식모델은 구리 부식에 직 여하는 황과

같은 부식재(corrodants)들의 공 원이 무 어 구리 처분용기 수명 측에 보수

성이 약하다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하여 보다 보수 인 개념을 도입

하여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재 체 면을 통해 부식재의 물질 이동을 가정

하고 모델식을 개발하 다.

2.완충재 성능 향상

가.요오드 흡착능 향상 방안

최근 벤토나이트에 Ag2O를 첨가하면 요오드 이온의 흡착 특성이 증가한다는 사실

이 보고되었다.김승수 등[2-2]은,Ag2O를 첨가한 벤토나이트가 수용액 에서 요오

드 이온을 잘 제거한다는 사실을 찰하 다.본 연구에서는 Ag2O를 첨가하여 압축

한 벤토나이트에 하여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 지연 효과와 확산 이동 특성을

통 확산법을 이용하여 찰하 다.

1) 통 확산법에 의한 확산계수 측정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는 확산 용액은 탈염수 는 이온 강도 0.1M NaCl수용액

에 Junsei제 시약특 인 NaI(순도 99%)를 용해하여 각각 사용하 다.사용한 요오

드 이온의 농도는 100～ 1000mg/L범 다. 수집 용액은 확산 용액이 요오드

이온을 함유한 탈염수이면 탈염수를,요오드 이온을 함유한 0.1M NaCl용액이면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지 않은 0.1M NaCl용액을 각각 사용하 다. 확산 셀 본체

는 폴리 아크릴 이트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확산 셀 본체에는 직경 3.2

mm인 스테인 스 스틸 재질의 을 용액이 흐르도록 설치하 다.

2)실험 조건

건조 도가 1.41g/cm3과 1.60g/cm3인 압축 벤토나이트를 참고 물질로 하고,

Ag2O를 0.0064～ 0.0468wt/wt% 함유한 압축 벤토나이트를 제조하여 비교 실험하

다.



-36-

그림 3.2.6.Ag2O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탈염수 요오드 이온 장기 확산.

3)결과 고찰

확산 용액으로 요오드 이온을 함유한 탈염수를 사용하여 도 1.41g/cm3인 압

축 벤토나이트 세 종류(시료 #1,2,3)와 네 시료(시료 #4,5,1112)를 추가로 제조

하여 확산 실험을 한 최종 결과를 그림 3.2.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Ag2O를

첨가함에 따라 뚜렷이 요오드 이온이 벤토나이트층을 통과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

을 찰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토 로 확산 용액 요오드 농도가 100mg/L이고,압

축 벤토나이트의 두께가 50cm 일 때 Ag2O 첨가량에 따른 지연 시간을 구하 다.

확산 용액에 따른 Ag2O 첨가량과 시간 지연과의 정량 인 계는 앞으로 더 많은

실험과 분석이 필요하다.

4)연구 결과

Ag2O를 첨가하여 압축한 Ag2O 첨가 벤토나이트에 하여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 지연 효과와 확산 이동 특성을 통 확산법을 이용하여 찰한 결과,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마찬가지로 요

오드 이온이 확산에 의하여 이동하며,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에

비하여 벤토나이트층에서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이 정상 상태에 도달한 후 얻어지는 유효 확산계수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의 경우,기존 문헌에 보고된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한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유효 확산계수는 부분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한 확산 용액이 0.1M NaCl

용액인 경우, 도 1.60g/cm3인 Ag2O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에서는 Ag2O첨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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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 확산계수 값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열 성능 향상 방안

완충재의 열 도도를 향상시키고자 모래와 같은 물질을 첨가할 경우,완충재의

다른 주요 기능인 지하수 침투를 억제하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과제

에서는 단계 연구를 통해 완충재에 첨가재를 혼합할 경우 상되는 문제 을 해

결하고자 이 구조 완충재 개념을 제안하 으며, 번 단계에서는 이에 한 체계

인 분석을 통하여 이 구조 완충재의 효율을 분석하고자 하 다. 즉 기존의 완

충재를 이 구조로 개선한 후 외부 완충재로는 순수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기존 완

충재를 이용하며,내부 완충재로는 열 달 성능을 향상시킨 완충재를 이용함으로

써 지하수 침입을 억제하는 고유 기능을 유지한 채로 완충재의 열 성능을 향상시

키고자 하 다. 한 열 성능 분석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3차원 유

한요소법을 이용하는 기존 방법을 보완한 해석 방법을 개발하 다.

1)이 구조 완충재 개념

국산 벤토나이트 특성을 반 하여 건조 도 1.6g/cm
3
인 완충재를 제안하 다.

이와 같은 건조 도의 완충재의 열 도도는 1.0W/m°C이하를 나타내고 있다.완

충재의 열 도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모래와 그라 이트를 첨가하 다. 실험결과

그라 이트 5w%,모래 30w%를 혼합할 경우 열 도도를 2.0W/m°C로까지 향상시

킬 수 있었다.

2)열 성능 해석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이 구조 완충재의 효능을 알아보기 하여 5가지 사례를

상으로 분석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구한 해석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이 구조 완충재 효과를 분석하 다. 본 해는 다 구조 완충재로 확 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완충재 최 조건을 찾는 데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3)연구 결과

고 폐기물의 지층처분시스템의 경제 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인자의

하나는 열 성능이다. 처분시스템의 열 성능은 열 도도가 가장 나쁜 완충재의

열 성능이 좌우하며,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첨가재가 시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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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도 1.6g/cm
3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모래와 그라 이트를 혼합한 결과

열 도도를 2.0W/m°C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완충재에 모래와 그라 이트를 혼

합하여 열 도도를 향상시킬 경우 완충재의 수리 성능이 악화되는 상이 상되

어 완충재 구조를 이 으로 하는 개념을 제안하 다.즉,외부 완충재는 기존의 순

수 벤토나이트 압축 완충재를 그 로 사용하며,내부 완충재로는 열 도도를 향상

시킨 모래와 그라 이트가 혼합된 완충재를 사용하는 개념이다.

제안된 개념에 해 3차원 유한요소 로그램(NISA)을 활용하여 열 성능을 기

존 완충재와 비교한 결과 약 7°C정도의 열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이와 같이

이 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 값비싼 벤토나이트의 이용도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다양한 조건의 완충재를 상으로 이 구조 완충재 효과를 효율 으

로 분석할 수 있게 하기 하여 해석해를 유도하고,기존의 수치 방법과 비교하

다. 해석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완충재를 상으로 이 구조 완충재의 성

능을 계산하 으며,계산 결과 완충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 구조 완충재의 열

성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3 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 비 개념설계

1.처분터 주변 암반 물성

가.기본 물성

본 개념설계를 한 심지층 환경에서의 처분터 주변 암반물성은 KURT주변

물성 측정값을 활용하 다(표 3.3.1).

나.터 처분공 주변 손상

-터 주변(터 바닥 포함)손상 는 보수 으로 1.5m 용.

-손상 구간의 강도(단축압축강도, 단강도,마찰각,인장강도)나 변형계수는

기본 물성의 반(50%)으로 가정함.

-손상구간에서의 포아송비나 도는 무결암과 동일한 값(기본값)이용.

-처분공 주변 손상 :보링 머신을 이용한 굴착이 상되어,처분공 주변 손상

는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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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Min Max S.D.

비 2.65 2.55 2.74 0.043
탄성계수(105kg/cm2) 5.62 2.88 10.1 2.1

포아송비 0.2 0.14 0.35 0.042

단축압축강도(kg/cm
2
) 932 350 1580 309

공극률(%) 0.747 0.07 1.87 0.384

P 속도(m/sec) 4,666 3,270 5,950 429

S 속도(m/sec) 2,449 1,980 2,880 189
인장강도(kg/cm2) 105 70 140 23

열팽창계수

(microstrain/
o
C)

20-50
o
C 6.77 2.03 10.36 1.795

50-100
o
C 8.45 3.83 12.1 1.624

100-150oC 9.98 5.94 14.5 1.61

표 3.3.1.KURT주변 물성 측정값

다.수리 특성

-KURT주변 주요 단열 분포는 그림 3.3.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3.1.KURT주변 지역의 단열 분포 (2차원).

라.지열구배

DB-01공내 지하수의 수온을 측정한 결과 200~220mabh를 기 으로 0~200

mabh(지표면 근처 혼합 제외),220~500mabh구간에서 두 개의 구배로 분석된

다.

-0~200mabh:Temp(℃)=0.013(thermalgradient)(℃/m)×Depth(m)+16.45(℃)

-220~500mabh:Temp(℃)=0.022(thermalgradient)(℃/m)×Depth(m)+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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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가.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1)설계조건 설계입력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냉각 기

간,처분용기 구성/용량,완충재 특성/암반 등에 한 설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 CANDU사용후핵연료:연소도 8100MWD/MTU,30년 냉각

• CANDU처분용기 (Canister):

-NodularCastIron+ 온분사 구리코 (10mm)

-용량:CANDU사용후핵연료 60번들용 바스켓 4단

-Canisterdimension:D1,280mm xH2,745mm(Shoulder85mm 포함)

• 완충재/암반 :경주 벤토나이트(칼슘 벤토나이트)/KURT주변 암반(화강암반)

• 처분터 /처분공:KBS-3VType

2)선원항(폐기물 특성, 상 발생량,붕괴열,주요 핵종 방사능 변화)

처분시스템의 방사선량 계산을 해 먼 기 핵연료를 설정하고 30년 동안

냉각된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기 인 정보를 ORIGEN-ARP를 통하여 구하 다.

사용후핵연료 표 연소도는 8,100MWd/MtU로 선정하 다.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요한 핵종들의 방사능 붕괴열을

ORIGEN-ARP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그림 3.3.2에 나타내었다.

그림 3.3.2.기 CANDU사용후핵연료 핵종별 방사능과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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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 시스템 비개념설계

가)처분용기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는 수송시스템 재 열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

후핵연료 번들 60다발용 Basket4개를 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 외압 조건:지하수압(5MPa),Bentonite팽윤압:7MPa

• 재료 재질 :내부 용기 -Nodularcastiron(GCD400-15),상하 (SGV450),

• 구리 용기:1cm 두께 온분사 코 ,상하부 3cm 두께 단조

나)완충재

본 보고서에서는 완충재 두께 설정인자를 핵종 유출 지능에 따른 벤토나이트

두께 범 를 설정한 후 열 성능 역학 성능을 고려하 다.

• 두께 설정

-처분용기와 처분공 벽면 간격:400mm로 설정

-벤토나이트 블록 Dimension:디스크형 블록(D2,020mm xH500mm),환

형 블록(OD2,020(ID1300)mm xH500mm)

다)처분 모듈:처분공 처분터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수직처분방안 처분모듈로서 처분공과 처분

터 개념을 설계하 다.

• 처분공 설계

-처분공 직경:2,080mm

-처분공 높이 :7,990mm

나.HANARO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는 CANDU 사용후핵연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부지하에 직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설계 조건 설계 입력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한 기 사용후핵연료,이에 한 처

분용기,완충재 등 공학 방벽 자연방벽에 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연소도 100,000MWD/MTU,30년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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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NodularCastIron+ 온분사 구리코 (10mm)

-Canisterdimension:D1,280mm ×H1,530mm(Shoulder85mm 포함)

한,열 특성은 처분용기당 열량을 다음에 기술하 다.

• 처분공 당 발열량 :

-36 :268.83W/canister×3cani./처분공 =0.81kW/처분공

-18 :154.09W/canister×3cani./처분공 =0.47kW/처분공

2)선원항

하나로 원자로의 주기는 23～28일이며,연간 9주기로 운 하고 있다. 노심에는

36 핵연료집합체가 20개,18 핵연료집합체가 12개 장 되어 운 이며,각 주

기가 끝날 때마다 36 핵연료집합체 3개,18 핵연료집합체 2개,즉 5개의 다발을

교체한다. 연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36 핵연료집합체가 27개,18 핵연료집

합체가 18개로 총 45개이다.

○ 연간 10주기 운 (28일운 ,일주일 재장 )

○ 주기당 36 핵연료집합체 3개,18 핵연료집합체 2개가 방출(총 5다발 방출)

○ 연간 89kg(우라늄 기 )사용후핵연료 발생

2022년말 기 상 발생량은 36 사용후핵연료집합체 713다발,18 사용후핵

연료집합체 432다발로,총 1,145다발이며,이의 질량은 약 2.1톤이다.

방출연소도의 기 값은 하나로에서 방출된 사용후핵연료가 갖는 연소도를 분석

하여 보수 인 값을 선정하 으며,최근 선진국들의 처분장 안 성 평가 시에 용

되는 시간이 100만 년인 것을 감안하여 방사능 붕괴열을 그림 3.3.3과 같이 평가

하 다.

그림 3.3.3.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주요 핵종별 방사능과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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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 시스템 비개념설계

가)처분용기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는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60다발용 Basket1개를

장하는 심지층처분용기로 설계하 다. 처분용기 설계는 선원항으로부터 도출한 붕

괴열 회귀식과 심도 500m에서의 처분환경을 고려한 하 을 용하여 설계 계산을

수행하 다.

나)완충재

완충재는 CANDU사용후핵연료 시스템과 동일하게 설계하 다.

다)처분 모듈 :처분 공 처분터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있어서의 처분터 주변 환경은 CANDU 사

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서와 동일하게 KURT주변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하 다.

• 처분공 설계

-처분공 직경 높이:2,080mm,7,090mm

• 처분터 설계

-처분터 폭과 높이:3,900mm,4,100mm

3.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가. 이로 공정 물질 수지 분석

10MTHM을 기 으로 폐기물량을 분석하 다. 핵종 구성을 근거로 하여 세라

믹 Matrix의 소요량과 해당 도를 산출하 다. 최종 으로 산출된 폐기물의 주요

사항을 표 3.3.2에 정리하 다. 폐기물은 크게 장반감기를 가지는 폐기물과 단순

고방열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었다.장반감기를 가지는 폐기물은 TRU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Metal폐기물과 LiCl-KCl공용융염에서 나온 CeramicWasteII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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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Pyro-Process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따른 분류표

나.복합폐기물 처분개념 방안

복합폐기물 처분 개념은 200m에서 사용후핵연료 간 장, 속 폐기물 처분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의 장 후 처분하는 것으로 하고,심도 500m에 장반감기

고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안을 도출하 다.

1) 속 폐기물 처분

속 폐기물을 잉곳 속폐기물용 포장용기 이를 재한 처분용기(i-MDP2)에

한 처분개념은 다음과 같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상 발생량인 26,000을 기

으로 하 을 경우, 이로 공정을 거치며 발생하는 잉곳 속폐기물 블록의 수는

230,620개이며,총 포장용기의 수는 46,124개다.

2)고 폐기물 처분방안

사용후핵연료 26,000톤에 하여 기 사용후핵연료의 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

된 총 1300개의 SNDC 장처분용기는 심도 500m에 치한 처분터 에서 장기

장 처분된다(그림 3.3.4).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열량이 낮아지면 처분터 에

완충재 뒷채움재를 설치하여 최종 폐쇄하여 처분함으로써, 장기간 동안의 폐

기물 회수성을 향상시키고 처분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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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고 폐기물 장기 장 후 처분방안.

다. 비개념설계

1) 속폐기물

가)선원항

-총량/ 도 :3,177kg/6710kg/m
3

나)폐기물 장용기

- 장 캔:5개의 압착물

-캔 두께:5mm

-캔 재질은 STS304L로 하며 상단 마개(외경310mm)는 용 에 의해 한다.

다)처분용기

-L×W xH(1300x1300x1220mm)

-비 :2.4t/m
3
(철근콘크리트)

-폐기물 포함 :3.52+(0.28x9)=6.04ton

라)처분터

속폐기물에 한 처분용기를 기 으로 하여 심부지하에 처분하기 한 속폐

기물 처분터 설계 인자 처분터 설계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처분터 폭 :5,100mm

-처분터 높이 :4,800mm

-처분용기 재부분 총 길이 =4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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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길이 :250m

-소요터 터 간격:소요터 (250m ×2개),터 간격(20m)

2)해체 폐기물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속폐기물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원자력시설 해체

시에 발생하는 속폐기물도 고압 압축 후 폐기물용기 처분용기에 재하고,

이를 속폐기물 처분 개념과 동일한 규모의 처분터 공정 장비를 이용하여 처

분하는 것으로 하 다.

3)세라믹 고 폐기물

가)선원항

핵종의 총량은 약 117.8kg으로서,실제 산화물 형태로 채집되는 양은 137.3kg이

다.산화물은 산화-증류-세라믹고화 과정을 통해 고화체(Monazite)로 만들게 되며,

세라믹 결합제의 양은 549.0kg이다.따라서 고화체의 총량은 686.3kg이 된다.

나)폐기물 장용기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 폐기물을 세라믹으로 고화시킨 고화폐기물을

장하는 용기는 용기 내 에 한 고화체 내 은 약 87.2% 수 으로 하 다.

다)처분용기

세라믹고화 고 폐기물 처분용기는 발생하는 열을 고려하여 세라믹 고화폐기물

장용기 7개를 2단으로 재하도록 하여,처분용기 1개당 14개의 장용기를 수용

하도록 하 다(그림 3.3.5).

그림 3.3.5.처분용기 개념 재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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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완충재

완충재의 개념은 완충재 두께,물성,취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개념에서

와 동일한 개념을 용한다.

마)처분 모듈:처분 공 처분터

세라믹 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단 처분모듈에 한 개념도(그림 3.3.6)이다.

그림 3.3.6.세라믹 폐기물 처분모듈 개념.

4.처분시스템 성능평가

가.방사선량 평가

1)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37개의 핵연료 으로 이루어진 핵연료 다발 60개를 바스켓에 담고,다시 이 바

스켓 4개를 1개의 캐니스터에 담는다. 다시 두 개의 캐니스터가 처분 공에 수

직으로 재된 후에 벤토나이트 등의 채움재로 처분 공이 메워지게 된다.

ORIGEN-ARP를 이용하여 30년 냉각된 CANDU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1개에

한 총 자 생성률은 9.5E+14[#/sec], 성자 생성률은 3.5E+06[#/sec]와 같이

구하 다. MCNP[3-1]를 이용하여 구하는 값은 방사선의 선속(flux)이므로 이를

선량으로 환산시켜 환산인자는 ICRP-74에서 권고한 값을 사용하 다.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흡수선량률이 1Gy/hr를 과하면,방사분해가 일어나 산

화물을 만들고,이 산화물은 처분용기를 부식시키게 된다.따라서 CANDU 처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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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벤토나이트의 흡수선량률(absorbeddose)을 벤토나이트 1cm층에 해서 구

하 다.계산결과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공 내의 최내부 벤토나이트층이 흡수

하는 방사선량은 제한치보다 훨씬 작았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측면 3.93E-2 6.34E-7 3.93E-2

단 :Gy/hr

2)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36개의 핵연료 번들 60개를 바스켓에 담고,다시 이 바스켓 1개를 1개의 캐니

스터에 담는다. 다시 세 개의 캐니스터가 처분 공에 수직으로 재된 후에 벤토

나이트 등의 채움재로 처분 공이 메워지게 된다.선량평가의 선원에 한 모델링을

간소화하기 하여 36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단일한 실린더 형태로 단순

화시켰다.

하나로 핵연료를 60개까지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은 CANDU 사용후핵연료 바스

켓과 동일하다.ORIGEN-ARP 5.0을 이용하여 30년 냉각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1개에 한 자 생성률은 1.508E15[#/sec], 성자 생성률은 1.85E6[#/sec]

값을 구하 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에는 3개의 처분용기가 재되므로,선원은 총 3개

의 바스켓의 양으로 계산하 다. 3개의 캐니스터 주변에는 완충재가 놓이게 되고

그 밖으로는 처분지역 암반이 존재하게 된다.최내각 벤토나이트 1cm 층이 흡수하

는 방사선량은 아래와 같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측면 5.89E-1 5.54E-7 5.89E-1

단 :Gy/hr

3) 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가) 속폐기물 처분시스템 모델링

이로 공정에서 발생한 속폐기물은 압착된 디스크 형태(블록)로 만들어지며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는 1개의 폐기물용기에는 7개의 블록이 재된다. 콘크

리트로 제작되는 MDP처분용기 내에는 총 9개의 폐기물용기가 동일한 간격으로

장되며,이에 한 모델링을 그림 3.3.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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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속폐기물 블럭(40.3㎏)을 담고 있는 1개의 폐기물용기(282.1㎏)에

한 속폐기물의 자 생성율 성자 생성율을 계산하여 각각 총 5.11E+11

[photons/sec],7.77E+02[neutrons/sec]값을 구하 다.

그림 3.3.7.MCNP계산을 한 MDP모델링.

9개의 폐기물 장용기를 담고 있는 처분용기(MDP)를 다시 9개씩 재한 후

주변을 벤토나이트 10㎝로 채워서 처분하는 처분터 (MDT)최내각 1㎝의 벤토

나이트가 받게 되는 흡수선량을 계산하 다. 이 값은 벤토나이트의 방사화분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1Gy/hr보다 훨씬 낮은 값이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측면 2.21E-02 5.09E-10 2.21E-02

단 :Gy/hr

4)세라믹고화 폐기물 처분시스템

세라믹 폐기물은 원통 형태로 제작되고,2개의 블락이 1개의 세라믹 폐기물용

기(캔)에 장입된다. 폐기물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304L이며,상부 두께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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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는 5㎜,측면은 3.4㎜이다. 1개의 폐기물용기(94.8kg:2개의 폐기물 블럭)에

해당되는 자 생성율은 1.51E13[#/sec], 성자 생성율은 1.08E3[#/sec]과 같이 구

하 으며,선량환산인자는 ICRP-74를 사용하 다.

단일 처분공에는 세라믹 처분용기 2개가 수직으로 재되게 되는 데 이때 처분용

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서 용기 주변의 벤토나이트 완충재 최내각 두께

1cm 이내에 흡수되는 흡수선량을 계산한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측면 1.15E-2 6.17E-9 1.15E-2

단 :Gy/hr

나.처분용기 부식 수명 평가

처분용기에 사용된 구리 부피는 부식수명 측에 필요한 구리 질량 정보를 하

여 산출하 다. 표 3.3.3에는 각 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측에 필요한 정보들을 나

타내었다.기타 자료들을 표 3.3.4.에 나타내었다.

경

우
폐기물

부식

인자

원자

질량

[g]

폐기물

용기

외경

[m]

완충

재

두께

[m]

완충재

외경

[m]

확산계수

[㎡/y]

부식

인자농도

[g/㎥]

용기

길이

[m]

구리

질량

[g]

1 CANDU S 32.064 0.64 0.36 1 8.67E-03 6.5 2.66 1.61E+06

2 Hanaro S 32.064 0.64 0.36 1 8.67E-03 6.5 1.445 9.57E+05

3 Ceramic S 32.064 0.516 0.36 0.876 8.67E-03 6.5 1.64 8.97E+05

4 CANDU Cl 35.453 0.64 0.36 1 1.39E-04 2.18 2.66 1.61E+06

5 Hanaro Cl 35.453 0.64 0.36 1 1.39E-04 2.18 1.445 9.57E+05

6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2.18 1.64 8.97E+05

7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6.5 1.64 8.97E+05

8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1000 1.64 8.97E+05

표 3.3.3.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측에 사용된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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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arameter Value Unit

ETC Pittingcorrosionfactor(usually5-25) 5 -

Buffer

bufferporosity 0.41 -

Diffusioncoefficientinaliquidinabufferpore

water
1.39E-4 ㎡/y

Fracture

(Rock)

Porosityofaporousmaterialwithinafracture 1.0 -

Maxtrixporosity 1E-3 -

Diffusion coefficientin a liquid in a porous

materialwithinafracture
0.032 ㎡/y

Liquid diffusion coefficientin a pore liquid

withinarockmatrix
1E-7 ㎡/y

FractureSpacingdistance 5 m

표 3.3.4.부식수명 계산에 사용된 입력자료

표 3.3.3과 표 3.3.4에서 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처분용기 경우별 부식수명을 그

림 3.3.8와 같이 구할 수 있었다

그림 3.3.8.암반내 균열 크기에 따른 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측.

그림 3.3.8의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1∼3의 경우(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가 4∼6의 경우(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보다 부식수명이 더욱 짧은 것

으로 나타나는데,이는 앞(1∼3)의 경우의 완충재 내의 확산계수가 뒤(4∼6)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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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조 더 크고, 한 부식인자의 농도 역시 큰 값을 갖기 때문에 훨씬 부식 속

도가 빠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열 구조 해석

1)처분시스템 열 구조해석

개선된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규모는 D1,280mm xH 2,745mm이

다. 열 분석을 하여 3차원 모델을 이용하 다. 온도 분포는 지하수 의 온도

를 15
o
C로 가정하여 이를 기 으로 지하 100m 깊이마다 3

o
C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조건을 설정하 다[3-2]. 해석을 한 컴퓨터 로그램으로는 NISA(ver.12)를

이용하 다.

처분용기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본 구조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열 물성치는 표 3.18의 값을 사용하 고,구조 물성치는 표 3.3.5

에 제시하 다.

재 료 구 분 값

fuel

Density 2,000kg/m
3

Young'smodulus 30.0GPa

Poisson'sratio 0.3

Thermalexpansioncoefficient 3.24×10
-6
K
-1

cast

insert

Density 7,200kg/m
3

Young'smodulus 162.0GPa

Poisson'sratio 0.3

Thermalexpansioncoefficient 1.09×10-5K-1

Yieldstrength
235MPa

(at100℃)

표 3.3.5.구조해석을 한 재료 물성치

정상조건으로서 지하 500m의 치에 처분될 경우 수압은 5MPa이다. 한 벤

토나이트 팽윤압은 최 7MPa이다. 한 사용후핵연료로부터는 방사성 핵종들의

붕괴에 의한 열이 발생하며,이 열은 처분용기에 열응력으로 작용한다. 비정상 하

조건으로 선정한 것은 비 칭 하 조건으로서 처분용기의 양끝은 고정되고 하

이 비균질하게 작용한 경우이다.이 경우는 완충재가 지하수로 포화됨에 따라 팽윤

압으로는 7MPa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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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에 처분하는 환경에서 온도 요건 만족여부를 확

인하기 한 열 분석은 표 3.3.6.나타낸 바와 같다. 기존 개념에 있어서의 배치

기 인 처분터 간격 40m에 처분공 간격을 3m와 6m에 하여 수행하 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열 안 성 해석결과,처분 후 37년이 경과한 후

에 처분용기 표면온도가 최고 온도에 도달하며,이때 온도는 88.9
o
C로서 처분장 온도제

한 요건(100
o
C)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se
기존 개념 개선 개념

o1 o2 n1 n2

특성

터 -처분공

간격 (m)
40×6 40×3 40x6 40×3

용 량

(연료 개수)

297번들

(33×9)

297번들

(33×9)

480번들

(60×4단x2ea)

480번들

(60×4단x2ea)

용기 직경(cm) 102 102 128 128
용기 높이(m) 4.78 4.78 2.745x2 2.745x2

표 3.3.6.열 해석을 한 개념 특성 비교

정상 환경에서의 하 작용시와 극한 환경에서의 하 작용시로 구분하여 분석결

과는 각 환경 조건에서의 von-Mises응력값과 가시 으로 특성을 나타내기 하여

결과값의 축척비율(scale)을 확 한 변 로 나타내었다. 정상 인 하 을 받는 경우

응력값과 변 값은 각각 81.1MPa와 1.47mm로 안 율이 2.9로 나타났다. 비정상 상

황에 따른 극한 하 을 받는 경우에도 응력값과 변 값은 각각 176.2MPa 1.61mm

로 안 율이 1.33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개선된 처분용기는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열 -

구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2)처분터 구조 안정성 평가

속폐기물 지층처분을 한 처분터 의 안 성 해석을 한 비해석을 수행하

다.처분터 폭은 5,100mm이고 처분터 높이는 4,800mm로 처분터 의 단면

은 23.2 m 2이다.처분터 의 길이는 250m로 간격이 20m인 2개의 터 로 이루

어져 있고,지표로부터 500m 아래에 치해 있다.해석범 는 2차원 모델링으로

탄성 역에 국한하 다.터 상부의 최 변 는 7.6mm로 나타났다.

넬터 의 굴착에 한 안정성과 넬터 /처분터 과의 교차부에서의 역학

안정성을 분석하 다. 넬터 굴착 후 발생한 응력은 암반 강도에 비해 훨씬 낮

았으며 소성 가 발생하지 않았으며,굴착면에서의 최 변 는 1.8mm로 넬터

굴착에 한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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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시스템 비용 분석

가.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본 연구 목 은 각 처분 안 간의 경제성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안들의 경제

성능개선을 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처분시스템 즉,KRS-1,

A-KRS-1,A-KRS-21,A-KRS-22를 비용평가 방안으로 상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원가동인의 비용만 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 다. 각 방안의

비용평가 척도는 단 모듈 개념을 이용하 다. 즉 지하 처분장에서 하나의 처분용

기를 거치하기 한 처분터 규모와 처분공으로 구성되는 단 모듈에 한 비용을

척도로 설정하 다.주요 원가동인에 한 번들당 효율은 그림 3.3.9과 같다.비용

분석 결과,A-KRS-21기 으로 구리감량 효율이 가장 큰 것으로 계산되었으며,벤

토나이트 효율이 가장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9.주요 원가 동인에 한 처분방안별 비용 분석.

나.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하나로 사용후핵연료는 60번들 바스켓(1단)으로 처분용기에 넣어 처분한다.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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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의 제원은 외경 1,067mm,높이 1,022mm이다. 따라서 A-KRS-1등의 처분시

스템처럼 번들 기 으로 다른 안과 비교하여 상 인 처분효율을 비교할 수 없

어,본 연구에서는 주요 원가동인에 한 단 모듈의 비용만을 산정하 다.

주요 원가동인에 한 단 모듈당 소요비용을 살펴보면,구리분말 가격 때문에

처분용기 직 재료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며,그 다음은 처분공 굴착비인 것으로 나

타났다.이러한 이유는 처분공 굴착은 발 공법이 아닌 그라인더로 굴착하는 정

공법이기 때문에 굴착단가가 1,143,963원/m
3
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6. 안 분석

가.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안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개선된 처분용기 개념

을 도출하 다.즉,원자력발 소에서 사용 인 60다발용 장 바스켓을 그 로

처분용기에 포장하는 것으로 하고 용기 규모,열 조건 취 등을 고려하여 용

기개념을 설정한 후,이를 바탕으로 장기 장개념을 도입한 처분개념을 도출하 다.

한,심지층 처분효율을 향상시키기 하여 처분터 에서 즉시 폐쇄하지 않고

장기간 장하여 붕괴열을 상당부분 감소시킨 후 최종 폐쇄하는 개념을 용하

다. 이를 하여 처분동굴 개념은 처분용기를 동굴 단면 방향으로 간격 3m로 하

여 4열,동굴 길이 방향으로 간격 6m로 재하도록 하고 장기 장 후 폐기물로부

터 발생하는 열이 감소되면 타 장소로의 수송이 없이 제 치에서 폐쇄가 가능한

개념을 설정하 다. 그림 3.3.10(가)는 이에 한 개념을 나타내며,처분용기와 완

충재를 일체화한 K-PEM 개념을 용하 다. 처분동굴 운 은 50-300년 동안

장기 장을 하여 정기 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이를 하여 추가 인 보조

장동굴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 3.3.10(나)는 처분용기와 완충재를 일체화 시킨 처

분 컨테이 와 뒷채움재를 이용한 처분동굴 폐쇄의 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

은 배치개념을 용하면,총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16,000tU을 한 배치

면 은 약 0.28km
2
(0.5km ×0.56k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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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CANDU 장/처분동굴 (나)일체화 폐쇄 개념

그림 3.3.10.CANDU처분용기 처분동굴 개념.

나.처분방안별 비교 분석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기 처분시스템(KRS)과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

템 고도화를 하여 개선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A-KRS-1,A-KRS-2)은

표 3.3.7.과 같다.

KRS A-KRS-1 A-KRS-2

처분

용기

규 모(cm) D102xH483 D124xH418
D128xH274x

2층
용 량 297다발 420다발 240다발 x2층

바스켓 33다발 x9단 60다발 x7단 60다발 x4단 x2층

붕괴열 760W 1,075W 1,228W

처분 개념
터 내 처분공

수직처분

처분터 내

수평처분

터 내 처분공

수직처분

비 고 KBS-3V 장기 장 고려 KBS-3V(2단 재)

표 3.3.7.기존 처분용기 개선 처분용기 개념 비교

이들 개선시킨 처분용기를 이용하여 도출한 각 방안별 처분시스템개념은 기존

KRS 개념과 A-KRS-2개념에 해서는 수직형 처분개념을,A-KRS-1S-경우는

장기 장 회수용이성을 고려한 개념을 용하 다. 즉,A-KRS-1개념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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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처분터 에 장기간동안 개방된 상태로 장한 후 붕괴열이 감소되면,열

요건에 만족하도록 배치하여 최종 폐쇄하는 개념이다. 한,A-KRS-2개념은 처

분공에 개선된 처분용기를 2단으로 처분하고 완충재를 설치하는 개념이다.

다.효율 분석

처분시스템의 주요 요소인 방사성붕괴열 는 우라늄을 단 면 에 극 화하는

방안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열용량/U-density

효율은 각각 4.75/35.26,6.72/49.88,6.14/45.6으로 기존 KRS개념 비 처분효율은

약 30% 정도 향상되었다(표 3.3.8).

처분 효율 향상을 하여 도출한 처분방안에 따른 처분 소요면 ,굴착량 폐쇄

를 한 완충재와 뒷채움재량을 산출하여 기존 개념과 비교분석하 다. 개선된 개

념은 소요면 에 있어서는 기존개념에 비하여 약 30～50%,굴착량 측면에서는 1

5～60%,폐쇄물질 양에 있어서 완충재는 약 50%,뒷채움재는 약 60% 까지 효

율이 향상되었다.

구 분 KRS A-KRS-1 A-KRS-2 비 고

처분홀 용량

(다발/홀)

297

(33다발×9단)

420

(60다발×7단)

480

(60다발×4단×2층)

.2.56W/다발

.19kgU/다발

처분용기당

소요 처분면
160m

2
160m

2
200m

2

열용량 4.75W/m
2

6.72W/m
2

6.14W/m
2

U-Density 35.26kgU/m2 49.88kgU/m2 45.6kgU/m2

표 3.3.8.방안별 처분 효율 :열용량 U-density

7.지상시설 운 방안

가.심지층 처분시스템 지상시설 설계요건



-58-

지상시설 구성 가장 요한 시설인 포장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포장시설의 주요 기능은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하역/집합체 검사,임시

장,처분용기 포장,처분용기 용 /검사,처분용기 유지/보수 포장된 처분

용기 이송 등이다.

∙효율 이고 안 한 운 을 하여 핵물질 보장조치,원격운 ,제염/유지보수,

자체 발생 폐기물처리 장 등의 보조기능을 포함한다.

∙시설 내 작업 방사선 피폭이 수반되는 모든 행동은 ALARA원칙을 용한다.

∙시설 내에서는 원격운 ,유지보수/제염이 수행되며,

∙설계에는 진보된 기술개념이면서도 입증된 기술을 용하며 향후 시설 수정을

한 유연성과 해체 방사성폐기물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CANDU/하나로 사용후핵연료 포장공정은 수송용기 수납부터 포장을 완료한 처

분용기를 지하시설로 이송하는 공정까지이다.

나.심지층 처분시스템 지상시설 개념

포장시설의 주요기능은 CANDU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사용후

핵연료 하역/집합체 검사,사용후핵연료 임시 장,처분용기 포장,처분용기 용 /검

사,처분용기 유지/보수 포장된 처분용기 이송 등이며,효율 이고 안 한 운

을 하여 핵물질 보장조치,원격운 ,제염/유지보수,자체 발생 폐기물처리

장 등의 보조기능도 포함한다.이 시설은 핵물질을 취 하는 시설로 통제구역에

치하며 타시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시설의 규모는 82m(L)×46m(W)로 총

부피는 약 60,000m
3
이다.

지상 시스템의 핵심공정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지하에 안 하게 격리시킬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처분용기로 폐기물을 포장하는 공정이며,지하 시스템은 포장

된 처분용기를 처분구역으로 이송하여 안 하게 처분하고 최종 폐쇄하는 공정을 수

행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처분 상인 사용후핵연료와 재활용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속폐기물과 세라믹 고화폐기물을 처분하기 한 지상,지하 시스템에서

의 공정을 흐름에 따라 기술하 다. 고방사선 특성을 지닌 사용후핵연료와 고

폐기물 세라믹고화폐기물은 이를 취 할 수 있는 핫셀에서 처분용기로의 포장을 수

행하며,원자력발 소 는 외부 재활용 시설로부터 처분시설에 진입하여 인수검사

공정으로부터 지상시설에서의 포장,지하시설에서의 최종 처분공정에 한 세부공

정 공정내용, 련 장비개념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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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A-KRS장기 운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1.개 요

운 안 성 평가를 한 방법론으로는 확률론 안 성 평가(PSA;Probabilistic

SafetyAssessment)방법론을 선정하 다[4-1].처분장의 안 성평가를 한 PSA 핵

심 방법론은 기사건 선정,사건수목 분석,고장수목 분석 방법론이다.이들 방법

론에 한 분석 차를 확립하여 제수행을 통해 용성을 확인하 다. 한,사고

경 분석을 통해 기 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

을 정립하 다.

운 안 성평가 체계 구축을 해 재 원 의 안 성평가를 해 활용되고 있

는 도구들의 특성 악을 통하여 평가도구를 선정하 다.사고경 분석을 해서

는 사건수목 분석 (ETA;EventTreeAnalysis)방법론을 채택하 다.사건수목 분

석을 한 도구로는 원 의 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

발한 AIMSPSA 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CONPAS를 선정하 다[4-2]. 한 각

사건수목의 분기별 확률평가를 해서는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을 용하여 평가하

으며 고장수목 분석을 한 도구로는 AIMS PSA 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KwTree을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하다[4-2].

본 연구에서는 RSAC (RadiologicalSafetyAnalysisCode)를 피폭선량 도구로

선정하여 활용하 다[4-3].구축된 운 안 성 평가 체계의 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처분장의 지상시설 지하시설의 표 사고에 하여 안 성 사례 평가를 수

행하 다. 한,운반 안 성 사례 평가를 통한 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운반용기

운반 선박을 고려한 운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운반 발생 가능한 사고에 한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운반 경로로는 원 에서 월성까지로 가정하 으며

운반 안 성 평가 도구로는 RADTRAN5.0[4-4]을 이용하 다.

2.운 안 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가.처분장 운 안 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처분시스템의 안 성평가는 크게 운 안 성과 처분시스템의 폐쇄후 안 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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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장기 안 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운 안 성평가 분야만을 고

려하 다.

정상운 단계에서는 운 시 작업자 일반 을 방사선 향으로부터 보호하

기 한 방사선 방호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이를 해서는 정상 운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작업자 일반 에 해 다양한 피폭경로를 고려하여 내부피폭

외부피폭으로 인한 피폭선량을 평가하여야 한다.비상운 단계에서도 작업자

일반 을 방사선 향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방사선 방호 정책이 결정되어 시행

되어야 한다. 한,지상 지하시설의 운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를 악하여

한 방법론과 도구를 활용하여 작업자 일반 에게 미치는 방사선 피폭선량

을 평가하여 안 목표나 규제기 의 만족 여부를 악하여야 한다.

운 안 성평가를 한 잠재사고의 목록화를 해서 정성 안 성평가 방법

특성 악을 통해서 선정된 HAZOP방법론을 활용하여 제 HAZOP분석을 수행

하 다. 상 시설은 A-KRS시스템의 지상시설 포장시설의 핫셀과 인수

장시설이다[4-5].포장시설의 상 작업구역은 핫셀이며 이 핫셀 내에서 운반용기

내의 사용후핵연료를 크 인을 이용하여 운반하여 처분용기로 이동하는 작업 의

HAZOP분석을 수행하 다. 한,인수 장시설에서는 트롤리를 이용하여 처분

용기를 운반하는 작업에 한 HAZOP분석을 수행하 다.

나.운반 안 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폐기물 용기 련 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PWR CANDU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의 운반을 해 개발되거나 사용 인 모든 운반용기의 제원 특성에

한 자료이다.기상자료는 연평균 자료를 이용하거나 시간 단 로 구성된 연간 자

료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고시 기 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작업자 일

반 의 인구집단 방사선피폭선량 평가를 한 자료로 활용된다.폐기물 특성자료

는 운반용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 내에 존재하는 방사

성물질의 종류 핵종재고량 등으로 구성되며 사고시 운반용기의 건 성이 괴되

어 기 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운반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 성평가의 주요 차는 사고 종류의 선정,

사고시 운반용기의 건 성 평가,사고시 기 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

양의 평가,피폭선량 평가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운반경로는 도로를 이용한 육상운반과 특수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이다.각각의 운반경로를 이용한 운반시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일반

에게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인체보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를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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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확률 피폭경로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외국의 운반 안 성평가에 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일반 인 운반 안 성평가를

한 사고목록을 선정하 는데,도로를 이용한 육상운반의 경우에는 충돌 화재,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반의 경우에는 충돌,화재,침몰 침수가 있다[4-6].이들 사

고 에서 안 성평가에 필요한 사고를 선정하고 각 사고별 발생확률에 한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운반 안 성 평가의 최종 결과물은 피폭선량 평가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와

비방사능 향으로 구분된다.피폭선량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는 사고시 방출되

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선량과 사고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여 평가된다.이때는

작업자 일반 에게 방사선 피폭을 야기하는 가능한 피폭경로를 고려하여 피폭

경로별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모두 고려한 한 도구를 활용하

여 평가가 이루어진다.피폭선량은 개인이나 인구집단에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각에 한 안 목표나 규제기 만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사용후

핵연료나 고 폐기물의 경우에는 핵분열성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핵임계 사

고에 해서도 평가를 수행하여 안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운 안 성 평가 방법론 정립

가.확률론 안 성 평가 (PSA)개요

PSA 방법은 어떤 사건의 발생을 험도 로 일로 체계 으로 환하는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원자력 산업에 있어 PSA가 도입되기 이 의 험도 평가는 주로 결정

론 안 성 평가(DeterministicSafetyAnalysis)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결정론 안

성 평가 방법에서는 상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 인 상황을 가정한 후

그 향을 분석한다.따라서,이 방법을 사용하면 최악의 상황에 한 험도를 분석하

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그러나,이 방법은 험도의 발생 가능성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시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즉,사고의 결과가 큰 사

건만을 고려할 뿐이지 발생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체 험도 로 일을 정

확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이에 반하여 PSA에서는 여러 사건의 발생 가능성

과 이와 연 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사건수목 분석 방법론

설계 운 자료,사고해석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기사건의 선정,사고경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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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모델링,사건수목의 형태,주요계통의 성공기 정보를 얻는다.사고경 분

석은 안 기능의 분석, 기사건분석,사건수목 분석이 함께 유기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비록 각 분석 업무의 내용은 명확히 구별되지만 업무간의 정보 흐름 공유

가 필수 이고 필요에 따라 반복 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 일 성

유지를 해 하나의 연결된 업무로 수행한다.

다.고장수목 분석 방법론

계통 고장수목 구성 후 정량화 코드를 사용하여 계통 이용 불능도를 계산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계통 모델에 한 정성,정량 분석을 수행한다.정성 분석 단계

에서는 고장수목에 한 정량화 분석 결과인 최소 단 집합(MinimalCutset)을 검

토함으로써 고장수목의 논리 타당성을 검토한다.최소 단 집합이란 계통 정 사

건을 래하는 기본사건들의 조합으로서,최소 단 집합 에서 논리 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혹은 락된 최소 단 집합은 없는지 등을 정성 분석 과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정량 평가는 계통의 이용 불능도를 평가하는 단계로,이용 불능도란 계통의

작동이 요구되는 특정 시 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주어진 작동 시간 동안 운 하지

못할 평균 확률 값을 의미한다.앞에서 구한 정 사건에 한 모든 최소 단 집합

에 기본사건의 확률을 입하여 계통 이용 불능도를 산출한다.

라.피폭선량 평가 방법론

작업자에 한 피폭선량은 일반 으로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의 합으로 평가되며

일반 으로 총유효선량(TEDE;TotalEffectiveDoseEquivalent)이 된다.이 내

부피폭은 호흡이나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 으로 50년 동안의

탁선량이 된다.외부피폭은 방사성 륨,지표면 침 이나 공기 에 포함되어 있

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직 피폭을 포함한다.

4.안 성 평가 체계 구축 사례 평가

가.처분장 운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사고경 분석을 해서는 사건수목 분석 (ETA;EventTreeAnalysis)방법론을

채택하 다.사건수목 분석을 한 도구로는 원 의 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AIMS PSA 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CONPAS를



-63-

선정하 다. 한 각 사건수목의 분기별 확률평가를 해서는 고장수목 분석 방법

론을 용하여 평가하 으며 고장수목 분석을 한 도구로는 AIMSPSA Manager

에 포함되어 있는 KwTree을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하다.

피폭선량 평가를 한 도구로는 다양한 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평가 목

에 맞는 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RSAC(Radiological

SafetyAnalysisCode)를 피폭선량 도구로 선정하여 활용하 다.

사건수목 분석 도구인 CONPASETEditor(ConEdit)는 Windows환경 하에서 작

동되는 사건수목 편집기(eventtreeeditor)이다. 고장수목 분석 도구인 KwTree는

Windows환경하에서 작동되는 고장수목 편집기 (faulttreeeditor)이다.

방사성폐기물 운반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 성 평가 도구로는

INTERTRAN2[4-7]를 선정하 다.

나.운 안 성 사례 평가

처분장 지상 시설의 사건수목과 고장수목 분석 수행을 해,지상 시설에서 크

인으로 핵연료집합체 이송하는 도 낙하에 의한 기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로 가정

하 다.사고 경 로는 기사건 발생 이후 핵연료집합체 손상으로 인해 방사능 물

질이 출되고,일차 HVAC계통과 HEPA필터의 작동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

시하 다.보수 인 평가를 해 사용후핵연료 피폭 손상 괴 확률은 낙하가

발생하면 사용후핵연료 피폭 은 괴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사고 경 는 해(Hazards)와 기사건 그리고 기사건 발생 후 완화계통의 고

장을 고려하여 개발하 다.본 분석에서 가정한 사고 경 는 이동 선반에서 핵연료

집합체를 운반 에 핵연료집합체를 떨어뜨려 피복재에 손상이 발행하여 방사성 물

질이 방출되고 이를 완화시키는 HVAC계통과 HEPA 필터의 작동 여부에 따른 사

고 경 이다.

고장수목 분석에서 HVAC계통은 정상 방출 송풍기(Normalexhaustfan)와 여분

방출 송풍기(redundantexhaustfan)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 고,HEPA 필터는

A,B두 개의 필터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여 분석하 다.고장수목 분석 결과 고

장 확률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HVAC고장 확률:8.063e-5(고장수목 분석)

-HEPA필터 고장 확률:1.201e-5(고장수목 분석)

사건수목 고장수목 분석을 통해 구성된 사고 시나리오에 한 피폭선량 평가

를 해 가압경수로형(PWR) 가압 수로형(CANDU)발 소의 기 사용후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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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자료를 이용하 다. 기 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 평가를 해 방사성동 원

소는 입자,희유가스,침 물 (Crud),가스,요오드,삼 수소의 핵종그룹으로 구분하

다.

피폭선량 평가는 사고 시나리오 3을 고려하 다.즉,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

하고 일차 HVAC시스템이 작동성공 후 일차 HEPA 필터가 실패하여 희유가스와

입자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에 하여 일반 에 한 피폭선량을 평가하

다.시스템의 출경로인자는 일반 으로 핵연료 피복재의 경우 1.0,운반용기나

처분용기의 경우 0.1,건물의 경우 1.0,HEPA 필터의 경우 2.0 10
-4
값을 갖는다.

그러나,사고 시나리오 3의 경우,HEPA 필터의 작동이 실패한 경우이므로 HEPA

필터에 한 출경로인자 값은 1.0이 된다.이와 같은 가정에 의한 가압경수로형

(PWR) 가압 수로형(CANDU)발 소의 기 사용후핵연료에 한 지상시설에

서의 낙하 사고시 방사선원항 평가 결과를 이용하 다.

피폭선량 평가를 해 처분장 부지는 월성으로 가정하 다.평균 풍속은 월성 부

지의 일 년간 기상자료를 토 로 평가된 값으로 2.87m/sec이며 보수 인 결과를

얻기 해 방출은 지상 1m에서 방출된다고 가정하 다.강수에 의한 침 은 고려

하지 않았다. 한,보수 인 결과를 얻기 하여 기안정도는 립으로 가정하

으며 륨 상승은 고려하지 않았다.혼합층 고도는 400m로 가정하 으며 공기 도

값으로는 1.099×10
3
g/m

3
을 이용하 다.

지표면 침 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를 한 침 속도는 할로겐 원소의 경우에는

0.01m/sec,나머지 원소들은 0.001m/sec로 가정하 으며 희유가스는 침 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RSAC-5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한 PWR CANDU의 기 사용후핵연료의 낙

하사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는 표 3.4.1에 요약된 바와 같다.내부피폭은 호

흡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을 의미한다.외부피폭은 지표면 침 에 의한 외부 피폭선

량,방사성 륨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방사성 륨 감마선에 의한 외부 피폭선

량의 합이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낙하 사고로 인한 일반 에게 미치는 피폭선량은 부분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에 기인한다. 한,PWR CANDU기 사용후핵연료의 낙

하 사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PWR기 사용후핵연료의 낙하시

훨씬 많은 피폭선량을 야기한다.이는 PWR CANDU 기 사용후핵연료의 노심

재고량의 차이에 기인한다.따라서,PWR사용후핵연료의 취 시 많은 주의가 필요

하다.본 보고서에서는 방법론 정립 운 안 성 평가체계 구축을 한 제 계

산의 일환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가장 보수 인 결과이다.향후 구체 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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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정확한 자료의 입수 활용이 필요하다.

피폭선량

거리 (m)

내부피폭 (Sv) 외부피폭 (Sv) 합 (Sv)

PWR CANDU PWR CANDU PWR CANDU

200 1.04E-03 1.98E-04 5.40E-07 1.12E-07 1.04E-03 1.98E-04
300 5.09E-04 9.65E-05 2.64E-07 5.43E-08 5.09E-04 9.65E-05

500 2.09E-04 3.95E-05 1.08E-07 2.22E-08 2.09E-04 3.96E-05

700 1.16E-04 2.21E-05 6.04E-08 1.23E-08 1.17E-04 2.21E-05

1,000 6.29E-05 1.19E-05 3.27E-08 6.64E-09 6.29E-05 1.19E-05

2,000 1.99E-05 3.78E-06 1.04E-08 2.10E-09 1.99E-05 3.78E-06

표 3.4.1.RSAC-5를 이용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

제 5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안)

1.고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원자력의 확 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상되는 사용후핵연

료 발생량은 원자로 상 수명과 련된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하게 측된다.

APR원자로의 수명을 60년,나머지 원자로의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 을 경우

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PWR 사용후핵연료 상 발생량이 약 29,000tU,

CANDU 사용후핵연료가 약 16,000tU 정도로 추정된다. 한,CANDU 원자로의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상되는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11,800tU

으로 추정된다.

2.사회 인식 수용성 분석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사회 인식 수용성을 조사하기 하여 우선 원자

력과 사용후핵연료에 한 이해가 있는 집단을 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일반인을 상으로 사회 인식에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해서는 문제의 복잡

성 등 때문에 어려움이 상되어 설문조사 상을 국한하 다. 고 폐기물 처분

시 처분장 선정과정 등 련 정책 수립과 시나리오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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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여 문기 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원자력분야 종사자를 상으로 국내 고 폐기물 리 정책에 한 설문조사 결

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폐기물 처분정책은 ‘처분의

안 성’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한다. 고 폐기물 처분정책은 ‘장기 인 안목을

가지고 시 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 폐기물 처분장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장 황’을 고려하여 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간 장시설과 고 폐기물

처분장은 ‘동일부지 건설을 포함한 연계 추진’을 극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기 후보지 선정 후 지자체 의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하다.

본격 인 연구를 통해 ‘정지원 수 과 지원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3.고 폐기물 장기 리 방안

가.기본원칙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고 폐기물 국가 리를 한 기본원칙으로서 다음의 3가

지를 제안하 다. 본 국가 리 기본원칙-① 재와 미래의 인간과 자연을 보호함,

②고 폐기물 리비용은 원자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발생자가 부담함,③국내

발생 고 폐기물은 국내에서 리하며, 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한 연구를 수행함-은 본 과제의 의견이며,우리나라의 기본원칙은 좀

더 폭 넓은 공감 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리법 등을 통해 표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나.고 폐기물 장기 리 방안 평가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 ,국내 환경 아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정하고 그들의 특성 비교자료를 검토하 다. 체 핵주기에 한

직 분석은 업무가 방 하여 최근 OECD/NEA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5-1]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국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을 선정하 다. 표 3.5.1에 언

된 바와 같이 습식재처리의 경우 연구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 측면에서도

고려할 상이 아니었으며,해외 탁재처리의 경우도 연구개발 측면에서 고려할

바가 되지 않았다.따라서 기술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외 환경을 고려할 경우,사

용후핵연료 리 방안으로서 직 처분(S-1)과 고온 건식처리(S-3)를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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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장(S-4)의 경우 조건부 선정을 하여,이에 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 다.

PWR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을 나타내었다. PWR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재

개발 인 고온 건식처리(S-3)기술 개발의 추이를 고려하여,일정 기간 동안 간

장을 수행하며,국가 정책에 따라 고온 건식처리로부터 발생하는 고 폐기물의

구처분 혹은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S-1)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 의

하면 사용후핵연료 앙집 식 간 장,고온건식처리공정, 구처분 등이 동일 부

지에서 수행할 경우 가장 효율 인 것으로 제안하 다. 구처분동굴의 일부를 사

용후핵연료 간 장 시설의 일부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 다.

구분
리

방안
기술 특성 국내외 환경

고려

여부

S-1
직

처분

•Fissilematerial재활용 어려움

• 재 기술로 실 가능

•사용후핵연료 리비용 산정의

기

•핵비확산성 등 보장

•미국,핀란드 사업화단계

•부지확보와 안 성 실증

어려움 상

•많은 국가들이 사용후핵

연료 재활용 고려

고려

S-2
습식

재처리

• 랑스, 국 등에서 실용화

•HLW 열발생량/발생기간 단축

•HLW 폐기물 부피 감소

•핵비확산성 보장 어려움

•일반 으로 직 처분보다

고비용 상

•한반도비핵화 선언

•일본 로카쇼재처리 공장

가동 비 완료

불가능

S-3

고온

건식

처리

•국내에서 기술개발 단계

•미국에서 속핵연료 상개발

•각국에서 2번째 방안으로 기술

개발

•핵분열생성물 등 분리가 용이

하며,핵비확산성 유리

•SFR핵연료로 속우라늄

•HLW 부피의 획기 감소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

상됨.독자개발에 한 정

당성 확보 필요.

•개발 단계마다 미국의 승

인이 필요함

•기술실증이 향후 정책결

정에 필수

고려

S-4
장기

장

•비교 단순 개념의 리방안

•최종 처분시 불필요한 투자

•붕괴열 감소 효과 있음

• 반 기술 특성은 ‘직 처

분’방안과 유사함

•발생자 부담 원칙 유지가

어려움

• 리비용의 후손에 달

방안 필요

조건부

고려

S-5
탁

재처리

•기술 특성은 ‘습식재처리’방

안과 동일함

•해외 수송에 따른 추가 비용이

상됨.

•국제 신뢰가 우선되어

야 가능할 것으로 단

• 리비용은 증가할 것으

로 단

•HLW 구처분 문제는

국내에 여 히 남게 됨

실성

떨어짐

표 3.5.1.국내 용 가능한 핵주기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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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 로드맵 구성

○ 핵심 요소기술 개발:부지확보 이 까지

구분 2007 - 2009 2010 - 2012 2013 - 2015 2016 - 2018 2019 - 2020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및 

성능평가

·공학 방벽
설계

지하처분시설 설계

실증규모 시스템 

제작

처분용기/완충재
제작

취 시스템
처분시스템 제작

KURT를 활용한 

성능 실증

실증용 터 굴착

공학 방벽 성능 실증

취 시스템,운 시스템 등
종합 성능 실증

년도별 인력정원

(단위:명)

○ 처분시설 운 :부지확보에서 폐쇄까지

구분 2020 - 2039 2040 - 2059 2060 - 2079 2080 - 2119 2120 - 2139

처분부지특성 

조사

·부지
확보

부지
특성
조사

처분시설 건설

진입
터

URL
처분터

단계별 처분터

처분시설 운영 

CANDUSpentFuel처분

PWRSpentFuel처분 (S-1)

이로공정 고 폐기물 처분
(S-3)

원 해체폐기물/장반감기 고 폐기물 처분

처분시설 폐쇄 폐쇄

년도별 인력정원

(단위:명)

250명

(70%)
364명 364명 364명 1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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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책 로드맵 제안

본 보고서에서는 처분 에서 이에 하여 을 맞추어 로드맵을 작성하 다.

∙본 로드맵 작성에는 처분부지가 기에 확보된다는 가정아래 작성하 다.처분

부지 확보 이 은 재활용 정책에 맞추어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을 으로 작성

하 다.

∙요소기술 개발은 2020년까지 시스템의 개념설계 성능평가,실증 규모 시스템

제작, KURT를 이용한 방벽의 성능 실증으로 구분하 다. 실증 규모 시스템

제작에는 5년,KURT를 이용한 방벽의 성능 실증은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간주하 다.

∙고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는 2020년 확보되어 부지특성조사가 시작될 경우,

부지암반특성 조사시설 건설 시운 을 포함한 기간은 20년을 고려하 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운 은 2041년부터 25년 동안,PWR사용후핵

연료의 직 처분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완료된 시 (2066년)부터 52

년 동안 2117년(PWR사용후핵연료 최종 발생연도 2077년 가정)까지 수행하고,

폐쇄 기간은 10년을 고려하 다.PWR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에 따른 고 폐

기물 처분도 동일한 기간을 가정하 다. 원 해체에 따른 고 폐기물 처분

은 2051년부터 2090년까지 40년간 수행하는 것으로 고려하 다.

∙처분장 운 인력은 직 처분과 재활용 시나리오 두 경우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연 인원은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념설계에서 고려한 364명을 반 하 으며,

건설기간(20년)동안에는 운 기간 인력의 70%를,폐쇄기간(10년)동안에는

30%를 가정하 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설계,성능평가,안 성평가,성능 실

증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 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나타내었다.

나.최 처분시 제안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착수 시 3가지를 제안

하고,각 방안에 따른 장단 을 검토하고,기술 측면에서 바람직한 안을 선정하

다.

1)월성 부지 사용후핵연료 리 황

재 계획에 의하면 월성 부지의 CANDU 원자로는 2030년경이면 운 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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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될 것으로 상된다. 한 월성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 임시 장을 하여

장 효율을 향상시킨 MACSTOR-400운 되고 있다. 그림 3.5.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1991년부터 운 되고 있는 월성 부지의 콘크리트 사일로의 수명도 2040년 경이

면 종료될 것으로 상된다. 상되는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략

12,000tU정도로 추정되었다.

그림 3.5.1.TheexpectedoperationperiodoftheWolsongnuclearfacilities.

2)처분시 결정 요인 분석

처분시 은 기술 측면에서는 다음 3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즉 CANDU 사용

후핵연료 처분부지가 수월하게 확보된다면 시 부터 비하여 기에 처분을 착

수하는 안(제1안),월성 부지의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 시설 수명이 완료되는 시

에 처분을 착수하는 안(제2안),건식 장 수명 연장이 이루어져 2100년 이후로 처분

시 이 미루어지는 안(제3안)을 비교하 다(표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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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안-2041년 제2안-2066년 제3안-2100년 후

특징
• 2020년 처 지 확보. 

2041년 처 시설 

• 2016년  50년간 중

간저

• 2016년  50년간 중

간저  후 35년간 중간

저  연

술적 

측

• 후핵연료 열 측

: 3안 동

• 핵비확 성 측 : 가  

• 로  술  개발: 회

수성 로 중간저

과 동등. 3안 동

•  후핵연료 열 측

: 3안 동

• 핵비확 성 측 : 약간 

• 로  술  개발: 3안 

동

•  후핵연료 열 측

: 3안 동

• 핵비확 성 측 : 2안보

다 

• 로  술  개발: 3

안 동

 

안전성 

측

• 처 안전성: 3안 동

• 중간저  안전성:  

간 중 후핵연료 

건전성 지

• 처 안전성: 3안 동

• 중간저  안전성: 

후핵연료 건전성 지

에 문. 중간저  체 

안전성 지에 

• 처 안전성: 3안 동

• 중간저  안전성:  

저  중 후핵연료 

건정성 증 필 . 중간

저  체 안전성 지

에 매  

경제적 

측

• 중간저  량 3,000  

필

• 중간저  량 12,000  

필

• 중간저  량 12,000

 추가에 간 50

년 추가 . 가  

측

•  적 : 3안 동

(2030년 경 종료)

•  지: 가  

•  적 : 3안 동

(2030년 경 종료)

•  지: 간 연

로 약간 

•  적 : 3안 동

(2030년 경 종료)

•  지: 매  

적 

측

• 제원 력  본 원

칙 충족

• 세  간 찰 약간 려 • 제원 력  본 원

칙에 어 남.  세  간 

심각한 찰 

환경 

친화성

• 처 시설 폐쇄 후, 매  

수함

• 규  시설  지  건

설로 

• 규  시설  간 

지  에 라 환경 

친화성 매  함

원 력 

지속성

• 원 로 해체, 중간저  

시설 수  등 . 가

 .

• 신규 원전 지 확보가 

어려  점  고려하 , 

신속한 원전 해체가 

.  .

• 후핵연료 에 

한 신 증  . 매

 

처 지 

확보

• 적 측  등 로 

중과  화 착수 필 . 

다  안에 비해 비 적 

수월할 것 로 

• 정치적 측 에서 처

지 확보시점  연  

것  뿐 근본적 문제는 

동 함.  원전 혜택  

중단  경  지 확보

가  어려  것 로 

• 처 지 확보  포함한 

처 업 착수에 한 

정당성 확보가 어려 .  

매  어려  것 로 

.

종합 견

• 가  바람직한 안 로 정
책적 결단 필 .  또한 

전 방 원칙에  합당
함

• 처 업만 착수가 지연
로  중간저  물량

 증하고, 비  
증가함.  

• 2안과 동 하 , 황  

확실성만 키 는 방안

로 세  간 갈등  

 심각할 것 .

표 3.5.2.ComparisonofthreechoicesfortheCANDUspentfueldisposal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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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 결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10,000톤을 넘어섰으나 아직 사용후핵연료 리를

한 국가 정책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용후핵

연료 리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바람직한

리 방안에 한 국가 리 로드맵을 비하 다.

제4차 력수 기본계획에 따른 32기 원자로 가동을 기 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

량을 측한 결과 PWR사용후핵연료 29,000톤,CANDU 사용후핵연료 16,000톤

으로 총 45,000MtU의 사용후핵연료가 상되었다.2007년 추계 한국방사성폐기물

학회 참여자를 주 상으로 수행된 사용후핵연료 리와 련된 9가지 항목에 한

설문조사 결과 고 폐기물 리 정책 수립시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처분의 안 성’이 그 다음으로 ‘사회 수용성’을 지 하 다. 한 고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한 시 으로는 가동 인 원자력발 소의 수명이 종료되는 2040년 경

을 선호하 다.

국내 고 폐기물 장기 리 방안 비를 하여 먼 고 폐기물 기본 원칙을

3가지 제안하 다. 다양한 핵주기 국내에서 수행 가능한 5가지 핵주기에 한

장단 분석을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 다. 장단 비교 결과를 통해 3가지

핵주기-사용후핵연료 직 처분,고온건식처리공정,장기 장 후 직 처분-를 선정하

고,이를 상으로 한 3가지 시나리오에 해 각각의 로드맵을 작성하 다.

한,고 폐기물 처분사업을 진행하기 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제안

하 다. 원자력 발 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리 정책 결정에 큰 향을

미치고 있는 처분 착수 시 에 한 기술 검토를 통해 정 시 을 제안하 다.

PWR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재활용에 한 연구가

진행 이나,CANDU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직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단

되어 이에 한 처분시 을 제안하 다.처분시 의 결정은 정치 ,사회 인자의

향이 클 것으로 상되나,본 논문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주로 기술 ,경

제 에서 분석하 다.붕괴열,핵비확산성, 간 장 비용,새로운 처분기술의

개발,원자력계 종사자들에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주요 인자로 고려하여 분석하

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상되는 3가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 (2041년,

2066년,2100년 이후)을 도출하 다.3가지 처분시 에 하여 선정된 주요 인자별

로 정량 혹은 정성 비교를 통하여 국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CANDU 사용후핵

연료 처분시 으로서 2041년을 제안하 다. 2066년과 2100년 이후 안은 모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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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물량을 증 시킴으로써 리 비용을 증가시키며,후손에 부담을 뿐 별다른

장 을 찾기 어려웠다.

제 6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기술

1.개 요

제3차 진흥종합계획의 제1단계(2007.3.1-2010.2.28)방사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연

구에서는 A-SOURCE라는 선진핵주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

다.제1단계에서는 이로-SFR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방사선원항 도출을 해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해 내는 로그램 개발에 을 맞추었다면 제2단계

(2010.3.1-2012.2.29)연구에서는 개발된 로그램을 개선하고 검증하는 연구에 주력

하 다.

2.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기능 개선

제1단계에서 개발된 A-SOURCE 로그램에 해 제2단계에서 개선된 사용자 편

의환경 기능 측면을 언 하면 다음과 같다.

가.단 기능 모듈 개선

1)Screening

이 모듈은 사용자가 평가 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해

내고,추출된 사용후핵연료에 해 연소 냉각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기존에 개발된 모듈에서는 사용자가 정의한 조건에 따라 추출된 사용후

핵연료를 각각 체크하여 계산하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최종 선택하도록 되어 있

었으나, 량 계산이 필요해짐에 따라 검색된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한꺼번에 선택

할 수 있는 체크박스와 집합체 개수를 계수(count)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 다.

한 국내 핵연료 설계안별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제2단계에서 모두 생성하

여 각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마다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의미하는 지시자

(indicator)를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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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eplDec

기존에 만들어진 DepDec모듈과 OriRun모듈을 통합하여 DeplDec기능모듈을 생

성하 으며,이 모듈은 계산 상 사용후핵연료에 하여 Screening에서 제공되는

인자(parameter)를 이용하여 연소 냉각계산을 수행한다.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연소 냉각계산은 ORIGEN-S를 이용하여 수행한다.따라서 이 모듈의 주요 기능

은 ORIGEN-S 코드가 방사선원항 평가식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비출력(specific

power), 출력유효연소일(effectivefullpowerday),노심내 거주 주기 수(number

ofcycles), 기 우라늄 장 량,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등을 제공하여 입력문을

작성하고,ORIGEN-S를 실행시켜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항을 구해내는 것이다.

3)DecRes

이 모듈은 기존에 FDecay가 수행했던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며,인식의

편의를 해 모듈명을 변경하 다.사용자가 방사선원항을 추출하고자 하는 시 을

임의로 정의할 수 있도록 사용자편의환경을 보완하 으며,이를 반 할 수 있도록

DecRes기능모듈을 수정하 다.

4)ReproRun

기존에 개발한 Pyro모듈과 RproDecay모듈을 통합한 기능모듈이다.DecRes기능

모듈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방사선원항을 추출하고자 하는 시 을 임의로 정의할

수 있도록 사용자편의환경을 보완하 으며,이를 반 할 수 있도록 ReproRun기능

모듈을 수정하 다.

나.핵연료 방사선원항 평가를 한 사용자 편의환경 개선

A-SOURCE코드에서 조사된 핵연료의 방사선원항 정량화는 ‘FuelWaste'제어모

듈에서 이루어지며,제2단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은 1)사용자가 임의로 가상

사용후핵연료를 설정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 2)축방향/반경방향 연소도 분

포를 고려한 방사선원항 평가 기능 3)출력 값에 한 임의 지정 기능 등이다.

1)사용자 문제 정의 환경 보완

제1단계에서 개발된 A-SOURCE 로그램에서는 계산하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그러나 실제 연구단계에서

는 임의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연소 이력 특성을 설정하고 이를 상호 섞어가면

서 혼합된 조성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 지에 한 민감도 분석도 필요하다.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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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사용자 편의환경을 추가하 다.

2)축방향/반경방향 출력분포 용 환경 보완

그림 3.6.1을 보면,BurnupProfile칼럼을 볼 수 있으며,이에 한 값으로 Node=5

가 정의되어 있다.이는 연소계산을 수행할 때 축방향 연소도 분포를 몇 개의 역

으로 분할하여 계산할 것인지를 정의해 다.그림 3.6.1은 사용자가 실제로 축방향

연소도 분포를 정의해주는 환경이며,이는 Node=5를 클릭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창(window)에 텍스트를 직 입력함으로써 정보를 주게 된다.Node의 개

수는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다.

그림 3.6.1축방향 출력분포에 한 사용자 정의 화면

3)출력값 정의 환경 보완

출력 값을 정의하는 화면 한 보완되었으며,A-SOURCE에 출력되는 값을 제어하

기 한 'Cutoff'정의 옵션이 추가되었으며, (second),분(minute),시간(hour),일

(day),년(year)에 한 시간단 지정기능,출력시 입력 기능 등이 주로 보완되었

다.

4)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생산 데이터베이스 개선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에 한 개선도 이루어졌는데,17가지 국내 핵연료집합체

설계안에 해 물리 제원 로물리 변수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기 자료로

활용하여 A-SOURCE에 문제없이 용될 수 있도록 TRITION코드를 이용하여 핵

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생산하고 이의 합성을 검증하 다.

다.구조재 방사선원항 평가를 한 사용자 편의환경 개선

직 처분을 가정한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 그 자체가 부분의 방사선원항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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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는 속폐기물로부터의 방사선원항은 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로-SFR 연계주기를 채택하면 우라늄 계열은 고속로에서 재연소 되

고,많은 열량을 차지하는 세슘 스트론튬 등이 간 장 되어사용후핵연료 집합

체를 구성하는 구조재,즉 속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이 상 으로 요해지게 된다.

따라서 제2단계 연구에서는 속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자동으로 평가 할 수 있는

‘MetalWaste'제어모듈을 상당부분 개선하 다.

1)구조재 방사선원항 계산 제어모듈 개선

성자 방사화 계산에 필요한 성자속은 핵연료 연소계산에서 얻어지는 성자속

에 가 치를 곱하여 얻는다.따라서 일차 으로는 핵연료에 한 연소계산이 이루

어져야 하며,이는 앞서 핵연료의 방사화 계산에서 언 한 방법과 동일하다.단지,

핵연료 계산이 이루어질 때,핵연료 역에 존재하는 피복재,그리드 , 단 마개

등은 구조재의 방사화 계산이 함께 이루어진다.즉 불순물 조성으로 입력하여

'activationproduct'그룹에서 값을 얻어낸다.

핵연료 외곽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방사선원항은 핵연료 역의 방사화 계산이 종

료된 후에 구할 수 있으며,이를 해서는 각 구조물의 조성 성자속 가 치를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환경이 있어야 한다.

핵종조성은 텍스트 일을 업로드(upload)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으며,구조재의 핵

종조성이 업로드 되면,그림 3.6.2와 같이 핵연료 계산을 통해 얻어진 성자속이

Batch텝에 활성화되며,여기에 FluxWeightingFactor를 기술함으로써 실제 성자

속을 정의하게 된다.

각 역별로 방사선원항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Batch텝에 해당 역 1개만을 기

술하면 되며,모든 구조물이 혼합된 경우에 한 방사선원항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BatchTab에 모든 역을 정의하고 혼합비(mixingratio)를 기술하면 된다.

그림 3.6.2구조재 역별 가 치 혼합비율 정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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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집단 방사선원항 정량화를 한 사용자 편의환경 개선

이로 건식처리와 연계한 고속로의 기능 하나는 우라늄(TRU)을 연소시키는

것이다.이 우라늄은 고속로의 연료이기도 하지만,없애버려야 할 장반감기 방사

성핵종이다.도입되어야 할 고속로의 개수를 산출하기 해서는 우라늄에 한

국내 재고량( 는 그 외 방사선원항)의 산출이 필요하며,충분한 반응도,안 여유

도 확보를 해서는 우라늄 내 핵종조성비 한 필요하다.

핵종 조성 비율 우라늄의 재고량을 산출하기 해서는 각 사용후핵연료의 연

소 냉각 이력을 상세히 고려하여 각 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이를 해 'Grand

SourceTerms'제어모듈을 개선하 으며 이에 해 언 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제어모듈은 사용자가 정의한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그룹의 집단

방사선원항을 평가할 수 있다.이 제어모듈은 Screening,DeplDec,Batch,

DecRes기능 모듈을 사용하며,평가하는 순서는 그림 3.6.3에 기술한 바와 같다.

t0 t1 t2 t3 tn

Past Present Future

tn+1

Group 1

Mixture 1
Mixture 1

Ass 1
Ass 2
.
.
Ass n

Ass 1
Ass 2
.
.
Ass n

+
Group 2

Mixture 2
Mixture 2

Ass 1
Ass 2
.
.
Ass n

+
Group 3

Mixture 3

Mixture n-1
Mixture n-1

Ass 1
Ass 2
.
.
Ass n

+
Group n

Mixture n
Mixture n

그림 3.6.3집단 방사선원항 평가 체계도

첫 번째 단계에서는 Screening기능 모듈이 활성화되어 t0에서 t1사이에 방출된 사

용후핵연료를 상으로,사용자가 정의한
235
U 기농축도 방출연소도 검색조건

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추출해 낸다.그림 3.6.3에 추출된 사용후핵연료가 그

룹 1로 정의되어 있다.다음으로 추출된 사용후핵연료에 해 DeplDec기능모듈에

의해 t1년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소 냉각 계산이 수행된다.각각의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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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계산이 완료되면,Batch기능모듈이 활성화되어 그룹 1의 사용후핵연료 각각

에 해 기 우라늄 장 량,혼합비율 t1시 에서의 핵종 조성을 고려하여 최

종 으로 혼합물에 한 조성이 생성된다.생성된 혼합조성은 그림 3.6.3에 mixture

1으로 기재되어 있다.마지막으로 이 mixture1은 DecRes기능모듈에 의해 t2년도

의 12월 31일까지 냉각계산이 수행된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Screening기능모듈이 활성화되어 t1에서 t2사이에 방출된 사용

후핵연료를 상으로,사용자가 정의한
235
U 기농축도 방출연소도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추출해 낸다.그림 3.6.3에 추출된 사용후핵연료는 그룹 2

로 정의되어 있다.다음으로 추출된 사용후핵연료는 DeplDec기능모듈에 의해 t2년

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소 냉각 계산이 수행된다.각각의 연소 냉각 계산

이 완료되면,Batch기능 모듈이 활성화되어 그룹 2의 사용후핵연료 각각에 해

기 우라늄 장 량,혼합비율 t1시 에서의 핵종 조성과,mixture1의 핵종조성

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혼합물에 한 조성이 생성된다.이 혼합물의 조성은 그림

3.6.3에 mixture2로 기재되어 있다.마지막으로 이 mixture2는 DecRes기능 모듈

에 의해 t3년도의 12월 31일까지 냉각계산이 수행된다.이와 같은 차를 반복함으

로써 t1∼ tn년도 사이의 집단 방사선원항이 각 연도별 로 도출되게 된다.만일 국

가 계획을 반 하여 미래에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후 이를

시뮬 이션하게 되면 미래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항도 도출할 수 있다.

3.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검증 계산

가.핵연료 건식처리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모듈 검증

1)기존 해석 코드와의 비교

동일한 시간 t에서 여러 개의 사용후핵연료 조성이 도출되었을 경우,이를 혼합하기

해 Batch기능 모듈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i핵종의 혼합조성을 도출하기 한

로직 메모리의 주소가 잘못 지정되었을 경우, 기치 않은 결과 값이 도출될 수

있다.A-SOURCE의 계산 결과 값이 정확히 계산되었다 할지라도 최종 결과 값을

잘못 추출해 오면 마찬가지로 기치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한,앞서 제1

에서는 A-SOURCE가 구동되기 한 로직 련 방법론이 기술되었는데,이들

이 하게 로그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치 않은 결과 값이 도출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특징에 의해 A-SOURCE의 값은 ORIGEN-S코드의 결과 값과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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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ORIGEN-S결과 값을 기 값으로 하여 A-SOURCE계산결과 값의

차이를 정량화하고 이 과정을 통해 A-SOURCE의 성을 검토하 다.

비교계산 문제로 네 개의 문제를 제시하 으며,Case1은 기농축도 4.5wt%,방

출연소도 55GWD/tU의 연소이력을 갖는 17×17웨스 하우스형 사용후핵연료를

ORIGEN-S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각각의 코

드로 방사선원항을 계산하고 냉각기간 10년 시 에서의 결과 값을 비교하는 문제이

다.이 문제에서는 재장 재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Case2는 Case1과 동일

한 문제이나,PLUS7사용후핵연료로서 새로이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생성하여

각각의 코드에 용하고,결과 값을 비교하는 문제이다.새로운 핵반응단면 을

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문제이다.Case3은 Case1과 동일하나,재장

이 추가로 고려되어,재장 기간을 히 고려하여 여러 주기에 한 시뮬 이

션을 타당하게 수행해 내는 지를 검토하는 문제이다.Case4는 Case2와 동일한 문

제이나,재장 이로 건식처리가 고려된 문제이다.이 문제를 해석함으로써

이로 건식처리 공정이 히 묘사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Case6은 두 개의 사

용후핵연료가 혼합되는 문제로서 기농축도 4.0wt.%,우라늄 장 량 440kg,방

출연소도 45 GWD/tU인 17×17 웨스 하우스형 사용후핵연료와 기농축도

4.5wt%,우라늄 장 량 420kg,방출연소도 55GWD/tU인 16×16PLUS7사용후핵

연료가 이로 건식처리 되어,냉각기간 10년 시 에서의 방사선원항을 구하는 문

제이다.이 문제를 해석하면 혼합모듈인 Batch기능 모듈이 히 동작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모든 문제에 해 이로 처리시 물질흐름은 가상으로 선정하 다.

비교계산 문제는 경희 학교 JAEA(JapanAtomicEnergyAgency)와 공동으로

해석하여 비교하 다.비교결과,고려된 모든 핵종에 해 상호간의 차이가 5% 이

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여 A-SOURCE코드의 로직 로그래 이 타당함을 확

인하 다.

2)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

다음으로 외국에서 수행한 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A-SOURCE코드를 추가 으로 검증하 다.비교계산에 사용된 문제는 일본 미

국에서 연소계산 코드의 검증을 해 조사(irradiation)된 사용후핵연료를 채취하여

화학 분석한 결과로서 단 조사 핵연료당 핵종조성 질량이 결과 값으로 존재한다.

비교 계산에서 고려된 PWR BWR 사용후핵연료의 농축도 분포는 2.5∼4.11

wt%,방출연소도는 18∼47GWd/tU로서 비교 다양하게 고려되었으며,집합체 배

열도 4가지 타입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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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으로 비교 분석된 결과는 그림 3.6.4에 표기되어 있다.채취된 시편의 조사이

력 냉각이력은 A-SOURCE의 입력 값으로 그 로 용되었다.상호간의 차이는

화학분석 결과와 화학분석 결과 값에 한 A-SOURCE 계산 값의 비율

(A-SOURCE/ChermicalAssay)로 표기하 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상호 계산

값은 10% 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여,A-SOURCE코드가 하게 개발되었음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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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주요핵종에 한 핵종조성 차이

나.구조재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모듈 검증

개발된 구조재 폐기물의 방사선원항 평가모듈을 검증하기 하여 A-SOURCE코드

를 이용하여 17×17KOFA 사용후핵연료와 PLUS7사용후핵연료에 해 구성부품

별로 방사선원항을 산출하 다.

1)기존 해석 코드와의 비교

17×17KOFA 사용후핵연료 구조재에 해 ORIGEN-S코드를 이용하여 각 부품별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고,이를 A-SOURCE로 계산한 값과 비교하 다.상호 비교를

해 우선 각 구성부품별로 방사선원항의 해석에 필요한 핵반응단면 을 생산하

다.노심 내에 치한 구성부품은 웨스 하우스형 설계안의 성자스펙트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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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핵반응단면라이 러리를 그 로 사용하 고,상부 하부에 치한 구조물은

질량 부피가 보 되도록 균질화하여 모델링한 후,SCALE 코드시스템의

t-sequence인 KENO-VI/NEWT 모델을 이용하여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각각

생산하여 이를 ORIGEN-S A-SOURCE코드의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로 용

하 다.각 구성부품별 성자속은 3차원 KENO-VI해석을 통해 구하 으며,

ORIGEN-S계산 시는 이 성자속을 직 입력문에 용하 으며,A-SOURCE계

산 시는 각 부품별 성자속을 노심 역 성자속으로 나 값을 각 부품별 가 치

(ω)로 입력하여 방사화 계산이 수행되도록 하 다.A-SOURCE계산결과와 비교한

결과 상호간에 2% 이내에서 일치하여 로직 로그래 이 하게 이루어졌음

을 확인하 다.

2)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

실측치와의 비교를 해 채택된 16×16PLUS7U3HA03사용후핵연료로서 이 핵연

료 집합체는 2003년 1월 2일에 장 되어 노심 내에서 3주기 동안 연소하고 2007년

2월 6일에 방출되었다.방출연소도는 약 53,200MWd/tU을 갖으며,Zirlo피복 을

사용하고 있다.

이 사용후핵핵연료 집합체에서 구조재 시편을 채취하 으며,채취한 구조재는 핵연

료 을 지지하고 있는 그리드 이다.그리드 의 치는 그림 3.6.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으며,이 에서 10번 Zirlo그리드 을 채취하 으며,이를 한국원자력연구

원 조사후 시험시설에서 그림 3.6.6과 같이 시료로 제작하 다.

그림 3.6.5U3HA03핵연료집합체 내 그리드 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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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공 지지격자 시편 b)가공된 최종 시료

그림 3.6.6각 구성부품별 방사능 특성

시료의 원자로내 성자속은 치별 비열출력 값을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비 열

출력 값은 기존에 수행된 노심계산 값을 이용하 다.5주기에서 7주기까지 각 주기

별로 주기 ,주기 간,주기말에 한 집합체 출력분포를 구한 후,이를 다시 각

주기별로 평균하여 주기별 평균 비열출력 값을 구하 으며,이 값을 A-SOURCE

입력문에 용하 다.해석시 Zirlo의 기조성은 두 문헌에서 발췌하 다.우선 주

핵종의 조성은 ZirloASTM STP1245에서 제시하는 값을 용하 으며,불순물에

한 조성은 Zr원료 ASTM B349에서 제시하는 불순물 조성 값을 사용하 다.참

고를 해 ORIGEN-S로도 계산을 수행하 다.

ORIGEN-S A-SOURCE해석시 두 코드 모두 PLUS7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를 용하 다.ORIGEN-S해석시 비출력 값은 주기 평균 비출력 값을 용하

다.그리고 출력 연소일(EFPD) 재장 기간은 실제 값을 용하 다.

A-SOURCE계산 시 비출력 값은 모든 주기 평균값을 용하 으며,총 연소일은

정확히 반 하 으나 재장 기간은 50을 용하 다.

화학분석은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제작한 시료를 각 그리드 마다 16개를 분석하 으

며,한국원자력연구원 화학분석부에서 불순물 제거후 희석하여 감마선을 측정하

다.

표 3.6.1 3.6.2에는 ORIGEN-S A-SOURCE에 의해 계산된 결과 값 실험

치 와의 차이가 기술되어 있다.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경우는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으나,그 외 핵종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볼 수 있다.이는 해석

시 용된 기조성이 실제 시료내의 기조성과 달랐기 때문이다. 를 들어,Zir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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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Co의 기 불순물 함량은 약 2ppm 정도이다.만일 조사된 시편 내에 4ppm

는 1ppm의 Co불순물이 존재하 다면 비교 값은 로그램의 정확성에 상 없이

2배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그런데,
는 Sn의 성자 방사화에 의해 생성

되며,이의 Zirlo내 기 함량은 약 1%로 1,000ppm 정도이다.따라서 Sb-125의

경우에는 기조성의 오차에 의해 유발되는 값의 오차는 Co에 비해 다.따라서

시 에서는 Sb-125의 결과를 인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Sb-125의 경우 약 2% 이내에서 실험치와 일치하므로

MetalWaste제어모듈에 도입된 핵반응단면 ,로직 로그래 은 히 구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시료명
비방사능 (Bq/g)

핵종 측정값 ±2σ

Avg.

Co-60 1.273E+06 2.350E+05

Nb-94 1.195E+06 4.818E+04

Mn-54 2.052E+05 1.316E+04

Sb-125 4.155E+07 1.727E+06

표 3.6.1U3HA03핵연료 그리드 #10의 비방사능 측정 결과

핵종　

ORIGEN-S A-SOURCE

방사능 (Bq/g)
Ratio

(Cal./Mea.)
방사능 (Bq/g)

Ratio

(Cal./Mea.)

Co-60 6.191E+07 48.622 6.224E+07 48.880

Nb-94 8.848E+05 0.741 8.865E+05 0.742

Mn-54 1.941E+05 0.946 2.021E+05 0.985

Sb-125 4.189E+07 1.008 4.232E+07 1.018

표 3.6.2U3HA03그리드 #10의 비방사능 해석결과 차이

4.선진핵주기 R&D분야에의 용 유용성 검토

미래 R&DActionPlan분야와 련된 문제를 해석함으로써 A-SOURCE의 유용성

을 검토하 다. 용한 분야는 SFR- 이로 연계주기를 염두에 둔 TRU 장반감

기 핵종 재고량 평가,수송․ 장․처분을 염두에 둔 집단 방사선원항 평가,안 조

치 분야 핵물질 계량을 고려한 상세 방사선원항 평가 등이다.여기서는 주요핵종

재고량 평가 분야에 한 용 유용성만을 언 하며 그 외에 해서는 세부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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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별 보고서에 상세히 언 되어 있다.

선진핵연료주기를 실 코자 하는 우라늄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을 소멸시키기

해서는 이들의 양에 한 평가가 필요하며,이들을 소멸시킬 고속로를 반응

도 안 변수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게 설계하기 해서는 장 되는하는 우라늄

의 양 조성 벡터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하여 고리 4호기에서 2006년 말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를 상으로 과거 연도별 향후 이 핵종들의 질량이 어떻게 개(evolution)해 나

갈 것인지를 평가하 다.그림 3.6.7은 A-SOURCE에 의해 계산된 연도별 TRU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 생성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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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A-SOURCE에 의한 연도별 TRU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 생성량

고리 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가 1987∼2006년까지 발생하 으므로 이 기간에는 핵

종량이 지속 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그 이후에는 자연붕괴 특성에 따라

은 의 붕괴에 의해 생성량이 지속 으로 증가하지만,그 이외 핵종은 반

감기가 길어 양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말 기 으로
,,,의 양은 각각 2.33E+06,8.72E+05,

4.51E+05,2.54E+05그램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말 기 TRU의 양은

4.48E+06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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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KRS핵 성능 평가

가. 속폐기물 처분시스템

속폐기물은 그림 3.6.8과 같이 원통형의 압축물로 제조된 후에 장용기 7개씩

장되고 다시 MDP라 불리는 처분용기에 9개의 장용기가 장되며,이러한

Canister는 처분터 내에 3단으로 재된다.

그림 3.6.8. 속폐기물의 블록(왼쪽)과 폐기물용기 내의 7개 블록 재 모습(오른쪽).

2) 속폐기물 처분용기 표면 선량평가

처분용기는 폐기물용기의 상․하부에는 15㎝ 철근콘크리트를,측면에는 10㎝

두께의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방사선을 차폐하게 된다.1개의 처분용기(MDP)에

한 선량평가 결과를 표 3.6.3에 나타내었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상부 1.30E+01 3.04E-6 1.30E+01

측면 2.20E+01 4.41E-6 2.20E+01

하부 1.62E+01 4.34E-6 1.62E+01

표 3.6.3.처분용기(MDP)방사선량 평가 결과 단 :re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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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라믹폐기물 처분시스템

이로 공정 폐기물 에서 세라믹폐기물(CeramicwasteII)은 블럭 형태의 고화체

로 제작되며,1개의 폐기물용기(can)에 2개의 고화체가 담기게 된다.이러한 폐기물

용기는 다시 처분용기에 담기게 되고,최종 으로는 처분공에 정치하게 된다.

세라믹 폐기물의 크기는 직경 26cm,높이 25cm이다.고화체 블럭의 도는 3,571

kg/㎥이며,10MtHM 사용후핵연료에 하여 약 12개의 블럭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사용후핵연료 10MtHM 기 으로 핵종의 총량은 약 117.82kg이지만,실제 산화물

형태로 채집되는 양은 137.26kg이다.이들 공용융염 의 핵종은 고화체(Monazite

Ceramic)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이때 들어가는 세라믹 결합제의 양은 산화물의 4배

정도인 549.04kg이다.따라서 고화체의 총량은 686.3kg이며,이 폐기물의 도는

3,571kg/㎥,부피는 0.1922㎥이다.

세라믹 폐기물은 원통 형태로 제작되고,2개의 블락이 1개의 세라믹 폐기물용기(캔)

에 장입된다.폐기물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304L이며,상부 두께는 5㎜,하부는

5㎜,측면은 3.4㎜이다. 세라믹폐기물 장용기에는 2개의 세라믹폐기물 블럭을

장하도록 하 다.고화체가 용기 체 부피의 87.2%의 부피를 차지하도록 용기의

외경은 26.7cm,높이는 60.8cm이다.폐기물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304L이며,

상부 두께는 5㎜,하부는 5㎜,측면은 3.4㎜이다.

세라믹폐기물 처분용기의 기본 인 개념은 폐기물 용기 7개를 2단으로 재하도록

하여 처분용기 1개당 14개의 폐기물용기를 수용하는 것이다.처분용기의 내측에는

방사선 열 차폐 목 의 주철이 놓이게 되며,상부 18㎝,하부 18㎝,측면 9.5

㎝의 두께를 갖는다.처분용기의 외측에는 처분환경에서의 부식방지 목 의 구리코

이 입 지게 되며 상부 3㎝,하부 3㎝,측면 1㎝ 두께를 갖는다.

세라믹 폐기물용기(캔)은 7개를 2단으로 쌓는 형태로 정렬시켰다. 총 14개의 폐기

물용기(캔)을 처분용기(캐니스터)에 다시 장입하 다.처분용기의 내측에는 방사선

열 차폐 목 의 주철이 놓이게 되며,상부 18㎝,하부 18㎝,측면 9.5㎝의 두

께를 갖는다. 처분용기의 외측에는 구리코 이 입 지게 되며 상부 3㎝,하부 3

㎝,측면 1㎝ 두께를 갖는다.

단일 처분공에는 세라믹 처분용기 2개가 수직으로 재되게 되는데 이때 처분용기

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서 용기 주변의 벤토나이트 완충재가 받는 흡수선량

을 계산하 다.처분용기 표면에서 완충재의 흡수선량률이 1Gy/hr를 과하면 방

사분해가 일어나 산화물을 만들고,이 산화물은 처분용기를 부식시키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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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사용후핵연료 고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선량을 넘지 않

도록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보수 인 계산을 해서 처분공 내의 가장 안쪽의 벤

토나이트 1㎝ 층에 한 흡수선량을 구하여 설계기 인 1Gy/hr값 과여부를 비

교하고자 하 다.이 경우에는 앞서 처분용기의 상․하부의 방사선량이 매우 작은

계로,가장 보수 인 측면방향에서의 선량만을 고려하 다.측면에서의 완충재 흡

수선량률은 감마선에 해서는 1.15× Gy/hr, 성자에 해서는 6.17×

Gy/hr으로 계산되었으며,총 흡수선량은 1.15× Gy/hr값으로 계산되었다.이 계

산결과는 완충재의 최내각 1㎝ 두께 층에 흡수되는 방사선량이 의 제한치보다

훨씬 작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세라믹 고화체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최종 구성

요소인 완충재가 방사선에 해서 안 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 7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개발

1. 기술개발

가. 기술 개요

처분용기의 외부 구리용기는 내부 주철용기로 제작되며,구리마개와 코 된 구리몸

체는 완벽하게 이 되어야 한다. 속의 은 열에 의한 용 을 사용하는 것

이 일반 이다.하지만,코 구리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일반 인 열이 들어간

용융 용 법은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악되었다.구리용기와 마개부분을 몸체 제

작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사코 으로 처리하게 된다면,실제 용 부를 녹이지 않고

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코 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이 방법은

아직 구체 으로 시험이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실험 인 검증이 요구되었다.

나. 온분사 기술을 이용한 1/20크기 용기 제작

처분용기의 1/20규모로 구상흑연주철(CastnodularIronGCD400-15)로 된 내부 용

기를 제작하고,용기의 상하면에 6.5mm 두께의 나사 마개를 결합하여 단시험용

내부용기를 제작하 다(그림 3.7.1).제작된 내부용기 측면을 5mm 두께로 온분

사코 (창성구리분말 사용)한 후,코 부의 표면 삭을 통해 합부의 코 상태를

검한 결과,내부 균열이 없음을 확인하 다(그림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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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온분사코 용 1/20크기의 단시험용 내부 주철용기와

구리마개(좌)와 5mm 온분사코 후 합면의 확인(우).

다. 온분사코 합부의 헬륨 설율 측정

온분사코 부 의 상태를 살펴보기 하여,2종의 합시험용 용기를 제

작하 다(그림 3.7.3).시험용 용기를 5mm 두께로 온분사코 (창성구리분말 사

용)처리하여 을 한 후,헬륨 설 시험용 용기를 제작하 다(그림 3.7.3-d).

(a) (b) (c) (d) (e)

그림 7.2. 시험용 용기(a)와 온분사코 에 의한 (b),표면 가공된

용기(c),헬륨 설 시험용 밸 설치(d) 합부 단면 단 모습(c).

그림 7.3. 온분사코 시험용기의 부 헬륨 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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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분사코 으로 처리된 용기 상단에 Swagelokbellowsvalve(SS-4H)를 설

치하고,TracerGas(SnifferTechnique)와 "EvacuatedEnvelopeGas”2가지를 사용

하여 헬륨 설 여부를 확인하 다.그 결과,용기 내부에 1.3bar의 헬륨이 들어간

상태에서 외부로 헬륨 설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결론 으로 온분사코 을 이용한 소형용기의 시험 결과, 온분사코 을 통

한 용기 합부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하 다.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 온분

사코 을 이용한 구리용기 ”에 한 특허를 출원(10-2011-0004637)하 다.

2.수명 측 로그램 개발

가.KURT환경을 모사한 처분용기 장기부식 시험

1)실험실에서의 처분용기 장기부식 시험

처분용기 재료의 지하환경에서의 부식 안정성을 확인하기 하여 실제 처분환경과

유사한 조건으로 실험실에서 2년간 6종의 구리에 해 부식시험을 수행하 다.지

하처분환경을 모사하기 하여,직경 15mm,두께 1.0mm 동 모양 구리 시편을,

건조 압축 도 1.6g/cm
3
의 압축벤토나이트(직경 30mm,두께 10mm 원형)2개

사이에 넣고,티타늄 재질의 내부식성 속용기에 담아 부식용기를 조립하 다(그림

3.7.4).

그림 3.7.4.장기부식시험용 용기 구조도(좌)와 부품 사진(우).

실험결과,모든 구리 속체는 부식율은 2년간 최 1㎛ 수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1,000년의 기간으로 환산하면 1mm의 부식두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0mm

구리 두께로 충분히 1,000년의 처분기간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그림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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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KURT처분환경을 모사한 실험실에서의 구리 장기부식 결과.

2)KURT환경에서의 처분용기 장기부식 시험

KURT에서의 1차 장기 시험은 그림 3.7.6과 같이 부식시험 장치를 제작하고,총 6

개의 컬럼에 부식셀을 각각 5개씩 넣고 KURT 200m 처분공에서 뽑아낸 지하수를

컬럼에 흘려주면서 시험하 다.컬럼의 조건은 온도 70℃,경주 Ca-벤토나이트 압

축블락(1.6g/cm3drydensity)완충재,KURT 지하수 유속 10cc/min으로 하 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온분사코 동 2종,일반 압출동,고순도 단조동,그리고 내

부식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Al청동 등의 5종을 선택하 다.

그림 3.7.6.KURT에서의 장기부식 구조도(좌)와 1차 시험장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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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KURT처분 모사환경에서의 1차 컬럼형 장기부식 결과.

2년간의 각 시편의 부식두께를 그림 3.7.7에 나타내었다.시험 결과에서 온분사코

구리를 포함한 모든 구리에 있어서 최종 부식률은 0.2um/year이하를 나타내었

다.이는 실험실 환경에서의 모사시험보다 1/2이하의 부식률이었다.

KURT에서의 2차 장기 시험은 다량의 시험셀을 넣을 수 있도록 부식 챔버를 신규

로 설계 제작하고,시험 재료로 구리 이외에 티타늄,구상흑연주철,스테인리스

스틸의 추가하여 시험하 다(그림 3.7.8).

그림 3.7.8.KURT2차 장기부식 시험용 셀 100set(좌)와 부식 장치(우).

2차 부식시험에서 나타난 재료별 부식기간에 따른 부식 두께를 그림 3.7.9에 나타내

었다.그림 3.7.9에서 스테인리스와 티타늄은 거의 부식이 진행되지 않았다.구리 시

편들은 부식두께에 있어서 창성 온분사코 동과 압출동은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구상흑연주철은 구리에 비해 20배의 높은 부식두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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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KURT2차 장기부식 시간에 따른 처분용기 재료들의 부식두께.

표 3.7.1.KURT에서의 장기시험 구리시편 평균 부식률

시험기간 (days) 8 89 282 368 682

평균 부식율 (um/year) 1.0 0.76 0.32 0.17 0.14

구리용기 두께 10 mm

예상 수명 (year)
10,000 13,000 31,000 59.000 71,000

표 3.7.1에 1차 2차 KURT 장기부식시험에서 측정된 구리의 부식률을 정리하

다.부식시험 기간이 증가할수록 구리의 평균 부식률은 감소하고 있음을 뚜렷

이 알 수 있다.따라서 처분용기에서 10mm의 구리 두께는 만년이상의 부식수명을

제공함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나.처분장에서의 구리 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1)확산에 의한 부식물 이동 수치 모델 개발

처분환경에서 구리가 부식되기 해서는 산소 혹은 황화이온과 같은 부식물

(corrodingagents)이 공 되어야 하며,처분용기로 이동하기 해서는 완충재에 확

산에 의해 달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기 부식 실험을 확산 모델을 바탕으로

측할 수 있는 부식 모델을 개발하 다.부식 모델의 개략도는 그림 3.7.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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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0.구리 장기 부식 모델 개략도

경계 조건의 변화에 따른 처분용기의 부식 두께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

에 기반한 처분환경에서의 구리 장기 부식 모델을 개발하 다.미분방정식에 한

해를 수치 해석을 통해 구하 으며,수치모델은 음해법 (ImplicitMethod)을 이용하

여 구하 다.

2)장기 구리 부식실험 결과의 산 모사

심지층에서 구리 부식에 향을 미치는 물질로 산소와 황화물을 가정하고 실험실에

서의 구리 장기부식 시험결과(그림 3.7.5)를 모델링 하 다.KURT 지하수 의 용

존산소와 황산화이온을 각각 고려하여,70℃에서의 겉보기 확산계수를 유도하고,확

산된 모든 용존산소와 황화 이온이 속을 부식시킨다고 가정하여 계산하 다.수

치해를 이용한 계산 결과는 그림 3.7.11과 같다.그림 3.7.11에서 수치해 값이 실험

후 500일 까지는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나,그 이후에는 실험값보다 작은 값을 나

타내었다. 이것은 본 실험이 수행되었던 실험실 건물 화재로 인해 실험 용기로 산

소가 일부 침투한 것 때문으로 단되었다.

개발된 수치 모델을 용하여 KURT지하수 조건의 가장 보수 인 가정에 한 처

분용기 부식두께를 10만년 동안 측해 보았다(그림 3.7.12). 그 결과,용존산소와

황화이온에 의한 부식두께는 략 0.37mm 정도로 나타났으며,이 값은 구리용기

두께 10mm보다 훨씬 작은 값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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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장기 실험실 부식 시험결과에 한 산 모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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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2.수치 모델을 이용한 10mm 구리 용기의 10만년간 수명 측 결과.

다.처분용기 부식의 방사선 향

처분용기 재료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부식률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실험

으로 확인 하 다.처분용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속재료로 온분사코 동,

압연동,구상흑연주철,티타늄,스테인리스강(STS304)등 5종을 선정하고,방사선에

의한 부식거동을 조사하 다(그림 3.7.13).시험 방법은 두께 1.0mm, 비 8.6mm,

길이 20mm 사각 속편을 함습율 62%의 경주 벤토나이트 반죽 12g과 함께 10

ml유리 바이알에 넣고,방사선에 의한 부식시험을 실시하 다.유리 바이알은 하나

로 Ir-192생산 핫셀에서 장기간 조사시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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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압연동

저온분사코팅동 스테인리스

주철 부식 바이알

그림 3.7.13.방사선 향 시험에 사용된 속 시험편과 유리 바이알.

A-KRS시스템에서 처분용기의 표면 한계 선량은 1Gy/hr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

에 조사선량은 가능한 0.01∼1Gy/hr 역 부근에서 조사하 다.조사시험 12개월 평

균 조사량은 0.093Gy/hr로이었다.그림 3.7.14은 12개월 후 조사 비조사 시편의

부식 후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조사된 시편은 조사되지 않은 시편에 비해 훨씬

부식이 덜 되었다.부식된 시편의 부식 피막을 제거하고,무게 감손법에 의해 부식

두께를 측정하 다.그 결과를 그림 3.7.15에 나타내었다.

그림 3.7.14.12개월된 비조사(좌) 조사된(우)부식시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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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5.조사 비조사 속시편의 6개월,12개월 부식두께 비교 그래 .

그림 3.7.15에 나타난 각 속별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구리(코 동,단조동)는 방사선에 의해 부식이 느려졌다.

§ 티타늄과 스테인리스강(STS304)은 부식이 거의 되지 않아서 방사선에 의한 부

식 효과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 구상주철은 방사선에 의한 부식 억제 효과가 뚜렷하 다.그리고 비조사 시편의

부식두께는 비조사 시편에 비하여 10배 이상 되었으며,부분부식효과도 상당하

다.

결론 으로 처분환경에서 방사선은 뚜렷하게 처분용기 재료의 부식을 느리게 한다

는 것을 확인하 다.이상과 같은 방사선에 의한 부식억제 원인으로는 방사선에 의

한 내부 에 지 증가로 산화반응이 억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단시험 모델 개발

지각변동에 의해 심지층 처분장에서 처분용기를 통하는 단작용이 작용되는 경

우,충격 하 의 크기는 단속도, 단거리 완충재의 물성에 크게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 은 단거리 10cm, 단속도 1m/sec의 단 움직임에서

기계 건 성을 요구하고 있다.

가.물리 물성 인자

산모델을 정확하게 구 하기 해서는 처분용기,완충재,암반에 한 정확한 물

리 변수가 해석코드에 입력되어야 한다. 산 해석을 해 다음과 같이 물성인자

들을 정리하 다.물성치는 한국형 공학 방벽인 경주산 Ca벤토나이트의 재까지

조사된 물리 특성치와,연세 에 의뢰하여 측정한 삼축압축시험 결과,지질자원연

구소에 의뢰하여 측정한 변수들(KAERI/RR-2013/99),자체 실험실 시험 결과 등을

이용하여 정리하 다.표 3.7.2에 처분용기의 내부주철용기,외부 구리 완충재에

해서 산모사에 필요한 물성인자의 종합된 결과를 일본 JAEA와 스웨덴의 SKB



-97-

에서 사용하는 물성인자와 비교하여 정리하 다(표 3.7.2).이러한 인자들을 바탕으

로 KAERI에서 수행하는 공학 방벽의 단응력시험에 활용할 계획이다.

표 3.7.2.한국형 공학 방벽 JAEA와 SKB의 공학 방벽 물성치.

Material Parameters KAERI JAEA SKB unit

Cast-Iron Modulus of elasticity E 2.03E+05 2.07E+05 - MPa

Poisson's ratio n 2.6E-01 3.0E-01 - -

Copper Modulus of elasticity E 2.30E+05 - - MPa
Poisson's ratio n 2.1E-01 - - -

Buffer

Poisson's ratio n 0.18 1.0E-03 0.30 -
Compression index l 0.52E-01 1.17E-01 1.36E-01 -
Swelling index k 6.41E-03 6.23E-02 1.04E-01 -
Critical state parameter M 1.2 6.3E-01 5.68E-01 -
Permeability coefficient k 2.3E-13 4.5E-13 2.3E-13 m s-1

Initial void ratio e0 5.66E-01 7.0E-01 5.66E-01 -
Initial effective stress - 6.0 7.0E-01 12.0 MPa

나. 단시험

1)개 요

단시험기기는 고 폐기물 처분장에 사용될 공학 방벽에 단층(Fault)이 발생하

여 처분용기를 가로지르게 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처분용기의 건 성을 실험

하기 해 제작함을 목 으로 한다. 단시험장치의 규모는 JAEA의 단시험기기 사

양과 KAERI에서 운용될 실험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처분장에 사용될 EBS의

1/30크기로 정하 다.최종 으로 설계된 1/30규모 단시험기기의 개요도를 그림

3.7.16에 나타내었다.

그림 3.7.16. 단시험기기의 개요도.

2) 단기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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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규모 단 시스템 설계에 따라 제작된 단시험모듈, 단시험용기 압축벤

토나이트 블락을 그림 3.7.17에 나타내었다. 단시험용기는 충분한 비 시험을 거

친후 제작된 온분사코 용기를 사용하기 해 스테인리스 으로 동일한 크기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 다.

그림 3.7.17. 단시험용 단시험모듈, 단시험용기 압축벤토나이트 블락

3)시 험

단시험용기에 압축벤토나이트,시험용기,센서등을 삽입하여 조립한 후,충분히

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이 평형에 도달하도록 2개월간 KURT 지하수를 공 하여

장기 팽윤 상태를 유지시켰다.

장기간의 팽윤작업이 끝난 단시험 모듈은 만능압축시험기(INSTRON)에 장착하여

1년간 2차례의 단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3.7.19).

1차 2차 시험결과 그래 를 그림 3.7.20에 나타내었다.1차 시험에서는 단

기에 팽창면에 치한 센서 123의 압력 감소,압축면에 속한 센서 456의 압력 증

가가 방 나타났으나,2차 단 시험에서는 하지만 단이 종료되는 12 지 에

근 해서야 센서 123의 팽창면은 압력 감소가 동반되며,센서 456의 압축면은 압력

증가가 나타났다.그리고 단에 의한 최 압력 증가는 1차에서는 센서 6에서 3.5

MPa,2차에서는 센서 5에서 2.0MPa로 나타났다.

그림 3.7.18. 단시험용 모듈의 팽윤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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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9.1차(좌) 2차(우) 단시험에서 INSTRON에 장착된 단모듈.

그림 3.7.20.1차(상) 2차(하) 단시험에서의 시간에 따른 센서별 압력변화.

한편,KAERI의 내부용기 길이 60mm, 단거리 20mm에서의 이론 회 각은 이

론 회 각은 약 19.5°이다.1차 시험에서 해체 후 측정된 회 각은 약 27° 지만

(그림 3.7.21),네오디윰 자석을 이용한 2차 단시험의 회 각 분석에서 회 각은

정확하게 나침반에서 이론치인 19.5°에 근 하여 읽히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7.21.1차 단 시험에서의 내부 시험용기의 회 각 측정.



-100-

단속도 100mm/min, 단거리 20mm 시험을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추

정할 수 있는 내부 용기의 최 표면압은 표 3.7.3과 같이 최 14MPa정도로 처

분용기 재료의 항복 응력보다 낮았다.이를 통해 단에 의한 처분용기의 건 성을

실험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7.3. 단에 의한 용기 표면의 최 압과 재료의 항복응력

Material Yield Stress 0.2%offset (Mpa) 

Nodular cast iron 250~

Cold Sprayed Copper 235(Tafa), 300(ChangSung), 89(ST)

전단압(2MPa)+팽윤압(7MPa)+지하수압(5MPa)=14 MPa 

다. 단해석 로그램 개발

1)해석 시스템

KAERI에서 설계된 1/20규모의 EBS축소 산모사 시스템을 간단하게 그림 3.7.22

에 도시하 다.시험용기는 직경 50mm,높이 180mm이었다.

그림 3.7.22.KAERIEBS시스템과 1/20축소 해석 시스템.

2)Cam-ClayModel

토사의 물리 거동 용 코드인 Cam-Claymodel을 이용하여 1/20축소 시스템에

해 산모사하 다.입력 상수는 표 3.7.2값을 사용하 으며,SKB자료에서 차용

된 값은 Permeabilitycoefficient와 Initialvoidratio이었다.그림 3.7.23은 해석 결

과로서, 단기기 시험용기 표면 주요 치에서의 totalpressure를 나타내고 있다.

표면에서의 최 압력은 약 4.5MPa로 계산이 된다.이 값은 처분용기 재료로 사용

되는 구상흑연주철과 구리의 항복강도보다 한참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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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rucker-PragerModel

암석 용 모델인 Drucker-Prager(DP)model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DP

model을 용하기 해서는 Friction angle, Dilatancy angle, Material

parameter(K)가 요구된다. Frictionangle은 삼축압축 용역 시험결과로부터 얻었으

며,Dilatancy angle과 materialparameter(K)는 SKB 자료를 참고하 다.그림

3.7.24는 단변 가 4cm일 때의 해석 결과로서, 단 응력과 변이분포를 나타낸

것이다.최 압축 팽창 응력은 약 20mm 단이동 시에 형성되었다.시험용기

표면의 최 최 응력이 51.78MPa로 용기재료의 항복응력을 넘지 않았다.

OPU ELE548

OPU ELE752

OPU ELE888

OPU ELE1024

OPU ELE1432

OPU ELE1568

OPU ELE1704

OPU ELE1772

54875288810241704
1772

1568 1432

Compression

tension

Maximum value of total pressure will be larger than JAEA results . But the value is in 

range of capacity of transducers. In the analysis, overpack is little deformed.

Shear displacement (mm)

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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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
re

s
s
u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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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3.Cam-claymodel을 이용한 단거리에 따른 totalpressure변화 그래

와 측정지 .

0 10 20 30 40 50

node 1772

node 548

그림 7.24. 단 거리에 따른 용기 양단에서의 단응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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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에서 개발된 EBS개념에 한 단)안 성을 Cam-clay와 Drucker-Prager

두가지 모델로서 해석해 보았다.두가지 모델에서 단거리 40mm, 단속도

100mm/sec조건 시,용기 재료는 안 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그러나 좀 더 신뢰

성 있는 산모사를 해서는 경주 Ca-벤토나이트에 한 정확한 물성 조사가 요

구되고 있다.

제 8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1.수리 모델을 통한 최 처분터 배치

A-KRS의 입지를 검토하기 하여 KURT 시설 부지를 상으로 가상의 처분장

역을 도출하 다.이를 하여 부지에 분포하는 MWCF구조와 이를 기반으로 하

는 지하수유동 모의를 이용하여 최 의 배치(안)을 검토하 다.

재까지 KURT 부지에 분포하는 단열 는 표 3.8.1에 제시된 체계와 같이 분류

하 으며,이를 도시하면 그림 3.8.1과 같다.분류된 단열 명칭은 FZ(order)(분류

결과)-No.의 순서와 형식으로 정하 다.FZ2A의 단열 는 총 7개가 존재하며,

FZ2S단열 2개,FZ2B단열 1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다만,분류된 단

열 선상구조 분석만으로 고려된 L1단열 의 명칭을 FZ2S-2로 제안하 는데,

이에 한 명칭은 향후의 장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No 단열 두께(m) Order 분류 결과 단열 명칭

1 YS1_104F 14 2 ClassA FZ2A-1

2 YS1_433F 17.3 2 ClassA FZ2A-2

3 YS2_106F 18.5 2 ClassA FZ2A-3
4 YS6_70F 11-20 2 ClassA FZ2A-4

5 KP1_75F 65.9 2 ClassS FZ2S-1

6 KP1_120F 12.5 2 ClassA FZ2A-5

7 KP1_177F 14.0+ 2 ClassA FZ2A-6

8 DB1_213F 17.32 2 ClassA FZ2A-7
9 DB1_241F 5.6 2 ClassB FZ2B-1

10 L1 1or2
ClassS
(expected)

FZ2S-2

표 3.8.1.KURT시설 부지에 분포하는 단열 규모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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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KURT부지에 분포하는 단열 .

KURT 주변에 발달한 단열 (그림 3.8.1)를 고려하여 부근의 삼차원 지하수 유

동계를 더욱 자세히 분석해 보면,KURT 부근의 상부 지하수 역시 지형의 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이곳에서의 지하수 유동 방향은 심지층 처분장의 정

심도인 지하 200m,500m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정 처분 심도에서는

KURT 내부와 그 부근에서의 지하수 정에서의 공내 검층과 지구물리 탐사 등에

의해 확인된 단열 에 의해 지하수 유동계가 교란되는 양상도 보여 다(그림 3.8.1).

KURT를 심으로 가로로 발달한 단열 는 남북방향의 지하수 유동을 방해하는 효

과를 보여주며,세로로 발달한 단열 는 동서방향 지하수 유동을 격리시키는 효과

와 동시에 남북방향의 지하수 유동에 한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결과를 보여 다.

KURT 부지를 심으로 하는 부지규모의 역에서 지하 500m 심도에서 처분시

설을 입지할 수 있는 가능 역은 평면 으로는 그림 3.8.2와 같이 도출하 다.부

지규모의 역에서는 부지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단열 만 반 하 으며,불확실성

이 큰 선구조선은 제외하 다.후보 역은 주로 산지에 해당하며 비교 규모가 큰

산체로 이루어져 있다.후보 역은 부지의 좌측에서 단열 를 교차하지 않는 충분

한 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우상단 지역에서도 가능 지역을 고려할 수 있다.

KURT 부지 부근의 단열 정보를 심으로 하여 선정된 처분시설 입지 후보

역을 이용하여,이미 시행된 KURT 부근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를 통해 처분장에

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내 용질 입자에 한 입자 추 모의를 수행하

다. 표 치에서의 입자 추 결과를 살펴보면,처분장에서 단열 까지의 이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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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440m,단열 내에서의 이동거리는 468m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단열

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 속도는 약 5.4×10
-4
m/yr,단열 내에서는 7.81×10

-1

m/yr정도로 계산되었다.

그림 3.8.2.부지규모 지하수유동 모의에 의한 -500m 심도에서의 지하수

수두 분포

그림 3.8.3.KURT시설 부지 역 내 -500m 심도 처분장 입지

가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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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 해석을 통한 세라믹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

열 해석 결과를 통해 완충재 내의 최고 온도를 구하고,최고 온도가 100℃가 넘지

않도록 처분모듈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 다. 그림 3.8.4에는 처분터 25미터와

40미터 간격의 수평 처분터 에 한 열 해석 결과와 처분터 40미터일 경우 수

직 처분공 1개에 처분용기를 2개 혹은 4개 넣을 경우에 한 열 해석 결과를 나타

내었다. 수평 처분터 의 경우 처분터 간격이 40미터일 경우는 처분용기 사이

의 간격이 1미터,처분터 간격이 25미터일 경우는 처분용기 사이의 간격이 2

미터가 필요하 다. 한,수직공 처분의 경우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2개 넣을 경우

처분공 사이의 간격은 4미터,처분용기를 4개 넣을 경우는 처분공 사이의 간격은

8미터가 필요하 다.열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 처분터 방식의 경우 터 간

격 25미터를,수직공 처분방식의 경우 처분공당 4개의 처분용기를 넣는 방식을 선

정하 다. 선정된 처분시스템의 특성을 표 3.8.2에 나타내었다. 열 해석 결과 2가

지 처분방식 모두 소요되는 처분면 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직 처분방식과 비

교할 경우 략 1/50정도의 면 이 필요하 다.

표 3.8.2.수평 처분터 방식과 수직공 처분방식에 한 열 해석 결과 요약

Items
20,000

MtU
Remarks

Numberofwasteblocks 28,200 Around14blocksfrom 10MtU
ofspentfuels

Storagecanister 14,100 2 waste blocks in a storage
canister

Disposalcansiter 1,007 14storagecanistersinadisposal
canister

Vertical deposition: 4 disposal
canisters
-Numberofdepositionholes
-Numberofdisposaltunnels
-Depositionholespacing
-Lengthofatunnel
-Tunnelspacing
-Disposalarea
-Comparisonwithdirectdisposal

252
8
8m
280m
40m

78,400m2

∼1/50

4disposalcanistersinaborehole
32depositionholesinatunnel

Roughly,31×8×1.05+20

280×40×7
AreafordirectdisposalofPWR
spentfuels:4.1km

2

Horizontaldeposition:25m tunnel
spacing
-Numberofdisposaltunnels
-Lengthofatunnel
-Tunnelspacing
-Disposalarea
-Comparisonwithdirectdisposal

16
200m
25m

75,000m
2

∼1/55

64disposalcanistersinatunnel
Roughly,5.45×31×1.05+20

200×25×15
AreafordirectdisposalofPWR
spentfuels:4.1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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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처분방식별 처분모듈 간격에 따른 완충재 내 최고 온도.

3.단 방벽 공학 평가 종합분석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공정인 이로 로세싱에서 발생한 고 폐기물을 심부지층

에 처분하기 하여 다 방벽 원칙,심층 방어 원칙,방사선방호 원칙에 근거하여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개발된 처분시스템의 열 안정성,방

사선 안 성,다 방벽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 방벽에 한 기술성분석 공

학 평가를 수행하 으며,평가결과를 아래에 종합 으로 기술하 다.

1)공학 방벽 기술성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의 공학 방벽으로서 설계된 처분용기와 완충재인 벤토나이

트에 한 기술 타당성을 분석하 으며,각각의 주요내용을 표 3.8.3과 3.8.4에 기

술하 다.

2)처분시스템 열 안정성

고 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주요요건은 성능 하를 방지하기 하여 완충재

온도를 100℃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며,이 요건의 만족여부를 하여 개발된 처분

시스템에 해 장기간 동안 열 해석을 통하여 온도 분포를 구하 다.열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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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표 3.8.5에 기술한 바와 같이 최고 온도가 100℃를 넘지 않아,열 성능

기 을 만족하 다. 한,처분시스템의 치에 따라 앙에 치한 처분용기 주변

온도가 외곽에 치한 처분용기 주변 온도보다 동일한 치에 해 최고 온도 기

으로 약 3℃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8.3.선진핵주기 처분용기 기술 특성

구 분 내 용
처분용기 수명 (year) 1,000

1차 장 용기

⦁Dimension(cm)

⦁Weight(kg)x개수

스테인리스 용기

OD27xH61

125x14ea

처분용기

⦁재질/제작법

⦁크기(cm)/ 량(ton)

⦁두께(mm)

⦁마개 용

Cu-Fe/Casting,Forging,CSC

D103xH173(cm)/7.2(ton)

Cu10

Fe(body)95,(lid-bottom)180

CSC

처분용기 외압

⦁정압 조건 (MPa)

⦁ 단 거리,속도

12.0

10cm,1m/sec

내부식 재질

⦁부식 측율

Cu

<1um/year

차폐 1.0Gy/hr

미핵임계 Keff<0.95

표 3.8.4.기 완충재 기술 특성

성능기 항목 성능 기 기 경주 벤토나이트

Drydensity >1.6 1.6

Hydraulicconductivity <10
-12

3x10
-13

Swellingpressure(Mpa) 2<S.P<15 6

Thermalconductivity >0.8 0.8

제작법 일축압축방법

디스크형 블록
도 1600(*bulkdesnity:2000)

치수 지름 1770x높이 500

링형 블록
도 1600(*bulkdesnity:2000)

치수 외경 1770(내경 1050)x높이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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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5.처분시스템 열 안정성분석 결과

처분

방식

처분용기

간격

처분터

간격

완충재 최고온도 (℃)
비고

처분장 앙 처분장 외곽

수직

처분

8m

(처분용기 4단)
40m 96.5℃ 93.5℃ 처분장

요건

<100℃
수평

처분

2m

(처분용기 2단)
25m 91℃ 88℃

3)공학 방벽 구조 안정성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은 처분용기에 포함된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열과 처분심

도에서의 수압과 팽윤압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처분용기는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

여야 한다.이의 확인을 하여 공학 방벽에 하여 정상 조건인 경우와 극한 조

건인 경우에 하여 열 /구조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에

나타낸 바와 같다.표 3.8.6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개발된 처분시스템 공학 방벽

은 처분심도의 정상,극한 환경조건에서도 안 성을 유지함을 확인하 다.

표 3.8.6.공학 방벽 구조 안정성분석 결과

구 분 1.Normalcase 2.Extremecase

조건
벤토나이트 정상포화 후

(열응력,팽윤압,수압 작용)

벤토나이트 포화 /비정상 포화

(열응력,부분 팽윤압 작용)

응력

최 값
71MPa(항복응력 :235MPa) 223MPa(항복응력 :235MPa)

평가 안 율 3.3으로 안정성 유지 항복응력 범 내로 안정서 유지

4)처분용기 취 에 따른 구조 건 성 분석

처분시스템에서 처분용기 이송차량으로 재 는 처분공에 거치를 한 취 시

정상조건 는 비정상 조건에서 처분용기 뚜껑에 치한 지부의 구조 건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이를 하여 처분용기 취 시의 정상,비정상 조건을 설정하고 이

에 따른 처분용기 취 부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건 성을 확보함을 확인하 으

며,그 결과를 표 3.8.7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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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상운 감속 자유낙하

4 면

지

(16cm)

응력

최 값
7.4MPa 12.9MPa 40.0MPa

Safety

Factor

45/7.4

(S.F.:6.0)

45/12.9

(S.F.:3.48)

45/40.0

(S.F.:1.13)

3 면

지

(26cm)

응력

최 값
6.9MPa 12.3MPa 41.7MPa

Safety

Factor

45/6.9

(S.F.:6.5)

45/12.3

(S.F.:3.6)

45/41.7

(S.F.:1.08)

평가

항복 응력 비 안

율 6.0이상

:안정성 확보

항복 응력 비 안

율 3.0이상

:안정성 확보

해석응력이 허용응

력 범 내

:안정성 유지

표 3.8.7.처분용기 취 에 따른 구조 건 성분석 결과

5)처분시스템 방사선 안 성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에 한 방사선 안 성평가는 처분용기에 한 표면선

량과 처분시스템 성능을 하시킬 수 있는 완충재내 물질들의 방사화에 따른 산화

인자를 생성해내는 값인 1Gy/hr이내의 값을 갖도록 하는 요건을 기 으로 수행

하 다.그 결과는 표 3.8.8에 나타내었으며,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상부

와 하부의 선량은 표면선량 기 2m㏜/hr를 넘지 않는 반면에 측면값은 기 을

상회하 다. 따라서 처분용기 근처에 사람의 근을 허용하려는 목 이 있다면 측

면부분에 한 차폐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처분용기 주변 완충재에

한 흡수선량 기 은 1Gy/hr보다 낮은 값으로써 방사선 안 성이 높은 것으로

단되었다.

표 3.8.8.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처분용기 선량평가

구 분 치
선 량

단
Gamma Neutron 합 계

처분용기

Top 8.7206E-02 4.1045E-05 8.7247E-02

mSv/hSide 8.5268E-00 1.6102E-04 8.5269E-00

Bottom 1.2643E-01 6.1649E-05 1.2649E-01

흡수선량 1.1500E-02 6.1700E-09 1.1500E-02 G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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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분시스템 비용평가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형기 처분시스템(KRS)에서 고려한 PWR 사용후핵연료

20,000MtU를 상으로 처분시스템 설계가 수행되었다. 20,000MtU의 사용후핵연

료를 직 처분하 을 경우와 이로 공정 처리를 하 을 경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분시스템에 한 비용을 비교하고자 하 다.

1)직 처분비용 평가

표 3.8.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

KRS개발 당시 이용하 던 처분기간 30년을 용하여 새로이 구한 처분 단 비용

과 환율(1,500원/유로)을 용하고 CAFE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분비용을 평가하

다. 새로이 계산된 값을 표 3.8.10에 나타내었으며,계산결과에 의하면 PWR사

용후핵연료 20,000MtU처분비용은 략 11조원 정도로 추정되었다.이 비용은 부

지확보 비용,연구개발 비용 사회 비용 등은 포합되지 않은 순수 공학 비용

이다.

표 3.8.9.처분시스템 비용 비교를 해 설정한 시나리오

구분 직 처분 이로 공정 처리

발생량
PWRSF(MtU) 20,000 20,000

처분용기(개) 11,375 1,007

운 기간

(years)

PWRSF 30 30

RCF건설/시운 20 20

폐쇄 10 10

표 3.8.10.사용후핵연료 20,000MtU의 직 처분 비용

  지상시설 지하시설

투자비  3,140억원 1조 6,953억원

운 비 7조 808억원 1조 6,815억원

해체-폐쇄비 234억원 3,290억원

소계 7조 4,183억원 3조 7,058억원

총계

(1,500원/유로)
11조 1,2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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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로 공정 처리 폐기물 처분 비용

이로 공정 폐기물의 형태에 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

분시스템에 한 비용을 정확히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가능한 동등하고 합리

인 조건에서 비용을 구하고 비교하고자 하 다.

지상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의 경우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단되어 동일한

비용을 용하 다.지하시설은 처분공 크기 처분터 의 크기와 개수를 반 하

다. 속폐기물을 한 처분터 운 요원을 한 터 의 부피는 처분터

부피와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지상시설 운 비의 가장 요한 요소인 처분용기

비용은 본 보고서에서 구한 0.67억원을 용하 다.지상 지하시설 운 을 한

인건비는 처분용기 개수와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략 1/10을 용하 다. 완충재

뒷채움재 비용은 소요되는 량을 반 하 다. 상되는 처분비용에 해 략

30%의 contingency를 용할 경우 상되는 처분비용을 표 3.8.11에 나타내었으며,

략 9,000억원 정도 다. 이 비용에는 부지비용,연구개발비용 사회 비용 등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3.8.11.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 비용 추정값

  지상시설 지하시설

투자비  3,140억원 730억원

운 비 1,813억원 710억원

해체-폐쇄비 314억원 73억원

소계 5,267억원 1,513억원

총계

(1,500원/유로)
8,814억원 (contingency0.3)

5.처분시스템 종합보고서 작성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설계 성능평가,부지조사

평가,폐쇄 후 방사선 안 성 평가의 타당성에 한 객 에서 검토를

받고자 문 종합보고서를 작성하 다. 객 평가는 국내 문가 검토 국제

원자력기구(IAEA) 문가검토 로그램(WATRP:Agency'sWasteManagement

AssessmentandTechnicalReview Programme)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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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고서 작성에는 과제 연구원 원이 참여하여 작성하 으며,크게 세 부분

으로 나 어 구성하 다. 즉,KURT 부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질(Geology

ofKURT site),처분 도를 향상시킨 처분시스템 설계(RepositorySystem),자체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한 안 성평가(SafetyAnalysis)로 구성하고 작성하 다.

2011년 12월 말 기 으로 문 종합보고서 작성을 완료하 으며,보고서 목차를 부

록에 첨부하 다.

제7차 PA 워크 을 통하여 종합보고서에 한 국내 문가 검토를 받았으며,국내

문가 6인으로부터 보고서 체계 보고서 각 항목에 한 자문을 받았다.IAEA

PeerReview 착수를 해,IAEA 측으로부터 정식 서신을 통해 합의하 으며,2011

년 말까지 종합보고서를 완료하여 제출하면,2012년 2월까지 문가 검토를 거쳐,

2012년 4월 국내에서 검토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 다. IAEA는 해외 문

가로서 스웨덴,핀란드, 국,스 스,4개국의 문가들과 IAEA 자체 문가를 합

쳐 총 6인을 선정하 으며,최종보고서는 2011년 말 IAEA에 제출되었다.

향후 문가 검토 결과는 차기 단계 연구 내용에 반 되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에 활용되어,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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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 추진 략

1.A-KRS

개발을

한

고 폐기

물 DB

구축

①2006년말 기 월성과 부지 사용후핵연료 자료를

수집 분석(PWR9,614개,CANDU24만개)하고,이를 바

탕으로 각호기별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분포 등 통계 자

료를 분석할 수 있는 용 로그램 개발(SCI논문).

한,선진핵주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이로 공정의 물질

흐름 분석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개발함(특허 출원/등

록).

②원 SF발생량 측을 하여 3가지 모델(재장 주기

모델,방출연소도모델,연평균방출량모델)을 제안하고

분석 로그램을 개발함.처분시스템 설계에 이용하기

하여 기 CANDU HANARO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선원항 평가를 수행하여 붕괴열량 회귀식 제안

하고 평가함.

로그램

개발 등

과정

자체개발

▸연구목표 달성도

1.PWR9,614개,CANDU 24만개 사용후핵연료 DB

일 구축

2.선진핵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방법 설계

3.사용후핵연료 방출연소도가 처분에 미치는 향 분

석

4.원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방법 설계

2.A-KRS

공학 방벽

개념설계:

CANDU

핵주기폐기

물

처분용기

①처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3가지 종류의

A-KDC-CANDU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성능평가를 수

행함.고효율 처분용기 제작을 하여 온분사 방법을

용한 구리코 용기 제조법을 최 로 시도하 으며

(특허 출원),물성 부식 성능시험을 수행함.새로이

개발된 처분용기의 구리 소요량은 기존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하여,비용 감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됨.

기화학 부식시험 결과 구리용기의 부식률은 제작방

식과 상 없이 구리의 순도에 좌우됨.

②선행국가의 고 폐기물 장용기 처분용기 개념을

검토하고,이를 바탕으로 고 폐기물 발열량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을 한 2가지

장용기 처분용기(A-KDC-PYRO) 비 개념설계를

수행함.

③칼슘-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한 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 향상을 하여 Ag2O를 첨가한 완충재를 제안하

온분사

용기

제작

탁

(RIST)

처분용기

설계

완충재

성능향상

자체

수행

제 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목표 달성도

<<1단계:2007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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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 추진 략

고,제안된 완충재 블록의 확산실험을 수행하 음.

한 완충재의 열 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개발한

이 구조 완충재(특허출원)의 열 해석을 수월하게 수행

하기 한 해석해를 제시(SCI논문).

▸연구목표 달성도

1.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량을 40% 향상시킨 3

가지 종류의 CANDU 처분용기(A-KDC-CANDU)개

발

2.처분용기 구리 소요량을 폭 감소시킨(14.5% 이하

로)구리용기 온분사코 제조법 개발

3. 이로 공정 고 폐기물을 한 2가지 장용기

처분용기 개념 개발

4.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한 Ag2O

첨가재를 제안하고 성능 확인

5.완충재의 열 달 성능을 10% 정도 향상시킨 이

구조 완충재 개념 개발

3.A-KRS

설계 요건

개발

①처분용기 개선을 통한 CANDU 처분시스템의 처분효율

을 40% 이상 향상시킨 처분시스템의 설계 성능평가

(열,구조 해석)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함. 개선

된 개념을 용할 경우 단계에서 개발한 한국형처분

시스템 (KRS)개념에 비해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1,700억원(약 20.3%) 감 효과가 상됨(SCI논

문).

②OECD/NEA,IAEA 각국이 극 으로 검토하고 있

는 처분용기 회수-장기 장 요건 검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 폐기물 처분을 한 3가

지 복합처분방식(안)에 한 처분개념을 정립하 음.

신개념

처분용기

자체

개발

처분방식

자체개발

해외 문

가 검토

▸연구목표 달성도

1.처분 도를 증가시킨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를 바탕으로 처분시스템을 설계,성능평가 비

용평가를 완료함. 연구결과 새로운 개념이 기존 개

념에 비해 1,700억원(약 20.3%)효과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2.처분 도 향상,폐기물 회수성 향상,장기 리 개념

도입 등의 기능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처분개념 3가

지를 도출하고 개념 정립 완성.

4.A-KRS

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방안

수립

①원 운 안 성 평가를 해 개발된 안 성평가 체계

를 바탕으로 처분시설 운 안 성 평가를 한 시나리

오를 한국형처분시스템 설계자료와 원 안 성 평가

경험을 토 로 도출하고,안 성평가 차를 수립함.사

건수목 편집기인 CONPAS 로그램을 이용하여 표

사고에 한 사건 수목을 구성함.

②운 안 성 평가의 각 단계별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운 안

성 평가

방법론

자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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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 도구를 선정함. 한 사용후핵연료 운반 시나

리오에 하여 RADTRAN 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

후핵연료 운반에 한 3가지 표 사고를 상으로 안

성 평가 수행 결과,운반리스크는 운반 횟수에 민감

하 음.

▸연구목표 달성도

1.원 운 안 성 평가 체계를 한국형처분시스템에

용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표 사고에 한

사건수목 작성

2.사용후핵연료 운반 상되는 3가지 표 사고를

상으로 운반 리스크 분석 완료.운반리스크는 운반

횟수에 민감.

5.

고 폐기

물

장기 리

시나리오

연구

①선진 4개국 사례를 분석하 음. 미국, 랑스,일본의

경우 고 폐기물 장기 리 정책이 법률을 통해 결정

되어 있음.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가 리원칙(안)을 제

안하고,국가 리 로그램의 구성과 국내 실정을 고려

한 시나리오를 결정함.

②고 폐기물 리방안에 한 사회 인식 수용성

분석을 한 항목과 문항을 개발하고,250여명의 원자

력계 문가를 상으로 9개 항목 질문지에 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 분석 수행. 조사결과,

처분정책 수립에 가장 우선 인 항목으로 ‘처분안 성’

을,그다음으로 사회 수용성을 지 하 음.

장기 리

시나리오

자체개발

사회

수용성

분석

탁

연구
▸연구목표 달성도

1.고 폐기물 국가 리 원칙 작성

2.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 구성 결정

2.고 폐기물 리에 한 사회 수용성 조사 항목

도출 설문조사 수행 결과 분석 완료

6.장반감기

고 폐기

물 선원항

평가체계

구축

①2007년 말 기 ,고리와 울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자료를 분석하여 1차년도에 착수된 사용후핵연료 황

분석 로그램의 DB에 추가하고,선진핵주기 발생

속폐기물의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집합체 설계제원을

DB에 추가하여 사용후핵연료 황분석 로그램을 완

성함. 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시간을 3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효율 30배 이상 증진)가능함을 확인

하고,PWR기 사용후핵연료 특성( 기 농축도 4.5w%,

55GWd/MtU) CANDU 기 사용후핵연료 특성

( 기 농축도 0.711w%,8.1GWd/MtU)을 도출함.

②다양한 선진핵주기 시나리오에 맞게 사용후핵연료가 조

합(서로 다른 원자로 조사,방출연소도,냉각기간)되어

배치(batch)로 건식처리되는 경우에도 선진핵주기 폐기

물의 물량 방사선원항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패키

지(CLEAN)를 자체 개발하고 검증함.즉,본 과제에서

핵심연구

원의

해외

문기

교육

평가

로그램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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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양한 이로 시나리오에

비하여 수월하게 선원항을 해석할 수 있음.

③원 해체 장반감기 폐기물의 물량 방사선원항 도출

을 해 CANDU 원자로를 상으로 3차원 MCNP상

세 노심모델을 개발하고,ORIGEN2를 이용하여 구조물

의 방사화 계산을 수행하 음. 계산 결과 원 1기 해

체로부터의 장반감기 폐기물 질량은 245톤,부피는 80

m
3
정도로 측되었으며,폐로 후 10년 시 에서의 총

방사능은 1.3×1016Bq정도로 추정되었으며,국내

폐기물 처분농도 제한치와 주요 핵종의 비방사능 비

교 결과,60Co,94Nb,14C,63Ni의 값이 폐기물

처분제한치를 과하 음.

▸연구목표 달성도

1.작업시간을 2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시킨 (효

율 10배 이상 향상)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측 로

그램 개발

2.작업시간을 3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효율 30

배 향상)시킨 사용후핵연료 황 분석 DB 로그램

개발

3.새로운 PWR CANDU기 사용후핵연료 결정

4.다양한 선진핵주기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선원항 평

가 수행에 한 사례 분석:기존 ORIGEN-S 로그

램보다 기능향상 사용상 편의성 확인

5.CANDU 원자로 해체 폐기물량 산정을 한 3차원

노심 모델 개발 비 계산 수행

7.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① 온분사기술을 이용하여 1/10규모 크기의 구리코

처분용기를 성공 으로 제작하고,부식 시험용 시편을

제작함. 3가지의 코 구리,단조구리,주조구리,64황

동,Al-청동 등 총 7종의 구리 구리합 시편을 사

용하여 해수를 이용한 부식실험, 기화학 부식실험

을 수행하 음. 기화학 부식실험결과 구리 종류에

따른 부식 차이가 없었으며,구리 순도의 향만

나타났음.해수 부식률은 코 구리 등이 높게 평가

되었음. 그러나 기화학 부식평가만으로 처분용기

의 장기수명 측은 피막 항성 변화 크기로 보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단됨. 온분사코 층의 두께에 따

른 부식률을 측정한 결과 두께에 따른 변화는 찰하기

어려웠음.

②처분용기 부식 측을 하여 1차년도에 도출한 완충재

에서의 산화제의 이동에 한 해석 해를 부식 측에

이용하기 하여 GUI방식의 로그램을 개발하 음.

개발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KURT지하수 환경에서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부식수명을 측하

온분사

용기

제작

탁수행

(RIST)

부식시험

등 자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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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계산결과 비교를 하여 일본 H-12부식모델과도

비교하 음.평가결과 KURT주변환경에서 구리 처분용

기 수명은 1,000년을 훨씬 과하 음.

③ 기화학 부식특성 조사(cyclicpolarizaitontest)결과

KURT 지하수를 이용한 부식률은 해수 경우에 비해

1/2수 이며,코 구리와 단조동의 기화학 차이

은 없었음. 재 진행 인 KURT지하수를 이용한 실

험실에서의 장기부식 시험결과(2개월,4개월,9개월)3

가지 9개 시편의 부식률은 무시할만 하 음(9개월 처리

시편의 부식두께는 1×10
-4
mm ~ 3×10

-4
mm 정도).

KURT 장 지하수를 직 이용한 부식시험을 한 장

치를 직 설계하고,제작,설치하 음.

▸연구목표 달성도

1. 온분사코 기술을 이용하여 1/10규모 처분용기

제작

2.7가지 구리 구리합 에 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기화학 부식시험 완료:구리 종류에 의한 부식

는 무시할 만 하 으며,구리순도의 향만 나타

남.

3.처분용기 부식 수명 측 로그램 개발:처분용기

수명 측 결과 KURT지하수 조건에서 수 십만년

이상(설계기 :1,000년)

4.KURT지하수 조건에서 장기 부식시험:9개월 동안

3가지 9개 부식시편의 부식 두께 1×10
-4
mm ~

3×10-4mm 확인

8.복합폐기물

공학 방벽

처분방식

선정

① 이로 공정 분석 결과,5가지 종류의 장반감기 고

폐기물의 발생이 상됨. 이로 공정 물질수지식으로

부터 5가지 종류 폐기물별,부피 질량,핵종별 방사

능,열 선원항을 계산함. 이를 바탕으로 각 폐기물 별

장-처분용기 개념을 도출하고,회수성과 장기 장 기

능을 갖추며 처분 도를 향상시킨 다층 구조의 새로운

개념의 3가지 복합폐기물 처분방안- 속 폐기물은 상부

층에 처분하고,고 폐기물은 3가지 처분방안-을 도출

함.특히,처분방안-II에는 처분시스템 효율을 극 화시

킨 한국형 공학 방벽 모듈(K-PEM)을 고안하여 처분개

념에 도입하 음).처분방안 평가를 하여 국내외 문

가 의견을 반 하고,처분효율 경제성 측면에서 최

의 방안을 선정함. 한,폐기물의 장기 리 기간

상되는 처분터 운 기간 동안의 환기 측면에서의

10가지 처분터 배치안에 한 정량 비교를 통하여

최 안을 작성함.

②회수성 장기 장 기능이 강화된 처분시스템 개발에

맞추어 지상 지하 시설 공정 시나리오를 개발하

처분방안

개념개발

자체

수행 후

국내

문가

자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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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핵심 시설인 폐기물 포장시설의 장비개념 도출을

하여 3DCAD툴을 이용하여 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공정에 맞춘 시뮬 이션 수

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음.

③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재활용

혹은 새로운 처분기술을 비한 처분시스템의 회수성

향상을 목표로 복합처분시스템의 개념 설정을 수립함.

PWR과 CANDU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장기 장 략

을 포함한 방안을 제안함.

▸연구목표 달성도

1.새로운 특성의 이로 공정 폐기물 분석을 통한 처

분용기 5가지 개념 개발

2.폐기물 회수성이 향상된 새로운 개념의 3가지 처분

방안 개발

3.처분시스템 효율 취 성을 극 화시킨 한국형 공

학 방벽 모듈(K-PEM)개발

4.환기 측면에서의 처분터 배치안 10가지에 한 정

량 분석 완료:최 안 도출

5.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설계시스템 작업환경

구축

6.PWR과 CANDU사용후핵연료 장기 장 략 수립

9.A-KRS

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①운반안 성 평가체계는 국제간 자료 공동 활용을 강화

할 수 있도록 IAEA에서 개발한 INTERTRAN2 로그

램을 설치하고,ACCESS 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반 안

성 평가에 필요한 기본 자료 DB를 구축하 음.

②처분시설 운 안 성 평가를 하여 HAZOP 분석을

수행하여,이를 기반으로 지상시설 지하시설의 기

사건을 선정하 으며,이들 표사건에 하여 사건

수목을 구성하고 고장수목 분석을 수행하 음. 표사

고로 선정된 핵연료다발 낙하사고에 하여,1차년도에

정립된 CONPAS,AIMSPSA Manager를 활용하여 사

고경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확

률을 구하 음.고장수목 분석 결과 HVAC 시스템 고

장 확률은 8.063e-5,HEPA Filter고장 확률은 1.201e-5

으로 평가되었음

운반평가

해외

훈련

운 안

성 평가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사용후핵연료 운반안 성 평가 로그램

INTERTRAN2구축

2.ACCESS 로그램 기반 운반안 성 평가 입력자료

DB구축

3.한국형처분시스템에 한 HAZOP분석 완료: 기

사건 선정

4. 표사건에 한 사건수목 고장수목 분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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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선정 사고 확률 산정

10.

선진핵주

기가

처분에

미치는

향 평가

①다양한 핵주기와 련된 문헌 조사를 통하여 국내 환경

에서 고려할 수 있는 5가지 핵주기를 선정함. 최근 해

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5가지 핵주기를 비교하고,국

내 용 가능한 핵주기를 3가지를 선별하 음.선정된

표 핵주기 2가지(직 처분-고온건식처리)를 심으로

장기 리-처분 방안을 제시하 음.

②1차년도에 수행된 고 폐기물 장기 리 방안의 사회

수용성에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용

후핵연료 처분시 을 기술 측면에서 분석하고 PWR

사용후핵연료의 고온건식처리를 고려한 처분시 을 제

안하 음.제안된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 2041

년을 심으로 고 폐기물 리 정책 로드맵을 작성

하 음.

처분시

분석

일부

탁

핵주기

특성

분석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5가지 핵주기를 상으로 기술 검토를 통해 2가지

핵주기를 선정하고 장기 리-처분 방안 수립

2.선정된 핵주기를 상으로 고 폐기물 리 로드

맵 작성

11.핵주기

폐기물

핵종

재고량

평가

로그램

(A-SOUR

CE)개발

①사용후핵연료 핵종 재고량 평가를 하여 2008년 말 기

모든 사용후핵연료(11,129개)제원 핵연료 장 일

데이터(20만개 이상의 데이터)구축.이를 바탕으로 각

호기별,제원,발생량,농축도,방출연소도,냉각시간 등

을 분석할 수 있는 배포 버 로그램을 완성하 음.

서로 다른 특성의 사용후핵연료가 이로 건식처리 되

는 경우에도 방사선원항을 수월하게 도출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을 하여 사용후핵연료 DB를 개량하고,

기능모듈 제어모듈을 개발함.

② 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

료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분석할 수 있는

로그램의 기능모듈을 추가로 개발 이며,이를 통하여

선진핵주기 선원항 로그램(A-SOURCE) 로그램이

완성 정(작업계산시간을 30여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가능:효율 30배 이상 향상).원 해체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구조재로부터 발생되는 장반감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검증 수행하여 구조재 폐기물의 방사선원

항을 계산 정확도를 200% 이상 증진함.

로그램

개발 등

자체개발

▸연구목표 달성도

1.2008년말 기 모든 PWR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

(11,129개 자료,20만개 데이터)DB구축 완료 DB

분석용 배포 버 DB 로그램 완성

2.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선원항 로그램 GUI모

듈 개발 등 간 완료(12월 최종 완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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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검증을 통해 계산 정

확도를 200% 이상 향상시킨 로그램 개발(작업시간

30일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상,12월 완료

정)

12.KURT를

이용한

A-KRS

처분용기

부식 실험

①KURT환경에서의 처분용기 부식실험을 하여 KURT

지하수를 이용한 실험실에서의 4종의 구리시편을 이용

한 장기 부식실험이 18개월 동안 진행 . 장기간 부

식시험 결과 모든 시편의 부식두께는 매우 완만하게 증

가하는 패턴을 나타냄.KURT 장에서 10년 이상 장기

부식 실험을 한 장치를 설계,제작하고 테스트하 음.

한,KURT 환경에서 온분사코 구리시편의 국부

부식 시험을 하여 연구원의 미국 SWRI연구소에

견을 통하여 3종의 구리시편 30여개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KURT환경에서 처분용기의 국부 부식은 거의 무

시할 수 이었음. 완충재의 팽윤압 조건이 부식에의

향을 악하기 하여 온도에 따른 팽윤압을 측정함.

온도가 높을수록 팽윤압이 감소하는 상을 발견함.

② 온분사코 구리용기의 을 해결하기 해 새로운

설계의 처분용기 개념을 제안하고 시험제작함. 온분

사코 용기의 구조 안정성 성능평가를 하여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단시험 설비를 공동 활

용하기 하여 소형 시험체를 제작하고,일본 JAEA와

KAERI가 서로 다른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사모사를

수행함. 향후 시험을 통해 두 모델의 해석 결과 비교

계획.

연구원

해외 견

을 통한

국부부식

시험

수행 등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KURT지하수를 이용한 구리처분용기 장기 부식시험

(LAB시험:18개월 진행 )

2.KURT지하수를 이용한 구리처분용기 국부부식 시험

완료(3종의 구리 30여개 상):crevicecorrosion

향 무시 가능

3.온도에 따른 완충재 내 팽윤압 변화 측정:온도 증가

에 따라 팽윤압 감소 상 발견

4. 온분사코 구리처분용기 단시험을 한 성능평

가 수행

13.A-KRS

개념설계

①개선된 이로 공정 폐기물 특성을 재분석하여, 속폐

기물과 정련폐기물을 상으로 장용기와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성능평가를 수행함. 한 CANDU 사용후핵

연료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을 한 처

분용기를 설계하 음.국내에서 상되는 장반감기/고

폐기물(CANDU 사용후핵연료,하나로 사용후핵연

료, 이로공정 고 폐기물,원 해체 장반감기폐기

물)을 복합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 설계를 한 체

개념설계

성능평가

자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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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고,각 폐기물 특성에 맞춘 처분시스템

비 개념설계 수행.CANDU와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은 수직공 처분방식으로 40개의 터 을 이용하

며, 이로 공정 속폐기물은 2개의 수평 터 처분방

식을 바탕으로 처분개념 설정.

②처분장 지상시설의 핵심시설인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의 공정을 상으로 세부공정 련 장비 개념을 도

출함. 한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성에

맞춘 지하 처분공정을 분석하고 단 공정 장비 개념

을 도출함.

③개선된 이로 공정 고 폐기물 처분의 회수성과 장

기 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한국형 공학 방벽

모듈(K-PEM)개념을 개발하고,이를 이용한 처분시스

템을 설계하여 처분효율을 향상시킴.

▸연구목표 달성도

1.개선된 이로 공정에 따른 2종의 이로 처분용기

개념설계완료 성능평가 수행

2.회수성이 더욱 향상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 개념설계 성능평가 완료

3.HANARO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설계 완료

4.CANDU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

스템 개념설계 완료(소요터 :40개)

5. 이로 공정 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완료

(소요터 :2개)

6. 이로 공정 세라믹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10

월 말)

7.핵심 지상시설에 한 세부 공정 련 장비 개념

완료

8.개선된 이로 공정 폐기물을 상으로 한국형 공학

방벽 모듈(K-PEM)개량

14.A-KRS

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모듈 개발

①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 한 험

운 성 검토 수행 결과를 토 로 안 성평가 수행의

기단계인 사건수목 구성에 필요한 표 인 사건자료

목록을 작성하 음

②처분시설 정상 운 시 안 성평가를 하여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의 표 기사건을 선정하고,CONPAS 로

그램을 이용하여 사건수목을 분석하고,AIMS-FTREX를

이용하여 고장수목을 분석하 음. 이를 바탕으로 각

사고경 별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고 일반 피폭선량

을 평가함.

정상

운

안 성

평가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의 표 사

건자료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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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상시설 지하시설에 한 기사건 선정,사건수

목 분석,고장수목 분석

3.각 사고 경 별 방사선원항 평가

15.

고 폐

기물

처분시

안 분석

①기술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 3가지 처분시 방안을

상으로 처분시 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심으로 비교 분석함. 기술 측면,안 성 측면,경

제 측면,윤리 측면,환경친화성,원자력 지속성,원

자력계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착수 시 으로서 2041년을 제안함.

한 처분물량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을 통해

정한 처분기간을 도출하 음.

②고 폐기물 국가 리 원칙, 리 사업자 비용,처

분 상 고 폐기물,2041년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 을 바탕으로 결정한 고 폐기물 리 사업

로드맵,고 폐기물 리사업 수행 방안 등을 제안한

고 폐기물 리 기본계획(안)을 작성함.

처분시

분석

기본계획

(안)작성

등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최 의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

2.고 폐기물 리 기본계획(안)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추진 략

1.선진핵주기

선원항

평가기술

개발-2010

①지난 단계에서 개발된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A-SOURCE)에 해 핵연료 방사선원항 평가모듈에

한 검증계산을 수행함.

-ORIGEN-S 계산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계산을 완

료함.5cases이상 비교를 완료하 으며,그 결과 ±5%

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 음.

- 한 ORNL에서 보유 인 핵연료 화학분석결과와 비교

를 통해 검증계산을 완료함.5가지 이상에 해 비교를

완료하 으며,그 결과 ±10%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

음.

②개발된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A-SOURCE)에 해

구조재 방사선원항 평가모듈에 한 검증계산을 수행

함.

-원자력연구원 PIEF와의 조체제 하에 PLUS7구조재

시편을 채취하여 시료로 제작하 으며,화학분석부와의

조체제하에 시편내 방사화핵종 재고량을 정량화함.

-방사능실측치와의 비교계산을 수행한 결과 ±5%이내에

서 일치함을 확인하 음.

③지난단계에서 개발된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에 해

로그램

개발 등

과정

자체개발

<<2단계:2010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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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모듈의 편의환경을 개선하

으며, 한 국가 재고량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석모듈

을 개선함.

▸연구목표 달성도

1.A-SOURCE 로그램의 핵연료 방사선원항 평가모

듈의 검증:ORIGEN-S계산결과와 ±5%이내에서 일

치하며,ORNL에서 보유 인 핵연료 화학분석결과와

±10%이내에서 일치.

2.A-SOURCE 로그램에 해 구조재 방사선원항 평

가모듈에 한 검증:방사능실측치와의 비교계산을

수행한 결과 ±5%이내에서 일치.

2.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개발-2010

① 온분사코 구리처분용기의 마개를 하기 해 기

존의 용 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 부의 물리 변형

이나 구조 차이를 극복하기 해, 온분사코 용기

와 구리마개 사이를 용기재질과 동일한 형성법인 온

분사코 으로 합하는 방법을 최 로 시도하 으며,

온분사 합부에 한 헬륨 설시험을 한 결과,

1.0x10-6 stdcm3/sec(공기 헬륨 농도 3.5x10-6 std

cm
3
/sec)로 측정되어 설율이 ~0으로 설이 없

었음.이에 해당 기술을 특허출원 에 있음. 한

JAEA 단시험용 구리용기 1/20축소모형(직경5cmx길

이18cm)를 용 이 없이 분사코 기술만 용하여 성공

으로 제작하 음.

②한국형 공학 방벽의 물리 변수를 검증하기 해,

경주 Ca벤토나이트의 물리 변수에 한 반 인

검토 신뢰도를 분석함.경주산 Ca벤토나이트의 온

도와 시간에 따른 팽윤압 변화를 심층 조사하기 해 2

년간의 장기 팽윤압 시험을 계속 실시.

③Cl-이온의 Through-diffusiontest를 통해 칼슘벤토나

이트 내 음이온의 Kd값의 도출 이에 맞는 확산모델

식을 완성하 음.정립된 확산 모델식을 Sufide이온의

확산에 의한 구리부식모델로 확장하고,KURT 환경에

서의 다양한 부식인자에 한 구리수명 측 모델식을

수립.KURT 지하수를 이용한 실험실에서의 4종의 구

리시편을 이용한 2년간(24개월)의 장기부식실험을 완료

하고 최종 부식그래 를 완성하여,구리 부식율이 1㎛

/year이하임을 실험 으로 증명.KURT 장에 장기

부식시험을 한 독립실험실을 구축하고,KURT 장

에서 1년간 테스트된 장기부식장치를 보완한 신규장기

부식장치를 제작 설치하여,구리를 포함한 5종의

속(총 100개의 부식셀)을 2개의 시험 챔버에서 20년 목

표로 부식시험을 시작함.

온분사

용기

제작

탁

(RIST)

처분용기

설계

완충재

성능향상

자체

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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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분사코 을 이용한 구리용기-마개의 합:헬륨

설시험에 의한 기 확인

2.경주 압축벤토나이트 2년장기팽윤시험 실시:7,000시

간째 측정.

3.KURT 지하수 조건에서 24개월 장기 부식시험완료:

구리시편의 최 부식 두께 1㎛/year이하 확인.

4.KURT 환경의 다양한 부식인자에 한 구리수명

측 모델식 수립.

5.KURT 장 20년장기부식실험실 설치.

3.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2010

①처분터 배치를 하여 지화학 환경을 고려하여 심도

를 지하 500미터로 결정하고,KURT 주변 시추공 자

료를 반 한 수리모델을 구축함. 한,KURT주변 단

열 의 특성을 분석함.이를 바탕으로 처분터 길이와

개수를 반 한 처분구역을 선정함. 한 처분터 방

향 선정을 한 지하수량 분석을 수행하고 반 함.

②처분시스템 비용평가를 한 용 로그램 CAFE의 단

비용을 국산화를 하여 주요 인자를 선정함. 국내

실정에 맞는 단 비용을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문가와

함께 추정하고 입력자료 DB를 구축함[TR작성].

③ 이로 공정 고 폐기물(monazite 세라믹폐기물)의

발열량을 A-SOURCE와 ORIGEN-ARP을 이용하여 구

함. 처분터 길이 배치 결정을 하여 ABAQUS

로그램을 이용한 열 해석을 통하여 결정함. 운 기

간 환-배기를 한 5가지 배치안에 한 분석을 통

하여 2가지 안을 선정하고 환-배기 정량 분석을 수행

함. 이를 바탕으로 고 고방열 폐기물의 장기 리

에 한 환-배기에 따른 열 거동 해석.

신개념

처분용기

자체

개발

처분방식

자체개발

해외 문

가 검토

▸연구목표 달성도

1.KURT주변 시추공 자료를 반 한 수리모델을 구축.

2.처분시스템 단 비용을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문가

와 함께 추정하고 입력자료 DB를 구축.

3.운 기간 환-배기를 배치안 선정 정량 분석

4.선진핵주기

선원항

평가기술

개발-2011

①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핵 성능평가를 완료

함.-개발된 A-Source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분용기

내 폐기물의 방사선원의 세기 방사선 스펙트럼의 평

가.

-앞서 도출된 방사선원항과 최종제시된 선진핵주기 처

분시스템 개념을 용하여 MCNP코드로 방사선 차폐

해석을 수행하고,용기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성능목

표치 1Gy/hr이하로 유지됨을 확인.

-앞서 도출된 결과에 해 설계계산서 작성을 완료하

음.

②주요 장반감기 핵종 국내 재고량 평가의 완료.

로그램

검증은

일본

JAEA와

비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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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성 핵종,Tc,I등의 10가지 이상 핵종에 해

원 부지별로 2100년까지 상되는 재고량을 도출.

③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검증 사용자 편의 개선

-1차년도까지 개발된 로그램에 해 사용자 편의환경

을 개선하고, 로그램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해 1차

년도에 수행된 검증계산을 재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MCNP와 Microshield 로그램을 이용한 처분용기

주변 흡수선량 평가 완료 결과 검증. 방사선

성능기 만족함을 확인.

2.자체 개발한 ASOURCE 로그램을 활용한 국내 원

으로부터 발생된 TRU를 포함한 10여가지 핵종의

총 재고량 산정 시.

3.국내 사용후핵연료 DB를 바탕으로 이로 물질수지

를 반 하여 방사선원항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ASOURCE 로그램 완성 검증완료.

5.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개발-2011

①한국형 공학 방벽의 물성인자를 검증하고,자체 개발

한 1/30규모의 단시험기기를 이용한 한국형 공학

방벽에서의 처분용기 단시험을 실시하여 6개 치에

서 압력변화를 측정.소형 시험용기의 건 성 확인

단 회 각을 측정.

② 단시험 해석을 해 한국형 공학 방벽의 물성인자

를 용한 2가지 탄성 모델로서 산모사를 수행.처

분용기의 장기부식시험 셀수를 확장하고,얻어진 장기

부식시험 결과를 이용한 1차년도 개발된 수명 측 로

그램을 ±20% 이내로 모델식 개선.

처분용기

개발

단시험

장치 등

자체

개발

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처분용기에 한 단응력 시험을 한 1/30규모 장

치를 자체 개발하고 단응력 시험을 완료함.

2. 단응력 시험을 해석하기 한 2가지 탄성 모델을

이용한 산 해석을 수행함.실험실에서 수행된 730일

장기 부식시험을 상으로 자체 개발한 수명 측

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완료함.

6.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2011

①단 방벽 공학 평가:설계된 처분시스템에 해 수직

수평 처분공을 기 으로 단 방벽의 열 ,구조 ,

방사선 성능평가 수행.이를 통해 열 처분 도를

10%이상 향상시키는 방안 도출.

②개발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에 한 성능평가 안

성평가를 완료함.이에 한 국제기구 문가검토

(peerreview)를 거쳐 처분시스템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하여, 문 종합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IAEA 측에

발송 완료함.

③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처분모듈)을 비용평가하고,직

처분시스

템 개발

과정(설

계,

성능평가,

비용평가

등)자체

수행/종합

보고서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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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비용과 비교 분석함.

기구

문감

검토

▸연구목표 달성도

1.처분시스템 단 방벽에 한 성능평가(열 ,구조

안정성,방사선 )완료 이를 통한 열 처분 도

10% 이상 향상 방안 도출. 차기 단계 과제 내용에

포함.

2.5년간 수행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문 종합보고서를

완료하여,IAEA 문가검토를 해 발송함.

2. 련분야에의 기여도

기존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향상시키기 해서 여러 가지 고 폐기물에 한 심

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을 개발하 다.해당 고

폐기물은 CANDU 사용후핵연료,HANARO 사용후핵연료,새로운 핵연료주기로

부터 상되는 고 폐기물 원자력발 소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

물을 상으로 하 다.이를 하여 국내 발생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 로그램을 개발하고,이를 바탕으로 이로공정 폐기물의 선원항을

물질수지에 맞추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로그램을 자체 개발하 다. 이 로그

램을 활용하면,다양한 후행 핵주기 공정에 한 방사선원항 계산을 수행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주요 핵종들에 한 국내 총 재고량 평가도 가능하다. 한, 장

수송 등의 설계 성능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방사선원항의 평가도 가능하다.

후행 핵주기에 필요한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향후 상되

는 다양한 종류의 유사한 상황(핵물질 감시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 다고

단된다.

처분용기는 기존 5㎝ 두께 구리용기의 안으로 주철용기 표면에 1㎝ 두께 구

리코 을 한 처분용기를 개발하여 량과 제작비용을 획기 으로 인 용기를 개발

하여,처분장 건설에 있어서 경제성을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1/10규모 온분사

코 구리 처분용기 시제품을 제작하여,기술성을 확인하 으며,구리 시편에 해

KURT 장에서의 장기 부식시험을 수행하여,향후 처분용기 상용화에 필요한 기

자료를 구축하 다. 한편 개발된 구리코 처분용기의 수명을 측할 수 있는

독자 인 해석 모델을 개발하여 처분용기의 건 성을 용이하게 확보하 다.

처분시스템의 완충재는 우리 연구원에서 특성이 규명된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하 으며,완충재 성능 향상을 하여 열 도도 요오드-129동

원소의 흡착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127-

지하 처분시스템의 처분 도를 높이기 해서 확보된 국내 표 암반인 화강암의

특성을 근거로 처분장 설계에 반 하 다.그 결과 CANDU 사용후핵연료와

HANARO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은 이 단계와 유사한 수직공 처분시스템을 보

완하는 방향으로 설계 방향을 설정하 으며,선진핵주기 고 폐기물의 경우 처분

도 향상을 한 다양한 처분개념을 도입하 다. KURT 주변 암반 특성을 반

한 열 해석을 통하여 처분장을 설계하 으며,수리학 특성과 환기 측면을 반 하

여 처분장 배치를 결정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을 설계,성능평가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다.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의 안 성 평가를 하여 축 된 원자력발 소를 포함한 원

자력 시설의 운 안 성 평가기술을 바탕으로 처분시설의 운 안 성 평가 체

계를 확보하 다.사용후핵연료 리와 련된 정책 설정과 련하여 본 연구에서

는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을 제시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해결하여야만

하는 요한 항목이며,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개발이 기술 도입

단계를 벗어나 기술 발 단계로 나아가는 토 를 마련하 다고 평가된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①다양한 고 폐기물을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복합 처분시스템

개발,②처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분 도 향상,③처분된 폐기물의 회수

성 향상,④장기 리 기능의 확보를 마련하 다.

결론 으로,본 연구에서 얻어진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개발 연구

결과는 원자력의 지속 이용에 따른 막 한 양의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한 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됨으로써 향후 상되는 처분부지 확보와 련된 많

은 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일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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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경제 활용

본 과제에서 개발된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이 선진핵주기와 함께

연계될 경우 상되는 경제․산업 효과는 막 할 것으로 단된다.개발된

A-KRS처분시스템이 요구하는 처분부지 면 은 획기 으로 축소되어 처분 부지

확보에 따른 경제 ,사회 향이 막 하다. 재 설계에 따르며 직 처분과 비

교하여 처분면 이 약 1/50정도로 축소되며,이를 1/100정도로 만들기 해서는

공학 방벽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공학 방벽 성능 향상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이 요구된다.

재 국내 28기 원자로의 가동으로부터 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처분용기는 략 15,000여개로 상되며,처분용기 1개의 제작비용이 3억 여 원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본 개발한 처분용기 제작법에서는 구리 소요량을 획기 으로

으며,제작도 수월하다. 따라서 처분용기 제작비만으로도 큰 감 효과(수 천억

원 이상)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 향후 실규모 제작이 성공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많은 심 상된다.이를 하여 온분사코 을 통한 실규모 제작을 통해 기술성

과 안 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보다 실 지원을 통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고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를 하여 개발한 ASOURCE 로그램의 경우 다

양한 후행 핵주기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로그램이다. 본 로그

램의 핵심에 해당되는 ‘depletionmodule'의 경우 미국 ORNL연구소가 개발한 모

듈을 이용하고 있으나,이에 한 국산화 작업도 착수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며,

이를 완성할 경우 후행 핵주기의 다양한 분야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한편,개발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은 처분 도가 크게 향상되어,

CANDU원자로를 개발한 캐나다에서의 심도 클 것으로 기 하고 있다.이 경우

이와 련된 많은 기술 교환이 캐나다와 이루어질 수 있다.

2.사회 활용

사용후핵연료의 한 리 방안의 수립은 원자력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세 의

의무이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처분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달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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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리를 가능하게 개선함으로써 미래에 더욱 바람직한 기술이 개발될 경우까지

비하 으며,이는 세 간의 마찰도 일 것으로 본다.사용후핵연료 리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이슈인 부지 문제를 ‘장기 리 기능’을 갖춤으로써 간 장-처분 2개

의 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일 부지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부지 확보과정에

서의 사회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처분 도가 향상되어 요구되는 부지

면 도 축소되어 부지확보 과정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본다.

3.기술 활용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은 재 국내 원자력계가 극 으로 검토하고 있

는 GEN-IV 원자로 이로 공정과 함께 새로운 핵연료 주기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의 우수성이 실증될 경우,선진 핵주기의 도

입에 매우 정 인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에 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

면,기술 측면에서 분석된 국내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은 국가 정책 결

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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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국내 원 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는 2006년 말 재 8,670톤으로 원자력발 소

내 장조에서 임시 리되고 있으며,2020년에는 28기의 원 이 운 될 것으로

망되며 이들 원 에서 총 36,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될 것으로 상되고 있

다.국가 으로는 이들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진

핵연료주기기술을 바탕으로 SFR(Sodium FastBreedReactor)과 연계한 후행 핵연

료주기에 한 기술 근을 시도하고 있다.이러한 근을 처분 에서 보면,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의 기조에서 사용후핵연료 고 폐기물의 병행처분의 형

태로 처분 상이 변하게 된다.

본 연구의 1단계는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구 처분을 한 한국형기 처분시스

템(A-KRS:AdvancedKoreaReferenceSystem)에 한 처분 안 성 평가 수행을

기본 목표로 두고 있으며,세부 으로는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과 련하여 FEP

시나리오 개발,종합 평가 로그램 개발,생태계 평가 로그램 개발,처분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처분안 해석 과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수행되었으며,연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2007년)

ㆍ미래형원자로 선진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처분안 성 해석

ㆍ다분야 복합거동 평가방법론 개발

-2차년도(2008년)

ㆍ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 처분성능 평가

ㆍ천연방벽-생태계 에서 물질이동 상 규명

-3차년도(2009년)

ㆍ미래형원자로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종합 안 해석

ㆍ처분장 안 해석 종합 품질보증시스템 운

본 연구의 2단계는 PWR사용후핵연료의 이로 처리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을 처

분하기 한 처분 개념인 A-KRS의 종합 안 성을 평가하여 안 성을 입증하는 것

이다.A-KRS의 종합 안 성 평가는 운 과 폐쇄후 안 성 평가를 모두 포함하

며 종합 안 성 평가를 통해 처분장의 안 목표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안 성을 입

증할 뿐만 아니라 안 목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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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설계 개선에 반 할 수 있다.

폐쇄 후 성능 안 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골드심 로그램으로 구 된 안 성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게 개발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분 시스템 내 핵

종 유출 이동에 련된 주요 시나리오를 부지 특성 입력 자료와 함께 결정론

,확률론 으로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안 성 평가 방법론 골드심 로그램

을 활용하여 개발된 평가 도구는 향후 실제 처분장의 안 성과 성능을 보이기 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 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해서는 주

요 입력 변수들에 한 실험 자료들의 통계처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확률분포 함수

를 추정하여 주요 입력변수별 확률 도 함수를 구하여 확률론 평가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운 안 성 평가는 확률론 안 성 평가 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해서

는 신뢰도 DB개발이 필요하다. 재 처분장의 상세 설계가 이루이지지 않은 상황

에서는 운 안 성 평가 기법을 확립하고 표 사건에 한 확률론 운 안

성 평가를 통해 안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처분장의 안 성 확보를 해서는 폐기물 내에서 발생되는 기체와 공학 방벽에서

발생된 콜로이드 등의 향을 평가함으로써 핵종이동의 가속화 여부와 처분장 인공

방벽의 안 성에 미치는 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분장 안 성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해서는 재 유럽을 심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 인 SafetyCase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내 규제기 에서

비하고 있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해방지 기 (안)에 의하면 SafetyCase개발

이 필수 이다.이를 해서는 SafetyCase에 한 개념정립과 이를 통한 Safety

Case의 구조 요소 개발이 필요하다. 한,SafetyCase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들의 SafetyCase개발시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afetyCase를 작성하

기 해서는 처분 시스템 반에 걸친 방 한 내용에 한 연구가 필요하고,그 내

용에 한 일 성과 명확성,불확실성에 한 비도 요구된다.따라서 SafetyCase

개발 과정에 한 반 인 계획을 세워놓아야 필요한 자료와 모델,정보를 통합

으로 리할 수 있고,처분장과 련된 인허가 차에 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안 에 한 필요조건 사항을 수하기 해 반복 으로 수행되는

SafetyCase개발 과정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2단계 처분 안 성 평가 과제는 2010년부터 2011년까

지 2년간 수행되었으며,연도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2010년)

ㆍA-KRS결정론 폐쇄후 안 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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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운 안 성 평가 지원을 한 신뢰도 DB개발

ㆍ주요 입력 자료의 통계처리 확률분포 추정

ㆍSafetyCase구조 요소 개발

-2차년도(2011년)

ㆍA-KRS확률론 폐쇄후 안 성 평가

ㆍ공학 방벽 상호작용 향 평가

ㆍA-KRS운 안 성 평가

ㆍKURT기반 SafetyCase개발 방안 수립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기술 측면

고 방사성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분하기 한 방안에 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타국으로 고 방사성폐기물을 탁 처리하는 방안은 쉽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이는 자국에서 발생한 고 폐기물을 자체에서 처리 처분하여야

함을 의미하며,처분의 경우,각 국가의 자연환경 혹은 처분환경이 다르므로 기술도

입에는 한계가 있으며,일정 수 이상 자체 으로 기술개발이 되어야 한다.이러한

처분 특성에 따라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일 부터 처분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왔으

며, 련기술은 일부 실용화 단계인 것으로 단된다.고 방사성폐기물의 구

처분에 있어 가장 요한 은 수십만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처분장의 안

성과 성능이 담보되는가에 있으며,단기간의 실험실 실험이나 장 실험으로는 처

분장 안 성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실험 결과와 함께 보수 인 에 기 를 둔

수학 인 모델링을 통해 합리 으로 처분장의 안 성과 성능을 정량 으로 평가함

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한 방사선 해방지기 고시(안)”

을 비 에 있는데 연간 총 험도에 기반한 안 목표치를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처분시설이 이러한 기 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서는 처분시설에

한 확률론 안 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서는 확률론 안 성 평가

체계 구축과 이를 활용한 확률론 안 성 평가가 수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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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안 성 평가 련 기술은 국내 고유의 환경

실정을 고려하여 미리 확보하여야만 기에 련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다.이러한

련 기술의 확보가 지연되어 기에 련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해외 기술

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내 고유의 환경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

하기 해서는 시간 지연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래할 수 있으며 해외기술 수

입으로 인한 막 한 기술료 지 뿐만 아니라 국가 에 지 안보에 심각한 향을

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고유의 환경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안 성 평가

련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2.경제ㆍ산업 측면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서 가장 요한 은 처분 안 성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사용후핵연료 부담을 획기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선진 핵연료주

기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한 처분안 해석을 통하여 처분 환경

친화성을 정량 으로 확인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겪고 있는 원자력 산

업 반에 기여할 수 있다. 한,처분장 안 성은 단순히 처분장 건설만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원,처분용기,공학 방벽,천연방벽 등의 종합 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따라서 이들 처분요소 각각의 기능이 총체 으로 처분 안 성에

향을 미치게 되고 처분 에서 상호 연 성 기능이 요하게 된다.따라서 처

분 안 성은 원자력은 물론 지질,건설,재료,수화학,폐기물 등 여러 분야로의 경

제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처분장 폐쇄 후 일정 기간까지 리를

필요로 하므로 장기 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수학 해석을 통한 모델링

기법에 한 응용은 타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산업 인 활용도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인 차원의 에 지 자원의 안 공 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

하기 해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확보뿐만 아니라 안 성 확보는 필

수 인 기술로써 이는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후손에 물려 자연

환경의 보존과 방사성폐기물 리기술의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에 지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3.사회ㆍ문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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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1차년도

(2007)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처분 안 해석 :

기환원 공정의 처분

안 성 분석

-FEP/시나리오에 한 외부 평가

결과를 이용한 수정 연구

- 속체 염폐기물 처분에 따른 방사선

안 성 비 평가

처분장 NearField

지화학 변화가 처분

종합 안 성에 미치는

향 평가

-방사성 붕괴열의 지하수 핵종 이동

향 평가

-방사성핵종 사슬과 다 방벽을 고려한

단열내 유사 콜로이드 이동 평가
균일부식과 부식의 -부식 평가 모델링 개발

표 1.3.1.처분안 해석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내용

미국의 TheNationalAcademyofPublicAdministration(NAPA)은 1997년 보고서

“Deciding fortheFuture:BalancingRisks,Costs,andBenefitsFairlyAcross

Generations”(DocketNo.OAR-2005-0083-0087)를 통하여,각 세 의 행 가 미래

세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행동(inaction)이 어

느 정도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지와 미래 세 에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지를 고

려해야 한다고 언 하고 있다.이러한 에서 볼 때,고 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세 뿐만 아니라 미래 세 에도 향을 미치는 표 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

며,처분장 건설이 필수 이라면,처분장은 세 와 미래 세 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리 방법, 한 기술 기 에 의해 건설 운 되어야 한다.미래 처분장

개를 측하여 신뢰할만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수 인 에서 수행되는 처분

장 안 성 평가는 세 는 물론 미래 세 에 한 윤리 으로 투명할 필요가 있

다.특히,보수 으로 근하게 되는 안 성 평가의 특징에 의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이에 한 해석을 법 으로 활용할 때에는 매우 신 한 근을 요구한다.결

국 이러한 불확실성을 여나가는 것은 처분장 안 성에 한 과학 근거를 확보

하여 사회ㆍ문화 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시설 안 성평가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처분 안 성에 한 신뢰도 향

상은 련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민 신뢰도 확보를 해서는 필수 인 연구 분야로

써 국내 환경 실정을 고려한 처분 안 성 신뢰도 향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제 3 연구개발의 범

본 과제 1단계 처분안 해석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내용은 아래의 표 1.3.1

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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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 규명

안 성에 미치는 향

평가

-안 성 향 평가

천연 방벽/생태계

향 평가 안 도출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처분안 해석정보시스템(Cyprus)을 이용한

KURT수리 특성 입력 체제 개발 운

-평가 인자의 다양화

-Flow-lab을 이용한 안 성 시각화

2차년도

(2008)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 처분 성능

평가: 기정련공정의

처분 안 성 향분석

-정련 반응 세부 공정별 발생 폐기물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

-정련 공정 폐기물 처분 방사선 안 성

비 평가

처분장 응력변화가 수리

방사선 유동에

미치는 향 평가

-응력.단열 간극 상호반응 모델링 개발

.상호 반응 향 평가

안 해석 입력자료

생산을 한 문가

의견 수렴

.입력 자료 문가 의견 수렴

-Cyprus+를 이용한 KURT공학 방벽

건 성 실험자료 입력 체제 개발 운

해안처분장 향 분석을

한 단열망 내

해수/핵종이동 평가

모델링

-해수 침투 해석을 한 MDPSA루틴

개발

생태계 천부 환경에서의

지하수 핵종 이동

상 규명

-불포화 지하수 핵종 이동 모사 구획

모델링 개발

3차년도

(2009)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확률론 종합 안

해석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확률론 종합

안 해석

1단계 처분장 안 해석

종합 품질 보증 시스템

운

-안 해석 평가 입력데이터 수집 종합

운

THMCRG상호반응 :

방사분해 향 규명
-방사분해 향 평가

천연방벽-생태계

에서의 물질 이동

상 규명

-GBI에서의 동 물질 이동 상 모사

모델 개발 평가

국내 처분 환경종합

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KURT자료를 심으로 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본 과제 2단계 처분 안 성 평가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내용은 아래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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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1차년도

(2010)

A-KRS종합 안 성

평가

-KURT기반 결정론 페쇄후 안 성 평가

-운 안 성 평가 지원을 한 신뢰도 DB

구축

-A-KRS운 안 성 평가

-공학 방벽 재료 상호작용 메카니즘 규명

A-KRS확률론

폐쇄후 안 성평가

-확률론 처분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안 성평가 자료의 통계처리

-A-KRS폐쇄후 확률론 안 성 평가

처분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

-SafetyCase구조 개발

-SafetyCase요소 개발

2차년도

(2011)

A-KRS종합 안 성

평가

-KURT 기반 A-KRS결정론 폐쇄후 안

성 평가

-신뢰도 DB활용 방안 구축

-A-KRS운 안 성 평가

-공학 방벽 재료 상호작용 향 평가

A-KRS확률론

폐쇄후 안 성평가

-확률론 처분 안 성 평가 체계 확립

-안 성평가 자료의 확률분포 추정

-A-KRS폐쇄후 확률론 안 성 평가

-불확실도를 고려한 확률론 안 성 평가

처분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
-KURT기반 SafetyCase개발 방안 수립

표 1.3.2.처분 안 성 평가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내용

1.3.2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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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기술개발 황

선진 외국의 경우 자국의 특성에 맞는 처분개념을 확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하연

구시설에서의 실증을 통해 처분개념에 한 기술성,안 성, 합성을 평가하는 과

정을 거친 후 처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스웨덴,캐나다,일본, 랑스 등 원

자력 선진국들의 연구개발 련기술 실용화 도입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1980년 · 반부터 고 폐기물 처분과 련된 기 연구를 수행하고 자국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의 특성과 미래 원 로그램의 정책 방향 자국 특유의

심부지질학 특성에 맞는 고 폐기물 처분개념을 설정하 다.1990년 반부

터는 설정된 자국의 처분개념 련 주요 기술의 실증을 한 지하 연구시설을

건설,운 는 지하 연구시설 부지확보를 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종 실험을 다국간 력 하에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 국민의 건강과 자연보

호를 한 국가의지를 련 법률 제정 체제정비를 통하여 고 폐기물 처분사

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1.안 해석 코드 개발 평가기술 황

미래 처분장 변화를 측하여 이를 통한 안 성 평가 기술을 확보하기 한 각국의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주요 로젝트들에 한 문가 검토 결과 확률론 평가 방법 용이 권

고되었으며 핵종 유출을 상세하게 규명하는 코드 핵종 유출 과정을 일반인들

에게 쉽게 모사할 수 있는 코드 개발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② 처분 안 성 신뢰성 증진 차원에서 단일 코드에만 의존하는 체제에서 여러 개의

평가 코드를 병행 용하는 체제로 환되고 있다.

③ 핀란드의 경우 기존의 국내 코드인 Feflow를 확장한 Feftran을 활용하면서 동시

에 iConnectflow를 Olkiluoto처분장 안 성 평가에 용하고 있다.

④ 스웨덴의 경우 피닉스/Far31등을 주축으로 한 평가 체계를 일신하여 Minitor

2000패키지를 정비하 으며 규제 기 은 Amber를 활용하여 구획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이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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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본의 경우 다양한 코드들을 확보하고 있다.미국의 GoldSim,Monitor

Scientific 국 Quintessa,Serco등을 지속 으로 후원하여 자신들의 환경에

합한 컴퓨터 코드들을 해외 주문 방식으로 확보하 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직 이들과 상응한 코드들을 개발하고 있다.

한,처분장 안 성 증진을 한 방안으로서는 기존의 실증이라는 개념을 체하

여 신뢰성 증진(confidencebuilding)개념이 두되어 완 한 실증을 통한 처분장

안 성 검증이 원천 으로 불가능하므로 평가결과 상호비교,자연 유사,URL등 다

양한 분야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종합하여 체 인 처분 안 성을 주장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각국 처분연구 황 안 해석 련 연구 황

가.핀란드

l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책에 한 정부 결정에 의해,1987년 원자력법에서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 취득자가 모든 방사성폐기물의 리에 한 책을 강구

해 그 비용 부담의 책임을 규정하고,이에 따라 2개의 력회사의 공동출자에

의해서 POSIVA가 설립되어 최종 처분에 한 연구 개발 처분장의 건설,운

을 담하고 있다.

l POSIVA는 2000년 12월 지층 처분 연구 개발을 한 장기 계획을 제안하고 정

조사를 한 지하 암반 특성 조사 시설(ONKALO)의 건설에 착수하 다.

l 처분장의 운 시작 목표는 2020년으로,2003년 일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POSIVA는 처분장과 캐니스터 입 시설의 건설 허가를 2012년에 신청해서 건

설 허가 후 약 8년 간에 걸쳐 입 시설과 처분장의 건설에 들어갈 정으로 있

고 처분장의 운 개시 목표 연도는 2020년이다.

l POSIVA가 모든 련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핀란드 기술

연구 센터(VTT)는 무역산업성(KTM) 할 하에 있는 핀란드 최 규모의 종합

연구소로 이 나라의 에 지 정책에 따른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연구 성

과는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 건설에 한 POSIVA의 인허가 서류에 활용

이다.

l 재 핀란드에는 지하 연구를 목 으로 설치된 URL은 없지만, ·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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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폐기물 처분 시설에 병설된 소규모의 연구소가 있으며,연구 시설은 아니지만,

ONKALO 지하 특성 조사 시설이 재 처분장 부지로서 선정된 올킬루오토 부

지 내에 건설 으로 건설과 병행해 조사 연구가 함께 실시되고 있다.

나.스웨덴

l 4개의 원자력 발 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스웨덴 핵연료폐기물 리회사

(SKB)가 모든 연구 개발 실증을 한 R&D 로그램을 계획하여 국내외의

학,연구기 문가와 력해 련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오스카

샴 지자체에 있는 에스페(Aspo)암반 연구소와 용기 연구소 등이 주요 연구시설

이다.

l SKB는 1984년에 제정된 원자력 활동법에 근거하여,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

의 연구 개발 로그램을 제시한 후 1986년 계획서를 발표하 고 이후 매 3년마

다 갱신하여 감독기 인 SKI와 방사성폐기물 국가 평의회 KASAM에서 심사를

받고 최종 으로 정부에 의해서 승인되며,SKB의 R&D 로그램은 1992년부터

실증(Demonstration)개념까지 포함하여 “연구 개발 실증 로그램(RD&D 로

그램)”으로 개칭되었다.

l 2004년 9월에 작성,공표된 연구 개발 실증 로그램 2004(RD&D 로그램

2004)에 의하면 향후 계획에 용기의 제조 입 기술이 으로 포함되어

있고,향후의 RD&D 로그램 2007과 2010에는 각각 “지층 처분 기술” “ ·

방사성폐기물 시스템”의 연구가 으로 수행 정이다.

l SKB는 심부 처분공 처분 등 각종의 지층 처분이나 감시를 통한 장기 리

장, 간 장 시설(CLAB)을 통한 무기한 장 등의 체 기술에 한 비교,검

토를 실시하여 이 결과에 근거해 사용후핵연료를 최종 으로 지층 처분하는 것

으로 결정하 으며 이 결정은 2001년 11월 스웨덴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

l 지층 처분장의 설계나 한 부지의 선정,처분 련 연구를 수행하기 한

URL을 건설하는 것이 R＆D 로그램 86에 포함되어,그 결과 1986년 에스페

섬에서 부지 조사가 개시되어 1988년 말 에스페 섬 남쪽에 에스페 암반 연구소

를 건설하는 것으로 SKB가 결정하여 정부 지자체는 1990년 이에 한 허가

를 완료하여 5년간의 건설을 통해 1995년부터 운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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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독일

l 독일은 연방 방사선 방호청(BfS)이 처분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방사성폐기물의

안 방호 최종 처분을 한 연구 개발도 실시해 실제로 BfS가 처분장 개발

과 련되는 연구 개발을 수행하여 처분 사업에 용하고 있다.구체 으로 처

분장 개발과 직 연결되어 있지 않는 기 연구는 연방 경제기술성(BMWi)에

의해 수행되며,지층 처분 연구에 해서는 FZJ,FZK,FZR 설비 원자로 안

회(GRS),연방 지구 과학 천연자원 연구소(BGR)등을 심으로 연구 수행

이다.

l 1977년 7월,연방 물리학 기술 연구소(PTB)에 의해 골 벤 최종 처분장 개발 조

사 계획이 제시되어 원자력 발 소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을 한

센터로서 구상되었고,BMWi를 심으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가장

합한 모암에 한 연구 개발이 진행 에 있다.

l 1965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한 조사를 실시하기 해,암염 산이었

던 Asse 산을 GSF가 취득하여 1967년부터 1977년까지 방사성폐기물

의 시험 처분이 실시되었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한 URL로 조사 활동

이 계속되었다.1990년 시작된 규모 모의 히터 시험을 수행하 으나,1999년

히터를 정지해 2003년 URL에서의 연구가 실질 으로는 종료되었고 이 산은

2013년 최종 으로 폐쇄될 정이며,골 벤에서의 지하 탐사공도 실질 으로

URL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재 새로운 탐사 활동은 모두 동결되었다.

라.스 스

l 스 스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리 공동 조합(NAGRA)이 방사성폐기물의 안 한

장기 리를 실 하기 한 과학 기술 기반의 제공,폐기물 리 개념에

한 제안,처분장 후보 부지 평가,폐기물 목록의 작성,폐기물 처분의 한

형태 등 폭넓은 분야의 연구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스 스 연방 정부 등이

출자하고 있는 자국 내의 연구소와 국내외의 연구기 학 등과의 한

력을 통하여 URL내의 지질 조사 처분의 안 평가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l 1978년 “원자력법에 한 연방 결의” 정부에 의해 원자력 발 소의 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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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요건으로 항구 인 방사성폐기물의 안 한 리와 최종 처분의 실 가능

성의 실증이 요구되어 NAGRA는 방사성폐기물 리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1992

년 이 계획서의 개정 으로 처분장 간 장 시설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우선 순 등을 포함한 “스 스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개념 그 실시 계

획”을 공표하 다.1995년에는 지질 조사 계획을 포함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목 , 략 일정,지질 조사,장기 안 성 방사선 해도”를 작성

하 고 한 지 까지의 처분 안 성과 실증에 련한 연구조사 결과를 기술 보

고서 등을 발간하 다.

l NAGRA는 연구 개발 활동을 하여 그림젤 시험부지(결정질 바 ) 몬테리

암반 연구소(퇴 암 토)등의 2개의 URL을 운 인데,그림젤 시험부지는

1983년부터 운 되고 있고,이 부지에 한 조사 활동에는 독일, 랑스,일본,

스페인,스웨덴, 만,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 등이 참가 이다.1997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되어 온 제 5단계 연구에 이어 보다 실제의 처분장에 근 한 시

간 규모 조건에 한 폐기물 처분 개념의 연구에 주목 을 둔 제 6단계 연구

로젝트가 2003년 1월부터 개시되어 재 PSG(틈의 공간 기하학 규명),

CFM(콜로이드 형성과 이행),LTD(장기 확산 실험),LCS(장기 시멘트 실

험)등이 계획되어 있고,T-H(원격 조작 정치 실험) MTF(장기 재료 실험)

등의 실험이 실시 이다.

l 몬테리 암반 연구소에서는 스 스 국립 수문학 지질 조사소(FOWG)의 리 하

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1995년 설립된 이래 NAGRA도 이 조사에 참가하고

있고,이 곳에서의 실험은 오 리나스 토층의 지질학,수문지질학,지구화학

암석 역학 특성화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마. 랑스

l 1991년 방사성폐기물 리 연구법에 근거하여 산업성,연구성,환경성 감독 하에

상공업 행정법인(EPIC)으로 설립되었던 방사성폐기물 리 기 (ANDRA)이 지

하 연구시설을 포함한 심지층 처분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ANDRA는 화

강암 매질의 지층 처분에 해 스웨덴,스 스,캐나다 등 외국과의 국제 력에

의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l 방사성폐기물 리 계획법에 의해 고 장수명 · 방사성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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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해서 상호 련된 3개의 분야,즉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분리 변환,회

수를 고려한 지층 처분 그리고 간 장에 한 연구 내용을 정한 방사성폐기

물 리 계획을 정부가 2006년 말 개정해 향후에도 3개 분야 연구가 처분을

심으로 추진되도록 하 다.이에 따라 2006년 방사성폐기물 리 계획법에 의해

ANDRA의 역할이 변경되어 ANDRA는 정부가 2006년 말까지 결정한 방사성폐

기물 리 계획에 의해 고 장수명 · 방사성폐기물의 간 장

시설 회수를 고려한 지층 처분에 한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 다.

l 2015년에 처분장의 설치 인허가 신청이 이루어지고 2025년 운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처분장 부지가 선정되어 재 처분장 설계가 뒤따를 정이다.

l 이 처분장의 설계는 다 방호 시스템(폐기물 용기,인공방벽,천연 방벽)을

심으로 구성되고 각 조사 부지에 한 처분장 설계를 정 하게 실시하기 해서

반복 인 과정을 통해,조사,설계,평가 등 3개의 항목에 해 보다 정확한 결

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바.캐나다

l 핵연료 폐기물의 장기 리에 한 법률(핵연료 폐기물법)제 12조에 의해 새롭

게 설립된 핵연료 폐기물 기 (NWMO)은 심지층 처분,원 부지 내 장,집

장 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검토된 복수의 핵연료 폐기물 리 방안

에 해서 이후 한 개를 채용,추천하기 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연방 천연자원장 에게 연구 성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NWMO는 이 법률에 근거해 2005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 다.

l 핵연료 폐기물법의 제 18조는 NWMO가 매 3년마다 연방 천연자원 장 에게 제

출하는 보고서에 선정된 핵연료 폐기물 리 방안을 실행하기 한 5개년 략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l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가 1996년 제시한 일정에 의하면 URL은 부지평가

국면(1980-2011),부지 조사 시스템 설치(1980-1984),부지 조사(1981-2011),지

상 시설 건설(1982-1987),지하 시설 건설(1983-1990),운 (1989-2011),폐쇄·해

체(2011-2014)의 계획이었으나,AECL은 1998년 지하 연구소의 민 화와 URL이

치하는 화이트쉘 연구소 내의 연구개발 종료를 발표하 다.이 URL은 온타리

오 력(OPG)에 의해 기 을 제공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OPG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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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지원 단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URL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이다.

사. 국

l 국 정부는,방사성폐기물 리 정책 리뷰(Cm2919)에서 방사성폐기물 리에

련한 연구 개발에 해서는 원자력 산업계 뿐 아니라 규제 기 과 정부도 참

여와 비용 부담을 공유하는 것으로 명시하 다.

l 왕립 회(RoyalSociety)등의 권고를 받아 정부는 1995년 고 방사성폐기

물 처분의 연구 략 책정 로젝트를 결정하 는데 이 연구 략 책정 로젝

트는,환경·운수·지역성(DETR)과의 계약 하에 QuantiSci가 작성한 최종보고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연구 개발 략”으로 1999년 10월말에 공표

되었다.

l 연구 략 책정 로젝트 목 은 고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의 심지

층 처분에 한 장래의 계획을 지원하는 연구 개발 략을 세우는 것이지만 지

층 처분장 개발 계획을 진행시키는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사용후핵연료가

로젝트의 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장래에 사용후핵연료가 고 방사성

폐기물로서 직 처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으며 잉여 루토늄이나 우라늄

도 같은 이유로 이 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지만,처분장의 선정 방법에 한 연

구 개발은 로젝트로부터 제외되었다.

l 이 연구 략 책정 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명

확히 하기 하여 기 폐기물 재고량 데이터에는 고 유리 고화체,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우라늄, 루토늄을 모두 포함하 다. 한 2040년

까지 처분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정(기 시나리오)하에 처분장 개발 이정표

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미국

l 미국의 고 처분 상 폐기물은 상용 원자력 발 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DOE보유분으로서 핵무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고 방사성폐기물,

연구로 혹은 선박용 원자로로부터 발생된 사용후핵연료 등 3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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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970년 핵비확산 정책 등의 이유로 재처리가 지된 이후,고 방사성폐기

물에 한 처분 방침은 상용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재처리를 행하지 않는 직

처분이며,국제원자력에 지 트 십(GNEP)의 일환으로 핵비확산성이 우수한

재처리를 포함하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계획에 한 련 연구 개발 수행 이

다.

l 사용후핵연료와 고 방사성폐기물은 내부는 스테인 스강,외부는 니 합

으로 된 폐기물 패키지에 함께 입되어 지층 처분될 정이다.

l 유카산에 처분될 폐기물의 용량은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63,000ton,상업용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로부터 발생한 고 방사성폐기물,방

산업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7,000ton이다.

l 방사성폐기물 정책법(NWPA)에 의하면 고 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에 한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다.구체 으로는 DOE가 사업 주체이

며,DOE내에 민간 방사성폐기물 리국(OCRWM)이 설치되어 방사성폐기물 정

책법(NWPA)에 근거하여 DOE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l 미국에는 연구를 한 URL이 별도로 없지만 유카산 처분장으로 정된 부지내

의 일부 지하 시설에서 부지 특성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1992년 착공 1997

년 완공된 연구 시설(ESF)의 심도는 약 300m이고 터 의 체 길이는 약 8km

로 유카산 지층의 암질이나 수문학 특징을 악하기 한 히터 시험이나 수문

실험 등이 실시되고 있다.

3.SafetyCase개발 련 연구

가.스웨덴

2011년 3월,스웨덴의 법률에 따라 Forsmark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건설하기

해 스웨덴 방사선 안 원회(SwedishRadiationSafetyAuthority,SSM)와 법원

에 최종 처분을 해 필요한 허가를 받기 한 신청서가 제출되었다.이 신청서에

는 간 장 시설과 폐기물 압축 시설,최종 처분 시설에 한 내용이 모두 포함

되었다.그리고 신청서를 보완하기 한 자료가 함께 제공되었는데,주요 내용은 처

분 시설에 한 안 성 평가 결과이다.보완 자료는 크게 두 개의 보고서로 나뉘어

있는데,하나는 처분장 운 기간 동안의 안 성을 평가한 보고서(SR-Operat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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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하나는 처분장 폐쇄 후의 장기 안 성을 다룬 보고서(SR-Site)이다[2.1].원

래 SR-Site보고서는 Forsmark부지에 건설될 KBS-3방식을 따르는 처분장의 안

성을 조사하는 것이 목 이었지만, 재는 SafetyCase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SR-Site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11개의 주요 개발 단계를 거쳐 작성되는 것으로 기

획되었는데, 재 일부는 수행되었거나 되는 이고,일부는 진행 정에 있다.

-FEP작성

- 기 상태의 묘사

-외부 조건의 설명

-과정들에 한 설명

-안 유지 기능과 그 지표,지표의 기 에 한 설명

-자료 수집

-기본 인 변화 양상 한 분석

-시나리오의 선택

-선택된 시나리오의 분석

-추가 인 분석과 보충 사항

-결론

시나리오 작성 작업에서 기후변화가 용되는 기본 시나리오에 용기 자체의 고유

손상,부식에 의한 손상, 단 이동에 의한 손상을 평가하는 용기 손상 시나리오,

인간 활동에 의해 공학 방벽 시스템이 괴되는 인간 침입 시나리오가 작성되었

다.

나.핀란드

핀란드에서의 SafetyCase는 건설 허가 신청서를 지원하기 해 비되고 있다.

SafetyCase는 2009년에 임시 으로 정리되었는데,여기에는 수직 수평 처분과

그 이 에 제시된 처분 방식에 한 여러 가지 안 성 평가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

다[2.3,2.4,2.5].Posiva의 SafetyCase는 개별 보고서로 이루어지는 포트폴리오를

따라 작성되며 주요 개별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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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시스템 개요

-처분에 향을 주는 과정들에 한 개요

-안 분석에 논의되는 시나리오의 정의

-모의 모형과 기 자료에 한 설명

-처분이 미래에 끼치는 향을 평가하는 시나리오 작성과 분석

-SafetyCase를 지원해주는 보조 고려사항

-SafetyCase의 종합

재 Posiva에서 가장 으로 연구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장기 안

성 평가의 신뢰성에 매우 한 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변이와 불확실성을 제

거하는 것에 한 사항이다. 한 안 성 평가를 통해 구성된 시나리오의 상황에서

처분장을 통해 출된 방사성 핵종이 끼치는 향을 계산하고 그것이 규제 요건을

만족하는가를 단한다.이런 일련의 과정은 통합 으로 SafetyCase작성에 이용

되고,처분 시설의 건설과 운 ,폐쇄에 한 의사 결정에 SafetyCase가 한 근

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다.

구성된 시나리오는 기후 변화를 용한 기본 시나리오 처분용기의 기 부식

손을 고려하는 용기 손 시나리오, 단력이나 완충재 변형에 의한 용기 손과

가스발생에 의한 공학 방벽의 기능 상실을 다루는 추가 시나리오,처분 부지 안

에 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처분 용기를 직 통하는 인간 침입 시

나리오로 분류된다.안 성 평가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핀란드 규제 당국의 규제

제한 조건인 0.1mSv/yr를 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었다.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가

스 발생에 의한 공학 방벽 기능 상실 시나리오에서 도출되었다.

다.미국

미국은 처분장 건설에 한 인허가 신청을 해서 SafetyCase에 한 연구 개발

활동이 이루어졌다.Yucca부지에 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처분장 폐쇄 ,후

의 안 성,안 과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 개발 사항 등이 안 분석

보고서(SafetyAnalysisReport)에 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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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본

일본에서 처분해야 할 고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고정에서 발생

하는 유리고화체로 되어 있고, · 폐기물로는 발 소 폐기물과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외에 재처리나 핵연료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TRU(transuranic)

가 있다.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막 한 양의 · 고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폐기물 리 정책

에도 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고 폐기물의 안 성 평가에 이용될 시나리오는 크게 지하수 련 시나리오와 격

리 실패 시나리오로 나뉘고,지하수 시나리오는 기본 시나리오와 교란 시나리오로

구분된다.기본 시나리오는 재의 지질 상태가 그 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각각의

방벽이 그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를,교란 시나리오는 지반의 융기나 침강으로 처분

장이 지표에 근하거나 공학 방벽의 결함으로 핵종이 노출되거나 의도 이지 않

은 인간 활동이 발생하는 경우를,격리 실패 시나리오는 융기나 침강으로 처분장이

지표에 드러나거나 처분장 근처에서 지진,간층,화산 활동이 발생하거나 인간의 직

침투가 일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일본의 안 성 평가는 일본에 분포하는 일반 인 지질 환경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다.이용되는 지질 환경의 특성은 미즈나미(瑞浪)와 호로노베(幌延)에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한다.

마. 랑스

Buro지역에 있는 Meuse/HauteMarne지하 연구 시설에서 연구된 토층에서 방

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Dossier2005Argile"이라는 실행 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졌

다.이는 부지 특성화,설계,모델링,안 분석 사이의 계를 반복 인 연구 방법

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SafetyCase를 구성할 때 견고성과 입증 가능성이 항상

고려되었다.폐쇄 후 SafetyCase개발의 핵심 요소는 안 기능과 그 요건을 결정

하기 한 기능 분석,지표와 지하에서의 실험을 통해 알맞은 과학 이해가 주

어지는 처분 조건의 상학 분석,불확실성 리에 한 정성 안 분석 민

감도 분석과 같은 정량 시나리오 평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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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 스

방사성폐기물 리 공동 조합(NAGRA)이 방사성폐기물을 안 하게 장기 으로

리하기 한 과학,기술 연구 등 폐기물 처분에 한 반 인 연구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NAGRA는 두 곳의 지하 연구 시설을 운 인데 Grimsel시험 부

지는 1984년부터 운 되어 세게 각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장기 확산 시험이나

콜로이드 련 실험 등을 수행 이고,MontTerri연구소에서는 토암과 토층의

지질학,수리지질학,지구 화학,암석 역학 특성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 스는 고 폐기물 처분을 한 부지를 선정 에 있다.그래서 일반 인 개념

의 SafetyCase를 개발하고 있는데,처분 시스템,시나리오와 평가 사례의 범 ,계

산에 고려된 상세 내용의 수 ,논의의 범 와 그 깊이에 한 내용을 담으려 한다.

SafetyCase개발 과정에서 상이한 리 기능간의 상호작용,방법론,시나리오 개발

과 계산 사례의 악,처분 시스템과 그 변화 설명,민감도 분석과 불확실성 리,

평가 사례의 분석,신뢰도 분석과 잔류되는 불확실성의 인지,자료와 모델의 품질

리에 한 연구가 수행된다.

사.캐나다

재 캐나다는 고 폐기물 처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 이다. · 처분

부지는 OntarioPowerGeneration(OPG)에 의해 Ontario의 Bruce지역으로 결정되

었고,2011년에 허가 신청을 하 다[2.9].계획된 심지층 처분(Deep Geologic

Repository,DGR)의 안 에 한 목표는 생물권에서 폐기물을 격리시키고,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폐기물의 장기 수용,지표로의 방사성 핵종 이동 지연 감소,장

기 안 성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견고한 설계와 치 선정 등이 있다.이를

해 안 성 평가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 는데,정상 시나리오,인간 침입 시

나리오, 괴 손상 시나리오로 나 었고 그에 한 폐쇄 후 안 성 평가도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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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 기술개발 황

1.확률론 안 성평가와 종합안 성 평가를 한 QA 데이터

리 시스템 구축

가.KAERIFEPList(FEPEncyclopedia)구축

l 1997년부터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종합성능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수정,보

완되어 온 FEP목록들을 취합ㆍ정리하여 KAERIEncyclopedia1.0으로 발간

l Encyclopedia1.0의 FEP목록들은 처분 과정의 물리 방벽 순서에 따라 폐기

물,용기,공학 방벽,자연 방벽,생태계,환경 향 등으로 분류

l 각 FEP목록들은 그 특성을 상술하는 공정 해당 목록이 타 목록에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술한 향 부분으로 분리 기술

l 한 최종 개정 일시 참고 문헌과 리자 등을 명기하여 품질 보증 도모

l Encyclopedia1.0은 독립 으로 개발된 CyberR&D 랫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입력 완료됨

나.시나리오별 AC/AMF개발 평가

l 주요 사고 시나리오(불량 용기 발생 시나리오)AC/AMF개발

-환원 환경 하에서 불량 용기 발생 확률 용기 수명의 불확실성이 체 처분

안 성에 미치는 향을 정량 으로 평가

-주철/스테인 스 스틸과 같은 재료나 스웨덴 규제치에서 규정한 처분 용기 수

명을 만족하는 용기 재질들이 국내 처분 개념에 용되었을 경우 안 성에

미치는 향을 규명

l 지진 향 시나리오 도출

-해외 처분장에 한 지진 향 사례 조사:미국 YMP 스웨덴 SKB사례를

심으로 지진 발생시 진앙으로부터 진도별 가상 피해 거리 악과 처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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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수목 정리

-지진과 련이 있는 총 21개의 FEP사례 조사

-국내 faultreactivation 련 자료 수집 분석으로 양산 단층 에 속하는 울산

단층의 하나인 입실 단층 특성 분석을 통한 보수 인 faultmovement 측

자료 도출

-입실 단층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 으로 국내 가상 단열은 미래 특정시 에 약

10m의 변 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지하수 특성 모델링

다.QA 데이터 리 시스템(CYPRUS)구축

l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 반에 한 품질 보증 용

처분종합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사업용 시스템 개발

l 처분 연구 과정에 일 된 품질 보증 원칙을 용하고 이를 통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연구 활동에 한 계획,결과물과 련된 자료들을 인터넷 기반의 통

합 시스템에 입력, 장, 리함으로써 장기간의 체계 인 자료 리 보존이 필

요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 한 신뢰성 확보

l 품질보증(QA)시스템 개발

-성능평가 연구에 실제 용될 수 있는 실험,평가 코드 련 수행 차서 확

립

-기존 품질보증 양식(25건),평가 코드 차(6건),평가 코드 차서(2건),실험

차서(21건),처분연구시스템 련 차서(2건)등,총 25건의 품질보증 양

식과 31건의 연구 수행 차서 수록

l 성능평가 입력자료 데이터베이스(PAID)시스템 개발

-처분 안 성/성능 평가 련에 실제 이용될 수 있는 성능평가 입력 자료를

장, 리하기 해 사이버 종합 안 성/성능 평가 랫폼에 성능평가 입력

자료 리 시스템 개발

-사용자가 원하는 자료들만으로 취합,구성된 독립된 document로 편집할 수

있는 documentation기능 구

l 평가 시나리오 도출(FEAS)시스템 개발

- FEP부터 시나리오까지의 구성 과정 그리고 련 평가 방법 흐름도

(AssessmentMethodFlowcharts;AMF)등을 좀 더 쉽게 도출하고 이와 같



-160-

은 작업 과정을 처분 련 이해당사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해 개발

-FEP선별과정,각 FEP과 RES구성을 해 그룹화된 FEP(IFEP)에 한 상

세 정보,각 FEP에 한 문가 평가 수,각 FEP 련 규제,해당 시나리

오의 RES행렬, 련 시나리오에 한 주요 평가 개요(AssessmentContext;

AC),평가 방법,시나리오 평가의 황과 향후 계획 등의 내용 열람 가능

-FEAS에 장된 모든 FEP데이터들과 AMF는 해당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각각의 RES 요소들과 련되어 연동되고,따라서 FEAS의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더라도 서로 련된 FEP,RES,시나리오,그리고 평가 련 AC와

AMF등의 확인 가능함

2.MASCOT-K체제 구축 안 성 안들의 평가

가.핵종 유출 기구 향 평가

l MASCOT-K를 이용한 핵종 유출 기구별 안 성 평가

l 갭(IRF)유출 평가 조화유출과의 비교 평가

l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상 핵분열생성물들의 순간 유출률(IRF)의 요성 부각

나.인자별 민감도 분석 평가

l 인자별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안 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도출

-Timeafterdisposalandbufferdiffusioncoefficient

-Fractureapertureandbufferporosity

-Backfill두께와 MatrixDiffusionDepth

-Containmenttimeandflow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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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국형 생태계 모델 개발 선량 환산 인자 평가

l 한국형 생태계 모델 개발 농경/담수/해수어업 집단 선량환산인자 평가

l Bioprota를 통한 생태계 databook개발

-일본, 랑스,핀란드 등 세계 17개 기 참가

-GBI평가 방안 국제 공동 연구 보고서 발간

라.근계 원계 상세 모델링 평가

l 처분시스템 근계 역내 핵종유출지 변화에 의한 핵종 유출 시나리오에 한

모델링 계산 수행

l 주요 핵종 이동 단열 통로가 터 상부 크라운지역에 치하는 경우(Q6)와 캐니

스터 결함부 부근에 치하는 경우(Q1)가 가장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마.한국 지형내 가상 처분장의 안 성 평가

l 서형 동형의 2가지 한국 지형내 가상 처분장 주변에 한 지하수 유동

평가 수행

l 서형은 가상 처분장 주변 4개의 fracture가정

l 동형의 경우 부분의 지하수는 바다로 이동함으로서,처분장 주변이 희석 부

피가 큰 바다와 직 연결되어 해를 크게 감시킬 수 있음

3.안 성 평가 코드 개발 성능 평가

가.다차원 확률론 안 성 평가(MDPSA)코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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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공암반-Fracturenetwork 면에서의 유량 분배 모델링

l 다공암반-Fracturenetwork 면의 유동 항 모델링

l 다공암반-Fracture network 공존시 Algebraic 방정식에 한 최종 Matrix

coefficient구조 정리

나.다차원 확률론 안 성 평가 코드 성능 평가

l 기존 상용 코드(NAMMU)와의 비교를 통한 MDPSA코드 성능 평가

l MDPSA평가 결과 가시화 코드 개발

l MDPSAPreprocessor를 통한 inputdata생성

4.처분장 안 성 증진을 한 신뢰성 증진 연구

가.Flow lab시설 구축

l 처분장에서 일어나는 상을 실제로 찰할 수 있는 Flow lab시설 구축

l Flow lab을 이용한 핵종 이동 모사 image

나.단열 다공 암반에서 핵종 이동 모사

l 단열 암반내 핵종 이동 가시화상 포스트 로세싱 화면

l 다공 암반에서 핵종 이동 모사 화상

다.처분장내 핵종 이동 모사 애니메이션

l 처분용기 내 침투 지하수에 의해 핵종이 용해되고 유출되어 생태계에 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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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구 하여 처분 안 성에 한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 도모

제 3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에 부합되는 고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개념을 마

련하여 지속 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안 해석 분야에 한 각국의 연구 활동은

단일 코드에 의존하던 체제에서 여러 개의 평가코드를 병행 용하는 체제로 변화

와 확률론 평가방법의 용으로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평가코드는 MASCOT AMBER를 활용하던 기존의 평가체제에서

GoldSim을 활용하는 평가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확률론 평가방법을 강

화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한,고 폐기물 처분 련 핵심기술 연구내용은 · 폐기물 처분 련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경주에 건설 인 · 폐기물

처분시설에 한 성능평가에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선진 핵연료주기 기술(PYRO Processing)을 처분 개념(A-KRS)과 상호 연계

하여 처분 안 성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맞는 안 성 평가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처분 에서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을 바라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단된다.

안 해석분야에서 원자력 선진국과의 기술수 비교를 해서는 주요 심 사항에

한 비교로 가능하다.안 해석분야에서의 주요 으로 코드개발,평가기법,신

뢰도 향상(불확실성 감)등을 고려해 볼 때,아직은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처분 시스템에 한 폐쇄 후 장기 안 성을 확보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기 한

련 연구는 국내에서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속 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그동안 자체

으로 확립한 처분 안 성 평가 방법론과 함께 평가 도구로서의 평가 로그램을

체계 이고 효율 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이러한 평가 방법론이나 평가 도구는 우

리나라 처분 환경에 맞는,그리고 처분 상 폐기물에 맞춰진 우리 고유의 것으로

스스로 확보해야할 원천 기술이므로 자체 으로 지속 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분야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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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 SafetyCase의 구조와 요소가 정리된 상황에서 개발 방안 수립은 앞으로

있을 부지 선정이나 처분장 건설,운 ,폐쇄의 단 근거를 제공하는 SafetyCase

를 보다 투명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으로 볼 때,부지를 선정하고

SafetyCase를 개발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 정도이며,두 나라 모두 건설 허

가를 받기 한 보완 자료로 활용하 다.부지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개념의 SafetyCase를 개발하는 국가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SafetyCase개

발 방안 수립 연구는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기 를 마련하는 과정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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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FEP/시나리오

1.서론

KAERI는 1997년부터 FEP분야 연구를 본격 으로 추진하여,총 381개의 FEP으로

구성된 처분 안 성 평가 수목 사 버 1.0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3.1.1～

3.1.4].이번 단계에서 추진된 FEP분야는 선진 핵연료주기를 고려한 FEP연구이

다.선진 핵연료주기로 간주되고 있는 제19차 이로 공정 물질수지(Material

Balance)를 FEP분석의 기 으로 활용하 다.

2.FEP연구

기존의 국내 FEP연구는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에 바탕을 두고 수행되어 왔으므

로,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을 기존의 사용후핵연료와 병행 처분하

는 개념으로 근하게 될 때 기존의 FEP과는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차이를 표 하는데 있어 이로 폐기물에 한 FEP을 모두 신규

FEP형태로 생산할 수 있으며,기존 FEP을 보완하여 병행 처분에 한 FEP체제

를 구축할 수도 있다.

3.선진 핵연료주기 측면에서 FEP분석 방법론

가.FEP분석 범 방법론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와 이로 폐기물을 병행 처분하는 개념

으로 환하기 해서 19차 물질수지에서 잠정 결정된 기 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이로 공정에서의 물질수지 처분 용기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 다.

나.기존 FEP체제 분석 분석 범

KAERI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FEP기본 개념은 표 3.1.1과 같은 FEP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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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활용하여 련 FEP번호를 부여하고 있다.선진 핵연료주기 련 FEP분석

범 는 폐기물,용기,Buffer/Backfill분야로 범 를 한정하여 수행하 다.

분류 간분류

1.Waste

1.1Characteristics

1.2Radiological/Radiation
1.3Thermo-mechanicaleffects

1.4Degradation/corrosion/dissolution

2.Container

2.1Characteristics

2.2Corrosion/Degradationprocesses
2.3Gasproductionandeffects

2.4Stress/mechanicaleffects

3.Buffer/backfill

3.1Characteristics

3.2Thermaleffects

3.3Gaseffects
3.4Degradation

3.5Radionuclidetransportprocesses

3.6Radionuclidechemistry

3.7Specificfactors

4.Hostrock

4.1Rockproperties

4.2Thermaleffect

4.3GroundwaterFlow

4.4Physical/mechanicaleffects

4.5Gaseffectsandtransport
4.6Radionuclidechemistry

4.7Construction

5.Biosphere

5.1Ecologicalfactors

5.2Climate
5.3Soil/sedimenteffects

5.4Surface/nearsurfacewaterprocesses

5.5Coastalwater/oceanprocesses

5.6Gaseffects

5.7Radiologicalfactors
5.8PEG

5.9Flora

5.10Fauna

5.11Weather

6.Environmentaleffect

6.1Inadvertentintrusionintorepository

6.2Subsurfaceactivities

6.3Wateruse

6.4Agriculturalandfisheriespractices

6.5Specificfactors
6.6Storageofotherwaste

6.7Chemicalpollution

표 3.1.2.FEP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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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진 핵연료주기 련 FEP분석

가.FEP1차 분석

순
서

FEP

번호

FEP

명칭
FEP설명 검토 결과

11.1.1
Waste
Type

Wastetypesvarybyreprocessing.PWR,
CANDU.Metal,glassandotherforms
withSFitselfcanexist.[YSH2000]

이상없음(필요하면
세라믹 형태
폐기물 추가)

21.1.2Inventory

Theamountsofradionuclidesina
particularpartofthewasteisolation
system.Itisusuallylistedasthe
activities(incuriesorbecquerels)ofeach
nuclidepresent.Itisatimedependent
quantity.Inapotentialrepositorywhich
shallbeinoperationinaround2040
around36,000MTU,20,000MTUfrom
PWRand16,000MTUfrom CANDU
shallbedisposedof.TheseareSFfrom
NPP'stobeinoperationby2015andSF
tobeinoperationafter2015isnot
includedinthisnumber.Around45,500
assembliesofPWRSFand820,000
bundlesofCANDUSFareconsidered.
TheseSFshallbeplacedinsidea
containerwhosematerialisnot
determinedyet.However,from
preliminarydesign,thecanisterouter
diameteris108cm andheightis496cm
andthetotalweightincludingwasteand
insertcastis31,734kg.Whenacontainer
failsbycorrosionorinitialdefectthen
onceconfinedradionuclidesshallbe
releasedbydissolvingintointruding
groundwater.[YSH2000]

Pyro
processing을 하게
되면 SF를 속,
유리,세라믹
형태의 폐기물로
바 어 Inventory
변화.특히 Pyro
processing이후
폐기물을 처분
기 으로 하면,
SF기
Inventory에서 U,
TRU등은 SFR
활용을 하여
처분에서
제외되므로
기본 으로 처분
Inventory는
달라짐.

31.1.3
Long-term
physical
stability

Astimespansafterdischargeduetothe
radiation,bycorrosion,contactwithair
andwaterandotherfactors,solidphase
spentfuelbecomesloosingitsintegrity.
[YSH2000]

solidphasespent
fuel뿐만 아니라
HLW 모두에
해당

표 3.1.2.1차 분석결과로부터 재분석을 하여 선별된 FEP

선진 핵연료주기 체제로 간주하고 있는 이로 공정에 따른 처분 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FEP분석을 FEP분석방법론에 근거하여 수행하 다.분석범 인 폐기물-

용기-공학 방벽으로 이어지는 처분시스템의 해당 FEP들은 총 131개 FEP 코드

이며 모두 이로 공정 측면에서 분석하 다.분석과정에서 이로 공정과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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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확한 FEP이 있는 반면 이로 공정과의 연 성이 애매한 FEP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연 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된 FEP에는 가능한 범 내에서

주석을 추가하 다.1차 분석 상 FEP목록 분석을 통하여 표 3.1.3과 같은 재

분석이 필요한 FEP목록을 추출할 수 있었다.

나.FEP2차 분석

FEP1차 분석을 통하여 18건의 FEP에 한 상세 분석을 수행하 다.상세분석은

이로 공정과의 연 성 여부에 한 분석은 물론 이로 공정을 용할 경우 추가

되어야 할 FEP과 물론 수정이 필요한 FEP의 경우 어떠한 내용을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하 다.본 보고서에서는 2차 분석을 수행한 FEP제목만을 다음

과 같이 표기하 다.

(1)1.1.2.Inventory

(2)1.1.3.Long-term physicalstability

(3)1.1.4.Heterogeneityofwasteforms(chemical,physical)

(4)1.1.5.Radionuclidedecayandgrowth

(5)1.1.6.Recoilofalphadecay

(6)1.1.7.Changesinthespentfuelradionuclideinventory

(7)1.4.3.Solubilitywithinafuelmatrix

(8)1.4.9.Radionuclidereleasefrom aspentfuelmatrix

(9)1.4.6.Dissolutionchemistry

(10)1.4.7.Damagedordeviatingfuel

(11)1.4.11.Degradationofspentfuelelements

(12)1.4.13.Totalreleasefrom thespentfuelelements

(13)2.1.1.CanisterType

(14)2.2.7.Canistercorrosionpriortowetting

(15)2.2.4.Coupledeffects(electrophoresis)

(16)3.6.1.Precipitation,dissolution.recrystallization,reconcentration

(17)3.6.11.Interactionwithcorrosionproductsandwaste

다.신규 FEP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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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용기 공학 방벽과 련된 총 131건의 FEP 크드를 상으로 1차 분

석 17건의 FEPrecord에 한 2차 분석을 수행하면서 이로 폐기물이 처분되

는 경우 기존의 FEP이나 수정된 FEP으로 용하기 어려운 개념의 FEP이 생겨날

수 있다.이러한 가능성에 한 LiCl,LiCl-KCl의 함유 가능성에 한 연구원내 폐

기물 문가와 의 결과 이로 폐기물에 LiCl LiCl-KCl은 함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공정 특성상 기본 으로 LiCl LiCl-KCl은 이로 폐

기물에 함유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규 FEP으로 제시하 다.

라.분석 결과

이로 공정 측면에서 기존의 FEP분석을 하여 폐기물,용기 공학 방벽과

련된 131건의 FEP을 상으로 1차 분석을 수행하 으며,그 17건의 FEP에

하여 2차 검토를 수행하 다.그 결과 11건의 FEP은 이로 공정에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6건은 큰 향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11건의 FEP은 사용

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이로 폐기물에도 유사한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5.시나리오 개발 방법론

가.서론

시나리오는 주로 RES(RockEngineeringSystem)방식 PID(ProcessInfluence

Diagram)방식으로 도식화되어,처분장에서 생태계까지 방사성 핵종의 이동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RES방식은 top-down방식으로 주요 FEP들을 RES

행렬 내에 인자들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요 상호작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상

호작용간의 자세한 상 계를 도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반면,PID 방식은

Bottom-up방식으로 각 Process간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나 과도하게

복잡하여 체 인 연결방법을 악하기에는 오히려 힘든 면도 있다.이러한 특징

으로 인해 처분을 연구하는 다수의 국가에서는 RES방식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스웨덴의 SKI SKB에서 PID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3.1.5

～ 3.1.9], 국은 NIREX Sellafield 처분장에 사용하기 하여 PID S/W인

FANFARE를 개발한 바 있다[3.1.10].국내에서는 KAERI가 RES방식의 시나리오

를 2004년에 개발하여 KAERI처분 문 정보시스템인 CYPRUS에 RES모듈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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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ㆍ운용하고 있다[3.1.11].

나.PID시나리오 구축 방법론 개발

KAERI는 RES방식의 시나리오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 으

며,PID방식은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RES방식의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단하 다.PID 방식을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을 보다 효

율 으로 수행하기 한 방안으로 FEP RES시나리오 황 분석을 통하여 다음

과 같은 원칙을 수립하 다[3.1.12].

첫째,4개 메인 시나리오에 한 PID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보다 정상 시나리오를

상으로 모델 PID를 구축한 후 필요하면 나머지 안 시나리오에 한 PID로 확

해 나가는 것이 효율 일 것으로 단된다.

둘째,정상 시나리오에 한 모델 PID를 구축하기 해서는,정상 시나리오를 구성

하고 있는 5개의 세부 시나리오에 한 세부 PID를 우선 구축하고 이들을 통합하

여 FullPID를 만들어 가는 순차 인 근 방법이 바람직하다.

셋째,PID구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호작용 결정과정에서 주 인 단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FEP record에 포함된 ProcessDescription과 Influence

Description의 내용을 최 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스웨덴의 경우 PID에 상호작용에 한 value를 부과하 으나, 재 KAERI는

상호작용에 한 value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FEPrecord평가과정에서 부여

한 FEP의 요도값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 상호작용에 한 value를 용할

필요성이 생기면,FEP의 요도를 이용한 frame에 별도의 상호작용 요도를 구하

여 PID작성과정에서 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구축된 RES를 바탕으로 PID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이는

모든 FEP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 으로 처분안 성과 계가 있으므로 기

존의 RES체제에서 Element간 연결에 바탕을 둔 Group화 된 FEP들의 상 계

를 이용하여,이들을 바탕으로 보다 세분하여 나가는 것이 효과 이기 때문이다.

6.PID시나리오 개발

가.세부 PID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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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PID 구축 방법론에 따라 정상 시나리오에 한 모델 PID를 구축하기 하

여 5가지 세부 시나리오에 한 세부 PID를 구축하 다.구축하여야 할 세부 시나

리오는 용기부식,역학 변화,핵종이동,방사분해 지하수로 구성되어 있다.PID

에는 기본 으로 FEP 상호작용만이 기본 으로 표 되므로 이들을 어떻게 표

하는지에 한 몇 가지 기본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먼 ,FEP은 Diagram에서 Box로 표기하기로 하고,FEP의 요도는 Box색상으로

구분하 다.FEP의 요도는 FEPrecord에 포함된 FEPAudit결과치 값을 용하

으며,FEPbox의 색상은 FEP의 요도가 가장 높은 FEP에 흑색을 용하고 그

다음부터 순차 으로 색,청색,녹색,황색 순으로 용하 다.

둘째,FEP간 상호 계를 의미하는 상호작용은 화살표로 표기하 으며,상호 향을

주고받는 경우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하 다.

셋째,특정 FEP이 주는 향은 반드시 1개가 아니며,여러 FEP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마찬가지로 향을 받는 FEP도 여러 FEP으로부터 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하 다.

PID구축 방법론 개발에서 언 된 5가지 원칙과 PID구축에 실제 필요한 3가지 기

본사항을 바탕으로 그림 3.1.1의 역학 변화에 한 세부 PID를 구축하 다.

한,용기부식 세부 PID와 역학 변화 세부 PID를 통합하여 그림 3.1.2와 같은 용

기부식-역학 변화에 한 Sample통합 PID를 구축하 다.

그림 3.1.1.역학 변화에 한 세부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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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용기부식-역학 변화에 한 통합 PID

나.통합 PID구축

정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시나리오를 통하여 FullPID 구축 방법론에

따라 5가지 세부 PID를 만들 수 있었으며,이들을 통합하여 그림 3.1.3과 같이

FullPID를 구축하고자 하 다.그림 3.1.3의 통합 PID에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화

살표에 색상 차이는 해당 상호작용이 어떤 세부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인지를 나타

내고 있다.구축된 모델 PID를 바탕으로 실제 PID를 이용하게 되는 단계에서는 모

델 PID를 가공하게 됨으로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PID를 만드는 과정에서 PID maker의 주 인 단을 배제할 방법

은 없으므로 상호작용에 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이 경우 해당 상호

작용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쉽게 추 할 필요성이 있으며,상호작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원본 자료는 상호작용이 기본 으로 어느 세부 시나리오

에서 근거한 것인지 밝힐 수 있도록 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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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세부 PID를 이용한 통합 PID구축 모형

구축된 통합 PID는 그림 3.1.5와 같으며,이 모델 PID는 정상 시나리오에 한 PID

를 표 하고 있다.

그림 3.1.4.모델 PID의 상호작용 구분

다.상호작용에 한 요도 부여

상호작용의 요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FEPaudit과정에서 문가에 의해 FEP

요도가 부여된 것과 유사하게 FEP간 상호작용에 한 문가 자문을 통하여

요도 값을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외부 문가 자문을 통하여 개발된 모델

PID FEP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PID에 나타난 FEP간 상호작용에 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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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값을 표 3.1.3과 같이 얻을 수 있었다.

표 3.1.3.상호작용 요도를 부여한

7.결론

FEP연구는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과 련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시나리오는 PID

방식으로 표 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이를 하여 PID방식의 시나리오 방법론

을 개발하 다.

선진 핵연료주기 공정을 상으로 기존의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 에서 생산

리되고 있는 FEP들을 분석하 다.이를 하여 폐기물,용기,인공방벽과 련된

131건의 FEP을 상으로 1차 분석 2차 분석을 수행하 다.1차 분석에서는

이로 폐기물과의 연 성을 고려하여 련성 여부로 분석하 으며 그 결과 17건의

FEP을 선정하 다.2차 분석은 17건의 FEP에 한 좀 더 구체 인 분석을 통하여

수정되어야 할 FEP으로 11건 신규 FEP으로 2건의 FEP을 제시하 다.

PID 방식의 시나리오 개발을 하여,기존에 개발된 RES방식의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이원화된 추진 략에 따라 FullPID 구축 PID 모듈 개발을 추진하 다.

PID 구축 방법론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라,정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세부 시나리오로부터 각각의 세부 PID를 우선 구축하 으며 이들 세부 PID를 병합

하여 FullPID를 성공 으로 구축하 다.외부 문가 검토 결과를 PID에 활용하기

해서는,각 상호작용의 요도 값을 단일 값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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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선진핵연료주기 안 성평가 로그램 개발

1.개요

평가도구로 사용된 Goldsim은 MASCOT-K와 같이 각 평가 지 에서 농도와 선속

을 측하지 못하고 각 구획 내 평균 농도와 유출 럭스를 계산하는 한계는 있으

나,천이 인 이류 분산 상을 정 모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간 변화에 따른 비

고 인(discrete)입력 데이터 변화도 모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평가 상 고화체 시나리오 개발

이로 폐기물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해서는 아직 연구 개발이 수행 이지

만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개최된 KAERI제 19차 물질수지(MaterialBalance)

회의 결과와 이에 근간을 두고 시스템 개발과제에서 수행한 5가지 폐기물에 해

지하 500미터 200미터 분리 처분에 한 개념에 해 안 성을 평가하는 로

그램을 개발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 다.

가.정상 시나리오

이로 폐기물 처분 개념인 A-KRS 평가 상 개념은 폐기물을 각각 200미터

와 500미터 심부에 나 어 처분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 직 처분에

서는 스웨덴 SKBKBS-3V개념과 유사하게 처분 터 을 굴착한 후 터 바닥에서

처분공을 굴착한 후 처분 용기를 거치하고 주 를 벤토나이트 완충재로 충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로 처분을 한 A-KRS에서는 SKB의 KBS-3H 개념과

유사하게 처분 터 을 굴착한 후 터 내에 폐기물을 거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한 500미터 심부에 처분하는 경우 심부 지하수가 침투하여 지하수 속에 함유된

부식 진 물질이 용기를 부식 고화 상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용해시킨 후 외부

로 이송시킨다.이에 반해 200미터에 처분하는 경우는 지하수 화학 조성이 심부

지하수와 다른 지하수가 유사한 반응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침투 지하수는 처분 터 혹은 사일로 주변 공학 방벽의 안 성능을 하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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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벤토나이트 방벽을 통과한 후 내부로 침투하여 처분 용기를 부식시킨 후 고체

상태로 유지되던 폐기물을 용해시켜 외부로 유출시킨다. 재 모델링에서는 처분

용기의 수명을 300년으로 가정하고 최근 스웨덴 등의 연구에서는 기 용기 손상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으나, 재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

용기 불량 손상 발생률을 0.1%로 과 같이 가정하 다.용기 손 후 유출된 방사

성 핵종들은 공학 방벽을 통과하여 주변 암반 에 도달하게 된다.이때 공학

방벽과 암반 사이에는 충 재와 함께 암반 굴착 향으로 발생한 지역(EDZ:

ExcavatedDisturbedZone)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보수 인 으로 근하여 이러한 EDZ가 지하수의 집합 으

로 처분 용기로부터 유출된 방사성폐기물이 EDZ에 집 된 후 외부 암반으로 유출

된다고 가정하 다.공학 방벽에서 천연 방벽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지하수 유동

속도가 빠른 단열(fracture)로 이동한다.이 경우 유효 단면 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

로 산정될 수 있다.

유효 단면 =처분장 사일로 단면 x사일로 높이 당 단열 폭 [-], (3.2.1)

단열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들은 이류와 분산을 통해 이동한다. 한 일부 핵종들은

주변 암반으로 확산된다.이와 같이 주변 암반으로 확산된 핵종들은 다시 단열로

재확산되어(backdiffusion)유입될 수 있다.

천연 방벽을 통과한 핵종들은 천연방벽/생태계 (GBI:GeosphereBiosphere

Interface)을 통과한 후 생태계로 도달하게 된다.선진 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에 한 지층 처분장은 연안 지역에 치하고 있으므로,가능한 생태계로 육상

농업 생태계,해상 어업 생태계 담수 어업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나.비정상 시나리오

(1)우물 굴착 시나리오

우물 시나리오 평가 시에 지하수 유동 평가는 평가 상 체 의 길이를 수 Km로

간주함으로 우물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 할 그리드 사이즈는 수 m 혹은 수십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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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이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한 그리드 생성이 매우 어렵다.따라서 안 성

평가에서 핵심 입력 자료인 수리 정보가 정확한 부지 조사 결과,특정 사일로에서

만 지하수가 우물로 유입된다면 히 입력 값을 조정하면 되도록 모델을 개발하

는 것이 요하다.지하수 유입량은 희석률(dilutionfactor)과 연 되며 최종 인 우

물물의 농도는 희석률에 반비례하게 된다.일반 으로 우물 굴착으로 인한 유입량

은 아랫방정식 (3.2.2)에 주어진 Thiem 해법 공식으로부터 산정될 수 있다.

우물 유입량 =
ln



∇
(3.2.2)

우물 시나리오에서 고려해야 할 생태계는 기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생태계와 다르

다.우물에서 양수된 물은 직 음용수로 사용되거나 농작물 가축 재배에 사용

되어 먹이 사슬(foodchain)을 거쳐 인간으로 이되므로,새로운 생태계 모델이 개

발되어야 할 것이다.

(2)지진 시나리오

일반 으로 지진은 지하에 치한 구조물의 건 성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

설령 지진으로 인하여 물리 인 구조물이 손상되는 경우라도 구조물의 화학 조성

이 변화하지 않는 한 처분 안 성에 미치는 향은 미미할 것이다.이는 화학 조

성이 최고용해도(solubilitylimit)와 핵종 이동 지연 계수(retardationcoefficient)에

향을 미치며 근계(nearfield)에서는 이류에 의한 핵종 이동이 상 으로 덜 요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만일의 경우 천연 방벽에서 진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아주 보수 인 에서 보면 아래의 두 가지 사건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가)단열을 통한 지하수 유동 속도 증

지진의 발생 향으로 인해 단열 폭이 상승한다면 이론 측면에서는 지하수 유동

속도 증 가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상은 수학 모델링으로 입력 인자로 들어

가는 지하수 유동 속도 증가로 지진의 향이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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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새로운 이동 경로 생성

이와 같은 경우 기존의 이동 경로보다 이동 길이가 짧은 새로운 경로가 발생하는

것으로,수학 개념에서 보면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와 상이 이 없다.

(3)공학 방벽 기능 조기 상실

공학 방벽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물성을 유지하다가 이후 열화되는 경우의 향

을 평가하는 것은 안 성 확보 측면에서도 요한 업무이다.처분안 연구에서는

Goldsim 코드 내 selector기능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공학 방벽의 물성 변화

를 표 하여 안 성을 평가하 다.

3.Goldsim을 이용한 평가 모델링 개요

그림 3.2.1은 Container모델 개념에 의거해 개념 으로 도출한 Goldsim 이용 안

성 평가 코드의 TopLevelView이다

그림 3.2.1.Goldsim 코드로 묘사한 안 성 평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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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im으로 묘사할 물리 방벽은 그림 3.2.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크게 아래와 같

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정상 기 시나리오를 한 물리 방벽

-우물 굴착 시나리오를 한 새로운 물리 방벽

(1)정상 기 시나리오를 한 물리 방벽

기 시나리오 구성을 한 물리 방벽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 될 수 있다.

(가)공학 방벽

각 처분 동굴을 sub-container로 표 하는 container와 이러한 각 처분 동굴을 상술

하는 하 container들로 공학 방벽 모델은 구성된다.각 하 container들은 폐기

물 종류별 특성을 기술한 source들의 집합체로 표 되며 이들 source들은 유출

상을 기술하는 세부 container와 연계되어 각각의 유출 상을 표 한다.유출 상

묘사를 해 사용되는 방안은 조화유출,상수로 표 된 유출율,단 유출 면 당

상수로 표 된 유출율,InstantaneousReleaseFraction(IRF)로 표 되는 일부 고용

해도 유출률을 보이는 핵분열 생성물을 상으로 하는 모델에 기반한 유출률 등이

있다.

본 모델링에서는 공학 방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벤토나이트 방벽에서의 분산 상

규명을 해 cellgenerator를 사용하여 수직 상하,측면 방향별 확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선진핵연료 폐기물 일부 처분 터 의 경우 수평 방향의 분산을 고려하는 것이

요할 수 있어,buffering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을 도입하는 등 최종 으로 up,

down,lateral 처분 터 방향으로 유출되는 상을 모두 고려하 다.이와 같이

4방향으로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들은 술한 EDZ로 이동한 후 최종 으로 천연

방벽으로 유출되게 된다.

Goldsim 코드를 사용할 경우 EDZ와 천연 방벽 내 단열을 연결하는 미소 체 의

가상 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이와 같은 공학 방벽 말미에 1m
3
의 체 을 가

지는 가상의 최종 집결지를 설정하고 천연방벽을 연결하도록 하 다.

(나)천연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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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방벽의 경우 단열을 표 하는 element는 그림 3.2.2와 같다. 재 모델링 상에

서는 암반 내 단열을 단일 단열(singlefracture)로 표 하 다.

그림 3.2.2.심부 천연방벽 모델링을 해 Goldsim에서 사용되는

Element

(다)생태계

선진 핵연료주기 안 해석에서 용하는 연안지역 가상처분장 개념에서는 그림

3.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3가지 피폭 그룹,즉,농경 그룹,해양 어업 종사 그룹,

그리고 담수 어업 종사 그룹으로 상정한다.이와 같이 3개의 피폭 그룹이 존재하

는 경우 각 그룹은 표토층,강,강바닥 퇴 층,해수,해 퇴 층을 통해 피폭을 받

게 된다.

그림 3.2.3.농업/담수/해수 어업 종사자 피폭 그룹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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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물 굴착 시나리오를 한 새로운 물리 방벽

(가)새로운 이동 경로

우물 시나리오의 경우 지하수에 용해되어 공학 방벽으로 유출된 핵종들이 천연방

벽으로 유입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if문을 이용 직 으로 WellReceptor로 표 된

새로운 생태계에 유입되게 된다.만일 우물이 고려되지 않으면 공학 방벽에서

(Goldsim 코드에서는 공학 방벽 내 모든 유출물은 EBS_Release로 element포집)

Rock_Mass라는 천연 방벽으로 유출되게 된다.

우물 효과를 평가하기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굴착된 우물을 이용한 양수 행

에 의하여 얼마만큼 수두가 떨어지는가를 고려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만일 양

수량이 많다면 당연히 수두 감소폭이 커지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략 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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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한다고 가정하 다.

우물로 유입되는 지하수 이외에 주변의 지하수가 우물 양수에 따라 우물로 유입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가 오염 지하수와 천연 지하수의 합으로 표

될 수 있다고 가정하 다.

(나)새로운 생태계

우물 생태계에서 고려해야 할 구획들은 개념 으로 아래와 같다.우물물이 유입되

는 Aquifer_Local로 Inflow 양은 술한 WellFlow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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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WellBiosphere개념도

이처럼 유입된 지하수는 Well로 유입된다.이외에 불포화 를 나타내는 VadZone이

존재하며,여기에는 불포화 특성상,water,soil이외에 air가 존재한다.

여기서 waterzone의 volume Airzone의 Volume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Volume,[m
3
/yr]=Area×ElementDepth×포화도 (3.2.3)

Volume,[m
3
/yr]=Area×Elementdepth×불포화도 (3.2.4)

유체와 달리 고체 상태인 soil은 부피가 아니라 질량으로 표 되는데 그 식은 아래

와 같다.

질량,[kg]=Area×Elementdepth×SoilDensity (3.2.5)

이와 같이 정의된 VadZone내의 유입률과 유출률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유입률,[m
3
/yr]=강수량 침투율 ×면 (3.2.6)

(다)지진 등 whatif시나리오

그림 3.2.5에 지진으로 인한 향이 지하수량 공학 방벽 기능을 손상시키는 개

념을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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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자연 재해 등을 상세하게 모사하는 Discrete변화

로그래

4.입력 자료 생성 방안

Goldsim_RT에서는 로그램 생성 시 아래 그림에 도시된 Species라는 element가

자동 으로 생성된다.일반 으로 로그램 개발자는 Species 기타 Global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GeneralDatas라는 container를 만들어 삽입한다.이 container

안에는 자동 으로 water라는 element가 생성된다.Water의 특성은 크게 도,

tortuosity와 함께 분배 계수로 표 되며 이러한 자료는 일반 으로 Spread

Sheet(SS)로부터 불러 들여진다.

모델에서 정상 시나리오 생태계와 우물 생태계에서 동시에 Global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해 SpreadSheet,그리고 암반,토양층 등의 특성을 기술하고 이들이

Global하게 사용될 수 있게 그 특성을 지정하는 element들이 그림 3.2.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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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SS데이터 Goldsim 로그래

5.세부 모델링

반 인 Goldsim 로그램을 이용한 안 성 평가 코드 개발에 한 설명 입력

자료의 생성방법을 바탕으로 Element들을 이용하여 로그램을 수행하 다.공학

방벽 containers는 일반 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1)공학 방벽 container내부에서 모든 container에 해 global하게 사용되는 물

성 특성을 기술하는 EBS_Materialscontainers

(2)실제 방사성폐기물이 거치되는 처분고에 한 설명,거치되는 방사성 물질들의

특성 inventory,지하수에 용해되어 이동하는 방사성 물질들의 advective

dispersivetransport를 기술하는 각종 폐기물을 열거하는 Container(Silo처분

방식의 경우 Silo라 명명)

(3)여러 개의 처분 동굴 혹은 Silo로부터 유출되는 핵종 이동 상을 합산하기

해 체 처분 시설을 흐르는 지하수 양을 합산하는 모듈

(4)가상의 element로 체 EBS로부터 주변 천연 방벽이나 우물로 유출되는 총 유

출률을 평가하는 EBS_Release

(5)EBS_release를 도시하기 한 expression:Activity_Flux와 Graph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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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모듈에는 Instantaneousrelease를 기술하는 IFR와 조화유출을 기술하

는 부분이 로그래 되어야 한다.이를 해 그림 3.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에 두 가지 selector가 존재하게 된다.

그림 3.2.7.처분 터 지하수 유입 조건에 따라 상세

개발된 공학 방벽 로그래

6.결론

이로 주기 폐기물 처분 방식에 따른 방사선 장기 안 성 평가 방법을 기술하기

해 평가 상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이에 한 모델링 방법론을 소개하 다.이를

해 재 세계 으로 처분장 안 성 평가에 리 사용되고 있는 Goldsim 로그

램을 이용하여 성능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는 상세한 방법론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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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처분안 성 평가

1.서론

이로 공정의 물질 수지는 본장 제 1 에 나타나 있는 제 19차 물질 수지도를 사

용하 다[3.3.1].선진 핵연료주기 처분 안 성 평가를 하여 본장의 제 2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oldsim을 이용하여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 다.

2.모델 평가 입력자료

처분 안 성평가를 하여 기 사용후핵연료로 이로 공정을 거쳤을 때 나오는

폐기물의 양을 제 19차 물질 수지도를 기 으로 계산하 다 [3.3.1].

3.결정론 평가 결과

그림 3.3.1은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한 경우 안 성 평가 결과를 보여 다.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에는 핵분열 생성물의 향이 우세하며 후반에는 액티나

이드들의 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특히 IRF핵종인 I-129,Se-79등의 향

이 기에 가장 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3.1.DirectDisposal피폭선량

그림 3.3.2는 모든 폐기물에서 핵종들이 사용후핵연료의 UD2Matrix용해도를 가지

고 있는 폐기물 Matrix와 조화 유출한다고 가정하 을 때의 평가 결과이다. I-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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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최고치는 직 처분의 10
-4
정도로 낮아지나 유출 기간은 길어짐을 알 수

있으며,액티나이드의 경우는 직 처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는 액티나이

드의 경우 Matrix에 비해 그 양이 매우 고 용해도도 매우 낮기 때문에 재고량이

어느 이상이 되면 재고량에 크게 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3.3.2. 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그림 3.3.3～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화체의 유출률을 10
-5
,10

-8
10
-12
1/yr

의 경우를 각각 평가하 다.상당히 높은 유출률인 10
-5
1/yr의 경우는 핵분열 생성

물과 액티나이드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10
-8
1/yr의 경우는 핵분열 생성물의 경

우는 낮아졌으나 액티나이드의 경우는 정상상태에 이르는 시간 차이만 날 뿐 최

치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이는 액티나이드의 경우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고

화체의 유출률이 액티나이드의 용해도 이상일 경우는 침 이 생기며 용해도만큼만

유출되기 때문이다.그러나 고화체의 유출률이 10
-12
1/yr로 충분히 낮아지면 핵분열

생성물과 액티나이드 모두 낮아지며 유출 기간은 늘어난다.

그림 3.3.3. 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10
-5
1/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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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10-8

1/yr)

그림 3.3.5. 이로 공정 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

10
-12
1/yr)

그림 3.3.6～ 3.3.8에 10
-12
/yr의 침출율의 경우에 하여 각 폐기물의 향을 도시

하 다.유리화 ILW은 주요 핵종이 Sr-90으로 유출률이 10
-12
정도로 충분히 낮으

면 생태계에 도달하기 에 지하 매질을 이동하는 모두 붕괴되어 생태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속폐기물의 경우는 Ac-227과 Pa-231이 약 10
9
년

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낮은 고화체의 침출율과 속폐

기물의 처분 개념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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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속폐기물 피폭선량 (유출률,

10-121/yr)

그림 3.3.7.유리화 HLW 피폭선량

(유출률,10-121/yr)

그림 3.3.8.세라믹 ILW 피폭선량

(유출률,10
-12
1/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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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확률론 평가 결과

평가 상 입력인자는 사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내부 문가 회의를 거쳐

선택하 다. 한 각 인자의 확률 분포함수는 문헌 자료와 내부 문가 의견을 수

렴하여 가정하 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택된 상 입력 인자와 확률 분포함수는

표 3.3.1에 나타나 있다.표 3.3.1에 포함된 9개의 입력인자에 하여 확률론 평가

를 수행하 다.500개의 샘 링의 결과에 한 평균이 그림 3.3.9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3.3.9에서 보듯이 10
7
년까지는 I-129가 주요 핵종이며 그 이후에는 Pa-231과

Ac-227이 주요한 핵종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입력인자 확률 분포함수 Parameter 비고

ContainerFailureTime
[yr]

Uniform Min-1
Max4

CFT=10**para

EarlyTimeFailure
[%] Triangular

Min0
MostLikely0.1
Max0.5

ETF=para

WasteDissolutionRate
[1/yr]

Uniform Min-12
Max-5

WDR=10**para

FractureLength
[m] Triangular

Min50
MostLikely100
Max200

FT=para

DispersioninFracture
[m] Triangular

Min-1
MostLikely0
Max1

DF=10*10**para

HydraulicConductivity
[m/s] Triangular

Min-12
MostLikely-10
Max-8

HC=10**para

PorosityinMWCF Triangular
Min0.025
MostLikely0.05
Max0.1

PO=para

MWCFLength
[m] Triangular

Min400
MostLikely800
Max1600

ML=para

DispersioninMWCF
[m] Triangular

Min-1
MostLikely0
Max1

AF=50*10**para

표 3.3.1.확률론 평가 상 입력 인자와 확률분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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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500Cases평가 결과의 평균

피폭선량

그림 3.3.10은 각 Case별 최 피폭선량과 최 피폭선량에 도달하는 시간과의 계

이다.일반 으로 최 피폭선량에 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 최 피폭선량은 감소한

다.그러나 10
9
년 근처에서는 이러한 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이는 이

시간 에서의 최 피폭선량은 U-235와 DynamicSecularEquilibrium에 도달한

Pa-231과 Np-227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들의 최 피폭선량에 이르는 시간은

DynamicSecularEquilibrium에 향을 주는 용해도,반감기 흡착계수 등에

계되며 다른 인자에는 거의 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Max_Dose[mREM/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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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02

1.E-01

1.E+00

1.E+01

1.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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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03 1.E+04 1.E+05 1.E+06 1.E+07 1.E+08 1.E+09 1.E+10

Time to Max_Dose [y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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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최 피폭선량에 이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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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은 이에 한 CCDF를 보여 주고 있으며 9개의 입력 자료가 주어진 확

률분포를 가지고 변할 때 피폭선량은 10
-6
mRem/yr에서 350mRem/yr의 범 내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10mRem/yr이상의 피폭선량을 가질 확률은 2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11.CCDF

각 인자들의 최 피폭선량과의 상 성을 보기 하여 9개의 인자 한 개의 인자

만을 변화시키고 다른 8개는 일정한 값으로 입력하여 평가하여 보았다.용해도의

경우(그림 3.3.12)는 매우 큰 상 계를 나타내고 있다.특히 10
-10
1/yr근처에서

최 피폭선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이 나타난다. 한 그림 3.3.13에서와 같이

수리 도도와 큰 상 계를 보이고 있다.수리 도도가 10
-10
m/s보다 작은

역에서는 최 피폭선량은 비례하여 증가하나 10
-9
m/s가 되면 일정한 값으로 수렴

하고 있다.이는 수리 도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의 양이 증가하다가 포

화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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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DissolutionRate와 최 피폭선량 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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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FractureHydraulicConductivity와 최 피폭선량 상 도

5.결론

이로 공정은 크게 환원 공정과 기정련 공정으로 나 어지며,이들 공정을 통하

여 5가지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된다.이러한 선진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의 안 성 평가를 한 로그램을 Goldsim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

이 로그램은 사용자가 활용하기에 매우 편하게 되어 있으며 복잡한 처분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즉 각기 다른 형태의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처분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로 공정 폐기물의 경우 고화체의 유출률 유출 형태 등에 민감함을 알 수 있

다.I-129와 같은 IRF핵종은 이로 공정으로 향을 쉽게 감시킬 수 있으나 액

티나이드의 경우는 처분 개념 고화체 선택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특히

재의 속폐기물 처분 개념은 재 고려해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평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폐기물 고화체의 유출률이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인자 의

하나로 고화체 유출형태 제조 방법에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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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선진 핵주기 폐기물 처분 안 시나리오 확률론 안

성 평가

1.서론 배경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평가 는 그 성

능을 입증하기 해서,Goldsim[3.4.1]을 이용한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 다.이

GoldSim 평가 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분장 주변의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향

과,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인간침입과 같은 사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한 그 결과를 련된 주요 입력변수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확률론 으로 제시하 다.

2.확률론 평가를 한 안 시나리오 도출

처분 시스템 내 처분장과 근계 역 주변으로는 지하수의 유동이 필연 으로 존재하

게 되는데,이 지하수는 궁극 으로 폐기물 용기 내의 폐기물과 한다.따라서

폐기물 내부의 방사성 핵종을 용해시켜 이들이 근계 역,원계 역을 지나 생태계

로 유출되도록 하여 결국 생태계에 거주하는 피폭집단에 한 피폭선량을 야기하게

된다.이 게 핵종의 유출에 따른 피폭선량이나 핵종 럭스 등 결과의 확률론 평

가를 한 주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3.4.2,3.4.3]:

- 처분장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의 형태는 크게 “In-flow(flow into tunnel)”와

“Outflow”로 나 수 있고,in-flow의 경우 처분공의 지하수의 수두가 터 의 그

것에 비해 높아 지하수의 유동이 그림 3.4.1에서처럼 처분공쪽,즉 하부에서 터

이 존재하는 상부로 향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outflow의 경우는 그 반 로

생각할 수 있다.

-처분장에 처분된 처분용기나 캐니스터는 지하수가 흐르는 단열과 체 는 그

일부가 을 하거나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유출된 핵종은 지하수 유동패턴에 따라 터 쪽으로 유동이 일어나는 in-flow나

터 방향으로 유동이 일어나지 않고 암반매질로 유동이 일어나는 outflow를 따

라 이류 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든 캐니스터가 지하수와의 이 없는 경우는 지하수의 유동자체가 없

는,즉 in-flow나 outflow는 존재하지 않는,"Noflow"상태로 되어 핵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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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은 더 이상 내부 단열 (internalfracture)을 통해서는 이 지지 않는다.

그림 3.4.1에 도시한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핵종의 이동 개념과 이동 메커니즘에

서 보는 로,캐니스터를 빠져 나온 핵종은 주변의 벤토나이트 완충재로 들어온

이후,터 내 뒷채움재와 모암에 생성된 손상 (EDZ)를 통해 근계 역 내 핵종의

이동을 하게 되는데,핵종이 이러한 근계 역에서 모암내,즉 원계 역으로 유출되

는 출구는 그림에서 보는 로 처분공주변의 EDZ와 터 주변의 EDZ,이 게 두

군데라고 보았다.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 가정을 하 다:

-in-flow의 경우에는 캐니스터를 나온 핵종은 일단 확산을 통해 처분공 주변의

EDZ에 이르고,이후 EDZ내에서는 지하수의 유동에 따른 이류 이동을 통하여

터 주변 EDZ까지 유출되어,원계 역으로의 이동을 계속한다.

-지하수의 유동이 없는 noflow의 경우에도 최종 으로는 터 의 EDZ를 통

해 유출되긴 하지만,그 이 ,처분공 주변의 EDZ에서의 지하수 유동에 의한 이

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 캐니스터를 나온 핵종은 확산만을 통하여 터 쪽으

로 이동하여 터 에서 터 주변 EDZ로 확산을 통해 유출된 후 근계 역을 빠

져 나간다.

-outflow의 경우만이 근계 역을 빠져나온 핵종들이 처분공 주변 EDZ(그림에서

3번)와 터 주변 EDZ(그림에서 4번)를 통해 바로 원계 역으로 이동해 나간

다.

-그러나 모든 매질에 해서 그림 3.4.1에서 보는 로 핵종이동에 한 확산 메커

니즘은 존재한다.

확률론 평가를 한 시나리오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Scenario1:지하수 유동 패턴의 변화로,캐니스터 주변을 유동하는 단 캐니스

터당 유동 지하수량의 변화와 지하수가 흐르는 단열에 의해 되는 캐니스터의

개수의 비율을 률로서 동시에 고려한다.

-Scenario2:인간침입(HumanIntrusion)으로,이 경우 MWCF내의 지하수 유동

률이 변화하고,MWCF내 이동거리가 어 들 수 있다고 본다.

-Scenario3:지진발생으로 시나리오 2와 마찬가지로 MWCF내의 지하수 유동률이

변화하고,MWCF내 이동거리가 어 들 수 있다.지진의 강도가 특별히 큰 경우,

는 근계 역으로부터 유출된 핵종은 내부 균열매질을 우회하여 바로 MWCF를 통

해 생태계로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3개의 시나리오를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상 으로 실 가능한 것으로

정상시나리오로 분류될 수 있지만,지하수의 유동과 처분시스템내의 지하수의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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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는 단열의 분포의 가능성 등으로 보다 상세히 고려되어야 할 안 시나

리오로 단된다.반면 나머지 두 시나리오는 사고에 의해 시스템 요소가 일부

는 부 괴되는 시나리오(Disruptivescenario)로 간주된다.

그림 3.4.1.각 매질별 지하수 유동 패턴에 따른 핵종의 이동 메커니즘

3.지하수 유동 패턴에 의한 핵종 이동

PWR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만이 직 처분되는 경우에 해서,GoldSim에서 구

된 지하수 유동패턴 모듈을 그림 3.4.2와 3.4.3에 도시하 다.이들 그림에서 보면

캐니스터가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에 하는 비율과 함께 in-flow outflow

에 한 입력을 통하여 선원항이 제어되도록 하 다.그림 3.4.2에서는 단열내 유동

지하수에 하는 캐니스터 률에 한 확률론 분포를 고려하고 있고,반면

그림 3.4.3에서는 단 캐니스터 주변을 유동하는 지하수 유동률에 한 확률론

분포를 주고 있다.

캐니스터에 한 지하수 률을 고려하기 해서는,얼마나 많은 캐니스터가 지

하수와 하고 있지 않는가를 정량화하는 것으로하여,이를 zero contacting

fraction으로 정의하여 입력변수로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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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처분장 주변에서의 지하수 유동 패턴

그림 3.4.3.처분장내 처분된 캐니스터 용기당 지하수 유동률
률

4.인간 침입 시나리오의 구성

인간 침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의 유동이 집 으로 발생하는 원계 역의

천연방벽 내 MWCF에 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 다.이를 해 지하

수의 유동거리가 0.9배로 짧아지고,지하수의 유동률도 10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간

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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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침입의 빈도나 확률을 부여하기 해 다른 가정을 하 는데,인간침입은

Poisson분포를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하지 않으나

무작 으로 연간 10
-4
의 빈도로 일어난다고 가정하 다.

인간침입의 경우에는 MWCF의 거리가 짧아지는 시나리오를 고려함에 따라 핵종의

지능도 상실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이 경우 암반과 근계 역 등의 흡착계수

(Kd)값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검토하 다.그림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 침

입이 발생하는 경우 MWCF의 물리 ,지화학 향이 되도록 모델링하 다.

그림 3.4.4.인간침입 사고 시나리오 모델링

5.지진 발생 시나리오의 구성

지진의 경우는 지진이 매번 발생하는 경우마다 유량이 계속 증가하고,MWCF거리

도 계속 으로 짧아진다고 가정을 하 다.지진도 역시 인간침입처럼 Poisson분포

를 따라,일정한 간격이 아닌 무작 로 10
-4
/yr의 발생률로 일어나는 것으로 인간

침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정을 하 다.

다만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지진에 의한 변화

는 무시되는데,지진의 크기와 진앙지 거리가 특별한 조건,즉 지진의 크기와 거리

의 비(M/D)가 1.0km
-1
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해서만 그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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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지진 발생 시나리오 모델링

6.확률론 시나리오 평가 결과

가.지하수량 민감도 분석

처분장에 처분된 캐니스터 주변을 흐르는 지하수의 연간 유량률과 캐니스터의

률이 주요한 2개의 변수가 될 수 있다.이들 변수의 변화에 하여 주요 지하수 유

동로(MWCF)로 부터의 핵종유출률 피폭 선량률의 민감도 계산을 확률론 으로

수행하 다.

유량률에 해서는 기본 유량률에 해 10-4배와 104배로 변화하되 Log-uniform 분

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다. 률의 경우는 지히수와 캐니스터가 을 하

지 않는 경우를 0으로 하고,모든 캐니스터가 지하수와 하는 경우를 1로 하여

Uniform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 다.고려된 핵종은 I-129와 Cs-135로,이 두

핵종 모두에 해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연간 선량률은 이 두 개의 변수에 따라

민감한 결과를 보인다.

즉 지하수 유동률이 1m3/yr근처까지 증가함에 따라 선량률도 따라서 증가하며 민감

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유량율이 1m3/yr를 넘어가면 이 유량률에 해 더 이상 민감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흡착성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한 I-129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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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률에 해서는 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다가 유량률이 커지면서 핵종의

유출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캐니스터의 약 40% 이상이 지하수와

하게 되면 률이 핵종유출에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3.4.6

과 3.4.7에 캐니스터 주변을 유동하는 지하수 유량률에 하여 MWCF로부터 유출

되는 I-129와 Cs-135 럭스에 한 민감도를 각각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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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I-129의 최 유출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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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Cs-135의 최 유출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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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그림에서 보면 scatterplot의 분포가 넓이를 가지고 밴드처럼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포 밴드의 상한의 경우는 모든 캐니스터가 지하수의 유동이 존재하는 단

열에 한 경우이고,하한의 경우는 어느 캐니스터도 지하수와 하지 않는 경

우이다.즉 상한의 경우,모든 캐니스터가 지하수가 흐르는 단열과 을 하고 있

어 지하수 유동패턴에 따라 터 방향으로 유동이 일어나는 in-flow나 터 쪽으로

유동이 일어나지 않고 암반매질로 유동이 일어나는 outflow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량률이 낮은 경우에는 이 률에 큰 민감도를 보이지는 않다가 률이 증가

하며 민감함을 보이는 I-129의 경우보다는,Cs-135의 경우 유량률의 역에서

률에 두드러지게 민감함을 보이고 있다.

나.인간 침입에 한 확률론 평가

사고재해로서의 인간침입의 경우는 침입의 발생이 연간 10-4/y의 발생률의 Poisson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한 확률론 계산을 수행하 다.이 결과,그림 3.4.8에서 보는

로 I-129는 인간침입에 한 향을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그림 3.4.9에서 보는

로 흡착을 가정한 Cs-135의 경우 심한 과곡선의 변화와 최 값의 변화를 보

다.

그림 3.4.8.인간침입에 의한 I-129에 한 MWCF에서의 시간에

따른 유출 럭스에 한 확률론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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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인간침입에 의한 Cs-135에 한 MWCF에서의 시간에

따른 유출 럭스에 한 확률론 해석 결과

다.지진 발생에 한 확률론 평가

지진에 의한 향은 지하수 유동량 증가나 MWCF길이의 변화를 발한다고 가정

하 다.이 두 변수의 비(M/D)가 1.0km-1이상이면 MWCF에 물리 변화가 발생

한다고 본다고 가정한다.그러나 이러한 두 가정에도 불구하고 확률론 안 성 평

가 결과 지진이 처분 안 성에 미치는 향은 그림 3.4.10과 3.4.11에서 보이는 로

사용한 입력 자료 범 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s-135에 해서는 그림에

서 보는 로 어느 정도 향을 보이고 있지만 I-129의 경우는 거의 향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3.4.10.지진 발생에 따른

MWCF에서 I-129의 유출 럭스

그림 3.4.11.지진 발생에 따른

MWCF에서 Cs-135의 유출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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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단열 확산 깊이에 한 민감도 분석

매트릭스로 확산되어 들어간 핵종은 매트릭스 공극 표면에서 흡착을 겪게 되고,결

국 매트릭스 내에서 붕괴를 겪게 되어 암반 매트릭스가 싱크 역할을 하게 된다.이

때 확산의 깊이가 클수록 더 많은 핵종이 확산되어 들어가 물리 확산과 지화학

흡착을 통하여 보다 큰 지능을 갖게 된다.이 때 MWCF는 원계 역에서 모델링

한 내부단열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10개의 단열이 묶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림 3.4.12에서 보이는 것처럼 흡착유무에 따른 두 핵종간의 차이는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매트릭스 깊이 변화에 한 분포 함수는 Uniform 분포를 따르며

0.1m에서 5.0m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I-129와 달리 흡착능을 갖는

Cs-135의 경우에는 확산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핵종의 유출 럭스를 감소시켜 주

요한 이동의 지연효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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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원계 역내 간극으로부터 암반매트릭스내로의 확산깊이에 따른 I-129와

Cs-135의 민감도 계산 결과

마.단열 간극 크기에 한 민감도 분석

원계 역 내 내부 단열과 MWCF에서의 단열 폭에 한 민감도 분석도 수행하 다.

단열폭의 변화에 한 분포 함수는 Uniform 분포를 따르며 단열폭은 2×10-5 ×

0.01m ~2×10-5×100m 사이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그러나 내부 단열에

서 단열폭에 한 핵종 유출 럭스의 민감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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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 지만 원계 역 내 단열의 간극의 경우와 달리,MWCF내의 단열의 간극

폭에 한 민감도는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역시 흡착유

무에 따른 두 핵종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그림 3.4.13에서 보는 로 단열확산

깊이에 한 민감도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Cs-135의 경우에 복잡한 산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I-129의 경우도 완만하긴 하지만 간극이 커짐에 따라 럭스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이는 단열간극의 크기가 증가해도 지하수의 volumetric

flow rate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에 따라 결국 핵종의 이류속도가 작아지기 때문

으로 단된다.그러나 Cs-135의 경우는 흡착의 향 때문에 I-129보다 유속의 변

화에 느리게 반응하여 그림과 같은 산란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3.4.13.MWCF의 단열 간극의 폭의 변화에 따른 I-129와 Cs-135의

유출 럭스의 민감도 계산 결과

7.결론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평가 성능평

가를 하여 확률론 으로 다양한 안시나리오를 평가하 다.처분장 주변의 지하

수 유동 패턴에 따른 향과,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인간침입과 같은 사고 시나

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한 평가를 수행하고,그 결과를 련된 주요 입력변수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확률론 으로 보 다.

이를 해 확률론 평가를 한 안 시나리오를 도출하여,지하수 유동 패턴에

의한 핵종 이동을 검토하 고,인간 침입 시나리오와 지진 발생 시나리오를 구성하

여 이에 한 확률론 시나리오 평가 결과를 논의하 다. 단열 확산 깊이와 단

열 간극 크기에 한에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도 논의와 함께 제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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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품질보증시스템 운 추가 모듈 개발

1.서론

고 방사성폐기물 구처분과 련한 종합성능평가에 사용되는 행 는 크게 입력

자료 생산,입력자료를 이용한 안 성 평가,인허가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며,연구 사업을 행 의 발생순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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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실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인허가 취득 지역주

민의 신뢰를 얻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 활동의 결과물인 자료의 기록 보존

투명성이 요하다[3.5.1].품질보증 차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CYPRUS를 개

발하여 연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최종 으로는 실험결과에까지 용할 수 있는

Web기반 품질보증 체제를 개발하 다[3.5.2].

2.CYPRUS목

처분 연구 분야에서는 생성되는 자료들을 공식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실험조건,

차,장비 등에 한 객 성을 유지하여야 하며,이러한 객 성은 실험단계에서 충

분히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따라서 처분분야의 정보시스템인 CYPRUS는 단순

히 자료의 등록을 통한 공유의 의미는 물론 한 환경 하에서 실험이 수행되었음

을 입증하는데 을 둘 필요가 있다.그림 3.5.1은 CYPRUS가 처분 문정보시스

템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응용분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1.CYRPUS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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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YPRUS의 특징

가.QA(QualityAssurance)시스템

CYPRUS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NRC의 10CFRPart50AppendixB에서 언 하

고 있는 18조항의 QA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다.18조항의 QA 원칙은 처분

연구와는 무 한 일상 인 업무를 취 하는 품질보증 원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

어,한국원자력연구원은 로젝트 계획,실행,문서화,내부검토 외부검토라는 연

구의 다섯 단계에 용될 수 있도록 품질보증원칙을 재구성하 다.

나.Web-basedProject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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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기반 시스템으로 운 되고 있다. 한 데이

터 질(quality)을 유지하기 한 QA 시스템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도 Web기반

시스템의 장 을 살릴 수 있도록 Proje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차별화된 기능으로 등록된 이용자의 권한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측하기 쉬우나

실제 이용에 있어 등록된 이용자가 타인의 실험 결과나 실험 차를 훼손시킬 이유

는 없으므로 등록된 이용자가 등록된 자료를 일람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 이라고

볼 수는 없다.

4.CYPRUS의 운

FEAS(FEP to Assessment through Scenario Development)는 FEP에서부터

Assessment까지 필요한 자료를 리하는 부분으로, FEP, Scenario, AMF

(AssessmentMethod Flowchar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PAID (Performance

AssessmentInputDatabase)는 처분과 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보 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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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FEAS

FEAS는 KAERIFEPEncyclopedia에 담겨있는 381종의 FEP이 모두 수록되어 있

으며 이들 FEP은 방벽 종류에 따라 1차 분류하고 방벽별로 다시 분류하여 구분하

고 있으며 기본 으로 FEP분류체계에 따른다.이러한 분류기 은 FEAS에 나타나

지 않으나 FEP번호에 용된 기 이므로 기본 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최종

으로 FEP들은 이러한 분류방법에 의해 세 번째 숫자를 일련번호로 부여하여 고

유의 FEP번호를 유지하게 된다.FEP 코드 양식은 그림 3.5.2와 같다.

그림 3.5.2.FEPrecord

정상시나리오, 기 용기 손 시나리오,자연재해 시나리오,장기 기후변화 시나리

오 등 4개 시나리오를 그림 3.5.3과 같이 RES방식으로 개발하여 운 하고 있다.

Reference는 정상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기 용기 손,장기 기후변화,자연재해

시나리오는 안 시나리오로 불리기도 하는데,이들 각각의 시나리오는 지하수,역

학 변화,방사분해(Radiolysis),용기부식 핵종이동의 5개 세부 시나리오로 구

성되어 있으며,5개 세부 시나리오의 RES조합으로 표 된다.그림 3.5.4는 정상 시

나리오의 RESMatrix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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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RES방식으로 개발된 시나리오

그림 3.5.4.정상 시나리오의 RES모형

나.PAID(PerformanceAssessmentInputDatabase)

(1)일반 인 데이터 등록 이용

PAID는 처분과 련된 각종 데이터들을 보 하는 장소로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담

고 있다.PAID 데이터들의 등록 방법은 Project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며 Project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과제 기획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획물부터 최종 으로

보고서,발표자료,실험 차서,실험결과물,실험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CYPRUS에 Project를 이용한 데이터 등록 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3.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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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 자료 결정 등록

의뢰

⑤ 이용자에게 Open

④ 결재 확인

③ 자료 등록

② Project생성 수정

그림 3.5.5.등록 차

PAID에 등록된 데이터를 찾기 해서는,검색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그림 3.5.6의 좌측에 있는 Wordsearch와 Normalsearch방법이 있다.효과 인 검

색을 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의 속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Category는 Waste,Nearfield,Farfield,Biosphere,Physicalconstants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Field는 Materialname,Parametername AllColumn으로 구성

되어 있다.검색 결과의 는 그림 3.5.7과 같다.

그림 3.5.6.PAID 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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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PAID검색 결과 화면

(2)데이터 등록 방법 활용

Project에 등록된 다수의 데이터는 데이터보다는 자료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자료

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PAID에 데이터 형태로 등록하여야 한다. 를 들어,표

3.5.1과 같은 자료를 PAID에 등록하기 해서는,다음 차를 따라야 한다.

pH CoreNo. Co
(mol/L)FinalpH

Cf
(Bq/mL)

Kd
(mL/g)

Avg.pH Avg.Kd
(mL/g)

3.5

YH1-1

～10
-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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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M

5.38 1.38 68.11

5.78±0.3556.20±15.85KP1-32 5.95 2.03 38.21

KP2-20 6.00 1.50 62.29

표 3.5.1.pH변화에 따른 심부처분환경 조건에서 KURT화강암에 한 Np의

수착실험 결과

첫째,표에 담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표 3.5.1은 실험공 3군데의 화강암

에 하여 pH 3.5부근에서 Np수착실험을 수행하여 3종의 Kd값을 구하 으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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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Kd값을 평균하여 Avg.Kd값을 산출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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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g.Kd만 등록할 수 있으며,Avg.Kd를 포함한 4가지 Kd를 모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그림 3.5.8은 4가지 Kd를 모두 용하 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8.Project를 통한 PAID데이터 등록

다.CYPRUS데이터 축 황

CYPRUS의 데이터 등록 황은 Project등록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Project등록

건수는 2004년 2건,2005년 2건,2006년 7건,2007년 14건,2008년 6건,2009년 20건

으로 매년 차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는 CYPRUS가 차 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간 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9년도의 CYPRUS 데이터 등록의 가장 큰 핵심은 처분연구부의 연구결과를

PAID에 데이터 형태로 등록을 시도하 다는데 있다.Project에 등록된 다수의 데

이터는 데이터보다는 자료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자료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PAID

에 데이터 형태로 등록하여야 한다.

5.결론

CYPRUS는 처분 분야에 한 종합 정보시스템,데이터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 체제를 갖춘 시스템,안 성 평가에 필요한 문 정보시스템 미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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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인 정보시스템 구 을 지향하고 있다.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처분 연구에서 생

산되는 데이터 자체의 질 우수성을 바탕으로 CYPRUS에서 데이터 처리기법을

이용하여 유사한 데이터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 다.이러한 데이터 처

리기법은 향후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미래지향 인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나기 해서는 지속 인 시스템 개발 보

완이 필요하다.이번 단계에서 수행된 PID ,단열정보 모듈 지하수 조성 모듈

개발은 성공 으로 수행되었으며,CYPRUS에 탑재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CYPRUS품질보증 체계는 CYPRUS의 가장 요한 역할 하나이면서,시스템 이

용을 번거롭게 하는 문제 도 있다.이는 이용자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홍보 교육이 필요하다.

CYPRUS개발활동 이외에도 CYPRUS운 을 통하여 안 성 평가는 물론 처분 연

구에도 기여하 다.특히,2004년부터 2009년까지 데이터 등록 건수에 한 통계자

료에 따르면,CYPRUS데이터 등록은 차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이번 단계에 개발된 모듈 교육 자료를 통하여 CYPRUS이용

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 된다.

제 6 A-KRS종합 안 성 평가

1.A-KRS폐쇄후 안 성 평가

가.서론

사용후 핵연료의 이로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

분할 수 있는 A-KRS의 설계 합성을 확인하기 하여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새로운 A-KRS개념은 그림 3.6.1에서와 같이 복층 형태로서 처분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분 심도를 달리 하고 있다.지표로부터 200m 깊이에는

속폐기물을,그리고 500m 깊이에는 세라믹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며,이러한 처

분 시스템에 한 폐쇄후 방사선 안 성 평가를 해 핵종 유출이 가능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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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이에 한 결정론 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3.6.1.A-KRS처분장 개념

나.핵종 유출 시나리오

평가를 한 시나리오는 정상 시나리오와 함께 비정상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모두 5

개를 도출하 는데,지하수의 정상 유동에 따른 정상 유출 시나리오,인간의 침입

에 따른 우물 침입 시나리오,처분 시스템 원계 역에서 자연 재해로서 지진에 의

한 MainWaterConductingFeature(MWCF)내에서 지하수 유동량의 증가와 역

시 원계 역 지진에 따른 천연 방벽으로서의 처분 시스템 내 모암이 상실되는 시나

리오와 지진에 의한 이 들 두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그리고 처분

시스템 내 인공 방벽에 한 신뢰도가 처분장이 폐쇄된 이후 어느 시 에서 상실된

다고 가정하는 시나리오이다.

(1)정상 시나리오

정상시나리오에서는 처분시스템 내 지하수 유동에 따른 정상 인 핵종 유출 시나리

오를 다룬다.그림 3.6.2에 정상 시나리오의 개념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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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정상 시나리오 개념

(2)우물 침입 시나리오

인간의 처분 시스템내로의 침입 시나리오는 우물을 비정상 으로 굴착하는 시나리

오로 한정하여 기술된다.이 시나리오를 통하여 고려되는 우물은 속 폐기물이 처

분되는 200m 깊이의 천부 터 근처에 비정상 으로 인간의 침입 형태로 굴착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3)지진에 의한 MWCF내에서 지하수 유동량 증가 시나리오

지진에 의해 처분 시스템 원계 역내의 MWCF내에서의 지하수 유동량이 갑작스

럽게 10배로 증가하는 시나리오이다.

(4)지진에 의한 모암 상실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도 앞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진에 의한 핵종 유출 시나리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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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계 역 내 MWCF내에서의 지하수 유동량은 증가하지 않고 다만 지진에 의하여

처분 시스템 원계 역내 천연 방벽으로서의 모암만이 상실되는 시나리오이다.

(5)복합 지진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의 다항 라항의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이다.

(6)방벽 신뢰 상실 시나리오

방벽 신뢰 상실 시나리오는 각 폐기물을 담고 있는 용기의 방벽 기능이 처분장 폐

쇄후 어느 시 에서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처분장이 폐쇄되면서 바로 방벽 기능을

잃는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이다.

다.골드심 모델링

이와 같이 도출된 5개의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하여 핵종 이동 모델링이 수행되어

개발된 모델을 골드심을 이용하여 평가 로그램으로 개발하 다.

라.시나리오 평가

(1)정상 시나리오 평가

그림 3.6.3에는 정상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에 한 피폭 선량률 (mSv/yr)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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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정상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에

한 피폭 선량률 (mSv/yr)

(2)우물 침입 시나리오의 평가

그림 3.6.4에 우물 침입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에 한 피폭 선량률

(mSv/yr)을 보 다.

그림 3.6.4우물 침입 시나리오에서 국지 농축

피폭 집단에 한 피폭 선량률 (mSv/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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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WCF내에서 지하수 유동량 증가 시나리오의 평가

지하수 유동량 증가 시나리오에 하여 원계 역 모암 내 MWCF를 유동하는 지

하수 유동률이,천층 심층내 MWCF에서 모두 10배로 증가한 경우에 하여 그

림 3.6.5에 농축 피폭 집단에 한 피폭 선량률 (mSv/yr)을 보 다.

그림 3.6.5.MWCF내 지하수 유동량 증가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에 한 피폭 선량률

(mSv/yr)

(4)지진에 의한 모암 상실 시나리오

근계 역이 원계 역 모암 내 MWCF에 직 연결되는 경우에 하여 그림 3.6.6

에는 지진에 의한 모암 상실 시나리오에 의해서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피폭 선량

률 (mSv/yr)을 보 다.

(5)복합 지진 시나리오의 평가

그림 3.6.7에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의해 농축 피폭 집단이 받는 피폭 선량률

(mSv/yr)을 나타내었다.



-218-

(6)방벽 신뢰 상실 시나리오

폴리머 콘크리트 방벽의 credittime이 처분장 폐쇄 직후 방벽 기능을 순간 으로

상실하고,심지층 처분을 한 세라믹 폐기물의 처분을 한 캐니스터도 방벽기능

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나리오이다.그림 3.6.8에는 방벽 신뢰 상실 시나리

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에 한 피폭 선량률 (mSv/yr)을 보 다.

그림 3.6.6.지진에 의한 모암 상실

시나리오의 피폭 선량률 (mSv/yr)

그림 3.6.7.지진에 의해 지하수 유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의 피폭 선량률 (mSv/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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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방벽 신뢰 상실 시나리오에서 농축 피폭 집단의

피폭 선량률 (mSv/yr)

그림 3.6.9.모든 시나리오에 해서 농축 피폭 집단의

선량률 비교

그림 3.6.9에는 모든 시나리오에 해서 농축 피폭 집단에 한 피폭 선량률

(mSv/yr)을 비교하여 도시하 다. 표 3.6.1에는 이 때 가질 수 있는 최 피폭

선량을,최 피폭 선량이 도달하는 시간과 함께 비교하여 나타내었다.이들 결과에

서 알 수 있듯이 우물 굴착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선량률을 수 있는 반면 정상

시나리오의 경우는 가장 낮은 선량률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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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모든 시나리오에 한 농축 피폭 집단의 최 선량률

마.입력 변수에 한 민감도

용기 credittime과 MWCF내 지하수 유동률에 한 민감도를 검토하 다.천층 터

의 속 폐기물의 처분을 한 폴리머 콘크리트의 credittime은 삼각분포 Tri(0,

1,400,14,000yrs)를 갖는다고 가정하 다.이 때 최 농축피폭집단에 한 피폭

선량률 (mSv/tr)의 민감도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그림 3.6.10에 보 다.

그림 3.6.10.용기 credittime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의 최 선량률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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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F내의 지하수의 유동률의 경우는,지진에 의해 변화하는 MWCF내의 지하수

의 유동률이 그림 3.6.11과 같이 로그유니폼 (Log-uniform)하게 변한다고 보아,

LU(0.01*MWCF_Flow,10*MWCF_Flow m3/yrs)의 형태로 갖는다고 가정하 다.

그림 3.6.11에서 보면 반에 격한 민감도를 보이나 체 으로 민감도가 그리 크

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이는 지하수 유량률 자체가 빠르고 장반감기 핵종 등

이에 한 향을 그다지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6.11.MWCF내 지하수 유동률의 분포에 따른 농축

피폭 집단의 최 선량률의 민감도

바. 이로 폐기물 처분장 안 성 평가 로그램

처분시스템에서 핵종 유출에 련된 요한 정상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처

분시스템 내 상세한 핵종의 거동 이동에 한 산 모사를 한 개념 ,수학

모델을 개발하고,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처분시스템 내 선원항,인공방벽 등 처분

시스템 구조물을 포함하는 근계 역,천연 방벽으로서 지하 매질로 구성되는 원계

역,그리고 인간 활동에 련된 지상의 생태계 등 여러 단계별 처분시스템 각 요

소에 상응하는 단 수학 모델들을 개발하 다.그리고 이 각 단 모델에 하

여 골드심[3.6.1]을 이용하여 각 단 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들 모듈을 상호 연계

통합함으로써 종합 안 성 평가 (TotalSystem PerformanceAssessment;T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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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으로 완성하여 이를 지속 으로 개선 확장해 오고 있다[3.6.2~3.6.4].

이러한 안 성 평가 로그램은 그 일부 모델이 보다 보수 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

분도 남아있어 이를 보다 보완하고 개선하기 하여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

지 미국 SwRI(SouthwestResearchInstitute;SwRI)연구소의 지구과학공학부

(Geosciences and Engineering Division,GED)내 방사성폐기물 규제해석센터

(NuclearWasteRegulatoryAnalyses,CNWRA)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 다.

이 개선된 평가 로그램에서 주요 수정 보완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이다.즉,용기

에 한 일반 부식 모델 용,복잡한 원계 역 내 지하수 유동계에서의 추계

핵종 이동의 모사 시스템 추가,원계 역 내 지하수 유동계의 격한 변화에 하

여 핵종 이동계에 한 응을 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처분 용기에 하여 부식 모델을 도입하지 않고 일시 부식을 상정하여 처분장이

폐쇄된 후 어느 시 에서 용기의 신뢰를 상실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재의 안

성 평가 로그램에 부식 상을 별도의 모델로서 고려하는 것이다.

복잡한 원계 역 내 지하수의 유동계에서의 핵종 이동의 모사를 해서 SwRI에서

독립 으로 개발한 TDRW(TimeDomainRandom Walk) 로그램을 안 성 평가

로그램에 외부 동 라이 러리 링크 (DLL)방식을 통해 연계하 다.

기존의 안 성 평가 로그램에서의 원계 역 내의 핵종 이동은 단순하게 한 개의

이 로서,즉 단일한 이류-분산식으로서 모사되고 있다.이러한 단일 이 를 여

러 개의 이 의 연속체로 보는,이른바 다 이 모델로 치하는 것이 필요

할 수 있다.기존의 단일 이 모델도 여 히 유지한 채 다 이 로 개선된

모델을 추가로 도입하는 형태로 하여 두 경우의 모델이 보완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처분 시스템의 형태에 따라 한 경우를 선별함으로써 보다 합

한 평가가 가능해지게 된다.

2.운 안 성 평가 지원을 한 신뢰도 DB개발

가.서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원 운 과정에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한

설비이므로 안 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하며,이와 같은 요성에도 불구하고

안 성을 평가하기 한 기본 인 처분장의 신뢰도 DB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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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의 안 성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처분장의 일반 신뢰도

DB뿐 아니라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고유 신뢰도 DB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신뢰도 평가용 DB는 방사성폐기물 처

분장의 일반 신뢰도 DB뿐 아니라 설비용 기기의 고유 신뢰도 평가용 DB까지 포

함하도록 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정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나.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신뢰도 DB개발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비용 기기 유형을 선정하고,처분장 설비 기기

에 한 신뢰도 DB를 구축하고,처분장 설비 기기 고유 신뢰도 DB개발을 한

통계처리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고유 신뢰도 자료를 조사

하 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고유 신뢰도 DB를 구축하 다.

(1)신뢰도 DB개발 방법 내용

재 경주 지역에 건설 인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한 개념 설계 자

료를 검토하여,처분장의 구성 지역,건물을 악하 다. 한 미국 Yucca

Mountain처분장의 안 성 분석 보고서 련 자료를 입수하여,처분장 안 성과

련된 설비 기기 유형을 악하여 상세설계가 진행 인 국내 처분장의 자료부

족을 보완하 다.그리고 국내 원 의 확률론 안 성 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

반 신뢰도 자료(genericdata)를 토 로 일반 기기유형에 한 기 신뢰도 자료를

구축하 다.

처분장 설비 기기 고유 신뢰도 DB개발을 하여 처분장 설비 기기에 한

고장모드별 신뢰도 자료를 생성,수정, 장 할 수 있는 DB 로그램을 설계하 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고유 신뢰도 자료 조사를 하여 국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비용 기기 고유 신뢰도 자료 수집 상을 확정하고 자료를 수집하 다.이를 바

탕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비용 기기고유 신뢰도평가용 DB를 구축하 다.

(2)신뢰도 DB개발

처분장 설비 기기 고유 신뢰도 DB 개발을 한 통계처리 로그램인 RAWR

(RAdioactiveWasteRepositoryReliabilityDatabase)개발하 으며 기기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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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구축을 한 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 로젝트 리 :신뢰도 DB 로젝트 리에 필요한 정보 입력 리 기능

-신뢰도 DB:외부에서 Excel로 작업된 DB데이터 import,DB 로그램 내부

의 DB데이터를 Excel포맷으로 export,신규 DB데이터를 생성,편집할 수

있는 기능

-고장이력 리 :DB에서 리되는 기기별 고장이력 등 운 자료를 입력하여

DB항목과 연계시키는 기능

로젝트 리 모듈은 신뢰도 DB생성 편집과 련된 작업을 하나의 로젝트

로 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본 화면은 그림 3.6.12와 같다.처분장의 각 지역

별 신뢰도 자료 리를 해 처분장의 지역을 Excel 일에서 불러오거나,사용자

가 지역을 생성,편집, 는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구 되어 있으며 이 기능은 그

림 3.6.13과 같다.신규 기기 자료를 생성 는 편집할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그

림 3.6.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고 문헌도 자료에 연결하여 확인 가능하다. 기

자료의 분포를 Lognormal,Uniform,Gamma등 통계처리에서 사용하는 주요 분포

를 선택하여 용시킬 수 있다.

그림 3.6.12.신뢰도 DB 로젝트 리 화면

그림 3.6.13.기기 신뢰도 자료 편집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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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4.신뢰도 자료 확인 화면

3.A-KRS운 안 성 평가

가.인수(Receipt)시설에서의 복/낙하사고 분석

처분장 인수 시설에서의 복/낙하 사고에 의한 사건수목과 고장수목 분석 수행을

해,인수 시설에서 지게차로 운송/ 장 용기를 운반하는 도 지게차 복에 의한

운송/ 장 용기의 낙하에 의한 기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 분석하 다.

(1)인수 시설 운

A-KRS에서는 바로 처분이 가능한 용기 상태로 폐기물을 인수할 계획이므로,본

분석에서는 인수시설에서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부터 폐기물 용기를 내려서 검사 시

설로 이송하거나 임시 재 장소로 이동하여 보 하다가 구 처분을 해 다시 검

사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의 폐기물 용기의 복 낙하사고에 한 평가를

수행한다.시설 내에서 용기 이동 수단은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이 수행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재,인수 시설에 한 설계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림 3.6.15와 같은 가

상의 시설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개발된 분석 방법에 한 검토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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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5.가상 인수시설 평면도

(2)폐기물 형태

재 계획되고 있는 폐기물 형태는 Ceramicwaste로 운송 처분이 동시에 가능

한 처분용기(Overpack)를 사용할 정이다.하나의 처분용기에는 14개의 Canister를

넣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처리 정인 처분 용기는 30년간 1,007개의 처분용기이

므로,연간 처리되는 폐기물 용기는 33.57처분용기이다.

(3) 기사건 빈도 평가

지게차 고장률 평가는 미국 OSHA의 지게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 다. 복과 충돌에 의한 사고는 8.04%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폐기물 처

리 시설에서 사용될 지게차는 신뢰도가 높은 지게차가 사용될 것이며,일반 산업체

지게차의 고장률 평가 결과 보다 1/10수 의 고장률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여 지게

차 고장 빈도를 8.04x10
-3
/yr로 평가하 다.그러므로 기사건 빈도는,0.00804

drop/operationx33.57operation/yr=0.27drop/yr로 평가되었다.

(4)사건수목 개발

본 분석에서는 사고완화계통으로 공조계통(HVAC,)과 HEPA 필터 계통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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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사고 경 로는 기사건 발생 이후 폐기물 용기 손상으로

인해 방사능 물질이 출되고,PrimaryHVAC계통과 HEPA filter의 작동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개발된 사고 경 는 다음 그림 3.6.16의 사건수목과

같고,공조계통과 HEPA Filter계통 고장에 한 분석은 고장수목을 통하여 분석하

다.

그림 3.6.16.인수시설에서의 낙하사고 사건수목

(5)고장수목 개발

고장수목 분석에서 HVAC계통은 정상 방출 팬과 보조 방출 팬으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 고,HEPA 필터는 A,B 두 개의 필터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여 그림

3.6.17,3.6.8과 같이 고장수목을 개발하 다.본 분석에서는 HVAC계통의 보조계통

인 기 계통 제어계통은 성공이라는 가정 하에 평가하 다.

그림 3.6.17.HVAC계통 고장수목 그림 3.6.18.HEPAFilter고장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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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분석 결과 고장 확률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HVAC고장 확률:8.063×10
-5

-HEPAFilter고장 확률:1.201×10
-5

(6)신뢰도 데이터 분석 가정 사항

사용된 고장 데이터는 EPRINP-3365,AppendixB를 참고하 다.

다음은 PSA분석을 해 가정된 사항이다:

-지게차의 정상 인 운 높이는 5m로 가정

-동시에 다 의 기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

-낙하사고 발생 시 처분용기의 손상 확률은 0.01,Canister의 손상 확률을 0.1로

가정

(7)정량화 결과

Kcut정량화 코드를 사용한 사고 경 별 출 빈도는 아래와 같다.

-사고 경 3:2.7×10
-4

-사고 경 4:3.244×10
-9

-사고 경 5:2.177×10
-8

나.인수 시설에 한 화재 PSA

화재 PSA 분석을 해서는 화재 요소가 되는 이블 라우 정보가 필요하지

만 단계에서는 가상의 건물을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 다.화재분석을 한

차는 다음과 같다:

-화재 분석 상 구역 선정

-화재원 악

-화재빈도 평가

-사건수목 고장수목 평가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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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석 상 지역 선정

본 분석에서는 그림 3.6.19와 같은 가상의 시설을 가정하 으며 이블에 의한 화재

는 고려하지 않았다. 한 인수/ 장 시설 내의 화재만을 고려하고,고려 상

이 되는 화재 기사건은 하나 는 그 이상의 고 폐기물 용기의 구조 건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이다.선정된 상 구역은 그림

3.6.19에서 FA-1,FA-2,FA-3이다.화재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해 가정한 화

재 물질은 지게차 연료(디젤 100갤런),운송 차량 연료(디젤 100갤런),HVACFan

모터(6개),HEPAFilter(6개)이다.

그림 3.6.19.가상 인수 장 시설 화재 구역

(2)화재빈도 평가

화재구역별로 악된 화원의 종류와 수에 근거하여 구역별 화재발생빈도를 계산

한다.

(가)화재발생빈도 계산

화재발생빈도는 표 지역에 용하는 표지역 화원과 모든 지역에 공통 으로

용하는 일반 화원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 지역 계수(WFLSL,WFPWL)

와 화원 계수(WFLS)그리고 FIVE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원별 화재발

생 데이터를 사용하여 화재구역별 화재발생빈도를 계산한다.구역별 화재발생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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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지역 화원과 일반 화원의 화재발생빈도(FLSif,FPWif)합으로 계산한

다.

F=WFLSL*SFLSif+WFPWL*SFPWif

선정된 화재구역 내의 화원 지게차 운송 차량의 연료에 의한 화재는 화

가능성이 낮으므로 본 분석에서는 공조계통의 방출 팬과 HEPA 필터를 상으로

화재 발생 빈도에 해서만 평가하 다.각 상 구역 내에는 2 의 ExhaustFan

과 2 의 HEPA 필터가 있다고 가정하면,해당 구역 내의 화원 수(2)를 시설 내

에 존재하는 해당 화원의 총 수(10)으로 나 어 계산하면 화계수는 0.2가 된다.

공조기기 화원 화재 발생빈도로는 화재사건 분석 차서(KAERI/TR-2345/2002)

에 제시된 9.5×10
-3
/yr를 사용하 다.그러므로 3개 화재 평가 상 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빈도는 각각 7.6×10
-3
/yr로 평가되었다.

(나)화재 진압 설비 실패 확률

표 3.6.2는 일반 으로 화재구역에 설치되는 화재진압 설비의 이용불능도를 나타내

고 있다.표 3.6.3은 EPRIFireImplementationGuide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화문,

방화 퍼 등의 화재 차단설비의 고장 확률 값을 나타내고 있다.

진압설비 종류 신뢰도

WetPipeSprinklerSystem 2.0E-02

PreactionSprinklerSystem 5.0E-02
DelugeSprinklerSystem 5.0E-02

CO2System 4.0E-02

HalonSystem 5.0E-02

표 3.6.2.화재 진압설비의 신뢰도

화재 차단설비 고장 확률

방화문,보안문,방수문 7.4e-3

방화 퍼,일반 퍼 2.7e-3
방화벽, 통부, 재 1.2e-3

표 3.6.3.화재 차단설비의 고장 확률

(다)화재 심각도 기기 오작동 확률

EPRIFireEventDB (NSAC 178L)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조계통의 화재 심각도

0.08을 사용하 고,화재 발생 시의 기기 오작동 확률은 NUREG/CR-6850의 자료를

참고하 다. 재는 화재에 한 실험 자료가 없으므로 보수 인 가정 값 1.0×10
-2

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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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재 모델 구성 분석

(가)사건 수목 개발

지게차 복에 의한 낙하 사고의 사건 수목을 화재 평가를 한 사건 수목으로 수

정 하여 그림 3.6.20과 같은 사건 수목을 구성하 다.

그림 3.6.20.화재 사건 수목

(나)고장수목 개발

고장수목은 내부사건 분석에서 사용된 고장수목을 그 로 사용하는데,화재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단되는 기기들에 해서 오메가( )처리,즉 기능 실패

로 처리하여 사용한다.

그림 3.6.21.화재사건 시의 Primary

AreaHVAC계통 고장수목

그림 3.6.22.화재사건 시의 PrimaryArea

HEPAFilter계통 고장수목

ιι앨빠훌뻐용H . Iolxl 

‘ >x 

"'π~k 

Q처리 

Q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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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량화

본 분석에서는 분석되어야 할 화재구역은 세 개이고,사고 시나리오는 하나의 화재

구역에 해 하나의 사고 시나리오만 존재하게 된다.방사능 물질 출 빈도의 합

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RGF= RGFi,RGFi= FFj*SFj*SPj*CRGPj

여기서,

RGF:방사능 물질 출 빈도

FFj:화재 시나리오 j 는 화재 구역 j의 화재빈도

SFj:화재 시나리오 j의 화재심각도 인자

SPj:화재 시나리오 j의 화재진압 실패 확률

CRGP:화재 시나리오 j의 조건부 방사능 물질 출 확률

각 화재 구역,FA-1,FA-2,FA-3의 사건수목에 사용된 화재빈도는 화재빈도 이외

에 화재 심각도와 화재 진압 실패 확률을 포함한 6.08×10
-4
/yr가 된다.화재 진압 실

패 확률은 보수 으로 1을 사용하 다.화재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Canister와

처분 용기의 실패 확률,1.0×10
-2
를 곱하면,방사능 물질 출 빈도는 6.08×10

-8
/yr이

된다.이는 하나의 화재 구역에서의 방사능 출 빈도이므로,FA-1,FA-2,FA-3의

3개 화재구역에서의 방사능 물질 출 빈도의 합은 1.824×10
-7
/yr로 평가된다.

다.지진 사고에 한 사건수목 분석

(1)개요

본 연구에서는 A-KRS지상시설의 지진에 의한 리스크를 평가하기 하여 지상시

설 구조물 설비가 지진에 의해 피해를 받고 이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간략히 설정하고 이들 시나리오의 발생확률 산정 를 평

가하 다.

(2) 기사건 분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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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의해 A-KRS지상시설이 피해를 받아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논리수목으로 작성하 다.아래 그림 3.6.23에 지상시설

의 구조물 주요 설비가 지진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경우의 사고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HEPA

HVAC

Cask

Building

S

Seismic Building Cask HVAC HEPA

1

2

3

4

5

GTRN

HEPA Failure

HVAC Failure

Cask Failure

Building Failure

HEPA

HVAC

Cask

Building

S

Seismic Building Cask HVAC HEPA

1

2

3

4

5

GTRN

HEPA Failure

HVAC Failure

Cask Failure

Building Failure

그림 3.6.23.A-KRS지상시설의 지진사건 논리수목

처분용기의 손상에서는 건물의 붕괴 량물의 낙하,처분용기 도 등에 의한

처분용기 몸통의 손상 처분용기 뚜껑의 손상 열림에 의한 방사성물질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 3.6.24와 같은 고장수목을 작성하 다.

그림 3.6.24.처분용기 손상

고장수목

(3) 기사건 빈도 평가

각각의 시나리오별 기사건 발생빈도를 아래 표 3.6.4에서 신뢰도별로 보여주고 있

으며 평균빈도를 아래 그림 3.6.25에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처분용기의 손상에 의한 빈도가 다른 구조물이나 설비 손상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진취약도가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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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5%_PF 50%_PF 95%_PF Mean_PF

BuildingFail 3.63E-07 4.52E-06 2.51E-05 7.62E-06

CaskFail 5.61E-06 2.93E-05 1.04E-04 3.85E-05

HVACFail 2.16E-14 3.55E-10 2.23E-07 8.44E-08

HEPAFail 2.36E-19 5.50E-15 3.76E-11 2.49E-11

GTRN 7.29E-04 8.03E-04 8.27E-04 7.94E-04

Total 8.40E-04

표 3.6.4.시나리오별 기사건 발생빈도

1.E-11

1.E-10

1.E-09

1.E-08

1.E-07

1.E-06

1.E-05

1.E-04

1.E-03

1.E-02

BuildingFail CaskFail HVACFaill HEPAFaill GTRN

Sequence

M
e
an

그림 3.6.25. 기사건별 발생빈도 비교

라. 표 사고에 한 피폭선량 평가

A-KRS운 지상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복,화재,지진 사고에 해 RSAC7.0

을 이용하여 방사선 피폭선량을 평가하 다.이 로그램에서는 피폭선량 평가를

한 피폭경로로 호흡에 의한 외부피폭,방사성 구름에 의한 외부피폭,지표면에 침

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외부피폭을 고려한다.피폭선량 평가를 한 세라믹

속 폐기물 각각 하나의 장용기(storagecan)재고량을 활용하 다.

복,화재,지진 사고에 한 각 변수들 값은 미국 YMP안 성 평가 보고서에서

인용하 으며 이들 변수와 재고량을 고려한 각 사고별 방사선원항은 아래의 표

3.6.5에 요약된 바와 같다.피폭선량 평가시 보수 인 평가 결과를 얻기 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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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심각한 사고 시나리오인 기체 입자 방사성동 원소 모두 방출되는 사고 시나

리오를 선정하 다. 한 피폭선량 평가를 한 RSAC기본 입력 자료는 표 3.6.6에

요약된 바와 같다.

사고

동 원소

복　 지진 화재

세라믹

폐기물

속

폐기물

세라믹

폐기물

속

폐기물

세라믹

폐기물

속

폐기물
Ac_227 5.76E-19 0.00E+00 2.88E-17 0.00E+00 2.88E-18 0.00E+00

Am_241 1.53E-06 1.06E-10 7.65E-05 5.32E-09 7.65E-06 5.32E-10

Am_243 1.68E-08 1.06E-10 8.41E-07 5.32E-09 8.41E-08 5.32E-10

C_14 0.00E+00 1.04E-07 0.00E+00 5.22E-06 0.00E+00 5.22E-07

Cl_36 0.00E+00 3.46E-14 0.00E+00 1.73E-12 0.00E+00 1.73E-13

Cm_245 3.32E-10 2.17E-12 1.66E-08 1.09E-10 1.66E-09 1.09E-11

Cm_246 8.05E-11 5.07E-13 4.02E-09 2.53E-11 4.02E-10 2.53E-12

Cs_135 6.07E-08 2.12E-10 2.02E-08 7.06E-11 2.02E-09 7.06E-12

Cs_137 5.40E-03 1.86E-05 1.80E-03 6.20E-06 1.80E-04 6.20E-07

I_129 0.00E+00 1.21E-11 0.00E+00 4.04E-12 0.00E+00 4.04E-13

Nb_94 0.00E+00 8.82E-08 0.00E+00 4.41E-06 0.00E+00 4.41E-07

Ni_59 0.00E+00 3.82E-07 0.00E+00 1.91E-05 0.00E+00 1.91E-06

Ni_63 0.00E+00 3.86E-05 0.00E+00 1.93E-03 0.00E+00 1.93E-04

Np_237 1.77E-10 1.15E-12 8.85E-09 5.73E-11 8.85E-10 5.73E-12

Pa_231 1.81E-18 7.61E-17 9.03E-17 3.80E-15 9.03E-18 3.80E-16

Pd_107 3.05E-26 1.83E-08 1.53E-24 9.14E-07 1.53E-25 9.14E-08

Pu_238 1.50E-06 9.69E-09 7.52E-05 4.84E-07 7.52E-06 4.84E-08

Pu_239 1.08E-07 6.97E-10 5.40E-06 3.48E-08 5.40E-07 3.48E-09

Pu_240 1.97E-07 1.25E-09 9.86E-06 6.26E-08 9.86E-07 6.26E-09

Pu_241 7.82E-06 5.01E-08 3.91E-04 2.50E-06 3.91E-05 2.50E-07

Pu-242 1.14E-09 7.12E-12 5.68E-08 3.56E-10 5.68E-09 3.56E-11

Ra_226 2.27E-16 0.00E+00 1.14E-14 0.00E+00 1.14E-15 0.00E+00

Ra_228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Rn_222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Se_79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Sm_151 8.01E-05 7.75E-10 4.00E-03 3.88E-08 4.00E-04 3.88E-09

Sn_126 0.00E+00 1.60E-07 0.00E+00 7.99E-06 0.00E+00 7.99E-07

Sr_90 1.09E-03 8.03E-08 5.46E-02 4.02E-06 5.46E-03 4.02E-07

Tc_99 2.56E-14 6.38E-10 1.28E-12 3.19E-08 1.28E-13 3.19E-09

Th_229 5.10E-17 0.00E+00 2.55E-15 0.00E+00 2.55E-16 0.00E+00

Th_230 3.86E-14 3.02E-15 1.93E-12 1.51E-13 1.93E-13 1.51E-14

Th_232 2.27E-22 0.00E+00 1.14E-20 0.00E+00 1.14E-21 0.00E+00

U_233 2.94E-14 5.75E-16 1.47E-12 2.88E-14 1.47E-13 2.88E-15

U_234 1.99E-10 1.14E-11 9.97E-09 5.69E-10 9.97E-10 5.69E-11

U_235 4.25E-15 1.20E-13 2.13E-13 6.00E-12 2.13E-14 6.00E-13

U_236 2.31E-13 3.24E-12 1.16E-11 1.62E-10 1.16E-12 1.62E-11

U_238 7.05E-18 2.42E-12 3.53E-16 1.21E-10 3.53E-17 1.21E-11

Zr_93 1.87E-10 5.11E-07 9.33E-09 2.56E-05 9.33E-10 2.56E-06

표 3.6.5.각 사고별 피폭선량 평가를 한 방사선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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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폐기물의 복,화재,지진 사고에 한 거리별,피폭경로별 피폭선량은 표

3.6.7에 요약하 다. 속 폐기물의 복,화재,지진 사고에 한 거리별,피폭경로

별 피폭선량은 표 3.6.8에 요약하 다.표에 요약된 바와 같이 각 사고에 한 피폭

선량 평가 결과에 의하면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에 의한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

다. 한, 복,화재,지진 사공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를 비교하면 지진 사고시 피

폭선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복에 의한 피폭선량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

평균 풍속 (m/sec) 2.5

방출 고도 (m) 1

혼합층 고도 (m) 400

공기 도 (g/m3) 1.10E+03

건 침 속도(m/sec)

입자 0.001

할로겐 0.01

희유 기체 0

세슘 0.001

루테늄 0.001

기안정도 립

륨 상승 미고려

호흡율 (m3/sec) 3.33E-04

건물 차폐 계수 0.7

기확산 인자 P-GCurve

표 3.6.6.피폭선량 평가를 한 RSAC주요

입력변수 값

표 3.6.7과 표 3.6.8에 요약된 피폭선량 결과에 의하면 세라믹 폐기물의 사고로 인한

향이 속 폐기물의 사고로 인한 향이 크게 나타난다.이는 표 3.6.5에 요약된

방사선원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의 방사성동 원소들에 해 세라믹 폐기물의

방사선원이 높기 때문이다.

재 국내에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제

한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그러나, 재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 한

운 을 한 과기부 고시에 규정된 제한치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정상운 0.1

mSv/yr,사고시 처분장 성능목표치 5mSv이다. 한 작업자의 경우에는 정상운

20mSv/yr,사고시 처분장 성능목표치 50mSv로 규정되어 있다.표 3.6.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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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에 요약된 사고시 피폭선량 결과에 의하면 가장 보수 인 가정에 의해 평가된

가장 큰 피폭선량을 나타내는 세라믹 폐기물 취 시 발생하는 지진에 의한 피폭선

량이 1mSv로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피폭선량 규정 제한치를 과하지

않는다. 한,국내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치하는 경주 주변의 연간

평균 주민유효선량은 1.2mSv로 제시되어 있는데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값도 이

값 이하임을 알 수 있다.

거리

피폭경로
100m 500m 1km 2km 3km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복 2.65E-05 1.56E-06 4.83E-07 1.60E-07 8.52E-08

화재 9.60E-05 5.62E-06 1.75E-06 5.77E-07 3.08E-07

지진 9.60E-04 5.62E-05 1.75E-05 5.77E-06 3.08E-06

방사성 구름에

의한 외부피폭

복 2.87E-09 5.44E-07 1.69E-07 5.58E-08 2.98E-08

화재 1.47E-10 3.35E-11 1.70E-11 8.75E-12 6.10E-12

지진 1.47E-09 3.35E-10 1.70E-10 8.75E-11 6.10E-11

지표면 침 에

의한 외부피폭

복 9.28E-06 5.98E-10 2.61E-10 1.01E-10 5.53E-11

화재 8.82E-06 5.17E-07 1.61E-07 5.31E-08 2.83E-08

지진 8.82E-05 5.17E-06 1.61E-06 5.31E-07 2.83E-07

합

복 3.58E-05 2.10E-06 6.52E-07 2.16E-07 1.15E-07

화재 1.05E-04 6.14E-06 1.91E-06 6.30E-07 3.36E-07

지진 1.05E-03 6.14E-05 1.91E-05 6.30E-06 3.36E-06

표 3.6.7.세라믹 폐기물 사고에 한 거리별 피폭선량(Sv)

거리

피폭경로
100m 500m 1km 2km 3km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복 7.84E-08 4.59E-09 1.43E-09 4.72E-10 2.52E-10

화재 2.65E-07 1.55E-08 4.81E-09 1.59E-09 8.50E-10

지진 2.65E-06 1.55E-07 4.81E-08 1.59E-08 8.50E-09

방사성 구름에

의한 외부피폭

복 9.92E-12 2.06E-12 9.00E-13 3.47E-13 1.90E-13

화재 6.95E-13 1.27E-13 6.10E-14 2.90E-14 1.87E-14

지진 6.95E-12 1.27E-12 6.10E-13 2.90E-13 1.87E-13

지표면 침 에

의한 외부피폭

복 2.70E-08 1.58E-09 4.91E-10 1.62E-10 8.67E-11

화재 5.47E-09 3.21E-10 9.96E-11 3.29E-11 1.76E-11

지진 5.47E-08 3.21E-09 9.96E-10 3.29E-10 1.76E-10

합

복 1.05E-07 6.17E-09 1.92E-09 6.34E-10 3.39E-10

화재 2.70E-07 1.58E-08 4.91E-09 1.62E-09 8.68E-10

지진 2.70E-06 1.58E-07 4.91E-08 1.62E-08 8.68E-09

표 3.6.8. 속 폐기물 사고에 한 거리별 피폭선량(Sv)



-238-

4.공학 방벽 상호작용 향 평가

처분장에서의 가스 발생에 한 발생 메커니즘으로는 속의 부식,물과 유기물질

의 방사분해,유기물질의 미생물 분해,라듐의 방사성붕괴에 의한 라돈 발생,폐기

물 내에서의 희유기체 (noblegas)확산 등이 있다.선진 핵연료주기 발생폐기물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세라믹폐기물과 속폐기물에 한 기체 발생량을 국

Nirex에서 개발한 SMOGG (SimplifiedModelofGasGenerationfrom Radioative

Wasres)[3.6.5]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그림 3.6.26에서와 같이 이로 세라믹 속폐기물 모두 기에는 방사분해가 주

요 메카니즘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이 주요 메카니즘으로 됨을 알 수 있다.

 Cumulative Gas Generation for Hydrogen: PyroHLW
 (closure and resaturation values are circ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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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mulative Gas Generation for Hydrogen: PyroMetal
 (closure and resaturation values are circ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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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6. 이로폐기물 수소 발생량 (좌:세라믹폐기물 우: 속폐기물)

그림 3.6.27은 각 폐기물의 라돈 가스 발생량을 나타내고 있다.라돈의 발생량 형태

는 비슷하나 폐기물의 방사선량에 의해 발생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umulative Gas Generation for Rn-222: PyroHLW
 (closure and resaturation values are circ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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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mulative Gas Generation for Rn-222: PyroMetal
 (closure and resaturation values are circ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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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7. 이로 폐기물 라돈 발생량 (좌:세라믹폐기물 우:속폐기물)

지하에 처분된 폐기물의 용기 등에 포함된 철 등의 속들은 지하 환경에서 부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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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소를 발생하게 된다.이 수소는 인공방벽 내에 존재하는 공극수에 용해되어

인공방벽을 통하여 확산된다.용해된 수소의 주 암반으로의 확산이 수소의 발생

율 보다 다면 용기주변에 존재하는 수소의 농도는 용해도보다 커지게 되고 수소

는 기체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기체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의 압력은 증가되

어 인공방벽이나 주변의 암반의 안정성에 향을 수도 있다.이러한 압력의 증

가는 인공방벽 내의 방사성 핵종을 포함한 공극수를 어내게 되며 핵종의 이동에

향을 수 있다.

완충재를 탄성 변형체로 가정하면 폐기물과 완충재 사이에 축 되는 기체의 양과

축 된 기체의 압력 사이에는 아래 식과 같은 계가 성립된다[3.6.6].

   




여기서 P:축 된 기체의 압력 [MPa],K :완충재의 bulkmodulus[MPa],V:탄

성 변형된 부피 [m3],Pg:지하수 압력 [MPa],Vs:기체 부피 [m3],Pa: 기압

[MPa]이다.이를 평가하기 하여 Goldsim [3.6.7]을 사용하여 평가 로그램을 개

발하 다.그림 3.6.28에는 개발된 모델의 확산을 평가하는 모듈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6.28.H2_GAS-NF의 확산 평가 모듈

고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수소 기체의 이동 상을 평가하 으며 주요 입력인자

인 확산계수와 부식율 등에 한 민감도를 평가하 다.평가에서 완충재의 유효확

산계수는 2.0x10-11m2/s로 철의 부식율은 5μm/y로 가정하 고,민감도를 보기

하여 유효확산계수는 2.0x10-10m2/s,2.0x10-11m2/s,2.0x10-12m2/s로 변화시키

고 부식율은 1μm/y,2μm/y,5μm/y,10μm/y로 변화시켰다.

그림 3.6.29는 부식율이 5μm/y일 때 용기 주변에 되는 수소 기체의 압력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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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용해도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용기 주변에 되는 수소기체의 압력은

13MPa정도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6.30은 부식율 5μm/y일 경우 유효확산계수에 한 민감도 평가 결과이다.유

효확산계수가 2.0x10
-12
m
2
/s일 경우 확산되어 나가는 수소는 거의 없다.그러나 유

효확산계수가 증가할수록 확산되어 나가는 수소의 유출율은 늘어남을 볼 수 있다.

용기 주변의 수소 기체의 압력은 유효확산계수가 감소함에 따라 8MPa에서 14MPa

까지 변하고 있다.

그림 3.6.29.시간에 따른 수소 기체 압력과 용해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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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0.수소 기체 유출율과 압력 (부식율 5μm/y)

그림 3.6.31은 유효확산계수가 2.0x10
-11
m
2
/s일 경우 부식율에 한 민감도 평가

결과이다.부식율이 증가할수록 확산되어 나가는 수소의 유출율과 폐기물과 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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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축 되는 수소 기체의 양은 증가함을 볼 수 있다.수소 기체의 압력은 철의

부식율에 따라 6MPa에서 18MPa범 의 값을 가지며 부식율이 작을수록 압력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실제로는 수소 기체가 어떤 압력 이상에서는 완충재를 투과

해 나가지만 본 평가에서 얻어진 압력에 도달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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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1.수소 기체 유출율 압력 (유효확산계수 2.0x10-11m2/s)

제 7 A-KRS확률론 폐쇄후 안 성 평가

1.안 성 평가 입력변수의 통계처리 확률분포 추정

가.안 성평가에 사용되는 확률분포함수 특성 평가 [3.7.1,2]

안 성평가에 사용하는 여러 매개변수들은 자료 확보 측면에서 다양한 양태를 가지

고 있다.용기수명처럼 실제 인 측정이 어렵고 단지 설계치나 측만이 가능한 경

우도 있고,핵종수착계수처럼 다양한 조건에서 많은 실험 자료가 축 된 경우도 있

다.이 들 자료들의 특성에 맞는 확률분포함수를 선정하고 통계처리하기 해서는

각 확률 도함수들의 특성을 잘 분석해 이와 부합하는 조합을 선정해야한다.함수

선정에 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사항들을 정리해 아래 표 3.7.1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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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집된 자료수가 고,값의 상한치와 하한치 정도의 정보만 알고 있을 때는

단일분포함수(uniform distribution)를 쓰는 것이 좋다.이 때,계산을 한 시료값

채취는 상/하한치 내에서 동일한 확률로 존재한다.값의 분포범 가 지수배 이상 차

이 날 때에는 로그단일분포(log-uniform)함수를 사용하면 된다.이들 함수 범 내

에서 시료채취를 해 Goldsim 모델에서는 라틴하이퍼큐 (LatinHypercube)방법

을 주로 사용한다. 안 성평가에서는 삼각분포triangular)함수와 정규분포(normal)

함수가 주로 쓰 다.

값 구성 확률 도함수 PDF 활용상황

상한치minimum,

하한치maximum

단일분포 uniform

log-uniform
자료정보가 빈약한 경우

상한치,하한치.

최 값(peak)

삼각분포 triangular

log-triangular

자료정보가 빈약하나 최 값을 알

때

평균 mean

분산 variance

정규분포 normal

log-normal
통계처리에 충분한 자료 확보시

평균,분산

범 range

베타분포 beta

log-beta
통계처리에 충분한 자료 확보시

표 3.7.1.확률 도함수의 특징 사용 근거

나.안 성평가에 사용되는 확률계산 상 입력변수 선정

골드심 코드에서 사용하는 입력변수들은 종류가 방 하다.이 모든 입력변수들에

해 확률분포를 설정할 필요가 없으므로,합리 인 기 을 설정해 상변수들을

선정해야한다.이를 한 사 정지작업으로 모든 입력변수를 다음과 같이 핵종이

동구획별로 6집단으로 분류하 다.즉,핵종재고량(sourceterm),처분용기(canister),

처분장 구조물,근계 역(Nearfield) 공학 방벽(Eng.system),원계 역(Far

field),생태계(Biosphere)등으로 나 고,각 하부 집단별로 입력변수들을 정리하

다.이 게 분류한 입력변수들을 상으로 확률 도함수를 도입할 후보를 다음과

같은 근거를 가지고 선정하 다.

-불확실도가 높은 매개변수

-조건 변화가 심한 경우

-안 성평가에 미치는 요도가 큰 매개변수

-설계인자는 고정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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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내외 자료수집 통계처리

상기 과정에서 선정한 각 입력변수별로 자료를 수집하 다.수집 자료는 엑셀 일

로 정리해 다음단계 확률함수처리를 비하 다.정리는 각 실험조건 상,근거

등으로 분류하 다.이들을 목 에 맞게 핵종별,지하매질,지화학조건 별 등으로

재분류해 통계처리를 하면 각 입력변수별로 결과표를 얻게 된다.국내 실험측정 자

료는 KURT내 지화학 환경에서 측정한 실험 자료를 심으로 주로 용해도,수착분

배계수,확산계수에 집 되어있다.나머지 인자들은 외국 유사조건에서 실험 자료를

취합하 다. 암반층 지하매질 물성에 한 자료는 KURT 장 실험을 심으로

장 측정하고,부족한 부분은 모델 모사평가 유사조건 외국자료를 도입하 다.

한편,외국의 안 성평가용 입력 자료를 나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본은 암

반 균열 분포 등 일부 단 모델에서는 확률함수를 도입했으나 확률론 안 성평가

(PSA)를 하지 않았다. 신 값의 변 를 주어 결정론 인 평가를 하여 상호 비교하

다[3.7.3].미국 SWRI는 확률함수를 도입했으나, 부분의 경우,각 매개변수별 값

선정에 한 문성 부족에 기인해 최소,최 값의 범 를 정하고 그 구간 내에서

동일한 확률로 존재한다고 부분 가정해 로그단일분포함수를 사용하 다.데이터

는 부분 스웨덴 자료를 활용하 으며,처분용기 물성 부분만 문성을 발휘해 각

재질별,처분시 시간별,세부모델을 사용해 평가하 다[3.7.4].미국은 고 폐기

물처분후보지 던 유카산 사업(YaccaMt.project)를 통해 많은 자료를 생산/축 했

으나,우리나라와는 처분개념 지질조건에 많이 달라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3.7.5].카나다는 AECL을 심으로 선구 으로 1980년 부터 확률론 안 성평

가를 수행하 다.SYVAC이라는 안 성 평가 코드를 개발하고,주요 매개변수들을

실험 모델 계산으로 확률 도함수를 설정한 후,무작 추출법(Monte Carlo

simulation)으로 자료를 추출해 안 성 평가 작업을 수행하 다[3.7.6].카나다

NWMO에서는 지하 암반층에 처분한 · 폐기물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는데,

입력변수 값의 불확실도가 클 때에는 확률분포함수를 주어 값 변화에 향을 평가

하고, 향이 은 매개변수들은 보수 인 자료를 선택하여 쉽게 계산하 다

[3.7.7].스웨덴 SKB는 최근 고 처분용 SR-site에 한 안 성 평가를 통해 최근

자료를 집 성하 다.스웨덴 모델에서는 용해도 값을 직 구하지 않고,화학 종

분화(chemicalspeciation)계산을 통해 정 한 용해도 값을 구하는 방안을 택하

는데,이는 핵종 용해도가 안 성 평가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크기 때문이다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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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입력인자별 확률분포함수 값 선정

(1)처분용기 물성

처분용기의 수명은 용기 손 시간으로 결정하는데,용기 손 시간(failuretimeof

acontainer)은 장기간에 걸친 주변과 상호작용과정이므로 실험으로 측정할 수 없

고,용기 재질 물성과 부식률에 근거해 개의 경우 설계치로 설정한다.이 결정

론 평가에서는 용기 수명 목표치를 1000년으로 설정해 계산하 다.외국의 경우

를 살펴보면,스웨덴 SKB에서는 로그삼각분포 함수를 사용하여,최소,최 값,최빈

값은 0,10
5
,10

5
년을 사용하 다[3.7.8]. 일본 JAEA는 1000년을 기본 값으로 계산

하고,10
4
,10

5
,10

6
년을 추가 비교 상으로 계산하 다[3.7.3].미국 SWRI의 경

우에는 처분용기의 재질과 이들이 하는 지화학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상세모델을

설정하 다.용기수명자료는 실제 측정치가 없으므로 이런 외국자료를 기 으로

로그삼각 분포함수를 사용해 함수 값을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하 다.

기용기 손률(earlytimefailurerate(%))도 용기수명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에 걸

친 실재 인 실험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모델 모사에 의존하게 된다.미국 SWRI의

경우에는 기 산화조건에서는 삼각분포함수를 사용하여 최소,최빈,최 값을 0.25,

0.45,0.5% 로 설정하 고,이후 환원조건에서는 장시간이고 부식률도 어 단일분

포함수를 사용해 0.01-0.1사이 값을 가진다고 계산하 다[3.7.4].스웨덴,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은 용기 부식률 등을 이용한 좀 더 세 한 모델계산을 하 다.

입력변수 결정론 평가 확률 도함수 최소값 최빈값 최 값

용기수명

Failuretimeof

acontainer[yr]

1000

로그삼각분포

log-triangular 100 1000 105

기용기 손률

Earlytime

failurerate(%)

0.1
삼각분포

triangular
0.01 0.1 0.5

표 3.7.2.처분용기 련 입력변수 값 분포

(2)완충재(buffer)물성 련 변수

완충재 공극률에 해서 살펴보면,우리나라는 스웨덴 SKB와 같이 삼각분포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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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최빈,최소,최 값을 구하 다.카나다 NWMO에서도 삼각분포함수를 사

용하 지만 벤토나이트를 강하게 압축하여 최빈,최소,최 값으로 각각 0.3,0.25,

0.35를 사용하 다.완충재 도는,공극률과 반비례 계에 있는데,우리나라는 스

웨덴 SKB와 같이 삼각분포함수를 사용하 다.일본은 1100,1600kg/m
3
두 경우

를 상정하 다.카나다 NWMO에서는 벤토나이트를 고압축하여1900kg/m
3
수 으

로 사용하 다.

확산계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내부확산 실험 장치를 만들어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3.7.9].실험결과가 부분 스웨덴에서 취합한 결과치와 근 하 다.스

웨덴 SKB에서는 핵종을 음이온,양이온,비극성양이온 세 종류로 나 어 유효확산

계수분포를 삼각분포함수로 정리하 다.일본 JAEA에서는 안 성 향이 큰 핵종

은 지하수 지화학 조건에 따라 정확한 확산계수 값을 구하고 나머지는 통틀어 보수

으로 단일값을 부여하 다.고려한 주요핵종은 Cs,Se,Tc,Np,U등이고,지하수

는 민물,산화수,염수의 세 종류로 나 어 확산계수값을 구하 다.미국 SWRI에서

는 일본과 유사하게 안 성 향이 큰 핵종에 해서는 지화학 조건에 따라 변하는

값을 고려해 단일분포함수로 범 를 설정하 다. 

입력변수 결정론

평가

분포함수 최빈값

mean/peak

최소값

min

최 값

max.
공극률

Porosity[-]
0.41

삼각분포

triangular
0.435 0.41 0.46

확산계수

[m2/yr]
3.78x10-4

삼각분포

triangular
4.4x10-3 2.9x10-3 6.6x10-3

도

Density[kg/m
3
]

1600
삼각분포

triangular
1562 1484 1640

확산깊이

[m]
5.00x10-1

로그삼각분포

log-triangular
0.1 0.03 1.0

표 3.7.3.완충재 물성 련 입력변수 값 분포

(3)천연방벽 련 변수

(가)암반층 련 매개변수

KURT 내부 정 외부 정에서 암반층에 한 수리시험을 실시하여 암반층에

서 수리 도도에 한 확률 분포를 로그정규함수로 구하여 표 3.6.12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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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카나다 NWMO에서는 지하매질에 따라 수리

도도를 따로 계산하 는데, 로그삼각분포 함수를 사용하여 최빈값(peak),최소값,

최 값으로 각각 1.0x10
-4
,9.7x10

-14
,1.0x10

-4
m/s을 사용하 다.미국 SWRI의 경

우에는 로그단일분포함수를 설정하여 최소값,최 값, 간값(median)으로 5,500,

50m/yr를 부여하 다.일본 JAEA는 투수도(transmissivity)를 계산하 는데 로그

정규분포함수를 설정하여 10
-13
~10

-7
m
2
/s범 값을 설정하 다.

암반균열 폭(fractureaperture)은 시료 채취한 암반 코아에 있는 균열폭 실측뿐만

아니라 장에서 측정된 암반의 수리 도도와 지하수 유동계를 체 으로 고려하

여 그 분포를 로그삼각함수로 추정하 다.

입력변수 값 종류 심도 200m 심도 500m 분포

암반의

수리 도도

평균 (m/s) -9.12(=10-9.12) 로그정규분포

log-normal표 편차 (m/s) 0.48

암반균열폭

Fracture

aperture

최빈값 (m) 4.0×10
-5

1.0×10
-4

로그삼각분포

log-triangular
최소값 (m) 1.0×10

-5
1.0×10

-5

최 값 (m) 4.0×10-4 1.0×10-3

확산깊이
최빈값(m) 0.1 0.1

로그삼각분포

log-triangular
최소값(m) 0.03 0.03

최 값(m) 1.0 1.0

표 3.7.4.확률론 안 성 평가에서 이용한 단열 암반 련 변수의 확률분포

외국의 암반균열폭 값을 살펴보면,스웨덴 SKB에서는 로그정규분포 함수를 사용

하여,최 값 0.3mm를 심으로 평균과 분산도를 구했다.일본 JAEA도 로그정규분

포 함수를 설정하여 최 값 0.043-0.081mm 범 에서 평균값과 분산도값을 설정

하 다.미국 SWRI의 경우에는 로그단일분포 함수를 설정하여 최소값,최 값으로

1x10
-6
,1x10

-2
m 를 부여하 다.스웨덴은 결정질 화강암,일본은 퇴 암,미국은 응

회암(tuff)으로서 한국은 스웨덴과 같이 결정질 화강암으로서 비슷한 물성이라 스웨

덴자료를 주로 활용하 다.

암반매질 내 확산깊이(diffusiondepth)는 암반균열표면에서 암반내부로 핵종이 확

산해 들어가는 깊이로서 균열표면두께(Rockmatricskinthickness)로도 표 한다.

이를 측정하기 해,KURT 화강암을 가지고 장기확산 실험을 수행하 다.카나다

AECL도 지하 장실험시설인 URL에서 2년간 실험하 고,스 스 지하시험시설



-247-

(Grimsel)에도 장기확산실험(Long-Term Diffusionproject)을 하 다. 이들 장기확

산 실험 결과를 통해 핵종의 암반내 확산 깊이를 제한된 역으로 설정하기가 어려

운 일임이 밝 졌다. 한,자연유사연구(Naturalanaloguestudy)를 통해서 핵종이

수많은 세월동안 암반균열에서 암석내부로 확산해 들어간 양태를 여러 나라에서 찾

았는데,우라늄이 최 상이 고 암반내로 확산해 들어간 깊이가 부분 1-10

cm 수 이 다.이런 장기확산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로그삼각분포 함수로 정리하

여 표 3.7.5에 요약하 다.

(나)원계 역,MWCF 련 자료

처분장에서 MWCF에 도달하는 핵종의 이동거리,MWCF내부에서 지하수 유동량

(groundwaterflowrate),방사성핵종의 오염운(plume)이 MWCF를 거쳐 생물권으로

노출될 때의 오염운의 비 등 변수들은 KURT지질 자료를 이용한 수리모델링 결

과를 이용하여 분포 추정에 활용하 다.핵종의 MWCF도달 거리는 심도별로 계산

하 고,MWCF내에서 지하수 유량과 오염운의 비는 두 심도에서 동일한 값을

갖도록 가정하 다. 일본 JAEA에서 설정한 지하수 유동량은 5x10-2-5x101m/y

범 에 분포하고 있다.

입력변수 값종류 심도 200m 심도 500m 분포

MWCF로의

이동거리

최빈값 (m) 533 419

삼각분포함수

triangular
최소값 (m) 430 320

최 값 (m) 610 500

MWCF

내에서 지하수

유동량

최빈값 (m/yr) 13.8

삼각분포함수

triangular
최소값 (m/yr) 2.0

최 값 (m/yr) 25.1

생물권

경계에서

오염운의 비

최빈값 (m) 2,400

삼각분포함수

triangular
최소값 (m) 1,600

최 값 (m) 4,000

표 3.7.5.확률론 안 성 평가에서 이용한 MWCF 련 변수의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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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종 용해도

KURT내 지화학 조건에서 핵종들의 용해도를 실험을 통해 측정하여 이를 심으로

정리하 다.핵종 에 Pu,C,Pa,Pd등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실험하지 못

했으며,이들 자료는 지화학 코드인 PhreeQc를 사용해 계산하 다. 지화학 조건에

따라 용해도가 민감하게 변하는 핵종들이 있으므로 핵종별로 환원조건,산화조건

으로 나 어 로그삼각분포 함수로 정리하 다.

외국의 황을 살펴보면,미국 SWRI에서는 주요 핵종들에 해 산화 환원조건

별로 용해도 함수를 설정하여,음이온은 단일분포함수,양이온은 로그단일분포함수

를 설정하 다.카나다 AECL에서는 로그정규분포함수를 사용하고 핵종별 산화환원

조건별로 나 어 정리하 다.카나다 NWMO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작업하여,안

성평가에 요하게 나타나는 C,U는 용해도 제한치를 설정하고,다른 핵종들은 잘

용해된다고 보아 보수 평가를 하 다.일본은 핵종별로 지하수 지화학 조건에 따

라 값을 부여하 다.지하수는 민물,산화수,염류로 나 고, 처분조건에서 지배

인 화학종과 용해제한 화합물을 고려해 실험치 계산치를 용하 다.스웨덴

SKB는 핵종 용해도를 값으로 제공하지 않고 지화학 모델을 사용해 각 화학종별

평형상수를 가지고 핵종의 용해도를 계산하도록 하 다.이는 고 폐기물을 스웨

덴 해 지층에 처분하기 때문에 지하수에 소 의 농도가 용해도에 미치는 향이

요하게 부각되고 이를 반 해 좀 더 정 한 값을 사용하기 한 조치로 해석된

다.

(5)핵종의 수착분배계수 (Kd)

국내에서는 십여년간 다양한 핵종과 지하매질에 해 분배계수를 측정해 왔으며,

국내 데이터가 많이 축 되어 있어 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 확률 도함수

계산에 활용하 다.국내에서 측정한 수착분배계수는 Pu,C,Pa,Pd등 일부 핵종과

침 물(sediment)에 해서는 실험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이들은 외국자료를 활용하

다[3.7.11].수착성 핵종은 KAERI값을 심으로 삼각분포함수로 통일하 고,화

학종이 복잡하지 않은 음이온은 단일 값을 사용하 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스웨덴 SKB는 완충재(buffer),뒷채움재(backfill)에 해서

는 삼각분포함수를 사용하고,암석에 해서는 로그정규분포를 사용하 다.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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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L에서는 암석의 물성이 다양하고 지하수조건도 다양하기 때문에 분포가 넓어

로그정규분포를 사용하 다[3.7.12].카나다 NWMO에서는 콘크리트에서 잠재

험성이 높은 C,Cl,Ni,Zr,Nb,U,Np핵종에 해서는 측정값을 부여하고 나머지

핵종들은 보수 으로 0을 부여하여 계산작업을 좀 더 간단하게 하 다.미국 SWRI

에서는 주요 핵종들에 해 지하매질별 산화 환원조건별로 로그단일분포함수를

설정하고 음이온은 단일값(discrete)을 사용하 다.

일본 JAEA는 핵종별로 지하수와 지화학 조건에 따라 실험으로 값을 측정하고 값

을 부여하 는데,지하수를 물성에 따라 세 종류로 나 고,처분조건에서 지배 인

화학종과 용해제한 화합물을 고려해 실험치 계산치를 용하 다.

(6)생태계 련 변수

생태계에 해서는 이번 단계에서 확률분포계산을 하지 않았다.이는 앞 에서 다

룬 통계분포 상 입력변수들보다 안 성에 미치는 요도가 상 으로 덜한 것에

기인하지만 핵종이동 경로 상 앞 단계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우선 으로 고려한

도 있다.그 지만 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하는데,생태계 자료의 주요 특성에

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Goldsim 모델에서는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피폭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립하 다.먼

근생태계(NearBiosphere)에서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피폭과,원생태계(Far

Biosphere)로 지질계와 생태계간 에서 핵종 출로 생기는 피폭이다.근생태계

에서는 피폭집단으로 농부만을 설정하 고,원생태계에서는 농부,민물 바다어부

집단을 설정하 다.피폭경로로는 방사성핵종으로 오염된 물,토양,공기 등에 의한

피폭,오염된 동식물 섭취,자연환경에서 호흡으로 인한 흡입 등을 고려하 다.이

런 경로에 해 입력자료는 국내 농수산/환경/보건 자료와 국외의 스웨덴 SKB와

일본의 H12보고서 자료를 주로 활용하 다.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피폭계산에서는 오염 향지역을 지하수 토출량을 개용수율

로 나 어 계산하 다.지하수양수로 인한 오염 향권의 크기를 계산하기 해 공기,

표면토양층,불포화층(vadose)의 두께를 상정하 다.토양층과 불포화층의 침식률,

토양의 비 ,함수량,침투율 등은 국내 지하수문 통계자료를 활용하 다.

오염된 동식물의 방사선세기는 호흡,섭취,외부피폭 등을 계산하는데 요하다.통

계 상 식용식물로 과일,곡물류,구근류,채소, ,목 를 선정하 다.이들 식물류

에 한 방사선의 향은 토양 오염율,식용식물 산출량, 개수의 깊이, 개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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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비등을 사용해 계산하 다.통계 상 동물로는 닭,젖소,돼지,양과 달걀,우유,

간등 부산물도 포함하 다.이들 동물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해 마 량,

토양,물소비량,흡입율,방목 면 등에 한 자료가 필요하다.

각 원소들은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으로 Bq/yr나 Sv/yr을 사용하 다.지하수 사용

농부집단의 경우,외부 토양피폭, 흡입,섭취 등에 한 피폭 환인자(dose

conversionfactor)를 사용해 년간 방사선량에서 피폭선량을 계산하 다.

지질생태계 (GBI)에서는 더 많은 피폭집단을 고려하 다.바다와 강의 경계지역

은,주지하수이동통로(MWCF)에서 지하수가 흘러나오는 지 으로,오염운의 넓이로

계산하 다.이 양을 가지고 수층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양과 강에서 바다로 흘러

가는 양을 계산한다.홍수율은 국내 기상 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강과 바다에

침 율과 침 물 비 도 고려하 다.

농부의 피폭선량 계산에서는 농장과 민물 생산품과 계된 인자들이,민물어부와

바다어부는 민물과 바다수산물에 크게 향 받을 것이다.농장생산품은 지하수 사

용시에 사용한 동식물 모델을 그 로 도입하 다.민물에서는 민물고기와 갑각류를,

바다에서는 바닷고기와 갑각류,연체동물류를 주요한 산물로 간주하 다. 이들 세

집단의 피폭률은 흡입,호흡,외부피폭 등으로 인한 방사선량을 피폭환산인자를 사

용해 계산하 다.

2.A-KRS확률론 폐쇄후 안 성 평가

가.확률론 처분 안 성 평가 체계 확립

처분 시스템에 한 확률론 처분 안 성 평가 체계를 확립하기 해서는 우선 처

분 시스템 내 핵종의 유출 이동에 한 평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확률론

으로 평가하기 한 도구로서의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고,동시에 정량 인 확

률론 평가가 가능하도록 입력 자료를 마련하여야 한다.이러한 확률론 평가를

하여 안 성 평가에 여하는 다수의 입력자료 주요한 입력 라미터를 9개로

압축 선정하고 재고량과 반감기,그리고 결정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확률론

평가를 수행하기 한 주요 핵종을 선별하 다.이번 연구에서는 정상 시나리오

만을 고려하 다.이는 확률론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평가를 한 도구의 효용

성을 보이기 한 목 상 정상 시나리오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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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시나리오에 하여 선별된 주요 입력 변수는,암반 매트릭스 내 핵종의 확산

깊이,환원환경 처분장 내에서 4개 주요 핵종에 한 용해도,완충재,뒷채움재,그

리고 천연암반 EDZ에서의 4개 주요 핵종에 한 분산계수,암반 균열에서의 수

리 도도,암반 균열 내 인공방벽에서 MWCF까지의 핵종 이동거리,MWCF출구에

서의 지하수 유동 넓이,MWCF에서의 지하수 유동 속도이다.이에 한 확률론

안 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 들 각 입력 자료에 한 최종 방사선 피폭 선량의 민감

도를 분석하 다.

(1) 속 폐기물 선원항 근계 역 세부 모델링

속 폐기물을 처분하는 200m 깊이의 처분 터 내 매질 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

다.핵종의 터 내 이동은,터 쪽 (CrownPath)과 터 과 터 바닥쪽

(BaseandSidePaths)그리고 터 축 방향 (LongitudinalPathway)으로의,확산

에 의한 다 셀 간 핵종 이동으로서 모사하 다.

(2)세라믹 폐기물 선원항 근계 역 세부 모델링

500m 깊이에 건설되는 처분 터 과 터 바닥내 처분공 (depositionhole)매질 내

핵종 이동 모델링을 하여,처분 공을 2차원 다 셀로 나 어 각 셀 간 확산으로

핵종 이동을 모사하 고,처분공 윗 쪽의 터 부분은 단일 셀로만 모사하 고,인

암반 내 굴착에 따른 간섭 지 (EDZ)에 해서도 1차원 셀로서 모사하 다.

(3)생태계 세부 모델링

생태계의 경우도 이 의 결정론 모델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상 시나리오와 인

간 침입에 따른 우물 굴착 시나리오 각각에 하여 확률론 생태계 상세 모델링을

수행하 다.

(4)확률론 평가를 한 골드심 로그래 으로 이행

지진과 같은 사고 시나리오에 응하는 근계 원계 역에 한 확률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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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도 수행하 다.

나.불확실성을 고려한 A-KRS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한 모델링

(1)암반 균열 내 매트릭스 확산 깊이 입력 자료 분포

암반 내 내부 균열 (InternalFracture)에서의 매트릭스 확산 시 확산 깊이,즉 암반

매트릭스로의 침투 거리가 삼각분포를 갖는 것으로 모사하 다.

(2)환원 상태의 용해도 입력 자료 분포

Cs,Sn,Tc,Pa등 주요 4개 원소를 선별하고 이에 한 환원상태일 때의 용해도를

고려하 다.

(3)환원환경에서 완충재 내 Kd입력 자료 분포

주요 4개 원소,Cs,Sn,Tc,Pa각각에 하여 삼각분포를 부여하고 확률론 평가

를 수행하 다.

(4)Kd(rock,reducing)입력 자료 분포

암반 매질 내에서 주요 3개 원소,Cs,Sn,Pa각각에 하여 삼각분포를 부여하고

확률론 평가를 수행하 다.

(5)암반 내 수리 도도 입력 자료 분포

천연 암반 내 내부 균열에서의 수리 도도 분포에 따른 확률론 계산을 수행하

는데,수리 도도는 200m 500m 암반 내에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에

한 분포를 동일하게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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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암반 내 핵종 이동 거리 입력 자료 분포

암반 내 내부 균열에서의 핵종 이동 거리 분포에 따른 확률론 계산을 하여

200m 500m 암반에서 각각 핵종 이동 거리에 한 분포를 삼각 분포로 가정하

여 모델링 하 다.

(7)암반 균열의 균열 폭 입력 자료 분포

암반 내 내부 균열에서의 균열 폭 분포에 따른 확률론 계산을 하여 200m와

500m 암반에서 각각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 다.

(8)MWCF내 specificdischarge입력 자료 분포

암반 내 MWCF에서의 지하수의 Darcy속도를 의미하는 specificdischarge에 따른

확률론 계산을 한 분포는 200m와 500m 암반 모두에서 동일한 삼각분포를 갖

는다고 가정하 다.

(9)MWCF에서의 유동 폭 (plumewidth)입력 자료 분포

암반 내 MWCF출구에서의 지하수 유동 폭은 200m 500m 암반에서 동일한 분

포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 다.

다.불확실성을 고려한 A-KRS의 확률론 안 성 평가

그림 3.7.1에 농축 피폭 집단에 한 최 최소 피폭 선량을 도시하고,평균값과

함께 95% 5% Percentile농도 분포도 함께 보 다.그림에서 보면 최 피폭 선

량이 나타나는 폐쇄 후 시 은 그리 변화가 크지 않으나 최 피폭 선량값의 변화

는 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2에는 농축 피폭 집단에 하여 모든 피폭 선량에 한 과 곡선도 보

다.9개 입력 자료 분포에 따른 확률론 계산 수행 결과에 따른 이 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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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zation결과는 총 200개의 샘 링 수에 따라 몬테칼로 방식으로 라틴 하이퍼큐

샘 링을 수행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3.7.3에는 농축 피폭 집단 피폭 선량에 한 CCDF도 도시하 는데,이 CCDF

를 통해서 볼 때 9개 입력 자료가 분포 내에서 어떠한 값의 조합을 취하더라도 농

축 피폭 집단의 경우 연간 최 피폭선량으로서 략 0.6mSv/yr이하를 갖게 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입력자료 분포 내 어느 값을 취하든 최소한 0.02mSv/yr

의 피폭 선량률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7.1.농축 피폭 집단에 한 최 최소 피폭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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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농축 피폭 집단에 한 확률론 피폭 선량

과 곡선

그림 3.7.3.농축 피폭 집단에 한 피폭 선량 C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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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처분 안 성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

1.SafetyCase구조 요소 개발

A-KRS의 처분 개념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채용하고 있는 KBS-3방식과 유사하게

다 방벽 개념을 이용한다.안 개념은 이러한 방식들이 제시하는 처분 시스템의

상이한 기술 요소 사이의 연 성과 주요 역할을 나타내는데,방사성폐기물을 격

리시키는 기능(그림 3.8.1의 녹색 부분)과 방사성 핵종이 출될 경우에 안 성을

보증해 주는 기능(그림 3.8.1의 란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림 3.8.1.KRS와 A-KRS방식의 심지층 처분에 한 안 개념의 개요도

SafetyCase는 부지 선택과 설계,시설의 시공과 운 ,방사선 험도 평가,처분

시설과 련된 모든 안 련 작업의 품질보증 등을 포함하는,처분 시설의 안

성을 뒷받침해 주는 과학 이고 기술 인 논의와 증거를 모은 것이다.이는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방사선이 인간의 보건과 환경에 끼치는 잠재 인 향을

정량화하는 안 성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된다.

SafetyCase의 기술 세부 사항에 한 형식과 수 은 로그램의 개발 단계,다

루고 있는 결정 사항, 련자들과 각 국가 고유의 특정한 필요조건 등에 의해 결정

된다.이는 실제 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상황과 병행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연구 결과를 이용한 반복 인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처분 시설을 운 하기 단계에서 작성되는 일반 개념의 SafetyCase는 처분 개

념의 개발,부지 조사와 선정 그 시기,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의사 결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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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제공한다.한국원자력연구원의 SafetyCase는 재 개념 개발 단계에 있다.

SafetyCase의 주요 요소는 크게 안 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분석 수단들에 한

과학 이고 기술 인 이해,처분 시스템의 안 을 보증하는 증거와 분석 논의,

거론된 사항의 종합 정리로 이루어진다.

정보와 그 이해를 해서는,처분 시스템의 상되는 변화와 안 성,과학 인 해석

으로 불확실성을 평가하여 처분 시스템에 한 과학 이고 기술 인 정보와 이해를

도모하고,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분석 방법과 컴퓨터 코드,데이터베이스의 합성

과 신뢰성도 평가한다.

처분 시스템의 안 을 보증하는 증거와 분석 논의는 처분 시스템의 성능 평가,

인간의 보건과 환경에 한 방사선의 잠재 향을 정량 으로 제시해 다.이를

해 안 성 평가가 이루어지고,규제 기 과 안 요건의 충족여부에 심이 많은

이해 집단에게 안 에 한 보증을 주기 한 보호의 수 을 제시하게 된다.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SafetyCase의 개발 과정에서 반복 으로 진행

되는 과정을 융통성 있게 진행하기 해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방법이 채택되었

다.한국원자력연구원의 SafetyCase포트폴리오는 11개의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8.2).

그림 3.8.2.SafetyCase포트폴리오의 주요 보고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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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URT기반 SafetyCase개발 방안 수립

SafetyCase개발을 해 포트폴리오에 제시된 보고서에 실려야 할 내용에 해 정

리하고,보고서 내용에 한 품질 보증 리 방안에 제안되었으며, 체 인 일

정에 한 략 인 설명과 보고서 작성을 한 구체 인 과업이 제시되었다.

SafetyCase포트폴리오의 보고서 에서 가장 먼 작성되어야 할 것은 설계 기

(DesignBasis)보고서로,장기 안 성의 에서 처분 시스템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설정하기 한 필요 요건을 설명한다.규제 사항과 다른 이해당사자의 요구

조건을 검토하고,부지의 특성,처분 개념, 비 처분장 설계 방안,시간의 흐름에

의한 처분 시스템의 변화를 고려하여 처분장 구성요소 각각에 한 설계 기 을 작

성한다.

처분 부지 개요(Description oftheDisposalSite)보고서는 처분 부지의 지권

(geosphere)과 지표 환경의 기 자연 상태에 한 과학 인 해석 결과를 제공한다.

부지 조사를 통해 확보되는 최신의 련 자료의 수집,부지의 지권과 생물권의

기 상태 서술,지하수의 유동과 지질학 환경에 한 서술,미래의 처분 부지에

한 KURT 부지 특성의 성과 향후에 이루어질 부지 조사와 모델링의 필요성을

악하는 것에 한 논의에 한 내용이 포함된다.

폐기물 유형 개요(DescriptionoftheWasteTypes)보고서는 A-KRS처분장에 들

어갈 사용후핵연료와 이로 공정 폐기물의 특징을 설명한다.폐기물 형태 특성의

상태를 평가하고 폐기물 재고량의 결정,화학 형태,근계와 원계 역에서의 출

과 이동에 의한 핵종 변화를 특성화하는 방법의 개발이 여기에 서술된다.

공학 방벽 시스템(EngineeredBarrierSystem,EBS)보고서는 공학 방벽 시스

템과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그에 한 지식 기반을 정리한다.폐기물을 처분하는

시 에서의 공학 방벽의 기 상태를 제공하고 모든 구성 요소의 기 상태에

한 가능한 범 , 련된 불확실성,그 편차를 정의한다. 한 공학 방벽 시스템에

해 SafetyCase에서 이용된 련 정보(EBS의 내구성과 핵종 이동 억제 특성,폐

기물과 EBS사이의, 는 기반암과 EBS사이의, 는 EBS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작용의 가능성 등)를 수집해 정리해서 다른 보고서의 이해를 돕는다.

처분장 설계 개요(DescriptionoftheRepositoryDesign)보고서는 계획된 처분 시

설에 한 운 ,처분장 배치,지하 공간에서의 건설 과정에 한 내용을 요약한다.

용 가능한 설계 요건과 련하여 지상과 지하 시설을 모두에 한 계획된 처분

시설의 상세한 묘사와 함께 KURT부지의 재 모델을 기 로 하여 처분장 배치를

제안하는 내용이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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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Ps(Features,EventsandProcesses)보고서는 처분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변화,

방사성 핵종의 이동과 이동 억제,인간과 환경에 한 방사선의 향에 한 잠재

요성이 고려되는 FEPs를 악하고 설명한다.NEA와 같은 다른 기 에서 이

용하고 있는 FEP목록을 이용해 일반 인 FEPs목록의 편집,처분 시스템의 성능

평가와 시나리오 구성을 해 필요한 요한 FEPs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

이 정리된다.

시나리오 구성(FormulationofScenarios)보고서는 처분 시스템의 변화 양상과 기

후 변화와 같은 련된 외부 요인을 설명하고 안 성 평가에서 분석될 시나리오를

확인해 다.방사선학 ,기계 ,열 ,수리지질학 ,화학 ,생물학 상과 그에

의해 발생하는 처분 시스템 내부에서의 상호 작용,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지

질학 변화,인간의 행 를 이용해 작성된다.그리고 시나리오의 체계를 정의하고

시나리오와 계산 사례를 구성하여 최종 으로 안 성 평가에 이용되는 시나리오의

세부 내용을 다루게 된다.

모델과 자료(ModelandData)보고서는 시스템 구성 요소의 성능 평가와 시나리오

구성 분석에 필요한 주요 모델과 자료를 모은 것이다.이 보고서에는 모델과 자

료 선택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안 성 평가의 결과와 SafetyCase의 결론에서 요

하게 고려되는 모델과 자료의 품질과 불확실성에 해 논의한다.

안 성 평가(SafetyAnalysis)보고서는 방사성 핵종의 출과 이동,그 향을 제

시하는 시나리오에서 확인된 계산 사례의 분석 결과를 기록한다.처분장 시스템 구

성 요소간의 방사성 핵종 이동량,지표 환경으로의 방사능 출량,방사선량으로 표

시되는 인간과 환경에 한 방사선의 향 등 모든 정량 평가의 최종 결과가 제

시되고 논의된다.

보조 지표 고려(ComplementaryConsideration)보고서는 자연 는 인공 유사물의

를 들어 SafetyCase의 결과에 한 신뢰성을 형성하기 해 추가 인 증거,논

의,분석을 제시한다.안 성 평가 방법의 요소들을 련성이 있는 다른 국제 인

안 성 평가와 비교하고 체 시스템 성능의 이해를 돕고 보조 안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 자연 는 인공 유사물의 찰과 분석 내용이 포함된다.

SafetyCase종합(SafetyCaseSynthesis)보고서는 SafetyCase를 통합하고 정리

하며 방사선량과 험도 제한 조건으로 규제 측면의 안 기 수 여부와 다른

요건들을 평가한다.이 보고서는 안 성 평가에서 요한 연구 결과를 이끌어내고,

처분 시설의 계획과 개발이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한 단에 한 근거를 정량화

하고 뒷받침해 주는 주요 증거와 분석,논의를 강조하여 나타내며,불확실성과 해결

하지 못한 문제들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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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들을 작성하기 한 과업들이 제시되었다.각 과업의 내용과 각 보고서와

의 련성은 표 3.8.1에 나타내었다.이 게 정리된 SafetyCase개발 방안은 그림

3.8.3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정이다.

순

서
과업 내용 련 보고서

1
필요 사항 리 시스템 개발

(결과물은 설계 기 보고서)
설계 기

2
시스템의 성능 평가, 시나리오의 구성,

시나리오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

처분 부지의 개요

폐기물 유형의 개요

공학 방벽 시스템 개요

처분장 설계 개요

3
Safety Case에 한 개념화와 방법론 구성,

련된 FEPs의 심사

Features,Eventsand

Processes

4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큰 변화에 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시나리오의 구성과 평가

잠재 출의 향을 평가하고 규제 사항의

수 여부를 평가하기 한 시나리오의 분석

시나리오 구성

안 분석

5 자료와 모델의 명확화와 작성 모델과 자료

6
SafetyCase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보조 인

논의와 증거의 수집
보조 지표 고려

7 주요 결과의 통합과 신뢰도에 한 서술 SafetyCase종합

8
고 폐기물처분 로그램의 향후 단계에

한 계획
(향후 단계의 비 일정)

표 3.8.1.SafetyCase개발 방안에서 제시된 과업들과 련 보고서

그림 3.8.3.고 폐기물 처분을 한 장기 연구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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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도별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연도별 연구목표 평가착안 에 입각한 주요 연구개발실 연구목표의 달성도

는 다음 표에 기술한 바와 같다.

1.2007년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미래형 원자로 선진

핵연료주기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해석

FEP/시나리오에 한 외부 평가 결과를

이용한 수정 연구
100

속체 염폐기물 처분에 따른 방사선

안 성 비 평가
100

처분장 NearField변화가

처분 종합 안 성에 미치는

향 평가 모델링 개발 &

평가

방사성 붕괴열의 지하수 핵종 이동

향 평가
100

방사성핵종 사슬과 다 방벽을 고려한

단열내 유사 콜로이드 이동 평가
100

균열부식과 부식의

상 계 규명 안 성에

미치는 향 평가

부식 평가 모델링 개발 100

안 성 향 평가 100

천연 방벽/생태계 향

평가 안 도출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처분안 해석정보시스템(Cyprus)을 이용한

KURT수리 특성 입력 체제 개발 운
100

평가 인자의 다양화 100

Flow-lab을 이용한 안 성 시각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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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년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 처분 성능 평가

정련 반응 세부 공정별 발생 폐기물

안 성 평가 방법론 개발: 속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성 자료에

따른 Near-field평가 방법론 도출 100

정련 공정 폐기물 처분 방사선 안 성

비 평가: 재까지 도출된 속정련 공정

폐기물 선원항에 한 안 성 평가

처분장 응력변화가 수리

방사선 유동에

미치는 향 통합 평가

모델링 개발

응력 -단열 간극 상호반응 모델링 개발 :

열 역학 향에 단열간극 변화

수학 모델링 100

상호 반응 향 평가:상호 반응이

처분안 성에 미치는 향 평가

안 해석 입력자료 생산을

한 문가 의견

수렴(expertelicitation)

입력 자료 문가 의견 수렴:흡착 계수 등

산정을 한 국내 expertelicitation수행

100
Cyprus+를 이용한 KURT공학 방벽

건 성 실험자료 입력 체제 개발 운 :

히터 시험 등 공학 방벽 건 성 실증

자료 입력 시스템 개발
해안 처분장 향 분석을

한 단열망 내

해수/핵종이동 통합 평가

모델링 개발 & 평가

해수 침투 해석을 한 MDPSA루틴

개발:오차 수정법과 해수-담수 이동

지배방정식 해석 루틴 개발

100

생태계 천부 환경

(catchment)에서의

지하수 핵종 이동 상

규명 template개발

불포화 지하수 핵종 이동 모사 구획

모델링 개발:물질 수지 보존법을 이용한

불포화 -포화 구분 루틴 개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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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A-KRS종합 안 성

평가

-KURT기반 결정론 페쇄후 안 성 평가

-운 안 성 평가 지원을 한 신뢰도 DB

구축

-A-KRS운 안 성 평가

-공학 방벽 재료 상호작용 메카니즘 규명

100

A-KRS확률론

폐쇄후 안 성평가

-확률론 처분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안 성평가 자료의 통계처리

-A-KRS폐쇄후 확률론 안 성 평가

100

처분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

-SafetyCase구조 개발

-SafetyCase요소 개발
100

3.2009년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미래형 원자로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확률론 종합 안 해석

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확률론 종합

안 해석:기본 시나리오와 50여 가지

안 시나리오에 한 확률론 평가

100

1단계 처분장 안 해석

종합 품질 보증 시스템

운

안 해석 평가 입력데이터 수집 종합

운 :처분안 해석 련 입력 자료

품질보증

100

처분장 방사분해가 종합

안 성에 미치는 향 통합

평가 모델링 개발& 평가

방사분해 향 평가:용해도 변화에 따른

핵종 이동 해석 수학 모델링
100

천연방벽-생태계

에서의 물질 이동 상

규명

GBI에서의 동 물질 이동 상 모사 모델

개발 평가:고정된 단 유입량이 아닌

천이 유입량에 따른 선량 환산 모델링

100

국내 처분 환경에 한

지수문/지화학 종합 입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KURT자료를 심으로 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처분안 해석 련

입력 자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100

4.201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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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성도

(%)

A-KRS종합 안 성

평가

-KURT 기반 A-KRS결정론 폐쇄후 안

성 평가

-신뢰도 DB활용 방안 구축

-A-KRS운 안 성 평가

-공학 방벽 재료 상호작용 향 평가

100

A-KRS확률론

폐쇄후 안 성평가

-확률론 처분 안 성 평가 체계 확립

-안 성평가 자료의 확률분포 추정

-A-KRS폐쇄후 확률론 안 성 평가

-불확실도를 고려한 확률론 안 성 평가

100

처분 신뢰도 향상

방안 도출
-KURT기반 SafetyCase개발 방안 수립 100

5.201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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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처분안 해석 연구개발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가 수행되거나 산업체 용 과제

로 활용될 정이다.우선 FEP/시나리오 개발의 일환으로 개발된 PID방법론은 처

분 연구 뿐 아니라 이로 연구에도 용하여 각 공정별 반응 물질 흐름,공정

간 연계성 등을 도시하는데 활용할 정이다.

종합 성능 평가 코드 개발 THRC연구 결과는 한국형 처분개념의 향상에 맞추

어 코드의 수정이 진행될 정이며,THRC연구는 재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추가 인 이론 연구는 물론 상세 연구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추진

할 계획이다.

Goldsim을 이용한 처분 안 성 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2010년 이후 새로운 이

로 폐기물 처분 개념(A-KRS)가 정립된 후 련 수정 입력 자료에 근거한 평가 결

과물을 산출하여 이로 주기 환경 친화성을 정량 으로 단하는데 활용될 정이

며, 재 연구원에서 추진 인 해외 기 을 통한 별도의 평가 결과와 상호 검증하

는데 활용되어 이로 주기의 장단 을 객 으로 제시하는데 사용될 정인데 이

러한 일련의 연구는 2010년에 수행될 정이다.

생태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에서 개발된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차기 단

계에서 입력 자료 보완 등 보충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Bioprota국제 공동

연구에 우리의 생태계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에 단계에서 개발된 방법론이

용될 정이다.

SafetyCase개발 과정을 면 하게 조직화할 수 있어 개발에 필요한 자료나 모델을

검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 처분 시스템의 각 세

부 부문에서 이용되는 자료와 모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리해 둘 수 있기 때문

에 각각에 한 복 연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에 개발 방안이 수립된 SafetyCase는 일반 개념으로 작성되는 것으로,이는

특히 부지 선정과 시기 단의 근거가 된다.따라서 이를 통해 부지 선정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SafetyCase개발을 계획 인

다른 국가의 심과 기술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SafetyCase가 처분 시스템과 안 에 련된 제반 사항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처

분 사업 시행자,규제 당국,해당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모두가 원

하는 정보를 담게 된다.따라서 SafetyCase가 취지에 맞게 작성되어 이해당사자들

에게 공개되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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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도움을 수 있다.

SafetyCase를 통해 처분장에 한 정확한 정보가 공학 방벽과 천연 방벽에 의해

보장되는 안 에 한 정보와 함께 제시되면 이해당사자들의 보다 명한 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 합리 이고 과학 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달성할 있게 된다.이

런 결과를 얻기 한 비 단계로서 SafetyCase개발 방안 수립에 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SafetyCase개발 방안 연구의 결과로 작성된 개발 과정에 한 일정은 처분 시스

템 각각의 요소에 한 연구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개발 일정을 통해 일

성 있고 안 에 한 신뢰도가 높은 SafetyCase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한 SafetyCase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모델을 정리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

정을 통해 처분 방식과 부지,폐기물 유형과 공학 방벽 처분장 설계 등의 세

부 연구 항목이 유기 으로 통합되어 한층 높은 기술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

다.이는 심지층 처분 시설을 리하는데 유용한 기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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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SafetyCase개발 방안 수립 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 다.

l NEA,2007,Safety casefordeepgeologicaldisposalofradioactivewaste:

Wheredewestand?(Symposium proceedingsinParis,France),NEA.

l SKB,2011,Long-term safetyforthefinalrepositoryforspentnuclearfuelat

Forsmark:MainreportoftheSR-Siteproject,SKBTR-11-01,SKB,Sweden.

l Posiva Oy,2008,Safety csae plan 2008,POSIVA 2008-05,Posiva Oy,

Finland.

l PosivaOy,2010,Interim SummaryReportoftheSafetyCase2009,POSIVA

2010-02,PosivaOy,Finland.

l JNCDI(JapanNuclearCycleDevelopmentInstitute),2005,H17:Development

andmanagementofthetechnicalknowledgebaseforthegeologicaldisposal

ofHLW,JNCTN14002005-022,JNCDI,Japan.

공학 방벽 상호작용 향 평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 다.

l W.R.Rodwell,"SpecificationforSMOGGVersion4.0:aSimplifiedModelof

GasGeneration from RadioactiveWastes,"SERCO/ERRA-0452ver5,UK

Nirex,2004.

l Tanai,K,andetal.,"A preliminaryofCasdiffusionandMigration,"JNC

TN840099-045(inJapanese),1999.

l H12 :Projectto Establish theScientific and TechnicalBasis forHLW

DisposalinJapan,JNC,2000.

운 안 성 평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 다.

l NUREG-1864,"A PilotProbabilisticRiskAssessmentofaDryCaskStorage

System ataNuclearPowerPlant",USNRC,2007.

l IAEA,"SafetySeries,SafetyAssessmentfroSpentFuelStorageFacilities,"

SaeftySeriesNo.118.IAEA,1994.

l SubsurfaceOperationsReliabilityandEventSequenceCategorization,Bechtel

SAICCompany,2008.

l SubsurfaceOperationsEventSequenceDevelopmentAnalysis,BechtelSAIC



-268-

Company,ACC:ENG.20080214.0004.

l DOE/RW-0573, Yucca Mountain Repository License Application, Safety

AnalysisReport,2008.

l BiswajitDasgupta,GeorgeAdams,RolandBenke,RobertK.Johnson,Michael

Waters,Safety AssessmentToolDevelopmentforNuclearFuelHandling

Facilities,PSAM-2006.

l NSAC-178L,FireEventDatabaseforU.S.NuclearPowerPlants,Electric

PowerResearchInstitute,January1993.

l EPRI TR-105928, Fire PRA Implementation Guide, Electric Power

ResearchInstitute,December1995.

l NUREG/08009.5.1FireProtectionProgram,BTPCMEB 9.5.1– Guidelines

forFireProtectionforNPPs,July1981.

l NSAC-179L,AutomaticandManualSuppressionReliabilityDataforNPP

FireRiskAnalysis,ElectricPowerResearchInstitute,February1994.

l KAERI/TR-2345/2002,화재사건 분석 차서,2002.

l NUREG/CR-6850,EPRI/NRC-RESFirePRA MethodologyforNuclearPower

Facilities,USNRC,2005.

입력자료의 통계처리 확률분포 추정 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

다.

l A.AngandW.Tang,“Probabilityconceptinengineeringplanninganddesign,”

JohnWiley& Sons,NY,1975.

l G.HahnandS.Sapiro,“Statisticalmodelsinengineering,”JohnWiley& Sons,

NY,1967.

l SrikantaMishra,“Assigningprobabilitydistributionstoinputparametersof

performanceassessmentmodels,”SKBTR02-11,2002.

l JNC,H12:ProjecttoestablishthescientificandtechnicalbasisforHLW

disposalinJapan,Vol.3,2000.

l SKB,“DatareportforthesafetyassessmentSR-site,”SKBTR-10-52,2010.

l USNRC,“Performanceassessment:a modelforscoping ofoptionsand

analyzingrisk,userguide,”2010.

l T.RummeryandE.Rosinger,“Nuclearfuelwastemanagement:theCanadian

approach,”NUCLEX'81,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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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R.Walke,A.Bath,A.Bond,N.Calder,P.Humphreys,etal.“Postclosuresafety

assessment(VI):data,”NWMODGR-TR-2009-08,2009.

l OhlssonY.andNeretnieks,I.,“Diffusiondataingranite,”SKBTR97-20,

1997.

l T.Vandergraaf,K.Tickner,T.Melnyk,“Theselectionofsorptiondatabasefor

thegeospheremodel,”J.ofCont.Hydrol.13,327,1993.

l Vejmelka,P.,Fanghänel,Th.,Kienzler,B.,Korthaus,E.,Römer,J.,Schüßler,

W., Artinger,R.,“Sorptionandmigrationofradionuclidesingranite(HRL

Äspö,Sweden),”FZKA648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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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와 련된 기술개발 분야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이로폐

기물과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기타 장반감기 폐기물을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암

반 내에 처분하여 인간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기 한 심지층 처분환경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그 후보부지 선정을 한 방법 차를 제시하는 것이다.고 폐기물

처분 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개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사 연구를 통해서 자국 고유 자연환경에 합한 처분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

다.

• 개발된 처분시스템은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 측기술 개발을 통해서 반드시 검

증과 실증을 거쳐 부지특성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 심지층처분 련 기술은 한국의 심지층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고

폐기물 심지층처분의 장기 안 성을 선진외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없는 바

국내지질환경에서의 심지층 처분환경에 한 타당성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를 해 궁극 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지질학 인자들은

지구과학분야의 특성상 단기 인 장 시험 실내 실험 이외에도,최소 수 십년

이상의 장기 인 연구나,수차례에 걸친 반복 인 측과 시험 등이 복합 으로 수

행되어야 얻어질 수 있다. 한 련 분야의 반 인 연구 수행과정과 그 결과가

국민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에서 다른 일반 인 기술 개발 는 연구 분야와

그 성격이 뚜렷이 구별된다.

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를 한 심부환경의 조사·해석기술의 확보를 해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장기 인 계획 하에 연구개발을 활발히 수행해 왔으며,이에 한

실증실험을 통해 상용처분사업을 시작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스웨덴,핀

란드,캐나다,미국,일본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은 자국 지질환경의 불균질성과

장기 인 자연환경변화에 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해 사 에 10～20년간의 장

기 인 기 연구를 선행하 고,이를 기반으로 20년에 달하는 장기 인 심지층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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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련 연구를 수행 는 수행 에 있다.각 나라마다 지질환경,특히 심지층 환경

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선진 외국의 기술들을 그 로 도입하여 용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는 심지층 처분 합성 평가와

이를 한 조사·해석기술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고 폐기물의 처분장의 안 성이 요구되는 기간은 수십만 년～수백만 년

으로 일반 인 공학 성능기간을 훨씬 월하므로,처분장의 안 성 확보를 해

서는 실제 심지층 환경특성규명을 한 기술 확보와 이를 이용한 국내 심지층 처분

환경 특성 정량화 장기 인 지질환경변화 측 기술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가

까운 장래에 고 폐기물처분장의 후보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내 여건을 고

려하 을 때,궁극 으로는 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 수행 결과로서 얻어진 심지

층 조사․해석 기술 활용을 통하여 처분장 후보부지선정을 한 차 평가의

기본방안을 제시함으로써,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 폐기물 처분 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경제․산업 측면에서 볼 때,20～30년 이상 방사성폐기물처분 련 연구에 많은 투

자를 한 선진국들은,고 폐기물 상용처분사업의 안 성 확보를 해 반드시 필

요한 심지층 처분환경의 특성 평가를 해 자국 실정에 맞는 심부 지질환경 조사·

해석기술을 확보하 으며 이를 통해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이 갖는 국가 사업 취

지에 알맞은 경제·사회 효과를 리고 있다.

심지층 처분환경과 련된 지질학 조사․해석기술 분야는 과거 우리나라의 기

산업화 과정에서 1차 인 자원의 개발과 공 분야에서 국가의 경제․사회 요

성을 유지하 으나,이 후 경제논리에 따라 국가 투자가 일부 첨단 분야에 편

되면서 경제․사회 요도가 차 으로 낮아져 왔고,최근까지 기존자료의 정보

체계 뿐 아니라 심지층 환경의 특성 평가 기술 자체도 선진국들에 비해 낙후된 상

태 다.1990년 말부터는 국내에서도 고 폐기물 처분연구가 원자력 장기계

획사업의 한 분야로서 충실히 수행되면서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한 심부 지질환

경의 해석기술의 비약 발 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부 수리지질 지구화학 분야

는 세계일류수 에 근 해 있다.그러나 선진 외국들의 이 분야에 한 투자 의지

투자 규모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가고 있다.

고 폐기물 처분,특히 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 분야와 련된 외국 선진국의

성공 인 연구 결과는 부분 기 과학 연구에서 축 된 결과의 효과 이고 극

인 활용과,체계 인 추진을 한 지속 이고 튼튼한 연구기반의 보유를 통해 이루

어 졌다.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를 한 부분의 지질학 인 입력인자는 단기

고액 투자나 다수 인력의 투입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고,장기간의 자료 축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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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필연 으로 기부터 장기 안목과 인내심을 가

지고 비를 하지 않으면 최종 인 사업추진 일정에도 향을 미치는 어려움에 당

면하게 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와 련된 연구개발은 장기 인 경제․사회 안

목으로 수행되어야 하며,이 과정에서 단순히 자연과학 혹은 지질공학 분야와 련

된 기술개발로서가 아닌,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체제

가 구축될 수 있다.국내 심지층 환경에 합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처분 자력

기술이 확보되고,아울러 후보부지 평가를 한 선정방법 차가 수립되어야만

국가 원자력사업이 성공 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이에 따라 국가경제·산업의 국내·

외 경쟁력 향상 부의 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

사회․문화 측면에서는,이미 원자력 선진국들은 80년 반부터 IAEA,OECD

등 국제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리 안 수칙을 수함과 동시에 자

국민과 환경보호를 하여 체계 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국 실정에 맞는

심지층 처분개념 이와 련한 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

다.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를 한 해석·평가기술 향상과 련 정보의 축 은 세

계 으로 지구환경의 보 장기 인 환경 감시 리를 한 기본 인 지표로 사

용되고 있으며,이 분야와 련된 지구과학분야의 활성화 폐기물 련 연구의 국

민 수용도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 발 척도가 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방사성폐기물 리정책을 포함하여 련부지확보,처분장

부지조사,처분장 건설 련 기술 확보와 연구개발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는 재까지 국가정책으로 보여 방사성폐기물 리정책 처분안

에 한 국민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원자력 안 에 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에

기인된 바가 지 않다.일반 국민들이 원자력발 의 안 성에 해 갖고 있는 의

구심의 상당부분은 원자력발 자체의 안 성이 아니라 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이 과연 유해기간 동안 안 하게 생태계로부터 격리될 것이냐에 한 것

이기 때문에,원자력의 안 성 확보 차원에서 고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 이와

련된 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가 차지하는 비 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고 폐기물 처분은 처분 타당성에 한 국민의 공감 형성에 최우선

원칙을 두어야 하며,과거 20년 동안의 여러 복합 인 상황 하에 어렵게 처분장 부

지선정을 이룬 처분사업의 선례를 거울삼아, 기부터 후보부지의 객

선정기 을 마련하고 체계 이고 논리 인 선정 차 지침을 확보함으로써,기본

인 추진 방향에 한 신뢰성 있는 법 ․제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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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심지층 처분환경에 한 평가방법을 확보하고,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심지

층 환경에서의 고 폐기물 처분 가능성 타당성을 정의·제시하여야만 국민 인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다.

재 문가 집단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은 국내 황으로 볼

때 최종 리 방안이 될 수 없다. 한 고 폐기물 처분기술과 련된 심지층 처

분환경특성 평가는 국내 지질환경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 지지기반

이 마련된다 하더라도,선진 외국 기술의 단순 도입에 의해 그 기술이 확보된다거

나 제도 근거가 마련될 수 없다. 한,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는 민간차원이나

단기간의 지원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하며,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국가

사업이라는 제가 확보되어야만 국민들의 고 폐기물 처분에 한 막연한 불안

감이 제거될 수 있고,궁극 으로는 원자력발 의 안정 이고 효율 인 추진이 가

능하다.

결국,원자력발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에 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

키기 하여 가장 기 이면서도 필수 으로 요구되는 기술개발분야가 심지층 처

분과 련된 국내 심부지질의 처분 환경 평가 심부환경 조사·해석기술에 한

신뢰성 있는 국산 기술 확보이며,더 나아가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 폐

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을 한 차 방법의 제시라 할 수 있다.

제 2 연구개발의 범

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 연구 분야는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

개발 최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심지층처분 비 타당성 분석 심부환경 조사·해석 선진기술 구축

-단열암반 평가의 정량화 기술 개발

-지하 500m 수리-지화학환경 조사.시험 기술 기반구축

∙ 처분장 후보부지 평가 선정 기본 방안 구축

장기연구개발계획 (1997～2006)10년 과제에서는 처분장 모암으로 화강암류/심

성암을 우선 연구 상으로 선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심도 500m 에 국한된 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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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험을 성공 으로 실시하 다.2007년부터 착수된 연구개발에서는 고

폐기물의 장기 국가 리 로그램의 완성을 하여 한반도에서의 심지층 처분에

한 합성 평가,지질학 요건 정 지역 도출을 한 연구를 수행하 다.이

를 해 기존의 500미터까지의 시추공 조사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원 치

시험 기술을 활용하여 장심도 심부시추공을 개발하고 원 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하심부환경에 한 이해를 돕고 련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 다.

본 심지층 처분환경특성 평가 연구분야의 단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4단계 (’07-’09) 5단계 (’10-’11)

-처분장 후보부지 평가.선정 기본 방안 구축

-심지층 처분 환경 특성 정량화 DB구축

-심지층처분 비타당성 분석

-심부환경 조사·해석 선진기술 구축

표 1.2.1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고 폐기물 장기 리 기술개발을 한 지구과학 분야의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RFP)은 다음과 같다.

4단계 (’07-’09) 5단계 (’10-’11)

-부지선정 평가 방법론 개발

-화산암 편마암지역 수리.지화학

기 황조사

-장기지질안정성요소 정량평가 연구

-KURT 부지주변 수리.지화학 분포특

성

-심부지질환경 조사 해석기술 개발

-단열암반 특성평가의 불확실성 감

기술 개발

-심부지질환경조사.해석기술 개발

-지하수-공학 방벽 복합반응 평가

표 1.2.2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특히 2007～2011까지 총 5년 동안에 걸쳐 수행한 결과를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발

을 해 KURT주변의 화강암반에 한 지질환경특성의 정의와 련 조사 해석

기술 개발에 을 두고 연도별 주요 연구내용 (RFP)별 세부 수행내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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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4～5단계 (‘07-’11)세부연구개발 내용 범

2007

․부지선정평가항목 도출 기술분류

․선정단계별 평가항목-요소-인자간 구조 분류체계 도출

․화산암.편마암 연구지역 지질자료 수집방안 수립

․화산암.편마암지역 수리.화학특성 배경치 분석 지역별 역 지하수

유동 비모델링

․지진.단층.화산.융기.침강.해수면변화 분포 분석

․KURT단열특성 주요유동로 수리특성 분석

․심도별 지하수 화학.유기물.가스 특성 분석

․KURT다공성 지하수 유동모델링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반응 상 규명을 한 매질 선정 비실험

․심지층 시추를 한 지구물리탐사

․심지층 지하수시료채취 기술 개발,수리특성분석을 한 신뢰도

향상기술개발,심도별 지하수 원 치 장측정기술 개발

2008

․부지평가 입력인자 선정,인자별 최소요구사항 정량 분포범 설정,

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단 격자 크기 결정

․부지평가인자별 항목-요소-인자간 가 치 설정

․화산암.편마암 지역 특성분석 지하수 유동 모델링,연구지역 선정

․지진.단층 지구조해석 기후변화.융기.침강 지역별 규모분석

․기상변화에 따른 KURT지하수 함양특성 분석

․주요 유동로에서의 추 자시험

․분리단열망모델을 이용한 지하수 유동모델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반응시험 열역학자료분석과 지화학반응

모델링

․장심도 시추 수리.화학특성 분석

․ 투수성조건에서의 수리인자측정기술 개발,고압조건하에서 지화학인자

측정기술 개발,심지층 가스채취기술 비조사

2009

․후보부지 선정 기 안 제시 후보지역 조사.평가 수행 차 개발

․ 역지질정보 연계체계 구축

․화산암.편마암 연구지역 처분환경 비평가

․화산암.편마암 지역 심지층환경 조사를 한 타당성 분석

․장기지질안정성 평가인자 시.공간 분포분석

․장기지질 상 정량화 방안수립

․주요 유동로에서 종합수리시험을 통한 지하수 유동실증

․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지화학반응 실증

․지하수 산화-환원 반응 시험 모델링

․심도별 지하수 시료채취

․심지층 지하수의 수리.화학.가스분석

․심지층 처분환경 비해석

표 1.2.34～5단계 (‘07-’11)연도별 세부연구개발 내용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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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단열망의 확률론 ,결정론 개념화의 불확실성 정량화

․단일 단열 수리특성평가 시험 설계

․ 역규모 암반 지하수 모델링의 불확실성 평가

․장심도 물리검층 기술 구축

․정 지하수 유속계측 장 시험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주요 반응에 한 열역학 DB구축

․KURT심부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반응 시험 모델링 검증

2011

․불확실성을 고려한 KURT시설부지 단열망 개념화

․단일 단열 수리특성평가 시험 불확실성 감 방안 제안

․부지규모 암반 지하수 모델링의 불확실성 평가

․정 지하수 유속 계측 기술 구축

․투수성단열의 장 특성 검증

․KURT심도별 수리화학특성 장기 모니터링

․처분환경을 고려한 심부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복합 반응 시험

․벤토나이트 시멘트 상세 열역학 DB구축 복합반응 평가체계 구축

제 3 보고서의 구성

2장은 국내 국외의 고 방사성폐기물 련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

기술개발에 한 황을 기술하 다.

3장은 본 과제를 통하여 수행한 장기연구개발 내용을 기술하 다.제 1 에는

체 인 수행방법의 개요를 기술하 으며,제 2 에는 부지평가 선정 방법론에

한 일반 인 사항으로서,IAEA의 권고사항과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하여 우리나

라의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후보부지 선정평가를 한 지질학 항목

선정단계별 평가인자를 분류하고,후보부지 선정을 한 기술지침서,평가 인자

별 정량 가 치,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등에 한 기술사항을 제안하

다.제 3 은 장기 지질안정성에 한 반 이고 총체 인 내용으로서,한반도

의 지질환경의 진화,장기 완속․ 해성 지질 상,단기 속․ 해성 지질 상

등에 하여 재의 기존 자료의 황․수 국내 연구/기술 수 을 정리하 다.

제 4 은 과거 10년 동안에 집 으로 수행되었던 표 인 결정질암반,즉,화강

암에 한 연구와 병행하여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괴상의 결정질 암반으로 처분장

모암의 가능성이 있는 화산암과 편마암에 한 심부특성에 한 기 황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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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록하 다.제 5 은 KURT 시설부지의 수리지질 지구화학 특성 평가 결과

를 정리하 다.KURT 시설부지에서 수행된 각종 조사 시험 결과를 통하여 지

질학 특성,수리지질학 특성,지구화학 특성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 고,이들

자료를 종합한 부지특성모델 개발 결과와 지하수유동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 다.

제 6 에서는 장심도 심부 시추조사 일반 인 심부지질환경 조사,그리고 조사

결과의 해석기술 개발을 한 성과를 수록하 다.본 에서는 정 유속계측기술,

투수성단열 검층을 한 물리검층기술,지화학특성 조사기술,지화학 원 치기술 등

의 특허 출원 결과를 정리하 다.제 7 에서는 단열암반에서의 지하수유동특성

을 지배하는 단열망 분포특성 평가에 내재된 여러 가지 유형의 불확실성 감을

한 연구 결과를 수록하 으며,제 8 에서는 처분장 역에서의 공학 방벽과 지하

수와의 복합반응에 한 실험 ,해석 연구 결과를 수록하 다.

4장은 연구수행 결과에 하여 목표 달성도와 함께 련분야의 기술발 에의 기여

도를 평가 정리하 다.5장은 추가연구의 필요성과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

진방안에 하여 기술하 다.6장은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기술정보에 하

여 정리하 으며,7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입된 연구시설ㆍ장비 황을 수록

하 으며,마지막으로 8장은 참고문헌을 총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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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황

고 폐기물의 장기 리를 한 심지층처분에 한 국가차원의 연구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서 시기 으로 20～30년 이상 앞서 있는 실정이다. 한 체계

단계 이고 효율 인 투자를 집 함으로써 기에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으

며,이와 병행하여 국민 신뢰도 확보에 크게 기여하 다.고 폐기물의 안

리는 고도의 기술 수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이와 동

시에 반드시 이해하고 근해야하는 명제로서 원자로의 경우와 확연히 차별되는 공

학 -천연방벽의 조화롭게 융합된 처분시스템 개발·확립과,상용사업 착수 반드

시 이 시스템의 성능 안 성의 실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처분시

스템의 성능과 안 성 확보를 해 천연방벽에 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확인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추구했다는 이다.

가장 최근에 후보부지 결정 건설 허가 심의과정에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부지선정 단계를 거쳐 제안부지에서 부지특성평가․안 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설 인허가를 취득하기까지 거의 3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처

분 련 연구는 1950년 부터 시작하여 50여 년의 경험을 축 하 다. 한,핀란드

의 경우는 2000년에 후보부지가 결정되어 부지특성 안 성평가 단계에 진입하

으며,향후 검토과정과 건설기간을 감안하여 약 38년이 소요될 것으로 상하고 있

다.스웨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일정을 가지고 있어 시설운 시 까지 약 38년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들 두 국가들은 공히 처분연구를 1970년 반에

시작하여 25년여 연구 실 이 축 되어 있으며,상용처분사업의 시작 업무로서 후

보부지 선별․평가와 병행하여 실증연구는 계속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1976년부터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 연구에 착수하여 재까지 25년 이상의 연구수행 이

력을 가지고 있으며,두 개소의 지하처분실증시험연구시설(Mizunami,Horonobe)을

계획하고,처분실증연구는 사업수행과 병행하여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일본 원자력

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2030년 에 운 을 목표로 재 사업수행 주 조직을

구성하고 상업 처분사업 수행단계에 진입함과 동시에,상업 처분사업 수행 착

수 시 에서 운 (2030년 )까지 30～40년의 소요 기간을 상하고 있다.특히 지하

심부지질환경 특성 규명 국민이해 제고를 해서 1,500m 심도까지 dr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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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을 추진하고 있으며,실증시험을 한 두 개소의 지하시험시설을 각각

1,000m·500m 심도까지 건설계획으로 수행하는 등 극 인 지층과학연구 program

을 수립하여 실행단계에 진입하 다.

이와 같이 고 폐기물 심지층처분을 한 천연방벽 분야와 련된 연구의 반

인 진행 추이는 기에 자국의 자연환경에서 고 폐기물의 안 한 처분이 가능

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자국에 분포하는 암종에 한 연구를 시작으

로 근하 다:

l 기존문헌 장조사 등을 토 로한 자국 내 분포하는 표 인 암종에 한

개략평가 선호 암종 결정

l 처분 상 선호암종에 한 집 인 3차원 시간 종속 심부지질환경특성

의 규명

l 심부지질환경특성 규명을 한 조사·해석 기술 개발 동시에 제반 조사·시험

에 용 가능한 기기 장비의 개발 병행

l 심지층처분 안 성확보를 해 심부지질환경특성 규명 결과를 이용하여 지질환

경(천연방벽)분야의 다양한 부문별 향요소에 한 처분 합성평가

l 자국 고유의 처분시스템 구축

l 자국 고유의 지질환경에 한 처분 합성지표(suitabilityindicators)평가 정

의

l 연구용 URL시설을 이용한 자국 고유처분시스템의 성능 안 성 실증,처분

합성지표의 수정·보완

l 연구용 URL시설을 이용한 건설기술 운 기술 개발

l 안 성 입증과 련한 모든 불확실성 감을 한 safetycase개발 차원의 업

무 병행 수행

상기와 같은 각 단계 별로 수행 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부분의 선진국들은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자국 고유의 처분 합성지표에 한 정량 수치로 정의

제시하고 이를 토 로 처분장 후보부지 선별평가 선정 업무에 진입하 다. 부

분의 선진국가에서 연구용 URL을 이용한 처분시스템의 성능 안 성 실증 단계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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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내 황

국외환경의 변화에 비해서,국내의 경우 1997년부터 약 15여 년 동안 고 폐기

물 심지층처분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장기 리정책은 결정된 바는 없으며 재 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합의 을

찾아 가는 과정에 있다.결국 처분정책,규제기 의 임무와 기술들의 근본 변화는

없었다.한편 “고 방사성폐기물심층처분시설에 한일반기 고시(안)”에 한

의견수렴 과정 에 있어 사용후핵연료의 리차원에서 처분에 한 논의와 비업

무도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이와 함께,하 규제 련 기 세부 기술지침들이

후속 으로 개발되어 제정·고시될 것으로 상된다. 한 처분정책 련 연구의 착

수로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 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그러나 각 분야

에서 처분정책 련 견해의 괴리가 무 커서 체 인 공감 형성에는 아직도 상

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 폐기물 처분연구 특히,심부지질환경 연구와 련되어 수행된 연

구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주축으로 1997년부터 교과부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고 폐기물 처분기술을 개발하여왔으며 심지층처분에 한 원론 기술 개발

소규모 실험실 연구를 통하여 국내 용 가능한 처분시스템 개념을 제안한 수 .

○ 지하처분연구시설을 활용한 처분기술 실증연구과 련해서는 2006년 11월 심도

100m 수 의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을 건설하여 운 에 있으며 주로

KURT 주변의 단열망 모델링 지하수의 수리/화학 특성 평가 기술을 개발

하고 있음. 한 500미터 심도까지 처분환경의 범 를 확 하여 KURT 기반의

심지층 처분환경의 지구화학 특성평가기술을 확보함

○ 처분장 지하수 유동경로의 지화학 특성을 규명하고 평가하기 하여,고 폐기

물 처분환경의 천연방벽에 해 격리 지연기능을 지배하는 심부지질환경의

지구화학 조건 조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심지층 처분환경 타당성평가와 련된 국내와 국외의 기술수 비는 다음과 같

다(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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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선진국
100% 비
수 )

국외기술
(1)

국내기술

부지 평가

선정

방법론

(50%)

․선행 연구를 하여 국가차원에서 제도

으로 근거 법령의 제정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규제기 은 별도로 규제 기술

기 을 제정함

․30～50년 이상 기 응용연구 그리고

장 실험 등의 단계별,체계 으로 연구

를 수행

․이러한 연구를 한 제도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지원

․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부지

선정 부지조사에서 정량 기 /지침

과 계없이 수행

․법 기반이 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지질환경 특성에 합한 부지선정

부지특성평가 방안에 한 개념

근 수행

장기
지질안정성
요소 정량화
(50%)

․단편 이고 획기 인 지질 events에 근

거하기보다는 역 이고 장기 인 지질

환경 변화에

․자국 자연환경특성에 한 Database구

축

․국내 지질환경의 장기 안정성 평가를

한 기본자료 기 연구가 미비,학

문 인 분포특성 수 에 있음

․기존 원 부지 주변을 심으로 국지

으로 활성단층 조사,평가되어 원

안 성 검토에 반 된 수 임

심부지질환
경특성 조사
해석기술

개발(70%)

․자국의 처분시스템 처분장 설계와 안

성 평가에 요구되는 지질환경 제반 특

성의 DB구축,지질구조모델-수리지질모

델 등의 구축,지하수유동특성 해석,용

질이동특성 규명 등의 조사․해석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사업에 용

․ 부분의 국가에서는 천연방벽의 지연

격리기능의 처분심도 원 치 실증을

하여 GenericURL(연구용)에서의 기

술개발 로그램 진행 임.

․지질조사자료의 종합 해석 방법으로

geosynthesis methodology를 개발하고

용 하고 있는 수 임.

․SF심지층처분을 한 연구개발 목

으로 KAERI에서 특정지역(KURT

주변)에 한 심부지질환경 평가 연구

수행 임.

․ 재 국내 지질조사 련 산업계의 기

술 수 은,조사업무에는 우수한 장비

가 용되고 있으나 요소기술의 해석

기술과 통합해석기술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수 임.

․장심도 시추공을 이용한 정 지하수

유속계측을 하여 심부 500m 이상

심도까지 정 한 수리시험이 가능한

기술이 2008년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

업을 통하여 구축되었음.

심지층 처분

환경의 수

리․지화학

특성(60%)

․URL을 이용한 실제 처분심도에서의 불

균질한 지하매질에서의 연구

․다양한 후보매질에서 단열체계와 불균질

매질의 기능 규명

․지하수,가스,용질의 기본 인 이동 상

연구

․심부지질에 한 투수성 지화학 조사

를 하여 정 한 고기능성 장비/시스템

활용

․투수성 구조 특성 악

․투수성암반에서 지하수유동 특성규명

․실험실규모의 핵종이동 상 규명

․주로 색소 염소 추 자를 이용한

시험법을 이용

․최근 들어서야 안정동 원소를 이용한

물수지 계산 함양량추정방법 도입

․최근 동 원소 모델링방법이 도입

수리지질

지구화학 모

․각국의 모든 처분 련 연구/상용 과업에

서 다 패커시스템을 이용한 심부지질환

․KAERI에서 처분연구 차원에서 NX규

격(76㎜) 측공에 다 패커시스템을

표 2.2.1선진기술 비 국내기술의 취약



-289-

항목 (선진국
100% 비
수 )

국외기술
(1)

국내기술

니터링시스

템 (60%)

경 감시 리기술이 기본 으로 정착

․3차원 -실시간 감시 리 체계 운용

․ 기 조사단계부터 시작하여 운 단계까

지 용(필요시 폐쇄후 감시체계 운 도

계획)

기반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운

(실시간 감시기능 없음)

․실시간 감시 리 기술의 도입은 이루

어졌으나,경제 요인으로 활성화를

기 하기 어려운 실정

심부지질환

경 조사

해석

방법(80%)

․각종 장조사방법에서 도출된 결과 의

통합 인 해석방법 개발

․개념모델의 불확실성 감소방안과 련

지질과정 해석규명

․통합모델링을 통한 정량 인 해석이 진

행

․지표/시추공에서 수행되는 지구물리탐

사 기기가 타 연구기 에서 확보/계획

․심부시추 수리시험:500m 깊이 의

심부지질의 공내검층 다 패커기술

확보

․심부지질심도(>500m)에서의 정 시

험 기기 확보방안 강구

지하연구시

설 장연구

(Undergroun

dResearch

Lab.)(10%)

․ 부분 선진국의 경우 자국 고유 선호암

종 지역에서 연구용 지하처분실증시설

(GenericURL)을 활용한 자국 고유 처

분시스템의 실증단계에 진입 (다 방벽

의 성능 안 성)

․ 장시험의 신뢰성과 문제 을 평가

․추가 장시험의 필요성 확보

․실제 처분규모의 실증시험 수행

․지표에서 심부시추공 소규모 지하

시험터 (KURT)이용한 시험착수

․지하 500m 하부의 지질조건을 악하

기 한 심부 시추공 설치 이를 이

용한 지하지질특성 악 시험방법

확보

․국제 력 활성화 차원에서 미국,일본

등과 기술 력(공동연구)

단열암반 특
성평가의 불
확실성 감
기술 개발
(60%)

․추계 으로 생성한 3차원 단열망의 체

특성 연구.

․다양한 단열 간극,공간 분포,다공질

암반 등에 의한 향 평가.추계론 생

성법의 불확실성에 한 연구 수행.

․ 역규모/블록규모/처분공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시 불확실성 감 노력 .

․지하 처분 시설 부지에 해 EPM 근

방법,DFN 근 방법,Hybrid 근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하수 유동 모델링

․2차원 단열망의 체 특성 연구.다양

한 단열 간극의 향 평가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역규모/블

록규모/처분공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

링 시 불확실성에 한 연구 진행 .

․경주 처분장 부지에 해

Hybrid 근방법으로 지하수 유동 모

델링 시도. 다수의 토목 공사의 환경

향평가를 해 EPM 근방법으로

지하수 유동 모델링 수행.

지하수-공학
방벽 복합
반응 평가
(40%)

․실규모 복합반응 시험시스템 운

-다양한 화학 상과 화학종에 한 열

역학 데이터 kinetic데이터 확보

- 물의 재침 ,특히 이차 물들의 생

성유무에 따른 화학 모델링

-모델/법칙/기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의

불확실성 감 지향 인 연구 진행

-실질 phases와 모델링된 phases사이

의 차이의 상 검증단계 (화학 인 차

이 결정구조 정도 차이 등)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주요반응에

한 모델링 방안 체계 확보

․열역학데이터 kinetic데이터 도출

검증을 한 시험연구 부족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감시킬 수 있

는 검증방안 체계 필요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상호반응

장시험 도입

․ 장실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소규

모인 실정
(1)
미국,스웨덴,핀란드,스 스,일본 등의 선진국 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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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수행 방법

1.추진 략 연구 방법

「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 평가」분야는 심지층어분 비타당성 검토 심부환경

조사․해석 선진기술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과제인 「고 폐기물 장기 리 기

술개발」과제가 시스템형 과제인 을 감안하여 우선 으로 한국형처분시스템의

개발과 그의 안 성 해석에 필요한 지구과학 분야의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연

구내용으로 설정하 다.아울러 주요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장기 으로

추진되어야 할 연구내용,즉,장기지질안정성 요소의 정량화,처분장 모암의 안연

구(화산암 편마암),그리고 심부지질 조사 해석기술 개발을 지속 으로 추진

하고,단열암반 특성평가의 불확실성 감기술 개발 지하수-공학 방벽 복합반

응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시스템형 과제의 특성상 본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세부과제 간의 자료 공유

제공 등의 연계 연구는 매우 요하며 이를 하여 연구수행기간동안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과제,처분 안 해석 과제,공학 방벽 성능 장

실증 연구 과제,그리고 핵종이동 지연특성 규명 연구 과제 간 력체계를 지속

으로 유지하 으며,이와 련된 세부 과제간 력 연구체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세부 연구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인 추진 략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종합 해석을 수행한다:

○ 고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 반에 한 합리 인 근방법을 도출하고 정

후보지역 선정 시 필요한 평가 지침을 선별·제시하며 이를 해 국내 지질특성

자료를 축 하고 있는 문연구기 에 탁용역을 수행.

○ 고 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다 방벽 기능에 향을 미치는 장기 지질

안정성의 정량 평가를 하여,장기지질 상 문연구기 한 학과의 긴

한 계를 유도하고 한국형처분개념 원칙에 목시켜 종합평가.

○ 지난 연구 단계까지 우선연구 상 암종인 화강암에 용하 던 수리․지화학

조사방법에 해 편마암·화산암 일부지역에 용하여 이들 지역의 심지층조사

에 한 타당성을 검토하며,이를 해 국내 학에 탁용역을 의뢰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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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 개발을 해서 정 장 수리시험 장비 심도

물리검층 기술을 도입하여,장심도 시추공에서 심도별 장 수리시험을 수행하

고 원 치 시험을 통해 심부 역의 단열 투수성 단열에 한 수리지질특

성과 투수성단열 내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을 규명함.

○ 변동량 분석을 통한 단열 연결성에 한 불확실성 규명은 국내 문기 에

탁으로 수행하며, 장에서의 수리시험 시 고려하는 간극 이외의 다른 인자들이

단일단열의 수리특성에 미치는 향을 실험을 통해 정량화하고 간극 만을 고려

한 장 수리시험의 불확실성을 규명함. 한 국제 공동 로젝트에 참여하여

단열 암반에 한 수치 개념화 방안에 한 불확실성 감을 연구.

○ 확보된 단층/단열 /투수성 단열 자료들을 종합하여 연구 지역의 심부 역에

한 지질구조 측하고,다 패커시스템을 이용하여 구경 시추공의 구간별

장기 수리지질 특성/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모니터링을 수행하며,처분 상심

도의 지하수조건에서 공학 방벽의 복합반응 실증을 해서 지하수와 공학

방벽물질의 반응실험을 통하여 시멘트,벤토나이트와 지하수와의 주요 화학

반응에 한 물리/화학 계수를 검증함.이 때,지화학 모델링과 련된 코드

들의 특성 분석 열역학 DB 구축을 하여 기존 문헌을 참고함과 동시에

OECD/NEA JAEA 등의 국제기구 해외 유 기 과의 국제 력을 통해 신뢰

도가 확보된 열역학 DB를 확보함.

○ KURT 심지층 처분환경 특성 자료는 처분시스템 개발,안 해석,공학 방벽

성능 실증 핵종이동 분야에서 기에 활용되도록 과제간 유기 인 계를

긴 히 유지함.특히,KURT내 수리.지화학특성 자료 획득 분석은 과제기간

반에 집 으로 수행함으로써,핵종이동 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되어 KURT의

활용이 극 화될 수 있도록 조체제를 추진함.

제 2 부지 평가 선정 방법론 개발

1.지질학 평가 항목 단계별 평가인자 분류

가.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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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련 기 지침과 련 연구는 그

동안 본격 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따라서 후보부지 선정평가를 한 지질학 항

목 개발을 해 련 해외사례의 연구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 다.

○ 각국의 지질특성 환경과 련한 처분방식 후보부지 선정기

○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한 국내의 지질학 특성에 한 자료

○ 최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련 국내의 처분장 선정기

이를 토 로 국내 지질특성과 처분환경에 합한 후보부지 선정평가용 지질학

요소를 개발하 으며,후보부지선정을 한 4개 분류 분야(factor)를 도출하 다.

○ 부지의 지질학 장기안정성

○ 건설 운 합성

○ 토지 환경성

○ 사회 향성

둘째,선정단계별 평가항목과 평가인자간 분류체계 도출을 해 상기 평가인자를

상으로 분류체계를 구축하 다.분류체계는 상인자의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분

야(factor)-부문(function)-항목(item)-인자(parameter)의 4개 단계로 설정하 다.이

본 연구에서는 장기안 성 분야(factor)를 상으로 지질학 에서 부지평가

를 한 분류체계별로 설정하 다.이들 분류체계는 최종 제안부지를 선정하는 과

정에서 서로 다르게 용될 수 있다.최종 제안부지 선정과정은 검토 상지역

(preferredarea),후보부지(candidatesite),제안부지(proposedsite)등 3단계의 평

가․선정단계와 선정단계별 평가방식을 도출하 다.검토 상지역은 합/부 합을

결정하는 결정론 (screen-out)방식을 후보부지 제안부지의 경우는 비교우

(weighting)평가방식으로 계획하 다.

셋째,평가 상인자의 최소조건 기 안 도출과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서 작성

을 해 먼 부지선정의 각 단계별로 지질학 평가인자의 최소 조건안을 도출하

다.제안부지 선정을 한 3개 단계에서 지질학 평가인자별 최소조건을 연구하

여 1차 인 조건안을 도출하 으며,단계별 선정평가 방식과 국내 지질조건 지

질인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성 는 정량 최소 조건안을 도출하 다.

술한 연구방법을 토 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최종 으로 후보부지 선정을 한

지질학 평가 기술지침(안)을 작성하 다.기술지침(안)은 장기안정성 분야(factor)

와 련 지질인자와 최종 제안부지 선정단계를 고려하여 총 4개 부문,12개 항목별

로 각 선정평가 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기술지침(안)은 수립에 있

어 합리성과 객 성을 확보하기 해 우리나라 지질환경을 최 한 고려하 고,특

히 기술지침이 IAEA등 세계 인 규정 수 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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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지선정 평가항목 항목별 최소조건 기 도출

1)후보부지 선정 평가항목 선정단계 도출

• 후보부지 선정 평가분야(factor)

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제안부지를 결정하기 한 평가분야(factor)는 크게 4

개로 구분하 다.즉,처분장의 장기안 성(long-term safety),건설 운 합성

(constructionandoperationfeasibility),토지 환경성(landandenvironment)

사회 향성(societalimpact)항목 등의 분야이다.장기안 성 분야는 천연방벽의

기능인 지질매체의 특성 즉,핵종의 격리(isolation),지연(retardation)성능을 평가

하고,핵종의 이동 확산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다.

건설 운 합성 분야는 처분장 건설을 한 부지의 처분 합성과 장기 으로

시설 운 을 해 암반공학 특성,교통 운반시설,기존의 산업단지,지상

지하의 시설,건설비용 그리고 부지조사의 가능성 편의성 등을 평가한다.토지

환경성 분야는 후보부지 선정지역의 인문지리 상황과 처분장을 건설 운

함에 따른 주변의 환경 향에 해 평가하는 것이다.사회 향성 분야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지정 건설과 련한 사회 제반요인에 해 평가하는 것이다.

• 제안부지 선정단계 도출

최종 인 제안부지 선정을 해 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과 차를 거쳐야 하

고,제안부지의 선정은 단계 으로 평가 상지역 는 지 의 역과 수를 여

나가는 것이 효율 인 방법이다.첫째 단계에서,부지선정을 한 기 단계로서 부

지선정 평가시스템과 기술지침을 확정하고 평가인자와 부지선정 방법론을 결정

한 후,이를 토 로 기 조사와 평가를 거쳐 우선 검토 상지역(preferredarea)을

복수로 설정한다.둘째 단계에서는 검토 상지역만을 상으로 비부지조사와 처

분 합성평가를 통해 후보부지(candidatesite)를 도출한다.도출된 후보부지는 상황

에 따라 단수 는 복수가 될 수 있다.후보부지 선정단계에서는 비교우 개념을

바탕으로 복수의 검토 상지역 각 인자별 최소조건 는 지침을 상 인 우세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셋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후보부지를 상으로

한개 내지 두개의 제안부지(proposedsite)를 선정한다.이 제안부지는 장 정 조

사와 세부특성 평가를 통해 최종부지로 제안되며,조건이 만족될 경우 처분장 건설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후보부지 선정단계에서 조사·평가되어야 할

인자에 하여 정성 정량 최소조건을 도출하여 제안하 다.

2)선정단계별 평가 부문-항목-인자간 구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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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지 선정을 한 평가 요소와 그 하부 인자들의 구조체계를 정립하고,최종

인 제안부지를 선정하는 단계를 도출하고,제안부지 선정단계별 세부 평가인자를

분류하 다(표 3.2.1.1).장기안 성 분야에서 도출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제안부지

선정용 평가인자를 분류하여 4개 부문,12개 항목,52개 인자로 구성하 다.개발된

제안부지의 선정평가용 지질학 인자를 상으로 선정단계 별로 고려하여야 할 세

부 평가인자를 각각 도출하 다.일부 인자는 3단계에 모두 용되나 일부는 각 단

계에 따라 차별 으로 용되도록 구성하 다(표 3.2.1.1).

3)평가인자의 최소조건 기 (안)도출

후보부지로서 처분안 성과 천연방벽성능 확보를 해 평가인자별로 국내 지질특

성을 평가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의 부문별 지질자료와 해외의 인자별 최

소조건을 비교․검토한 후 인자별 최소조건(안)을 도출하 다.검토 상지역 선정

단계는 결정론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최소조건을 설정하 고,제안부지 선

정단계는 비교우 평가가 가능하도록 선호지침을 심으로 최소조건을 도출하 다.

2.부지 선정을 한 기술지침 제안

제안부지 선정을 해 지질학 에서 장기안 성 평가를 한 기술지침을 작

성하 다.기술지침안은 도출된 지질인자와 제안부지 선정단계를 고려하여 각 선정

단계 별로 부지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기술지침안의 구성은 각

요소마다 그 요소의 법 근거,요구조건을 설정하고,이에 한 기술 배경을 설명

하 다.그리고 핵심사항인 지침안을 검토 상지역과 후보부지 선정단계를 구분하

여 각각 작성하 다.

3.평가 인자별 정량 가 치 분석 제안

가.AHP기법을 이용한 인자별 상 가 치 평가방법

1)기 과 안들의 상 가 치 결정

기 과 안의 요도/우선순 를 평가하는 단계로서, 비교는 공통의 속성을

따라 안을 으로 비교하는 경우이다. 비교에 한 수치 척도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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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로써 정의될 수 있다(표 3.2.3.1).

수치 척도 언어 척도

1 요소 “i”와 “j”는 요도가 같은 경우.

3 요소 “i”와 “j”는 요도가 약간 높은 경우.

5 요소 “i”와 “j”는 요도가 높은 경우.

7 요소 “i”와 “j”는 요도가 매우 높은 경우.

9 요소 “i”와 “j”는 요도가 으로 높은 경우.

2,4,6,8 각 척도의 간값

표 3.2.3.1상 비교에서 사용되는 입력값

나.설문조사의 분석결과

AHP분석기법을 이용한 후보부지 평가인자별 가 치 분석결과,검토 상

지역 선정단계에서 7개 요소 Neotectonics요소가 31 으로 가장 높은 가 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취성구조 23 ,암질 16 ,자연재해 11 의 순서로 분석

되었다.한편,지질 지형 요소 검토 상지역 선정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인

자에 한 상 가 치 분석결과 단층 (15 ),활성단층(14 ),지진(12 ),암종

(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지하수 지화학 요소에서는 수리 도도(13.75 ),

지하수유동(11 ),물의 pH/Eh(11 ),수리지질단 (9.9 ),수두경사(8.25 ),지연요

소(7 )등의 순서로 가 치가 높게 나타났다.이 결과는 처분장 후보부지를 선정과

정에서 인자들간 상 요도를 개념 으로 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하지만,

실제 부지선정 단계에서 사회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정· 용되어야 할 것이다.

4.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도출

처분장 후보부지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정보를 종합 으로 평가하여 처분 합성

이 확인된 지역으로 결정된다.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질인자를 토 로 한 부지평가

를 해서는 역 혹은 부지 규모에 합한 단 공간범 를 설정하고,각 단 공간

범 를 상으로 각종 지질인자별 특성 값을 취득하고 이를 종합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후보부지 선정과 련하여 지질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설정을

해서는 평가 상 인자 부지선정에 미치는 향력 는 요도가 높은 인자를 우

선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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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구조 분포도를 이용한 남한지역 선구조 분포 해석

검토 상지역(preferredarea)선정단계에서 평가되는 요소 신기지체구조 요소

와 취성지질구조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비교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서

는 남한의 선구조분포도(장태우 외,2003)의 단열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선상구조를

분석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자별 정보입력의 단 공간범 를 검토하 다(그림

3.2.4.1).

그림 3.2.4.1남한지역 선구조 분포도(장태우 외,2003)

술한 선상구조 분포도에 표시된 남한지역의 선구조는 총 1,388개이며,이들 개별

선구조의 길이는 로그노말 분포를 보인다(그림 3.2.4.2).2~9km 범 의 선구조 빈도

는 체 선구조의 58.2%를 차지하여, 역 선구조의 부분 길이 9km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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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남한지역 선구조의 길이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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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구조 분포특성을 고려한 단 공간범 의 크기 검토

남한에 분포하는 선구조의 분포특성 선구조의 길이와 선 도를 악하여 이를

토 로 한 단 공간범 크기를 검토하 다.먼 선구조의 선 도 분포를 악하

기 하여 선 도원을 작성하 다.선 도원은 각 원의 심에서 원의 반경 크기만

큼 첩하여 작성하 다.단 공간의 범 는 최 9km를 상회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단된다.한편,국내 원자력산업 련시설 “부지특성보고서작성지침”에

는 활동성단층의 최소 길이를 1.6km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선상구조의 특

성과 후보부지 특성을 평가하기 한 단 공간범 는 가능한 한 작은 직경의 공간

범 가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5.후보부지 평가 선정을 한 지질정보체계 설계

가.연구 역

후보부지 평가․선정을 한 지질정보 GISDB설계의 상 역은 지질 역이며,

기본 으로 공간 역을 유하는 지질도를 비롯한 지질주제도 역과 기술

역을 유하며 일반 으로 지질도 지질도폭보고서가 그 핵심 틀을 유지하고 있

다.지질정보 GISDB의 범 역시 지질 역을 심으로 국내의 지질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분장후보부지의 선정을 한 지질정보체계를 구상하 다.

나.후보부지 평가․선정을 한 지질정보 GIS설계

1)후보부지 평평가․선정을 한 기 지질모델

후보부지 평가․선정을 한 지질정보 GISDB설계는 지질 주제를 목록별로 정

의하고 각각의 공간기하를 정의하여 공간 이어를 추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해서는 지질 모델의 최상 도메인이 필요하다:

∙ 지질 개념(GeologicalConcepts);지질학 연 성(GeologicalRelationships);

지질학 상(GeologicalFeatures);지질학 물성(GeologicalProperties);

지질도 지도화 구성;공간 구축(SpatialRepresentation)

2)후보부지 평가․선정을 한 지질모델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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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부지 평가․선정을 한 지질정보 GISDB설계는 지질 주제를 목록별로 정

의하고 각각의 공간기하를 정의하여 공간 이어를 추출하 다.처분장후보부지에

한 지질주제의 목록은 지형 지질,암석역학,수리지질학 지구화학 그리고

기후 자연재해로 패키지화하 다.

3)개별 패키지에 따른 클래스다이어그램

지형․지질패키지 내에는 암상의 단일단 로 추상화된 암석단 ,연성지질구조,

취성지질구조,신기지체구조,풍화,지형 등으로 일반화하여 클래스다이어그램으로

표 하 다.암석역학패키지 내에는 역학 열 특성 기 암반 응력으로

일반화하여 클래스다이어그램으로 표 하 다.수리지질 지구화학패키지 내에는

수리지질 지구화학으로 일반화하여 클래스다이어그램으로 표 하 다.기상

자연재해패키지 내에는 기상 자연재해로 클래스다이어그램을 구성하 다.

제 3 장기 지질안정성 요소 정량평가

1.한반도의 지체구조

가.개요

한반도는 유라시아 의 동쪽 연변부에서, 국 륙,시코테-알린,일본열도 등과

지질학 으로 한 련이 있다.특히,지질과 지체구조는 아시아 륙과 유사성

이 많으며,동해는 륙의 연변해로 태평양 운동과 련하여 형성된 후배호분지

(backarcbasin)로 제3기 이후부터 동해지역이 확장되면서 형성되었다.신기지구조

운동과 련 분야는 구조지질,지형변화를 반 하는 지형지체구조,지진지체구조,

화산활동과 지각 평형과 련된 해안선의 융기 등이 있다(Yeatsetal.,1997).이들

한반도 남동부에서의 신기지체구조운동과 련된 상은 최근의 지형변화와 선

형구조의 발달,제4기 단층운동,지진발생,남동해안의 융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신기지구조 체계 응력 체계

동아시아의 신기지구조 체계는 (1)인도-유라시아 충돌에 의한 륙지괴의 동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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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extrusion과 (2)태평양 과 필리핀 의 섭입 등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제어된다

는 것이 일반 인 해석이다.경상분지는 백악기 기에 이자나기 의 북쪽을 향한

섭입 결과로 발생한 주향이동단층과 련된 인리형분지로 해석된 바 있으며(Chun

andChough,1992),에오신 후기부터 마이오신까지는 맨틀로부터 hotplume이 상승

하여 기인된 확장변형으로 동해가 형성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다(Maruyama

etal.,1997).최근 Parketal(2006)이 한반도 남동부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들의

변 자료를 근거하여 σ1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이고 σ3은 거의 수직이라고 보고하

다.이는 진원기구가 거의 남-북 주향의 역단층으로,압축응력 축은 동-서 방향으로

추정되어,제4기 단층들로부터 응력장 분석결과와 유사하다(Jun,1991;최 찬 외,

1998a).

다.제4기 단층운동의 특성

양산단층 와 울산단층 를 따라 발달하는 제4기 단층들의 운동학 특성은 주향

이동성분이 우세한 일부 단층을 제외하고 부분 상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역단층의 성격을 보인다. 한 울산단층 에서 실시한 고해상도 탄성 반사법 탐사

에서 기반암 상부면이 단층에 의해서 단 된 20여 개가 넘는 이 단층들은 모두 동

쪽이 상승한 역단층으로 해석되었다(김기 외,2000).이와 같은 제4기 단층들의

방향성과 운동 특성을 고려해 볼 때,이 단층들은 최 압축응력이 동-서 방향으로

작용한 제4기 응력 역(stressregime)하에서 이동하기에 한 방향으로 배향되

어있던 기존 단층들이 재활동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제4기 단층의 시․공간 활동 형태

한반도 남동부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들의 주향 방향은 양산단층 와 거의 평행

한 북북동 방향과 울산단층 원원사-마동 스러스트 와 평행한 남-북 방향들이

우세하다.단층면의 경사가 고각인 경우 우수향주향이동단층이 우세하며, 각인 경

우는 스러스트단층 혹은 역이동 성분이 우세한 사각이동 단층으로 나타난다.ESR

수치 연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남동부의 제4기 단층 운동의 특성 기술에

의한,약 50만년 이후의 한반도 남동부의 조구조 환경을 유추하면(이희권과 양주

석,2007),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응력방향에 의해 만입 블록이 서쪽으로

려 그 경계부에 역단층 도는 스러스트단층이 우세하게 발달하 으며,양산단층

남부지역에서는 우수향주향이동단층운동을 일으켰으며,양산단층 북부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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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운동으로 추정된다.

2.남한의 지질 지질구조 특성

가.암종(Rocktype)

선캠 리아기의 변성암은 경기도,강원도,충청도 일 의 경기육괴와 라도,경

상도 고생 지층들은 모두 최소 3회의 변형작용을 받았다(Kim,1996). 생 의

화강암은 쥬라기 화강암과 백악기 화강암으로 다시 세분이 가능하다(그림 3.3.2.1).

쥬라기 화강암은 경기육괴,옥천 , 남육괴에서 북동방향으로 상 분포하며,특

히 경기육괴와 옥천 의 경계부를 따라서 량으로 분포한다.백악기 화강암은 경

기육괴,옥천 , 남육괴,경상분지 등에 분포하며,쥬라기 화강암에 비해서 소규모

로 발달한다.두 화강암 암상차이(Hong,1987;조등룡과 권성택,1994)에 의하면,쥬

라기화강암은 백악기에 비해 깊은 곳에서 정출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3.3.2.1한반도의 지체구조도.

나. 석(Ore)

재 상,과거에 채굴한 흔 혹은 미래에 상을 개발할 수 있는 석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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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제외조건 이와 련 인자들은 후보부지간 상 비교 평가가 가능하

다.남한의 화 는 부 지역,서해안-호남 지역, 남 지역으로 구분·정리된 바

있다(고상모 외,2001,2002,2003).

다.압쇄 (Mylonitezone)

압쇄 는 모암과 다른 암종으로 취 할 수 있으며,일반 으로 압쇄 를 따라서

리나 단열이 잘 발달하므로,부지 선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따라서 기존에

보고된 압쇄 (연성 단 ;ductileshearzone)를 포함할 경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

한다. 단 의 다양한 특징 에서 부지선정과 련하여 가장 요한 요소는 단

의 공간 인 분포로 단 가 통과하는 곳은 부지로서 당하지 않다.남한에는

순창 단 , 천 단 , 주 단 , 단 와 같은 규모의 단 가 보고되

었다. 재까지 각 단 의 공간 분포를 연속 으로 추 한 연구결과는 아직 없

으며,부분 으로 확정되었을 뿐이다. 규모 압쇄 가 분포하는 지역은 지질도폭이

압쇄 의 개념 성립 이 이어서,때문에 압쇄 의 분포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라.습곡구조(Fold)/엽리구조(Foliation)

한반도에서 일어난 변형작용은 크게 선캠 리아기에 일어난 변형작용과 생 에

일어난 변형작용으로 나 수 있다.한반도에는 선캠 리아기와 생 에 각각 최

소 3회의 변형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암상을 고려하지 않고 변형

구조만을 생각했을 때,후보부지는 은 암석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마.단층(Fault)/ 리(Joint)/암맥(Dyke)

단열의 여러 특성 에서 부지선정과 련해서 요한 요소로는 부지에서부터

규모 단열 (단층 )까지의 거리와 부지 내의 소규모 단열 의 길이,폭,간격 등이

다.후보부지의 선정에서 단층, 리,암맥과 같은 단열의 형성기작에 따른 분류보

다는 길이,폭,간격과 같은 기하학 분류가 더 유용하다.단열의 길이,연장,폭

등의 특성에 해서 국내에서 DB화가 요구된다. 안으로 스웨덴에서 제시한 분류

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표 3.3.2.1),조사 규모,단계목 등에 따라 유동 으로 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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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길이 폭 기술방법

역 단열

(regionalfracturezone)
>10km >100m 결정론

지역 단열

(localmajorfracturezone)
1-10km 5-100m 결정론

지역 소 단열

(localminorfracturezone)
10m -1km 0.1-5m

통계

(부분 결정론 )

소규모 단열

(smallfracturezone)
<10m <0.1m 통계

표 3.3.2.1스웨덴 SKB에서 제시한 단열 분류표

마.활성단층

활성단층은 최근의 지질학 시기(제4기인 약 2백만년 )에 반복 으로 움직

고,장래에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경상도 지역에 많은 재활동 가능성이

있는 제4기 단층들이 보고되었다.

제4기 단층이 지진성 여부는 부지선정에 있어서 매우 요하다.제4기 단층이라

도 비지진성이라면 일반 단열( )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진성 여부 단은

단층기원이 요한 근거자료이다.제4기 단층이 수 km 이상의 연장성과 깊이가

5km 이상이면,지진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원 부지의 경우,활동성단층으로 단

될 경우,부지로부터 거리에 따른 단층 길이를 평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단층에

해서만 평가 고려 상이 된다.일본의 경우,1:2백만 활성단층도(2002)를 후보부

지 평가에 이용하며,미국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지역에 활성단층도를 학보하고

있으나,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활성단층도가 없다.

3.제4기의 지질 특성

제4기는 가장 최신기간에 해당하는 지질시 이며,크게 라이스토세(260만년부터

1만년까지)와 세(1만년부터 재까지)로 구분된다.제4기 동안에는 빙하기와 간빙

기가 수차례에 반복되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이 기간의 변화 에서 가

장 두드러진 것으로 해수면변동이다.해수면변동 과정은 해안단구 등 연안 지형에

잘 반 되어 있다.해안단구는:(1) 도에 의해 기반암이 침식,형성된 삭박 평탄면

(해성 침식단구)과;(2) 도의 의해 퇴 된 단구면(해성퇴 단구)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김서운,1973).단구면 높이와 단구 퇴 층의 생성시기를 알 경우,해안선의 융

기속도를 추론할 수 있고,따라서 한반도 신기지각운동의 진화사를 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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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의 동고서 (경동지괴)의 지형 발달사를 규명하기 하여

해안단구에 한 연구가 동해안을 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지 까지 수

행된 해안단구 연구 동향은:(1)고도를 달리 하는 단구들의 생성시기의 규명;(2)동

해안과 서해안 사이의 융기/침강 비;(3)단구지역의 융기율 산정;(4)동해 지역의

지각 변동,등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다.1970-1980년 에는 지형학 측면에서 진행되

었으며,1990년 이후 단구 퇴 층(제4기층)의 지질학 측면 연 측정 등

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단구의 고도 분포,단구의 생성연 등

에 한 통일된 의견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최근 연구자들 간에 2단구와

3단구의 고도분포에 한 의견 차이가 있으나,생성 기는 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

여 다.고도분포 범 가 보통 10m 정도의 고도를 가지고 단구는 그 생성연 가

약 80-100kyrBP정도이며,고도분포 범 가 보통 20-30m의 고도의 생성연 는

125kyrBP로 추정하고 있다.

가.융기율

남한에서 융기율 산정연구를 한 사례지역은 한국 동남부 나정에서 수렴 지 일

에 분포하는 해성단구의 구정선연장부(shorelineangle)에 한 도면화 자료와 각

종 연 측정자료와 참고문헌을 근거로 단구지형 형성을 한 융기율을 계산하 다.

하안단구 연구는 장 호 등(2001)의 연구결과로서,상기 형성시기의 추정에 따라 해

성단구 형성시기와 융기된 단구 고도간의 상 계 그래 와 표 고해수면 변동곡

선에 비하여 융기율 산정 결과,제2단구가 약 0.25m/ky,제3단구가 약 0.22m/ky,

제4단구가 약 0.2m/ky로 평균 융기율은 0.19m/ky이다.

남한의 해안지역 융기율의 정치 추정에 있어 I단구면과 5e해당 해성

단구면을 약 30m 이상으로 추정한 경우에는 융기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이 보다

상 의 단구면으로 갈수록 융기율은 다소 감소하여 약 0.15∼0.10mm/yr정도로 떨

어지는 경향이 있다.상기 융기율 산정에서 체 평균치를 보면,약 0.14∼22mm/yr

로 나타나며,이 융기율은 월성지역의 Choietal(2008)연구에서 0.31mm/yr로 보고

하 다.

나.침식량

우리나라의 지표면 침식량은 주로 토양 침식량을 주로 산정되어 왔으며,지형

요소 에서도 주로 구곡이나 구릉지 말단부에서 하천이 시작하는 하천 최상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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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달하는 토양 침식량을 장모니터링 혹은 수치 모델링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후자의 경우 재 GeoWEPP이나 RUSLE에 의한 토양 유출량 산정모델이

리 알려져 있다(권형 외 2001; 김민석,2006;김진 외, 2004a,2004b;손 익,

2001;신원호,2004;양동윤 외,2005;한국지질자원연구원,2006).그러나 암반에

한 지표면 침식량은 국내에서 아직 시도된 바가 없다.암반 침식량에 해서는

재 베릴리움(Be)과 같은 우주핵종물질의 지표암반에서의 축 량의 상 크기에

따라 암반 침식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토양침식량의 모델잉과 실측량

의 비교를 통하여 이천 화강암지역과 안성 변성암지역에 한 토양 침식량의 차이

에 한 사례연구에서,실측 토사량 유출량 270.54ton/year(화강암 유역면 :0.29

㎢) 31ton/year(변성암 유역면 :0.29㎢)을 각각 측정하 다.비 자료와 이의

단 변환 과정 등을 통하여 토층 침식량은,화강암유역에서의 0.35mm/yr,변성암

유역에서의 0.047mm/yr로 각각 산정되어 약 7배 이상 침식율을 차이를 보인다.

결론 으로 남한의 상이한 지질별로 나타나는 토양 침식량은 약 0.35mm/yr이하

로 추정되며,기반암 지질에 따라 침식량 규모가 약 10배 정도 더 감소할 수도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암반을 상으로 한 침식량은 우주핵종물질인 Be의 암반 축

량의 측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국내에서는 수년내 련 자료가 산출되어질 것

으로 상된다.

4.지진활동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자료는 약 2000여년에 걸친 역사지진 자료와 1905년 이래의

계기지진자료로 나 수 있다.

가.역사지진자료 재평가

한반도의 지진활동 평가에서 피해역사지진이 차지하는 비 이 단히 크다.근

지진학의 탄생과 지진자료가 기록 된지는 약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진주기를 단하는데 역사지진 자료는 단히 요한 의미를 갖는다.특히 경

계부 지역에서 지진 발생주기가 수 10년 내외이나,우리나라와 같이 내부 지역에

서 지진 발생주기는 상 으로 매우 길기 때문이다.여기서는 번역 완료된 문헌을

상으로 총 2,213회의 역사지진 자료를 획득하 다.문헌상에서 피해 정도에 의한

진도를 결정하기 한 기 이 우선 으로 설정을 해 건설교통부(1997)를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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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가 인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되었다. 기 계기지진자료는 역사․계기기진의

간단계로 감진지역과 진폭등을 이용하여,피해 면 에 한 규모 결정식이 도출

되었다.이를 이용하여 역사지진 규모를 결정하 다(그림 3.3.4.1).

나. 기 계기지진(1905∼1942)

우리나라에서 지진계에 의한 측은 1905년 3월 24일부터 조선총독부의 인천

측소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진 측소는 계속 증가되어 1937년에는 인천과

서울,부산, 구,평양 추풍령등 6곳에서,1941년 11월에는 원산에서 계기지

진 측이 보고된 것으로 보아 7개 측소에서 지진계에 의한 지진 측을 수행

하 고 이는 아마도 해방 까지 계속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3.4.12,213개의 역사지진 자료 진앙이 결정된 1,641개의 역사지진

진앙분포도

다.계기지진

기 계기지진자료는 1905년부터 1942년까지 기록되어 있으며,남한의 경우 1978

년부터 본격 인 지진 측이 시작되므로 1943년부터 1977년까지 35년 동안 남한에

서 지진자료는 획득되지 못하 다.그러나 북한의 조선지진연구소(1987)는 서기 2년

부터 1889년까지 총 1,843개의 역사지진,1901년부터 1959년까지 58년 동안에 238개

의 지진, 한 1960년부터 1983년까지 24년 동안에 287개의 지진을 포함하여 1981

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총 2,366개 지진의 발생일시,규모,진도 간략한 진앙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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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술하 다.

라.지진원 특성 분석

한반도 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한 지진원 특성자료를 23개를 수집하

으며,그 외 최근 발생한 지진 규모 4.0 이상인 4개 지진에 한 focal

mechanism을 구하여 총 27개 지진의 focalmechanism 목록을 작성하 다.이를 토

로,한반도 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부분은 주향이동 단층 운동에 의한

메카니즘과 다소의 역단층 운동이 첨가된 단층운동 특성을 보여 다.인 국인 일

본 국지역에서의 주응력축의 방향은 한반도 주변에서 단층작용을 일으킨

주응력 방향은 거의 수평한 동북동-서남서 방향을 나타낸다(그림 3.3.4.2).이는 한

반도 그 주변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주응력은 동쪽에서 유라시아 으로 침강

하는 태평양 의 향뿐만 아니라 서남쪽에서 충돌하는 인도 의 향도 상당히 작

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우리나라와 같이 내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지진

발생 분포는 산만하게 분포하며,발생빈도는 매우 낮으며,발생주기는 수 백년 내외

로 매우 길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지진발생주기 빈도 등을 계산하

기 해서는 역사지진자료의 수집 분석이 최우선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이를

해,삼국사기,고려사,증보문헌비고,조선왕조실록 등 역사문헌을 조사하여 2,213

회의 역사지진자료를 수집하 다.

110E 120E 130E 140E 150E
30N

40N

50N

그림 3.3.4.2 국 일본 서부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지진발생

메카니즘과 주응력축 방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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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원인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해서는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응력

상태를 분석해야만 한다.본 연구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획득 가능한 모든 외국

의 자료를 수집 재분석하여 총 27개의 지진의 메카니즘을 구하 다.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의 지진발생 특성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수평압력에 의한

수평이동단층 성분이 주를 이루며,약간의 역단층 운동성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밝

졌다.최 지반가속도와 진도와의 계에 한 연구는 세계 으로 많이 이루어졌

다.이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계기지진의 역사가 매우 짧아 이러한 연구가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운 인 가속도 측소에 한 검증 완료 후, 측소의 타당성을

먼 확인하고 이들 측소의 최 지반가속도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5.남한의 역 수리지질 특성

고 처분장 후보부지 처분 합성평가 안정성평가 시 수리지질분야에서 고려

해야 할 수리특성 요소로서 암반 충 수층이 나타내는 수리 도도 분포,투수

량계수와 비양수량과의 계 등에 한 반 인 특성을 조사하 다(김용제 외

2007).1995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된 국가지하수 측망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총

312개 암반 정(202개)과 충 정(112개)을 상으로 수리특성을 분석하 다.국내

수층의 수리특성은 다음과 같다.

충 수층의 평균 수리 도도는 1.26m/day로 암반 수층 0.076m/day보다 약

17배 크다.암반 수층 수리 도도의 평균과 분산도는 국외의 결정질 균열암반과

거의 일치한다.암반 수층의 수리 도도는 암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퇴

암 지역에서 평균 0.11m/day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화성암 지역 0.083m/day,변

성암 지역 0.044m/day순이다.한편 충 수층의 수리 도도는 화성암 지역에서

평균 1.70m/day로 가장 크게 나타나 투수성이 좋은 사질의 풍화토를 형성하는 화

강암의 풍화특성이 잘 반 된 것으로 해석된다.암반 충 수층의 평균 투수량

계수는 각각 3.3m
2
/day와 7.1m

2
/day이며,이는 동일한 수두경사를 가정할 때 국가

지하수 측망의 지하수는 암반을 통하여 32%,충 층을 통하여 68% 정도가 흐르

는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암반 수층의 투수량계수 과다산

정 가능성 정 개발 심도 하부의 암반 지하수 흐름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제한

을 가진다.후보부지 선정을 한 수리지질분야의 주요 인자들 에서 기체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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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분산,지하수체 유형 등은 역 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다른 분야

의 인자들에 의해 후보지가 선정된 후 정 조사 시 자료를 확보하여 처분지 타당

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6.남한의 역 지구화학 특성

가.지질(암석)의 지구화학 특성

암석을 구성하는 원소는 지각을 구성하는 지질(암석)의 지구화학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함량 분포를 보여 다.우리나라에는 시생 부터 제4기까지 오랜 지질시

에 걸쳐 생성된 변성암,화성암(심성암,화산암),퇴 암 등 다양한 암석들이 분포

하고 있으며,지역별로 이들 지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원소의 조성,함량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를 들면,칼슘(CaO)의 자연배경치는 백악기 경상 층군에서는

0.60%이나,조선 층군은 4.00%이다.화성암류 내 크롬(Cr)의 자연배경치는 심성암

류(46ppm),화산암류(45ppm),반심성암류(47ppm)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반 으로 낮은 함량을 보이는 반면,선캠 리아기 변성암류 내 크롬은 이들 보다

두 배 이상(107ppm)으로 높다.마그네슘(MgO)의 경우에는 같은 심성암에서도 단

일 암체별로 각기 다른 함량을 가진다. 를 들어,트라이아스기의 마천 반려암

(3.97%)의 배경치는 백악기 야산 화강암(0.47%)보다 약 10배 정도 높은 함량을

보인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국 규모의 지구화학 지도를 작성하여 국토

를 상으로 주요 원소의 함량과 분포를 조사하 으며,이에 한 자연배경치를 설

정하 다(이평구 외,2007).이러한 국 지구화학 지도는 ‘국제 지구화학 지도 작성

계획’의 표 안(UNESCO 보고서:Darnleyetal.,1995)을 수하여 제작하 으며,

이는 약 23,700개에 달하는 1-2차 수계 하천퇴 물 입자크기가 150μm 보다 작

은 가벼운 표사( 砂;하상퇴 물)를 표시료로 채취하여,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작성하 다.

나.방사성원소의 지구화학 특성

한반도에 분포하는 우라늄 산은 크게 선캠 리아기의 함우라늄페그마타이트

상과 변성우라늄 산 고생 의 퇴 상(옥천계 우라늄 상)으로 구분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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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2007).본 연구를 통하여 20개 표 국내 암반 에서 258개 시료들을 MCA

로 분석한 결과 우라늄의 평균함량은 선캠 리아기 화강암에서 7.06±3.89ppm으로

가장 높으며,트라이아스기 화강암(4.57±1.51ppm)과 쥬라기 화강암(4.52±1.88ppm),

백악기 화강암(4.18±2.31ppm)은 비슷한 약 4ppm의 함량을 보인다.그리고 백악기

화산암에서 3.21±1.34ppm,선캠 리아기 변성암에서 2.17±0.89ppm로 가장 낮은 함

량을 보인다.

다.지하수의 수리지화학 특성

국내의 지하수에 한 지구화학 연구는 부분 수자원의 개발,오염원 규명

탄산수와 같은 온천수 개발을 목 으로 수행되어져 왔으며,고 폐기물처분을 목

으로 수행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김선 과 안종성,1993;정찬호 등 1994,

1995; 용원,1995; 용원과 김선 ,1996;이종운 등 1996).지하수의 수리화학

특성은 부존 지역의 지질학 특징 오염원의 존재에 따라 다양하며,동일한 지

역 내에서도 부존 심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화강암과 편마암과

같은 결정질암석은 폐기물처분모암으로서 합한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재까

지 국내 화강암지역에 한 심부 지하수의 지구화학 특성 연구로는 이종운

(1997a),고용권(2000),배 석(2002)등이 있으며,변성퇴 암류지역에 한 연구로

는 이종운(1997b),정찬호(1998)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심부 지하수 지열수의 지구화학 특성 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장의

지구화학 특성은 높은 pH(6-10),낮은 Eh(무산소,Fe(II),sulfide함유 지하수),

낮은 용존성분(TDS<100g/l,DOC<20mg/l,colloids<0.5mg/l,낮은 암모늄 함유,

Ca
2+
+Mg

2+
>4mg/l) 오래된 연령의 지하수 등 핵종의 출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들 자료 일부만을 정리하 다.표

3.3.6.2에는 심부 지하수 지열수의 심도,pH,Eh,TDS,DOC,Ca와 Mg농도

지질(암석)에 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국의 화강암질암 내 심부 지하수(300m

하부 심도)의 종합 인 지구화학 특성은 이종운 외(1997a)에 정리되어 있다.국내

화강암질암에서 산출하는 심부 지하수의 pH는 6.5에서 9.8의 범 이며,Eh는 -173

mV에서 126mV 까지의 범 를 보이나 부분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한편 TDS는 56-763mg/l이며,Ca
2+
과 Mg

2+
이온의 합은 0.9에서 174.5mg/l의

범 로 나타나고 있다(이종운 외,1997a).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조건으로 필수 인 것 의 하나는 처분장 심도에 지하수가

없거나 매우 어야 한다는 것이다(Angino,1977).지 까지의 국내의 심부 지하수

에서 측정된 자료에 의하면,많은 심부 지하수에서 음(-)의 Eh값을 나타내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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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부 지역에서는 심도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Eh값을 보이고 있다.이는

연구지역의 지질학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측정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보다 체계 이고 정 한 자료의 축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심부 지하

수의 pH역시 부분 6-10의 범 에 있으나,일부 지역에서는 pH10이상을 보이기

도 한다.한편 TDS농도는 부분 3g/l이하를 보이고 있으며,일부 지역에서 분

석된 DOC농도도 낮은 편이다.

7.열-역학 특성에 기인한 암반공학 요소

가.응력분포

일반 으로 지하공동의 굴착으로 주변암반에 발생되는 안정성 문제는 지 암반의

기응력조건과 암반강도 조건에 상당한 향을 받는다.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과 같이 심도가 깊은 지역에서는 과도한 응력 발생에 의한 취성 괴의 우려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개별 지체구조구 역에서 최 수평응력의 평균 방

향성은 NE∼ENE방향으로 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최 수평

응력의 작용방향이 경기육괴 역의 경우 진북기 50°∼90°(N50°E∼EW)에 집

된 반면,경상분지에서는 10°∼70°(N10°E∼N70°E)의 넓은 범 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옥천습곡 에서는 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표성을 가지기는 다소

어려우나 60°∼90°(N60°E∼EW)범 에서 상 으로 높은 빈도를 보 다.수압

쇄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된 국내 기응력의 제반분포특성은 15m∼310m 심도 구

간에서 최 수평응력은 0.90MPa∼21.13MPa범 의 값을 가지며,최소 수평응력은

0.55MPa∼11.51MPa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7.1;3.3.7.2).

(a)최 수평응력 (b)최소 수평응력 그림 3.3.7.2 최 수평응력

의 평균방향성 분포도그림 3.3.7.1수평응력성분의 심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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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온경사

지층의 심도별 온도는 굴착된 시추공에서의 온도검층 등으로부터 측정하게 되며,

측정된 지온자료로부터 심도에 따른 지온변화율을 계산하여 지온경사(geothermal

gradient) 는 지온증가율을 산출한다. 국에 분포하는 심도 300m 이상의 시추공

696개의 시추공으로부터 얻은 온도검층 자료에서 지온경사 산출이 가능한 580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지온증가율 분포를 보여 다 (송윤호 등,2005).국내의 지

온경사 분포도에 의하면,18.6~62.3℃/km 범 를 나타내었고, 서부와 동해안변을

따라 남동부 지역까지 약 40~74℃/km로 높은 이상 값을 보인다.우리나라의 평균

지온경사는 약 25.7℃/km으로 추정된다(김미성 등,2005).

다.열 도도

일반 으로 암석의 열 도도는 지층의 노두,시추 코아 등에서 얻어진 암석 시료

를 이용하여 실험실내에서 측정하고 있다.Zoth와 Haenel(1988)에 의하여 분석된 외

국의 암종별 열 도도에 의하면,암석 종류마다 열 도도 측정값이 매우 넓은 범

에 분포한다.그러나 반 으로 화성암류가 높고 퇴 암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

다.하지만 퇴 암 에서 돌로마이트,안하이드라이트,암염의 경우는 열 도도 범

도 넓으며,측정값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사암이나 역암의 경우도 평균 열 도

도 값은 각각 2.47,2.46W/m-K이나 각각의 측정값 범 는 0.8~6.6,0.82~5.75

W/m-K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한편 화강암의 경우는 1.25∼4.45W/m-K 범 에

평균값 3.05W/m-K를 보인다.

제 4 화산암 편마암 심지층 환경 기 조사

1.연구지역 선정

1차 으로 도출된 후보부지로 화산암지역 36개 지역과 편마암지역 26개 지역을

상으로 기존 문헌과 지질학 특성을 근거로 각 암종별 2개의 후보지역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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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화산암은 백악기 화산암과 제3기 화산암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여기서 제4기

화산암지역은 분포 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로 제외하

다.후보부지의 지질은 안산암질 화산암류 지역 1곳과 유문암질 응회암류 지역 1곳

등 2개 지역으로 압축하여 남동해안지역과 남서해안지역으로 구분하여 두 개 지역을

도출하고자 하 다.

국내 편마암(편암)지질은 변성조직과 물조성,변성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암종으

로 구분된다.선정된 지역은 동해안 1곳과 서해안 1곳으로 도출되었다.4개의 연구용

후보지역의 치는 그림 3.4.1.1에서 보여 다.

그림 3.4.1.1고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후보부지 치도

가.연구지역 지질특성

1)V-1연구지역

본 지역의 지질은 백악기 산성 화산암류로서 변산반도에 분포하는 산성 화산암류

는 체로 하부의 격포리층을 정합으로 덮으면서 격포분지를 채운다(그림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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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V-1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2)V-13연구지역

연구지역의 지질은 1:5만 축척 지질도와 부산지역 지하수기 조사(건설교통부,

2003년)를 참고하 다.연구지역의 지질도는 그림 3.4.1.3과 같다.연구지역은 성화

산암류와 상부의 산성화산암류가 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3.4.1.3V-13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3)M-2연구지역

연구지역의 지질은 선캠 리아기 화강암질 편마암류가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석

류석편마암과 호상편마암으로 세분화된다(그림 3.4.1.4).

그림 3.4.1.4M-2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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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9-1연구지역

본 연구지역은 선캠 리아기 편마암,성주동 편암,쥬라기 무주산층이 분포하며 백

악기 화강암이 부분 으로 노출되어 있다.특히 이 지역은 충 층이 넓게 분포한다

(그림 3.4.1.5).

그림 3.4.1.5M-9-1후보부지 지역 지질도

2.화산암,편마암 지역 수리 지화학 특성

가.수리화학 유형

연구용 후보부지 지하수의 수리화학 유형을 악하기 하여 이퍼 다이어그램

상에 지하수의 주요 이온성분들의 미리당량으로 도시하 다(3.4.2.1~4).연구지역의

수리화학 유형은 V-1연구지역은 Na-HCO₃형에서 Ca-Cl형,V-13연구지역은

Ca(Na)-HCO₃형과 Na-Cl형,Ca-NO₃형,M-9-1지역 지하수는 Ca(Mg)-HCO₃

에서 Ca(Mg)-Cl(NO₃)의 유형까지 넓게 분포한다.

나.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비교분석

연구지역별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은 그림 3.4.2.5에서 통계기법으로 비교하 다.

pH는 M-2지역 지하수가 평균 7.2정도로 가장 높고,다른 세 개 지역은 평균

6.5-6.7정도의 약산성의 특성을 보인다.산화-환원 (Eh)는 V-13화산암지역 지

하수가 가장 낮은 조건을 보이고 나머지 세 지역은 비슷한 산화환경을 보인다.

기 도도값는 M-9-1지역 지하수에서 가장 높고,M-2지역 지하수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지하수내 용존산소의 함량은 V-13지역에서 약간 낮은 값을 보이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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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V-1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 유형

그림 3.4.2.2V-13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 유형

그림 3.4.2.3M-2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 유형

그림 3.4.2.4M-9-1연구지역

지하수의 수리화학 유형

른 지역은 유사함 함량을 보인다.

그림 3.4.2.5연구지역별 지하수의 화학

특성에 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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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질특성별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비교

그림 3.4.2.6에서는 연구용 후보부지로 선정된 화산암 2개 지역과 편마암 2개 지역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과 기존의 화강암지역 지하수의 지화학 자료를 활용하여 지

질특성별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을 상호 비교하 다.pH-Eh환경은 화강암지역

지하수가 가장 알카리성이며 낮은 산화환원 를 보이고,용존 무기이온의 함량과

주요이온 농도는 화강암,화산암,편마암의 순으로 낮은 값을 보인다.

그림 3.4.2.6화산암,편마암,화강암 지역 지하수의 지화학 특성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 다이아그램 비교분석

라.화산암,편마암 지역 심부 지열수의 지화학 특성

고 폐기물 처분의 개념은 심부지층처분을 기본바탕으로 하므로 지하

500m-1,000m 정도의 심부지질환경에 한 자료의 확보는 후보부지 지질안 성 평

가에 핵심 인 요소이다.국내 지하수의 수리학 지화학 자료의 부분은 지

하 200m이내의 심도에 국한된다.앞에서 도출된 자료의 부분도 200m이내 심도의

지하수 자료로 그 이상의 심부자료는 주로 지열수(온천수)자료에 국한된다.

1)지화학성분의 통계 상 성 분석

그림 3.4.2.7은 암종별 지열수의 pH와 기 도도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분석 결

과이다.(a)와 (c)는 모든 지열수 자료를 통합한 자료이고,(b)와 (d)는 지열수의

기 도도 1,000μS/cm 이상을 제외한 통계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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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4.2.7암종별 지열수의 pH, 기 도도 특성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a) (b)

(c) (d)

그림 3.4.2.8암종별 지열수의 주요 양이온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그림 3.4.2.8는 지열수의 주요 양이온 성분의 특성을 박스-휘스커 다이아그램으로

도시하 다.그림 4.24와 마찬가지로 (a)와 (c)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 고,(b)와 (d)는

기 도도 1,000μS/cm 이상을 제외한 통계 다이아그램이다.일반 으로 화강암 혹

은 편마암지역 지하수의 지화학 진화과정상에서 진화가 진행될수록 지하수는

Na-HCO3의 종말 으로 향하게 되고 pH는 보다 알카리성을 특성을 보인다(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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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1995;정찬호외,2007).

(a) (b)

(c) (d)

그림 3.4.2.9암종별 지열수의 주요 음이온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a) (b)

그림 3.4.2.10암종별 지열수의 불소 이온에 한 박스-휘스커 통계도

그림 3.4.2.9는 지열수의 주요 음이온 함량에 한 통계자료로 HCO3
++CO3

2-의 함량

과 SO4
2++Cl- 함량에 한 통계도에서 평균값 모두가 화산암지역 지열수에서 높은

값을 보인다.그림 3.4.2.10은 지열수내 불소의 함량을 제시한 통계도로 편마암과 화

강암지역 지열수에서 평군 5mg/L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고 화산암에서 1mg/L

내외의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4.2.11과 3.4.2.12는 pH와 기 도도 변화에 따른 주요이온 농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pH에 증가에 따라서 Ca2++Mg2+ 성분은 체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보이는 반면 Na++K+ 이온성분은 미약하나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Na++K+ 성분은 기 도도 증가와 함께 체 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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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O3
-
+CO3

2-
성분 역시 체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 (b)

(c) (d)

그림 3.4.2.11암종별 pH와 주요이온 농도사이의 상 계

(a) (b)

(c) (d)

그림 3.4.2.12암종별 기 도도와 주요이온과의 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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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열수의 화학 유형분석

암종별,심도별,온도별로 구분하여 지열수의 화학성분을 이퍼도에 도시하 다

(그림 3.4.2.13~18).사용된 지열수 자료의 개수는 화강암 83개,편마암 20개,화산암

31개의 시료가 사용되었다.

그림 3.4.2.13화강암지역 지열
수의 심도별 수리화학 특성

그림 3.4.2.14화강암지역 지열수
의 온도별 수리화학 특성

그림 3.4.2.15편마암지역 지열수
의 온도별 수리화학 특성

그림 3.4.2.16편마암지역 지열
수의 심도별 수리화학 특성

그림 3.4.2.17화산암지역

지열수의 심도별 수리화학 특성

그림 3.4.2.18화산암지역 지열수의
온도별 수리화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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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암과 편마암지역 지열수의 화학성분 특성은 Na-HCO3유형이 우세하고,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Na-Cl형에 도시된다. 그러나 화산암지역 지열수의 경우

Na-HCO3유형,Ca-HCO3유형,Na-Cl3유형까지 넓은 범 를 보인다.뚜렷한 경향

을 보이지는 않지만 온도가 높고,심도가 깊을수록 Na-HCO3유형의 지열수가 많

음을 보여 다.화강암과 편마암지역의 지열수 일부는 Na-HCO3유형의 종 에

가까운 특성을 보여 이는 지열수의 지화학 반응에 의한 진화단계가 거의 최종단

계에 도달하 음을 의미한다.

3.연구지역 비 지하수유동 모델링

가.화산암 연구지역

화산암 지역의 표 연구지역으로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화산암 지역을 선정하

다(그림 3.4.3.1).본 화산암 연구지역의 지하수시스템을 모의하기 해 분석된 수

리지질개념모델에 근거하여 모의 역 내에 수리상수를 설정하 다.

(모의 역 설정) (사용한 수리지질 역의 단면도)

그림 3.4.3.1모의 역 설정 격자망 구성

화산암 지역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화산암 지역의 지하수 유동은 수리지질개

념모델에서 구성된 수리투수성 구조에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4.3.2,수두분포 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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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단면도)

그림 3.4.3.2모의된 수두 분포

나.편마암 연구지역

편마암 연구지역으로 라북도 부안군 일 에 한 지역을 선정하 다.편마암 지

역의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정류상 모델에서 지하수의 방향을 벡터로 나타냄.

낮은 수리 도도에 의해 지하수의 유속이 2.5×10
-8
m/s로 극히 게 나타나며,지형

의 향을 주로 받아 지하수 유동 방향은 북쪽과 남쪽에 존재하는 고지 를 심으

로 방사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 한,지하수의 유속을 확인한 결과,편마암 지역

심부 역의 지하수 유동은 투수성 구조에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3.4.3.3).

(모델 역) (등수두 분포) (지하수 유속 분포)

그림 3.4.3.3편마암 지역의 모델 역 지하수 유동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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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KURT시설부지 수리 지화학 특성평가

1.부지 특성 조사

가.지표 지질조사

1)선구조 분석

선구조선은 단층, 쇄 ,층리,지질경계,주 리 등과 같은 지하의 지질구조 요소

를 악하기 한 매우 요한 지시자로 이용된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

원내에 건설된 지하처분연구시설 (KAERIUndergroundReseachTunnel)을 기 으

로 수리지질학 시스템을 고려하여 국지 역과 부지 역으로 역 구분을 실시하

으며,각 역에서 수치지형도의 고도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 주변의 선구조선

발달 양상을 악하고,연장길이 빈도수에 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의 국지 규모의 역에서 선구조 분석은 수치 지형도

(1:50,000)을 이용하 다.도출된 선구조의 주방향은 남북 방향이 우세하 으며,북서 방

향의 선구조가 2차 그룹을 형성하 다.과거의 지형을 가상 으로 구 한 도면

(summitlevelmap)을 이용하여 선구조를 분석한 결과 총 65개의 선구조가 도출되었

다.도출된 선구조의 주방향은 남북 방향이 우세하 으며,동서 방향의 선구조가 2차 그

룹을 형성하 다(그림 3.5.1.1).선구조의 길이는 형 인 수정규분포를 보 다.

(a) 재 지형을 이용한 분석 (b) 도면을 이용한 분석

그림 3.5.1.1국지 역의 선구조 분석 결과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 지역의 부지 규모 선구조 분석은 1:5,000의 수치지도를 이

용하 다.선구조 분석을 종합한 결과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 지역에서는 남북 방

향의 선구조가 주방향을 이루며,추출된 선구조는 수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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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2부지규모 역의 선구조 분석 결과

2)지표 지구물리 탐사

KURT 주변 지역의 부지 규모에 한 지질 구조를 측하기 해 굴착된 시추공

주변 지역에서 지표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하 다.지표 지구물리탐사는 비 항

탐사와 탄성 탐사를 이용하 는데,총 12개의 측선에서 지표 지구물리 탐사를 수

행하 다.지표 지구물리 탐사 결과 KURT 주변 지역의 부지규모에서 총 7개의 지

구물리 자료에 한 이상 가 측되었으며,이를 선상으로 연결하 을 때,남북 방

향의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3.5.1.3).

그림 3.5.1.3단열 분석을 한 지표지구물리탐사 결과

나.시추공 단열 조사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 지역 에서 굴착된 9개의 시추공에서 도출된 시추공 텔 뷰

어 자료를 이용하여 단열 분석을 실시하 다.시추공 텔 뷰어 결과 시추공별로

단열에 한 분포가 깊이별로 도출되면,깊이별 단열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 고,그 결과를 활용하여 단열 를 정의하고 이를 시추공별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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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 별로 존재하는 단열 는 다시 시추코아 분석을 통해 기반암에 존재하는 미

세 단열과 단열 에 존재하는 단열을 구분하여 단열 를 재분석 하 다. 한,시추

공 텔 뷰어 결과 시추코어 분석에서 각 단열 에 한 주요 단열을 분석하여

단열의 방향성을 측함으로서 단열 의 폭을 구하 다.이 게 분석된 단열 의

방향성과 폭은 분류 기 을 설정하여,각 시추공 별로 존재하는 단열 를 분류 기

에 맞게 정의하 으며,이를 최종 으로 지질 모델에 반 하 다.

다.지하처분연구시설 내 지질조사

1)시추조사

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를 심으로 시행된 시추조사는 지질모델,수리지질모델

지하수유동 모델 해석을 목 으로 수행되었다.가장 요한 지질정보는 지질구조로

서 이러한 지질구조가 지하수 유동 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그리고

심부의 수리 지화학 특성이 심도별로 어떠한 변화 특성을 갖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이러한 배경에서 DB-1과 DB-2시추조사를 수행하 다.DB-01시추조사는

지하처분연구시설 내부에 이 연구 단계에서 수직으로 굴착된 200m 심도의 DB-1

조사공을 500m 심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그림 3.5.1.4),지하처분연구시설내 단열암

반의 수리 지질학 특성을 악하고,터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체계 변화 장기모

니터링을 수행하기 해서 굴착되었다.DB-02시추조사는 기 제안된 지하처분연구

시설 주변 심지층 지질모델(ver.1)에서 제시된 주요 투수성 단열 (MainWater

ConductorFeatures,MWCFs)구조 확인을 해 지하처분연구시설 외부에 심부 시

추공을 굴착하 다.

DB-1

그림 3.5.1.4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의 시추조사

2)지구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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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지하처분연구시설 지역에서 기존 터 굴진 시 확인된 단층

의 연장성과 방향, 는 이상 탐지를 해 탄성 반사법 탐사를 총 302.5m의

측선을 설정하여 수행하 다.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기존 터 굴진 시 확인된 단

층 를 악하기 해서 하나의 수진공(DB-1)과 다양한 방 와 오 셋을 갖는 약

2m 깊이의 8개의 송신공(SP-1～8)으로 Multi-offset수직 탄성 탐사를 실시하

다.Multi-shotsVSP탐사를 통하여 고각의 단층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500m

이내의 천부구간의 단층 와 1,000m 까지의 심부 구조 이상 를 확인하 다.

그림 3.5.1.5Multi-shotsVSP해석 결과

3)지하처분연구시설내 시추공 물리검층

지하처분연구시설내에 굴착된 DB-01에서 온도, 기 도도,SPS,음 , 기비

항, 도,자연감마 검층을 수행하여 물리검층치의 수직 분포를 통해 지질구조를

상하는 물리검층을 수행하 다.각 물리탐사의 결과는 DB-1시추공에서 상되

는 비 투수성 지질구조를 도출하기 해 이용되었다.

라.수리지질 지구화학 조사

1)수리지질조사

연구지역에 굴착된 시추공에서 2008년까지 굴착된 10개의 심부 시추공을 선정하여

장 수리시험을 수행하 으며,그 결과를 이용해 연구 지역의 지질모델 구성요소

에 한 수리지질특성을 악하 다.

2)지구화학 조사

연구기간 에 수행된 지구화학 조사의 주요 주제는 크게 KURT 모암 단열충

물분야와 지하수 분야의 두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이 KURT 모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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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충 물 분야에서는 주로 암석화학,단열충 물 물화학에 한 조사를

통하여 부지주변의 암석- 물학 특성 진화과정을 해석하 고,지하수 분야에

서는 주로 KURT 주변 심부 시추공 지하수의 장기 모니터링을 통하여 연속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장 측정 지화학 분석을 한 시료채취에 직 용하

고, 한 지하수화학 유기물 분석,KURT내 심부시추공 확장을 통한 심부 지화

학 모니터링,YS시추공 KURT주변의 지화학 모델링을 수행하 다.

2.지질학 특성

가.지질 개요

지하처분연구시설 시설부지가 치한 유성 지역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50

km 지 에 치하며 경기변성암 복합체 내에 치하고 주로 선캠 리아기의 편마

암류와 생 의 심성암과 맥암류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5.2.1).선캠 리아기의

변성암류는 흑운모 편마암 편암으로 나 어지며 이들은 시추지 의 북서부에 주

로 분포한다.연구 지역을 주로 구성하고 있는 심성암류는 크게 시 미상의 편상화

강암과 생 복운모화강암으로 나뉘어진다.이 복운모화강암은 연구 지역의

범 에 걸쳐 가장 범 하게 분포하는 암석으로 편상화강암을 입하고 있다.

복운모화강암은 립 내지 세립질이며 주구성 물은 석 ,사장석,미사장석,흑운

모,백운모 등이고 어콘, 홍석,인회석 등이 소량 찰된다.

그림 3.5.2.1KURT시설부지 주변의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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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운모화강암지역의 야외 찰시 풍화된 암석의 경우 XRD분석결과 풍화산물은

부분이 일라이트질 토 물이며 소량의 카올린 물이 산출된다.연구지역내 심부

시추공 주변의 지질은 립질 내지 세립질 복운모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지

으로는 미약하나마 편상조직을 보이기도 하나 연구지역 남서부에 분포하는 편상

화강암과의 계는 불명확하다. 도폭에서는 편상화강암을 쥬라기의 편마상 화

강암으로 보았고 복운모화강암과는 동일 마그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 (이상만

외,1980).이들은 립질로서 편리의 방향이 주변의 변성퇴 암류의 편리방향과 일

치한다. 한 연구 지역 외곽부에는 생 심성암류가 시 미상의 변성퇴 암류를

입하고 있다 (박희인 외,1977).

나.구성 물과 암석

1)모암 조암 물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의 모암은 복운모 화강암으로서 주구성 물은 석 ,사장석,

정장석,흑운모 백운모 등이며 이밖에 녹니석, 홍석, 어콘,인회석 등이 소량 존

재한다.이들의 산출 양상은 국지 으로 흑운모가 우세한 운모류로 산출되면서 흑

운모 화강암의 양상을 보이며,일부 구간에서는 구조작용에 의한 편상 흑운모 화강

암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 일부 산화철이 미세 단열을 따라 세맥으로 존재

하기도 한다.지하처분연구시설내 심부시추공(DB-1)에서 얻어진 신선한 모암들로부

터 분석된 모달분석결과를 심성암분류표에 도시하여보면 부분 화강암 역에 도시

되며,이는 기존 심부시추공들로부터 얻어진 모암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그림

3.5.2.2). 한 주변의 YS심부시추공에서 찰되었던 양상과 유사하게 지하처분연구

시설내의 시추코아에서도 단열 와 련되어 견운모화,녹니석화,세립의 황철석 함

유,산화 존재 등의 다양한 변질 양상을 보여 다.특히 일부구간에서는 세립의

황철석의 산출과 함께 열수변질양상이 찰된다.

그림 3.5.2.2KURT 심부시추코아(DB-1),주변 화강암류들의 모달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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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열충 물

KURT내의 시추공들로부터 얻어진 시추코아에서 일라이트,로먼타이트,녹니석,

녹염석,몬모릴로나이트,카올리나이트,I/S혼합층상 물 등의 단열충 물들이 감

정되었다.특히 기존의 주변 YS시추공들에서의 지하수 화학분석결과와 열역학데이

타를 이용한 계산에서만 추정되었던 몬모릴로나이트와 카올리나이트가 확인되었다.

단열충 물 에는 방해석이 가장 범 하게 산출되며,일라이트는 산출양은 많

지 않으나 산출빈도는 가장 높다.로먼타이트와 같은 제올라이트 물은 주변 시추

공보다는 빈도가 낮지만 범 하게 분포한다.녹니석은 주로 단열 표면의 변질

물로서 주로 산출된다.특히 로먼타이트와 녹염석 황철석의 산출은 KURT를

포함한 연구지역 반에 열수변질작용의 향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주사 자 미

경 찰에서 로먼타이트는 형 인 주상의 결정형을 보여주며,일라이트와 카올리

나이트는 상의 결정형태로 산출되기는 하지만 매우 낮은 결정도를 보인다.반면

에 녹니석은 형 인 상의 결정형의 집합체로 산출되고,몬모릴로나이트의 경우

는 형 인 벌집형태의 조직을 보여 다 (그림 3.5.2.3).

그림 3.5.2.3KURT내 심부시추코아(DB-1)에서 찰되는 단열충 물의

주사 자 미경(SEM)사진

다.단열

1)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 지역

가)단열 조사

KURT 주변 지역에 한 기반암에 한 단열 단층을 분석하기 하여 2단

계 해석 과정으로 수행하 다.먼 ,지표 조사의 일환으로 KURT 주변 지역의 선

구조 분석 지표지구물리 탐사 결과를 분석하 다.선구조 분석과 지표지구물리

탐사 결과를 활용하여 KURT 주변 지역의 개념 지질 구조를 이해하고, 상되는

단열 단층과 그 방향성을 측하 다.그리고,시추공 단열 조사를 수행하 는

데,시추공 단열 조사는 시추공 텔 뷰어 결과를 이용하여 단열에 한 통계 자료

를 분석하고,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 에 한 정의를 하 으며 시추공별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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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열 를 분류하여 그 크기 방향성을 분석하 다.최종 으로 지표 조사

시추공 조사를 종합하여 KURT주변 지역의 지질 모델을 구성하 다.

연구지역에 굴착된 시추공에서 도출된 시추공 음 주사검층 자료를 이용하여

단열 분석을 실시하 다.먼 ,시추공 음 주사검층 결과를 이용하여 시추공별

로 단열에 한 분포를 깊이별로 도출하고,깊이별 단열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 분

석을 수행하 다.그 결과를 활용하여 단열 를 정의하고 이를 시추공별로 구분하

다.시추공 별로 확인된 단열 는 다시 시추코아 분석을 통해 기반암에 존재하는

미세 단열과 단열 에 존재하는 단열을 구분하여 단열 를 재분석 하 다.시추공

별로 구해진 단열 의 폭은 한,시추공 음 주사검층 결과 시추코어 분석에

서 각 단열 의 주요 단열을 분석하여 단열 의 경사 방향을 도출함으로서 시추공

에서 단되는 단열 의 폭을 최종 으로 구하 다.이 게 분석된 단열 의 방향

성과 폭은 분류 기 을 설정하여,각 시추공 별로 존재하는 단열 를 분류 기 에

맞게 정의하 으며,이를 최종 으로 지질모델에 반 하 다.

나)단열 분류 결과

단열 의 분류 기 에 따라,KURT 주변의 단열 에 해 분류하여 보았다(표

3.5.2.1).분류된 단열 명칭은 FZ(order)(분류결과)-No.의 순서와 형식으로 정하 다.

FZ2A의 단열 는 총 7개가 존재하며,FZ2S단열 2개,FZ2B단열 가 1개 분포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No 단열 두께(m) Order 분류 결과 단열 명칭

1 YS1_104F 14 2 A FZ2A-1

2 YS1_433F 17.3 2 A FZ2A-2

3 YS2_106F 18.5 2 A FZ2A-3

4 YS6_70F 11-20 2 A FZ2A-4

5 KP1_75F 65.9 2 S FZ2S-1

6 KP1_120F 12.5 2 A FZ2A-5

7 KP1_177F 14.0+ 2 A FZ2A-6

8 DB1_213F 17.32 2 A FZ2A-7

9 DB1_241F 5.6 2 B FZ2B-1

10 L1 1or2 S(expected) FZ2S-2

표 3.5.2.1.KURT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

2)지하처분연구시설 지역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심부 시추공(DB-01)에서 수행한 시추공 단열조사(BH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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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바탕으로 1차 비 단열 6구간을 선정하 고,물리 검층과 비교하여 2차

비 단열 7구간을 선정하 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아로깅 코아사진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최종 8구간의 단열 를 도출하 다(표 3.5.2.2,그림 3.5.2.4).

단열구간

BHTV로

도출된 단열

물리검층으로

도출된 단열
최종 단열

From (m) To(m) From (m) To(m) From (m) To(m)

DB-01-1 3.0 25.0 8.0 26.0 3.0 25.0

DB-01-2 43.9 59.5 45.0 58.0 43.5 59.5

DB-01-3 96.0 116.4 90.0 114.0 92.0 116.0

DB-01-4

154.0 227.6

155.0 159.0 156.0 159.0

183.0 194.0

203.0 224.0 201.5 226.0

DB-01-5 236.2 244.6 237.0 249.0 234.0 244.0

DB-01-6 276.7 300.8 291.0 301.0 279.0 293.0

표 3.5.2.2DB-1시추공 단열

그림 3.5.2.4최종 확정된 단열 물리검층 비교

라.암반 배경단열 분포특성

KURT 내 치한 심부 정 DB-1에서 BHTV를 이용하여 단열조사를 수행하

다. 체 배경단열 에 투수성 단열일 확률이 높은 개구성/반개구성 단열의 비율은

매우 낮아,P10값이 모든 배경단열을 상으로 했을 때에 비해 10배 이상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지하처분연구시설 하부에 치한 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을

하나의 단열군으로 분류하여 그 방향성의 통계 특성을 FracMan(Dershowitz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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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998)의 ISIS(InteractiveSetIdentificationSystem)module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이 때,DB-1이 수직으로 뻗어 있어 생길 수 있는 찰 결과의 편향성을 보

정하기 하여 찰 자료에 해 Terzaghi보정을 하 으며 최 화 방법으로는

simulatedannealing기법을 이용하 다.표 3.5.2.3은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분포형태 Fisher분포

특성지수
Meandip(tr,pl) (199.6,66.0)

FisherK 8.62

표 3.5.2.3개구성/반개구성 배경단열의 방향성에 한 통계 특성

3.수리지질학 특성

가.수리지질 개요

1)평균 강수량

연구지역의 지하수 수리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 인 강수의 효과에 한 고

찰을 해 재 강수량을 분석하여 강수량에 한 수리학 인 반응을 살펴보는 방

법이 하다. 지역은 동해안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

인 몬순 기후를 보이는데, 략 연평균 1,350mm의 강수량을 나타내며,6월과 9월

사이에 내리는 강수량이 략 900mm의 강수량으로 연 강수량의 7%를 차지할 정도

로 집 인 강수량 분포를 보인다.건기를 나타내는 10월에서 3월 사이에는 강수

량이 상 으로 우기(6월～9월)에 비해 다.평균 강수량의 차이는 지하수 유입량

과 유출량에도 변화를 주게 되는데,하나의 유역에서 외부로부터의 유량 유입이 없

다면,강수에 의한 유입이 유일한 source가 된다. 지역에서는 와 같이 계 별

강수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기상 상태가 연구지역의 지하수 시스템에 향

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측된다.

2)지하수 시스템

연구지역은 국지 으로 북쪽과 서쪽에 치하는 산계와 남쪽의 산계에 둘러 쌓인

분지형태의 지형에 치하고 있다.따라서,북서쪽의 산계와 남쪽의 산계에 의해

향을 받는 지하수 시스템이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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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지역 표토층 하부의 경우 략 퇴 층이 5m 내외로 얕게 쌓여 있으며,강

수는 표토층과 풍화 를 지나 기반암에 이르게 된다.기반암의 매질은 표토층과 풍

화 에 비해 수리 도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지하수 함양은 극히

다.그러나 단열 가 존재할 경우 단열을 따라 비교 빠른 함양이 일어날 수 있

다.연구지역에서 함양과 련된 일반 인 모식도는 아래 그림 3.5.3.1과 같다.

그림 3.5.3.1연구지역의 수리지질 시스템

나.단열 의 수리 지질학 특성

연구지역의 부지특성 조사용 시추공에서 장 수리시험을 수행하 다.수리특성

분석을 한 장 수리시험으로서 YS,KP 정군에서 일정 구간별 정압주입시험

을,자분정인 DB-1시추공에서는 시추조사 결과 도출된 8개의 단열 를 상으로

정압배출시험 회복시험을 수행하 으며,배경단열에 한 수리특성 해석을 해

같은 방법으로 일정 구간별 정압배출시험과 회복시험 각각 수행하 다.

연구지역에서 구간별 투수량계수 10-7～10-9 m/sec로 화강암지역에서의 형 인

수리 도도 값을 보 으며, 분포함수를 도시해 보았을 때,정규분포나 지수분포

보다는 수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투수량계수의 평균값은 5×10-7

m2/sec이고,표 편차는 1.7×10-6m2/sec로 평균 투수량계수에 비해 히 큰 값을

보여,구간별 투수량계수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수리 도도의 앙값은

3.9×10-9m2/sec(1stQuartile:8.410-10m2/sec,3stQuartile:3.1×10-8m2/sec)로

평균값에 비해서 히 작은 값을 보 다.시험 구간에서 물이 주입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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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측정이 불가능한 구간의 수리 도도를 유량계의 측정 한계치를 기 으로 1×10
-11

m
2
/sec로 두었다.

다.암반 배경단열의 수리 지질학 특성 

KURT내 암반 배경단열의 수리지질학 특성을 규명하기 해 DB-1내 단열

외 구간에 더블패커를 설치하고 각 구간에 하여 정압배출시험 (constanthead

withdrawaltest)과 회복시험 (recoverytest)를 수행하 다.

시험구간
추정한 투수량계수 [m

2
/sec]

Moye방법 Jacob-Lohm
an방법

Straightline
방법

Hornerplot
방법

터 하부 65〜85m 1.64E-07 1.31E-07 3.03E-07 1.51E-06

터 하부 125〜145m 1.14E-07 1.11E-07 3.54E-07 5.50E-07

터 하부 161〜181m 1.07E-07 1.15E-07 1.41E-07 4.04E-07

터 하부 251〜271m 1.65E-07 1.29E-07 1.93E-07 1.01E-06

터 하부 291〜311m 5.94E-08 3.00E-08 2.91E-08 5.61E-08

터 하부 311〜331m 3.06E-08 1.29E-08 1.47E-08 6.12E-08

터 하부 331〜351m 5.68E-08 3.14E-08 3.48E-08 1.53E-07

터 하부 351〜371m 5.62E-08 3.30E-08 3.17E-08 3.54E-07

터 하부 371〜391m 6.01E-08 4.15E-08 3.42E-08 4.43E-07

터 하부 391〜411m 5.91E-08 3.03E-08 3.26E-08 1.85E-07

터 하부 411〜431m 4.94E-08 3.05E-08 3.37E-08 3.37E-07

터 하부 431〜451m 4.13E-08 5.09E-08 2.53E-08 4.49E-07

터 하부 451〜471m 5.53E-08 5.39E-08 3.42E-08 2.84E-07

터 하부 471〜491m 5.31E-08 7.58E-08 6.06E-08 3.69E-07

표 3.5.3.1수리시험 결과로부터 도출한 각 구간의 투수량계수

수리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수리암반 역을 투수성을 기 으로 HRD1과 HRD2로

구분하 으며,각 수리암반 역 내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의 통계 특성을

유추하 다.투수량계수 유추를 해 FracMan(Dershowitzetal.,1998)의 OxFilet

모듈을 이용하 다.HRD-1에 치한 투수성 배경단열들의 투수량계수 분포는

NormaldistributionofLog로 분석되었고,그 때 Log(T)의 평균과 표 편차는 각각

-7.48,0.08로 계산되었다.이 게 측된 투수성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이

용하여 패커 구간별 투수량계수를 유추하 을 때 그 평균과 표 편차는 각각

4.11E-08m2/s,1.95E-08m2/s로 계산되었고,그 왜곡도와 첨도도 각각 2.14와 4.41

로 계산되어 실제 측된 값과 비슷하 다.HRD-2에서 측된 구간별 투수량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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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 의 분포는 그 평균과 표 편차가 각각 -7.88,0.50인 Normaldistributionof

Log 고,투수성 배경단열의 P10은 0.182으로 계산되었다.이 게 측된 투수성

배경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이용하여 시험 구간별 투수량계수를 유추하 을 때

그 평균과 표 편차는 각각 8.10E-08m
2
/s,3.11E-08m

2
/s로 계산되었고,그 왜곡도

와 첨도도 각각 0.76와 -1.39로 계산되어 실제 측된 값과 비슷하 다.

4.지구화학 특성

가.지하수화학특성 개요

1)지하처분연구시설 건설 운 기 지하수 화학 특성

역 인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 부지의 지질환경조사를 해 기존에 총 17개의

시추공이 설치되어 있으며,이 3개 심부시추공에는 단열구간 별로 Multipacker

system이 설치되어 시추공 굴착 후 재까지 연구지역의 수리지질특성 지하수

의 지화학 해석을 한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 건설 운 기 시추공들의 지하수 화학조성은 부분

Ca-HCO3유형에 속하 으며,다 패커가 설치되어 지화학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

는 연구시설 주변의 심부 시추공 (YS-1,4,7)의 화학분석 결과와는 달리 아직 시

추수에 의한 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특히 일부 터 진입부의 측공 지

하수에서는 Ca-SO4유형의 지하수 시료들이 분석되어 이들이 주변 벽의 크리트

와의 반응 향을 지시하 다 (그림 3.5.4.1).

그림 3.5.4.1KURT내 시추공들의 지하수 화학 특성(DB-1심부시추 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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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하처분연구시설 운 심부시추공(DB-1)지하수의 지화학 특성

연구기간 개발된 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운 터 내

시추공 지하수의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온도와 pH,EC,DO등은 측정 후 1-2시

간 이내에 빠르게 안정화 되었으나 산화-환원 (Eh)의 경우에는 장측정챔버내

의 유속에 따라 1∼3일 이상이 걸렸다. 부분의 지하수가 Ca-HCO3유형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DB-01시추공(500m 심도)의 심부지하수는 Ca-Na-HCO3유형을 보여

다.특히 심도의 증가에 따른 산화-환원 의 감소와 pH의 증가 용존이온들

의 증가를 보여주었다.DB-01시추공에서는 지하수주유동로로 추측되는 두 개의

규모 투수성 단열 가 150-159m와 200-218m 심도 구간에서 확인되었으며 측정된

지하수의 산화-환원 는 환원환경을 이 구간들이 환원환경임을 지시하고 있다.

나.DB-1심부시추공의 심도별 지하수화학특성

1)지화학 특성 조사를 한 시추코아 상세로깅

단열구간에 한 시추완료 후 상세조사(수리시험과 지화학측정 시료채취)를

하여 조사구간을 수리 ,지화학 특성에 따라 정하기 이 에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추코아의 상세로깅을 수행하 다(그림 3.5.4.2).

그림 3.5.4.2상세 시추코아 로깅 시스템에 의하여 기재된 시추코아의 시

2)DB-1심부시추 지화학 조사

다른 천부 시추공 지하수 시료들이 Ca-HCO3유형에 속하는 반면 DB-1시추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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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가 Ca-Na-HCO3유형에 속함을 보여 다.DB-1시추공의 확장이 에 기존

확인된 150～160m 구간의 투수성 단열 에 하여 정기 으로 지화학 분석을 수행

한 결과들은 이들 천부 시추공 시료에 비해 용존 Na의 비율리 더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다.이는 심부환경으로 갈수록 지하수는 Na-HCO3유형으로 이함을 지시하

며,DB-1시추공 확장 후,상세 지화학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3)DB-1심부시추 후 상세 지화학 조사

심부시추가 완료된 후,단열 조사 상세 단열 로깅 결과 등에 의해 상세 수리시

험 지화학 모니터링 구간이 총 8개 구간으로 결정되었다 (표 3.5.4.1).심부시추

의 지화학 모니터링 결과는 일반 인 심부지하수의 변화 양상으로 심도의 증가에

따른 pH,EC 용존이온증가와 Eh,DO값의 감소 상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투

수성이 낮아 장기간의 측이 요구되는 300m 심도 이하 구간에 한 장 측정 결

과는 온도는 18.6℃,pH는 8.5,Eh는 -256mV,EC는 174μS/cm,DB는 0mg/L의

형 인 심부지하수에 해당하는 값을 보여주었다.

Piper다이어그램에서는 시추 천부 시추공 지하수 시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지하처분연구시설내의 다른 천부 시추공 지하수 시료들이 Ca-HCO3유형에 속

하는 반면,DB-1 시추공의 지하수 특히 300m 심도 이하 구간의 시료가

Ca-Na-HCO3유형에 속함을 보여 다.산소-수소 안정동 원소 분포에 의하면 연

구지역의 모든 지하수는 강수기원임을 알 수 있다.C-14분석에 의한 지하수 연 측

정 결과는 가장 심부의 지하수가 약 8,600년의 지하수 연 를 지시한다.

표 3.5.4.1상세 수리시험 지화학 모니터링 구간

다.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지화학 반응

1)지하수/시멘트페이스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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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와 시멘트페이스트의 반응은 연구지역 지하수와 시멘트페이스트의 주요 구

성 물들과의 평형 반응을 통해 측하 다.본 연구의 모델링 결과는 용해·침 되

는 물들과 함께 그림 3.5.4.3에 제시되어 있다.그림 3.5.4.3에서 pH는 12.4로 강알

칼리성을 pe는 -8.0로 환원환경에 도달하는 것으로 측되고 있다.

그림 3.5.4.3시멘트 페이스트 와 지하수 지화학 반응

2)지하수-암석반응 모델링

지하수와 시멘트페이스트 반응을 통해 형성된 강알칼리성 수질을 이용하여 주변

암과의 반응을 모델링하여 수질 변화 물의 용해·침 을 측하고자 하 다.그

결과 pH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103년에는 약 11.2정도의 값을 보여

주고 있다.특히 CSH1.1는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고 CSH0.8의

농도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하지만 시멘트의 풍화에서 CSH0.8이 형성되는

조건에서는 pH가 약 10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모델링에서 pH

가 11.2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표 으로 Albite의 다음 반응식과 같이 H+를 소모

하는 물들의 용해 반응이 pH를 완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NaAlSi3O8(Albite)+2H++9H2O =Al2Si2O5(OH)4+2Na
+
+4H4Si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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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4시간에 따른 시멘트-지하수-주변 암석의 화학조성 변화

라.지하수 산화-환원 반응

지하수 환경에서 발생한 산화-환원과정에 한 열역학 모델링을 수행하 다(그림

3.5.4.5).그 결과,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reduction)과 련하여 그들의 열역학 결

과가 다른 산화-환원과정에 비하여 미생물 련 에 지학 으로 우세하다는 결과를

나타났다.결국,열역학 으로 보았을 때,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reduction)이 우

세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메탄생성과정 (methanogenesis)은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reduction)과는 달리 제한 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이 때 지하수환경

의 치에 따라서 열역학 으로 황산염 환원과정 (sulfatereduction)과 메탄생성과

정 (methanogenesis)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도 발견되었다.

그림 3.5.4.5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 심부환경의 산화-환원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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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지특성모델 개발

가.지질모델

1)연구 지역 지질 모델의 구성요소

지표 지질조사 시추공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KURT주변 지역의 상부 토양층

풍화 , 경사 단열 ,단열 에 한 요소별 분포 깊이 크기에 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URT주변 지역의 상부 토양층 풍화 에 한 깊이는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

시추공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상부 토양층 풍화 는 시추공별로 각

각 그 깊이 분포가 차이가 있으며,10m～38m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를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와 비교하여 KURT주변 지역의 상부 토양층 풍화 에

한 분포 깊이를 도출하 다.시추공 단열 방향성 분석 결과 도출한 시추공별 경사

단열 는 22.5m～84.2m의 깊이로 분포하 다. 한,시추공 단열 조사 지구물리탐

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하처분연구시설의 단열 를 도출하 다.

2)KURT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KURT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을 종합하면 그림 3.5.5.1과 같다.

그림 3.5.5.1KURT주변 지역의 지질모델

나.수리지질모델

1)수리지질 개념모델

일반 으로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는 수리토양 (Hydraulicsoildomain,HSD),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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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Hydraulicconductordomain,HCD),수리암반 (Hydraulicrock domain,

HRD)로 구성된다.그러나,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에서 경사 단

열 가 추가 되었으므로 경사 단열 (Low anglefractureddomain)의 요소를 수

리지질모델에 추가하여 기본 개념 모델을 구성하여 보았다.즉,구성된 수리지질 개

념모델에서 HSD는 지질모델의 상부토양층 풍화 에 해당되며,HCD는 KURT

주변지역에 존재하는 10개의 단열 ,HRD는 단열 사이의 기반암에 해당되며,

LAFD는 경사 단열 에 해당된다.수리지질모델의 요소에 한 각각의 특성을 표

3.5.5.1와 같이 요약하 다.

수리지질모델의 요소 수리지질학 특성

HSD
-등방성의 투수성
-공간 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균질한 분포

LAFD
-이방성의 투수성
-공간 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HRD
-등방성의 투수성
-공간 으로 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불균질한 분포

HCD
-이방성의 투수성
-각 단열 마다 상이한 투수성

표 3.5.5.1각 수리지질모델의 요소에 한 특성

2)수리지질모델의 요소에 한 수리특성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에 한 요소에 응된 수리지질 개념모델

의 각 요소의 수리 특성을 단하기 해 각 시추공에서 구간별로 산출된 수리

도도 값을 지질모델의 구성 요소의 깊이별 분포로서 분석해 보았다.그러나 시추공

별 상부토양층 풍화 의 깊이에 해당되는 수리 도도의 분포는 수리시험 결과에

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시추공에서 산출된 수리 도도(1.5E-7m/sec)를 이

용하 다.상부토양층 풍화 를 제외한 각 시추공에서 도출된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별 수리 도도 분포는 그림 3.5.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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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5.2KURT주변 지역 지질모델로부터 분석된 수리 도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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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구화학 모델

KURT부지 주변의 17개의 YS심부시추공(200～500m)에서 얻어진 지화학 데이터

를 이용한 지화학 특성 모델은 그림 3.5.5.3과 같다.

그림 3.5.5.3KURT부지 주변의 200～500m 심부시추공에서 얻어진 지화학

데이터를 이용한 지화학 특성 모델

6.지하수 유동모델링

가.다공성 연속체 모델을 이용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건설로 인한 주변 지하수 시스템의 변화를 다공성 지하수 유

동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하 다.암반은 다공성 연속체매질로 가정하 고,계산에

사용한 모델은 Modflow이다.입력자료는 기존 YS계열의 시추공에서 얻은 자료에

근거하 다.해석 역 내 암종은 단일 암종(화강암)으로 모사하 다.수리단 층으

로서,투수성이 상 으로 높은 HSD(수리토양층)는 충 층이 분포하는 역 내에

국한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HRD(수리암반체)는 GL.-250m를 경계로

상․하부 역으로 구분하 다.수평 인 해석 역은 터 굴착 시 주변의 지하수

체계에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측되는 수리 경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질

구조선,능선,계곡까지 확장하 다.해석 역은 수평방향의 수리경계를 포함하는

1.63km ×1.56km의 역(그림 3.5.6.1)으로 구성하 으며,모델의 최상부층은 주

변 지표 측공에서 계측된 수 자료에 의해 작성된 기수 와 함양량 (15

mm/year)을 상부 경계조건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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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1지하수유동 모델링 역

정상류 조건에서 1단계 굴착 종료 후 1m 이상의 지하수 강하를 보이는 향범

는 터 을 심으로 횡축방향으로 약간 신장된 동심원을 이룬다 (그림 3.5.6.2).

이 향추는 최 반경이 약 350m에 이른다. 향추를 벗어난 고지 의 상류 구배

지역은 지형 인 이유로 1m 정도의 수 강하 향을 받지만 그 범 는 크지 않다.

터 입구로부터 하류 구배 역은 지 이므로 수 강하 향이 극히 작고,우측

의 능선에서 약간 향을 받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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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2정상류 조건에서 터 굴착

완료 후 수 강하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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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분리단열망모델을 이용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

KURT로 인한 주변 지하수 시스템의 변화를 분리단열망을 고려하 지하수 유동 모

델을 이용하여 모의하 다.계산에 사용한 모델은 Fracman과 Feflow이다.입력자료

는 수리지질모델에서 도출된 인자에 근거하 으며,국지 규모와 부지규모로 구분하

여 지하수유동 모델링을 수행하 다.국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지하처분연구

시설 주변의 지역 규모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이해하고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

의를 한 모의 역과 경계조건을 도출하기 해 수행하 다.그림 3.5.6.3는 모의

결과를 보여 다.

그림 3.5.6.3지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으로 측한 수리수두 분포

지역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한 모의 역과 경계 조건을 도출하 다.단열 의 향을 고려하기 하여 분리단

열망 모델을 만든 후 Oda'smethod를 이용하여 (Oda,1985),모의를 한 이방성 수

리 도도 장을 구성하 다.

그림 3.5.6.4부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한 이방성 수리 도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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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5은 단열 가 없는 경우 지표 부근 지하수 는 지표의 고도와 높은 상

성을 보이며 지하 1000m 부근에서는 KURT의 진입터 방향으로 완만하게 지하

수가 흐른다.

그림 3.5.6.5단열 가 없는 경우의 정류상 수리수두분포

그림 3.5.6.6은 지질모델에 포함된 단열 만 존재하는 경우 단열 가 없는 경우에

비교하여 단열 의 향을 많이 받아 체 으로 수리수두구배가 커지면서 지하수

흐름 방향도 많이 바 다. 한 수평 방향의 단열 가 지하수 흐름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6.6단열 가 있는 경우의 정류상 수리수두분포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단열 의 유무에 해서 지표에서는 단열

에 한 향이 크지 않으나 심부 환경에서는 투수성 단열 가 심부 역의 지하수

Surface leve l 티 - lOOO m 

Surface leve l 티 - lOO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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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에 히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심부 역에서의 지하수 유동

특성을 알아내기 해서는 단열 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다.

제 6 심부지질환경 조사 해석기술 개발

1.수리시험기술 개발

가.수 회복 측장치 개발

이 패커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수성 매질에서 수 회복을 찰함에 있어 정해진

측 의 경에 따라 시험시간 결정된다. 측 의 경이 넓을수록 시험장비 특

성상 장 수리시험이 용이하게 되나 고투수성 매질의 경우 수 회복이 빨라 기

수 로 도달되는 시간이 짧은 반면, 투수성 매질의 경우 측 의 경이 넓게 될

경우 기 수 로 도달되는 시간이 히 길기 때문에 장수리시험을 완료하기

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본 수 회복 측 시스템은 시

험용 과 측용 을 분리하여 작은 경을 갖는 측용 에서 수 회복 찰을 가능

하여 시험시간을 단축하고자 개발되었다.

그림 3.6.1.1개발된

수 회복 측시스템

그림 3.6.1.2자분정을 한

수리시험장치의 모식도

나.수리시험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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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정을 한 수리시험장치의 구성요소는 그림 3.6.1.2과 같다.실험장치의 하부에

는 지하수의 용출을 막기 한 패커가 치하고 패커 하부와 패커 상부의 실험장치

는 연 을 통해 수리 으로 연결되어 내부에 일반 인 자동수 측정기의 설치가

가능하다.이 연 은 상부의 투명아크릴 과 연결장치로 연결되어 있으며 투명아

크릴 을 통하여 지표면 의 지하수 를 정확하게 찰할 수 있다.

다.시추공검층 선보호를 한 센터링 장치 개발

여러 가지 수리시험 검층장비를 이용하여 시추공을 조사할 경우 조사용 로

를 시추공 내에 투입하기 해 로 와 연결된 다양한 선 을 사용하게 된

다.본 개발된 장치는 수리시험 검층의 정확도 검층장비의 보호를 해 검층

장비를 유도하는 선이나 유도 을 항상 시추공 이싱 앙에 치하도록 하고 가

능한 로 의 선들이 시추공으로 오르내리는 동안 시추공 이싱에 닿지 않도록

함으로써 로 의 상하 이동 에 시추공 이싱 상부와의 마찰을 방지하기 하

여 개발된 장치이다(그림 3.6.1.3).

프로브 전선 및 유도줄

시추공 케이싱

삼발이

도르래

기존 시추공 검층장치 장작업

모식도

프로브 전선 및 유도줄

시추공 케이싱

전선보호 및 센터링장치

개발된 시추공조사 선보호 센터링

장치 장작업 모식도

그림 3.6.1.3 장작업 모식도

라.이 패커내부의 순수순환시스템를 이용한 투수성 단열 도출

본 시스템은 시추공내 투수성 단열의 검층 수직 유향을 계측하기 해 개발되었다.

본 시스템은 일정구간 이 패커로 격리된 구간에서 기 도도가 10microS/cm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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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를 순환시켜서,투수성 단열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기 도도를 측정함으로써 투수

성 단열의 치 악 기 도도 변화 양상을 확인하여 지하수의 수직 유동 방향

을 확인하기 해 개발되었다.

Flexible이 패커장치 기 도도 검층 장치 순수 순환장치

그림 3.6.1.4투수성 단열도출을 한 장 수리시험 장치

2.지화학 조사기술 개발

가.침 물회수가 간편한 원심분리 튜 부속 개발

용액내의 부유뮬 혹은 불순물이 주된 연구 상 물질일 경우,원심분리 방법을 이

용하여 이들을 분리한 후 손쉽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하며,특히 시료의 양이 거나

완 한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시약수 를 이용하여 회수하거나 증류수로

다시 세척하여 회수하고 건조시키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원

시료의 물리-화학 성질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량의 침 물도 완 히 회수할

수 있는 원심분리 튜 ,혹은 원심분리 튜 부속품이 필요하다(그림 3.6.2.1).

나.심지층 가스채취기술 비조사

심부환경의 가스채취시는 지하수채취와 마찬가지로 상·하부의 간섭 교란으로 인

한 시료채취의 신뢰도 확보가 우선 이며 이를 하여 시추공 내 여러 구간을 완벽

하게 격리시킨 후 지하수 환경을 심도별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 이다.개발된 가스시료채취 챔버(그림 3.6.2.2)를 심도별 지하수시료채취를

하여 개발된 수리시험용 더블패커시스템에 연결하여 용했을 경우 격리된 단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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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별로 지하수압과 지하수질 변화특성 자료와 함께 가스시료채취가 가능하다.

그림 3.6.2.1침 물회수가

간편한 원심분리 튜 부속품
그림 3.6.2.2심도별 가스 시료채취를 한 tool

다.교반장치 개발

자석 교반기를 이용한 반응실험시 장기간의 실험에 의해 마그네틱 바의 코딩이 마

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마그네틱 바와 유리용기,혹은 마그네틱 바와 반응물

질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이를 해서는 기존의 실험반응용기의 개조나

상용 자석교반기의 개조 없이,마그네틱 바가 유리용기나 용기 바닥의 고체분말상

반응시료에 닿지 않으면서,용기 아래의 자석회 체에 의한 자성의 달력은 유지

할 수 있도록 용액 에 띄워서 회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그림

3.6.2.3).

그림 3.6.2.3교반장치를 이용한 실험

3.지화학 원 치 측정기술 개발

가.수리화학 라메터 장측정 챔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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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가 시료채취된 후 각종 수리화학특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온도,압력변화

기 을 방지하여야 한다.이는 지하수에 비해 지표환경이 압력이 낮기 때문

에 시료채취 후 지하수의 가스성분이 용출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측정하

는 동안 기와의 을 방지하여 기에 의한 지하수의 성분변화를 방지하여야 한

다. 지하수를 채취한 후 수리화학 라미터를 측정하기 한 온도,압력변화

기 을 방지하는 장측정 챔버가 필요하다.

그림 3.6.3.1수리화학 라메터 장측정 챔버

나.지화학 연속측정기술 개발

심부 지하수의 장측정 시료채취 방법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해 지화학 연속

측정기술을 개발하 다(그림 3.6.3.2).

(지화학 연속측정장치 개념1) (지화학 연속측정장치 개념2) (지화학 측정 챔버)

그림 3.6.3.2지화학 연속 측정장치 개념

다.원 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심부 지하수 화학 특성의 원 치 모니터링을 해 섬유 온도 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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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3 워메터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구성

4.장심도 물리검층 기술개발

부지특성조사와 련된 장심도 물리검층 기술을 개발하기 해,연구지역에 굴착

된 시추공을 상으로 공경,온도 기 도도,자연 ,유향유속,수질검층을

실시하 다(그림 3.6.4.1).본 물리검층은 부지특성조사시 투수성 지질구조를 도출하

기 한 간 방법을 개발하고자 수행하 으며,수행 결과는 투수성 단열의 도출

과 련하여 제 6 에서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5.정 지하수유속계측 장시험 기술개발

가.투수성 지질구조 특성 해석을 한 변동량 분석

정 하게 시행된 수 회복시험 자료를 이용한 변동량 분석 결과,단열 구간의

경우 각기 다른 양상을 보 다.3～25m,43.5～59.5m,92～116m,201.6～226m,

234～244m 구간은 수층 시험 결과 투수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변동량

곡선의 양상에서도 투수성 단열과 불투수성 단열들이 복잡하게 얽 있는 특징을

보이는 형 인 HCD의 특성을 나타낸다.그러나 156～159m,183～194m 구간은

상 으로 낮은 투수성을 보 고 변동량 분석 결과에서도 수층 경계면 효과를

보임에 따라 지하수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방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그리

고,시추코어 찰 결과와 변동량 분석의 비교를 통해 279～293m 구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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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의 분포가 상 으로 많은 구간이지만,유동성 리가 아닌 배경단열에 가깝

다는 해석이 가능하며,최종 으로 HRD의 수리 특성을 갖는 것으로 단하 다.

(a)3∼25m (b)43.5∼59.5m (c)92∼116m

(d)156∼159m (e)183∼194m (f)201.5∼226m

(g)234∼244m (h)279∼293m

그림 3.6.5.1단열 구간의 변동량 곡선

나.암반 투수성 평가를 한 정 지하수유속 계측 장 시험

시추공에서의 단열 암반의 수리특성 조사 시험법에 한 구체 인 기술 구축은

궁극 으로 단열 암반에서 HRD와 HCD의 역을 어떻게 정량 으로 구분할 것인

지가 핵심이며,이 결과는 지질구조 모델,수리지질 개념모델,그리고 지하수유동

해석 모델의 근간을 이룬다.DB-2시추공의 시추조사 자료 단열( )의 분포특성

과 수리특성의 상 계를 분석하기 하여 시추코어의 RQD,단열 와 암맥의 발

달 심도 폭,시추 과정 에 계측된 지하수 의 변화,그리고 시추 과정에서 단

일 패커로 수행한 정 수리시험 결과를 종합 으로 해석하 다(그림 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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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2DB-2시추공의 심도별 RDQ분포,단열 와 암맥의 분포 심도와

발달 폭,시추 지하수 변화,심도별 정 수리시험 결과

상기 그림 3.6.5.2의 종합 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그림 3.6.5.3과 같이 지질구조

에 따른 수리지질학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지표로부터 20m 심도까지는 쇄

와 풍화 구간으로 표되는 Upperhighpermeablezone(HSD)으로 정의할 수

있다.HRD에 하여는 20～80m 심도 구간은 UpperhighpermeableHRD,80～

300m 구간은 High permeableHRD,300～350m 구간은 Lowerlow permeable

HRD-1,350m 하부 구간은 Lowerlow permeableHRD-2로 정의할 수 있다.HCD

에 하여는 43～54m,181～198m,그리고 340m 구간에 HCD가 분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6.5.3DB-1시추공의 지질,지질구조,수리지질특성 분석 결과의 종합

다.정 수리시험장비를 이용한 지하수유속 계측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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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 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수리시험장비의 개선을 통하여 암반 투

수성 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하여 500m 심도까지 정 지하수유속계측기술 구축

하고,이를 기반으로 정 지하수 유속 계측 장비를 이용하여 투수성 단열암반의

투수성 평가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시험 방법은 기존 시험장비의 문제 을 개

선한 Downholepressuregauge와 shut-invalve수리시험 장비를 용하여 10m

일정구간별 수 변 시험 (slugwithdrawaltest)을 최 80시간 시행하 다.이러

한 투수성 암반에서의 수 변 시험 방법에 의한 결과와 기존의 통상 인 정압주

입시험 방법(CHIT-FOT)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여 새로운 시험장비의 정 성을 비

교 평가하 다.

기존 시험방법과 새로운 정 시험 방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YS-3과

YS2-2시추공에서 Fixedintervalslugwithdrawaltest를 시행하 다.YS-3공에

서는 27개 구간에서,그리고 YS2-2시추공에서는 13개 구간에서 정 수리시험을

수행하 다.수리 도도의 수직 분포는 기존의 Constantheadinjectiontest&

Fall-offtest결과와 유사한 분포 경향을 보 다.그러나,수리 도도의 범 는 이

의 방법보다 그 정 도가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그림 3.6.5.4).시험 결과의 수리

도도 확률분포를 비교해 보면(그림 3.6.5.5),YS-3공의 경우 수리 도도 범

에 하여 정 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 으며,YS2-2공의 경우에는 10
-9
m/s이

하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정압시험 시에 아날로그 방

식의 유량계의 최 계측 한계를 10
-12
m/s으로 가정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3.6.5.4기존 시험방법과 Slugwithdrawaltest결과의 비교

결론 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기존 시험방법과 비할 때 Sl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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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altest결과의 정 도는 그림 3.6.5.6의 통계 분석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약

1.75～2.1배 향상된 성과를 얻었으며, 투수성 암반의 계측 계측 하한치를 약 1

order향상 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10
-12
m/s→ 10

-13
m/s).본 연구결과는 투수

성 단열암반의 투수성 평가 방법의 개선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으

며,본 결과를 활용하여 KURT 수리지질모델의 수리 라메터에 한 재평가가 가

능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의 부지특성평가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그림 3.6.5.5시험 해석결과 수리 도도의 확률분포 비교

그림 3.6.5.6시험 결과의 통계 비교

6.투수성 단열의 장특성 검증기술

투수성 단열의 장특성 검증은 연구지역의 지질모델 구축에 활용된 단열 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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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으로 시작하 다.일반 으로 지질모델을 구축하기 해 시추공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의 빈도,시추코아검층 등의 제반 인

조사 방법을 종합하여 단열 구간으로 결론을 내린다.따라서,도출된 단열 구간

은 단열이 발달하지 않은 구간에 비해 큰 투수성을 가질 것으로 측되는데,이는

단열이 발달된 결정질 암반의 지하수는 단열을 통해서 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로 조사용 시추공내 지구물리검층을 수행하여 심도에 따라 매질이 갖는

지구물리 특성 조사용 시추공내 지하수가 갖는 물리 특성을 분석하 다.조

사용 시추공내 심도별 물리특성의 수직분포가 도출되면 물리 특성의 수직 이상

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한다.심도별 물리 특성 분석을 해 공경검층, 기 도

도 검층,온도 검층,자연 검층,자연감마검층,유속검층을 수행하 다.심도별

물리검층 결과와 장수리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높은 투수성을 갖는 지역을 잘

측하는 지구물리검층 기법을 분석해 내고 이를 다시 지하처분연구시설내 굴착된 장

심도 시추공에 용하여 투수성 구조를 검증해 내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림 3.6.6.1).

그림 3.6.6.1투수성 단열 검증을

한 연구 방법

그림 3.6.6.2투수성 단열의 장 특성

검증을 해 이용된 조사용 시추공

가.시추공별 단열 분석

연구지역에 굴착된 총 7개의 시추공에서 도출된 시추공 음 주사검층 자료를 이

용하여 단열 분석을 실시하 다(표 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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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 단열
시추공 심도

Dipangle Dipdir. 방향성 넓이
From To

YS-1

1 0 53 Low angle 　 　 53.0

2 87.2 138 75.8 72.33 NS 14.0

3 239 254.7 73.8 206.1 NW 4.6

4 317.6 320 72 225 NW 2.1

5 417.3 447.2 55.96 245.94 NS 16.7

6 481 500 65 199 NW 8.0

YS-2 1 88.9 152.1 74 79 NS 17.4

YS-3

1 0 38 Low angle 　 LA 38.0

2 66 74.1 Low angle 　 LA 8.1

3 105.5 152.5 73 76 NS 13.7

4 179.7 185.6 60 234 NS 3.0

5 234.7 246 78 251 NS 2.3

YS-4
1 0 28 Low angle 　 LA 23.0

2 269 275.6 64 276 NS 2.9

YS-5
1 0 22.5 Low angle 　 LA 22.5

2 144.4 145.9 84 293 NS 0.2

YS-6　

1 0 45.8 Low angle 　 LA 45.8

2 51.5 93 61 214 EW 20.1

3 113 134 67 230 NW 8.2

4 155 161 53 210 NW 3.6

5 258 271 31 271 LA 11.1

YS-7

1 0 84.2 Low angle 　 LA 84.2

2 43 66 65 147 NE 9.7

3 216.6 234.5 34 78 NS 14.8

4 248 256.2 57 210 NW 4.5

5 387.4 393 61 178 EW 2.7

표 3.6.6.1조사용 시추공의 단열 정보

나.물리검층 결과 이상 분석

YS-2,YS2-2,YS-3,YS-5시추공에서 매질의 물리 특성에 의한 공경,자연

,자연감마의 물리 특성 이상 를 그림 3.6.6.3-6과 같이 도출하 다.각 시추공

에서 지표 근처의 역(YS-2:0m,YS2-2:25m,YS-3:30m,YS-5:35m)에서

체 으로 이상 가 존재하 으며,각 시추공에서 2개에서 4개의 암반 매질에서

물리 특성 이상 가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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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3YS-2에서 찰되는 매질의

물리특성 이상

그림 3.6.6.4YS2-2에서 찰되는

매질의 물리특성 이상

그림 3.6.6.5YS-3에서 찰되는 매질의

물리특성 이상

그림 3.6.6.6YS-5에서 찰되는 매질의

물리특성 이상

시추공내 존재하는 지하수의 물리 특성에 이상 를 확인하기 히 지하수의

기 도도를 심도별로 측정하여 그 수직 분포를 도출하 다(그림 3.6.6.7-10).일반

으로 천부 지하수의 온도와 일정 심도 이상 (20∼30m 심도)에 존재하는 지하수는

지표 온도와 지하수의 온도차에 의해 큰 의미가 없다.따라서 심부 역의 온도 변

량을 통해 투수성 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데,본 연구 결과 지하수의 온도 분포에

한 변 량은 깊이에 따라 크지 않으며,투수성 구조에 해당되는 심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따라서,심도별 지하수의 온도 변 량은 투수성 단열 구조를 도출함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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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7YS-2에서 찰되는

지하수의 기 도도 수직분포 이상

그림 3.6.6.8YS-3에서 찰되는

지하수의 기 도도 수직분포 이상

그림 3.6.6.9YS-5에서 찰되는

지하수의 기 도도 수직분포 이상

그림 3.6.6.10YS-6에서 찰되는

지하수의 기 도도 수직분포 이상

다.물리검층 이상 와 단열 의 비교

BHTV조사 결과 단열 로 도출된 구간과 물리검층 결과 수직 분포의 이상 를

비교한 결과,각 시추공에서 일부 구간에서 단열 가 매질의 물리 특성에 이상

를 보이고 있었다(표 3.6.6.2).그러나,YS-3시추공의 경우와 같이 단열 로 인지되

는 부분에서 매질의 물리 특성의 변화가 보이지 않은 구간도 존재하 다.지하수

의 물리 특성 이상 와 단열 를 비교한 결과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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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 단열
단열 (단열조사) 매질의 물리특성 지하수특성

From To From To From To

YS-02

0 20 0 20

65 75

1 88.9 152.1
100 110

125 155 145 165

180 185

YS-3

1 0 38 0 30 0 20

2 66 74.1 60 75 60 75

3 105.5 152.5 100 120 105 130

4 179.7 185.6

5 234.7 246 230 250

YS-5

1 0 22.5 0 35 0 40

60 75

90 120

115 135

2 144.4 145.9 150 160

YS-6

1 0 45.8 0 20

30 50

2 51.5 93 60 80

3 113 134

4 155 161

190 200

5 258 271 260 290

표 3.6.6.2시추공 단열조사 결과와 물리검층 이상 의 비교

라. 장 수리시험 결과의 비교

지질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사용된 시추공별 단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심

도에 해 빗 으로 나타내었다(그림 3.6.6.11).단열 암반의 지하수 유동 특성이 단

열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가정한 바와 같이 빗 으로 표시된 역에서 수리 도도가

높게 도출될 것으로 상이 되나,그림 3.6.6.11과 같이 빗 의 역이 오히려 다른

암반 역에 비해 낮은 수리 도도를 갖는 역이 존재하 다.이는 YS-6시추공

의 113∼ 134m 역에 존재하는 단열 가 150∼ 200m 사이의 역에서 도출된

수리 도도에 비해 오히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YS-1의 87.2∼ 138m 역

의 수리 도도가 암반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리 도도 값을 갖고 있었다.이러한 특

성은 다른 YS-2,YS-3,YS-5시추공에서도 일부 구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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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11시추공 단열조사 결과와 장수리시험 결과의 비교

단열 암반에서 단열 구간이 암반 구간에 비해 낮거나 비슷한 수리 도도를 갖는

이유는 연구 지역에서 심부 암반을 흐르는 지하수가 단열이 발달된 단열 역에

서도 흐르지만,단열 빈도가 어 단열 로 구분되지 않는 역의 소수 단열에서도

투수성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즉,BHTV 조사 결과 단열 로 구분되어

지는 역이 반드시 투수성 구조임을 의미하지 않으며,단열이 많아 단열빈도가 높

은 구간을 지질 구조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투수성 구조로서 해석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매질이 갖는 물리 특성을 나타내는 자연 ,자연감마,공경검층의 수직 분포

특성 이상 와 장 수리시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그림 3.6.6.12).BHTV 조사 결

과 단열 로 분류된 구간과 같이 매질이 갖는 물리 특성은 암반 매질을 구성하는

물의 물리 특성, 쇄 정도 등 따라 달라지게 된다.따라서,단열이 발달한 결

정질 암반의 경우 매질의 물리 특성은 암반 매질과 단열 역에서 그 값이 다

르므로 이상 값을 보이는 구간을 단열 로 단할 수도 있다.

각 시추공별 자연 ,자연감마,공경의 수직 이상 역과 장 수리시험 결

과 도출된 수리 도도 값을 수직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만약 매질의 물리 특

성의 수직 이상 역을 투수성 구조로 간주한다면 본 이상 역에서 높은 투수성

을 가질 것이며,그 지 않다면 낮은 투수성을 가져 암반 역으로의 인지가 쉬울

것이다.그림 와 같이 YS-2,YS-3시추공에서는 매질의 물리 특성의 이상 가

비교 높은 수리 도도를 갖는 역과 잘 일치되고 있으나,YS-6시추공은 체



-362-

으로 일치되고 있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시추공내 지하수의 물리 특성을 나타내는 기 도도의 수직 분포 특성 이상

와 장 수리시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온도 검층 결과는 심도에 따른 이상

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기 도도 분포만을 이용하 다.지구물리

검층 결과 각 시추공별 지하수의 기 도도에 한 수직 이상 역과 장 수

리시험 결과 도출된 수리 도도 값을 수직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6.6.12과

같다.만약 조사용 시추공내 지하수의 물리 특성의 수직 이상 역을 투수성

구조로 간주한다면 본 이상 역에서 높은 투수성을 가질 것이며,그 지 않다면

낮은 투수성을 가져 암반 역으로의 인지가 쉬울 것이다.YS-2,YS-3,YS-5,

YS-6시추공에서는 시추공의 기 도도의 수직 분포 이상 가 비교 높은 수

리 도도를 갖는 역과 잘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이는 기 도도와 수

리 도도가 양의 상 계 분포로 나타나 투수성 구조를 잘 측할 수 있는 검층

기법으로 확인되었다.

(매질의 물리특성 이상 ) (시추공내 지하수의 기 도도 이상 )

그림 3.6.6.12물리검층 결과와 장수리시험 결과의 비교분석

마.투수성 단열 검증 기법의 장 용

본 연구 지역에서 투수성 구조가 갖는 장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단열 빈도가 높은 단열 구간에서 투수성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단,단열

빈도가 높더라도 지하수가 흐를 수 있는 유로가 없어 투수성을 가질 수 없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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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반 로 단열빈도가 낮더라도 일부 투수성 단열이 존재하여 투수성 구조로서

인지될 수 있다.즉,단열조사 결과 단열빈도만을 이용하여 투수성 구조를 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매질이 갖는 물리 특성과도 부합되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암반 매질의 물리 이상 가 단열조사 결과 단열빈도가 높은 단열

와 비교 잘 일치되고 있으며,그 수리 특성 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시추공내 존재하는 지하수의 물리 특성 이상 는 매질의 특성이라기 보

다 투수성을 측 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투수성

단열을 인지하기 해 시추공내 지하수가 갖는 기 도도의 이상 를 이용하여 투

수성 단열을 도출해 보았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에 굴착된 DB-02장심도 시추공에서 수행한 기 도도 검

층 결과를 이용하여 본 측공내의 투수성 구조를 측하 다. 측된 투수성 구조

는 총 7개 구간이며,표토층 경사 단열 구간 (1번),100∼115m(2번),160∼

185m(3번),200∼230m(4번),345∼375m(5번),610∼650m(6번)구간에 투수성 구조

가 존재할 것으로 측된다 (그림 3.6.6.13). 측된 투수성 구조에 한 결론은

DB-02시추공에서 수행하는 상세한 장 수리시험을 통해서 다시 검증될 수 있겠

지만,YS시추공에서 검증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투수성 구조를 잘 측한 것으로

단된다.실제,DB-02시추공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100m 심도별로 측정한 장

수리시험 결과를 비교해 볼 때,투수성 구조의 구간을 잘 측하고 있음은 본 투수

성 단열 검증 방법의 유효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6.6.13시추공내 물리 특성 이상 를 이용한

투수성 구조 역 장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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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구축된 지질모델(version2)의 결과 투수성 지질구조를 장심도 시추공의

투수성 구조와 함께 도시해 볼 때, 200∼230m,610∼650m 구간에서 투수성 지질

구조와 3차원 공간 으로 잘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 추가로 도출된

투수성 지질고조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해 다(그림 3.6.6.14).

그림 3.6.6.14지질구조 모델에서 측한 장심도 시추공의 투수성 구조

7.KURT장기 수리-지화학 모니터링

가.KURT심도별 수리수두 측

시간 ·공간 으로 다른 값을 보이는 지하수의 물리화학 감시를 해 다 패커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표 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 패커시스템은 캐나다

Westbay와 스 스의 Sol-Expert( 재 DB-01에 설치됨)에서 개발된 다 패커시스

템이 있다.이들 제품은 기존의 standpipes방식으로 감시정을 설치할 때 감시정의

심도와 감시구간이 증가할수록 소요되는 추가 인 비용을 이고,단일 공에서 감

시하고자 하는 다수의 구간을 완벽하게 격리시킨 후 장기간의 유지 리를 가능

하게 하 다.

KURT내 좌측 연구모듈에서 굴착된 장심도 시추공 (DB-01)에서 단열 도출을

한 종합 분석을 수행하 다.단열 도출에 이용된 자료는 온도, 도,음 등의

물리검층결과, 음 텔 뷰어를 통해 도출된 단열분석결과,시추코어 측 코

어사진 분석결과가 이용되었다 (KAERITR-4010/2010).각각의 도출된 결과에

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최종 7개의 단열 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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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패커시스템은 지질모델에서 도출된 단열 구간의 수리 특성과 지하수의 화학

특성을 장기 으로 측하기 해서 설치되었다.DB-01장심도 시추공에서

악된 7개의 단열 를 상으로 다 패커시스템을 설치하 으며,다 패커시스템의

총 길이는 303.1m로서 9개의 패커가 8개의 구간을 격리하고 있다.DB-01시추공에

서 도출된 단열 의 구간에 근거하여 다 패커로 격리된 구간의 정보는 다음 표

3.6.7.1와 같다.

단열 정보(mabh)

MP설치정보

이

격리

패커 치

(mabh)

구간

번호
패커 격리 구간

DB-01-1 3.0～ 22.0 2.2m i1 2.7∼ 40.7m

DB-01-2 44.0～ 52.0 ○ 41.2m,60.2m i2 41.7∼ 59.7m

DB-01-3 92.0～ 116.0 ○ 91.2m,115.2m i3 91.7∼ 114.7m

DB-01-4 156.0～ 159.0
i4 115.7∼ 198.7m

DB-01-5 183.0～ 194.0

DB-01-6 201.0～ 226.0 ○ 199.2m,229.2m i5 199.7∼ 228.7m

DB-01-7 234.0～ 244.0 ○ 246.2m i6 229.7∼ 245.7m

i7 246.7∼ 299.7m

300.2m i8 300.7∼ 500.0m

표 3.6.7.1단열 다 패커시스템 설치 구간

지하처분연구시설(KURT)내 장심도 시추공(DB-1)에서 다 패커시스템을 설치하여

심도별 지하수 수리수두에 한 장기 모니터링을 2011년 3월부터 수행하 다.각

측 역에서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지표면 보다는 높은 지하수압을 유지하고 있어

측용 장심도 시추공은 자분하고 있다.지하처분연구시설의 터 에 해 가장 주

변의 지하수압을 측하는 i1 역의 지하수이 가장 낮은 20∼ 30kPa의 지하수압

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터 주변에서 한 지하수압이 터 의 표면보다 높게 지속

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지표하 91.7∼ 114.7m 구간의 수두압을 측정하

고 있는 i3 역의 지하수압은 측 기부터 다른 측 구간에 비해 100kPa이상

이나 높은 250kPa의 가장 높은 수두압을 가지고 있어 만약 다른 단열 와 수리

으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 본 역에서 다른 역으로 지하수가 흘러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i4,i5,i6,i7 역의 지하수압 변화 양상이 장기간 유사한 형태로 변

화하여 각 역에서 존재하는 단열 가 수리 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한다.유

의할 은 i5 측 역의 지하수압이 상 으로 상부의 i4나 하부의 i6,i7 역에

비해 비교 강우기에 발생하는 자연 변 인 다량의 강우에 의해 변화되는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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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으며,지하수를 채수하더라도 즉각 인 회복 양상을 나타내어 풍부한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수층으로 단된다.

장기 수리수두 모니터링에서 지하수압에 한 장기모니터링이 2011년 3월 시작되

어 동년 12월까지 1년 미만의 기간에 한 결과가 측되었으므로 1년 주기의 지하

수압 변화를 히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 장기모니터링을

한 다 패커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각 측 역이 갖는 고유의 지하수압으로 회복

하기 까지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측기간이 비교 짧았다고 단할 수 있다.그럼

에도 불구하고 단열 가 발달한 결정질 암반의 지하수압 특성에 해 분석이 가능

하며,다 패커시스템 설치 이 각 측 구간에서 수행한 장 수리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여 좋은 결과로서 단된다.그러나,장기간의 자연 변 에

한 심부 역의 반응 양상을 보다 정 하게 분석하고 부지특성 모델에 히 반

하기 해서는 다년간의 지하수압 모니터링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3.6.7.1다 패커시스템을 이용한 장심도 시추공의 측 구간별 지하수압 변화

나.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의 지하수 수리화학 특성 모니터링 결과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심도별 지하수 화학특성에 해 기술하기 해,2007년 이

보고된 다 패커시스템이 설치된 YS-1,YS-4시추공의 지하수 화학특성을 지하처

분연구시설내에 치한 DB-1의 결과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DB-1,YS-1,YS-4시추공의 지하수는 모두 pH 8이상의 높은 pH값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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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 도(EC)값은 시추공 설치시 일부 구간에 그라우 을 시공한 YS-1시추

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 200μS/cm값을 보여 다.용존산소(DO)는 DB-1시추공

지하수의 경우 부분 0mg/L값을 보여 환원환경임을 지시한다.산화-환원

(Eh)는 DB-1시추공의 상부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원환경에 해당하는 값을 나

타내고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 주변의 경우 모든 지하수의 Cl농도는 5mg/L이하이고

질산성 질소 역시 0mg/L로써 인 인 오염에 의한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지하수내 SO4농도 역시 상 으로 낮은 값(< 7.8mg/L)을 보 으며 시료채

취의 심도가 깊어질수록 SO4함량이 어드는 경향을 보여 다.한편,지하수의 F

농도는 0.13에서 12.7mg/L사이의 상 으로 범 한 변화를 보여주지만 심도

가 깊어질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7.2DB-1,YS-1,YS-4심부시추공 지하수의 심도에 따른 지화학

장 라메터 주요 용존이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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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 지하수의 화학분석결과를 이퍼도(그림 3.6.7.3)에 도시하여 보면 YS-1의

그라우 구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토양층과 풍화암층과 반응하는 천부지하수는

Ca-HCO3유형에 속하며 반면에 300m 이하의 심부지하수는 Na-HCO3유형에 속한

다.특히 세 개의 시추공들의 상 인 치를 살펴보면 YS-1과 YS-4시추공은

지리 으로 약 100m 정도로 매우 근 해 있으며 DB-1은 이들보다 북쪽으로 약

500m 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화학 유형은 DB-1과 YS-4시추공 지하

수가 매우 동일하며 YS-1시추공 지하수의 지화학 유형은 이들과 상이하다(그림

3.6.7.3).이는 지하환경의 지하수 유동 시스템이 DB-1과 YS-4시추공간에 수리-

지화학 인 연결성이 있으며 아마도 상 으로 근 해 있기는 하지만 YS-4와

YS-1시추공 사이에는 단열 와 같은 수리 경계에 의해서 구별되고 있음를 추정

할 수 있다.

그림 3.6.7.3KURT주변 DB-1,YS-1,YS-4시추공 지하수의 Piper’s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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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단열암반 특성평가의 불확실성 감기술 개발

1.단열망의 확률론 ,결정론 개념화의 불확실성 정량화

단열망을 특성화하는 방법은 단열들에 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에 따라

결정 특성화와 통계 특성화로 분류된다.결정 특성화는 개개 단열의 기하학

인 특성,수리 인 특성을 모두 조사하여 그 로 입력하는 것이고,통계 특성화

는 단열군에 해 단열 크기,방향성,투수성의 분포 특성 등 그룹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단열망의 특성화를 통해 축 된 자료를 이용하여 주어진 부지의 단열망이

개념화된다.실제 용에 있어서,단열망의 단열들은 보통 추계 으로 개념화되는

데,이는 부지 내 모든 개개 단열들을 특성화하고 개념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부지의 단열망 내 단열들은 부분 찰가능한 표본들을

통해 특성화된 단열들의 통계 특성을 따라 생성되고,자세히 조사된 몇몇개의 단

열들을 결정 으로 생성하여 구성되게 된다 (e.g.Thuryetal,1994;Hartleyetal.,

2006).이 때,추계 개념화는 그를 통해 찰된 부지의 수리 특성이 비슷하게

모사되면 충분하다고 간주된다 (Bear,1993).단열망을 추계 개념화를 통해 생성

하게 되면,같은 통계 지수들을 가지고 무한 의 다른 단열망들을 생성시킬 수

있다.이 다양성은 분리단열망 근방법을 이용하여 단열망의 수리 특성을 모의

할 때 불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열연결성과 단열망의 결

정 특성화 정도가 추계 으로 개념화된 단열망의 수리 특성의 불확실성에 미치

는 향을 정량화함으로써 추계 개념화의 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단열 크기가 멱법칙 분포를 따른다는 찰들이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Bonnetetal.,2001),일반 으로 멱지수가 1.5보다 작을 때는 단열망의 수리 인

특성이 매우 큰 단열들에 의해 주로 좌우되며,멱지수가 4.0보다 클 때는 매우 작은

단열들에 의해 단열망의 수리 특성이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 (BourandDavy,

1998).이에 단열 크기가 멱법칙 분포를 따르도록 멱지수 1.0,2.5,3.5,4.5인 경우에

해 다양한 단열 연결성을 갖도록 단열망을 확률론 으로 여러개 생성시켰다.이

때 단열 크기는 Dershowitzetal.(1998)을 따라 단열 면 과 동일한 면 을 갖는

원의 반지름으로 정의하 다.이에 따라 각 멱지수에 해  〈
〉으로 정의되

는 단열 연결성은 0.3에서 30.5사이의 다양한 값을 가졌다.그 외 단열의 주향과

경사, 치는 아송 분포를 따르게 하 으며 단열의 간극,즉 투수도는 일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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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 다.그리고 한계단열연결성()은 BourandDavy(1997)를 따라 단열망의

상류와 하류가 연결될 확률이 50%일 때의 단열연결성으로 정의하 다.

단열망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 흐름을 계산하기 해 다음과 같은 정류상 지하수

유동 방정식인 

∇ 을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 으며,단열망 내 지하수 용

질 이동 모의 로그램인 MAFIC을 이용하여 수치모의를 하 다 (Milleretal.,

1999).경계조건은 상류면과 하류면에 고정수두경계조건을 부여하고 나머지 면에는

불투수경계조건을 부여하여 지하수가 상류면에서 하류면으로 흐르는 경우를 가정하

으며,이 경계조건과 삼각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지배방정식은 풀어 단열망을 통

과하는 유량을 수치 으로 계산하 다.그리고 이 유량과 고정수두경계조건,모의

역의 크기를 이용하여 각 단열망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단열망의 체 수리

도도,를 계산하 다.

 



각 멱지수와 단열 연결성에 해 확률론 으로 생성된 여러개의 단열망에 한

체 수리 도도를 몬테카를로 분석하여 그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그림 3.7.1.1

은 각 멱지수에 해 단열 연결성과 평균 체 수리 도도의 계를 보여 다.이

결과에 따르면 단열 연결성과 평균 체 수리 도도는 기존의 투과 이론이 제안한

것처럼 멱법칙을 따르나 단열 연결성이 낮은 경우에는 멱법칙을 벗어나고 멱지수가

작을수록 멱법칙을 벗어나는 단열 연결성이 더 커진다.단열 연결성이 낮을 때 단

열 연결성과 평균 체 수리 도도의 멱법칙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단열 연결성이

낮을 때 단열망의 상 길이가 모의 역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이를

증명하기 해 실제로 물이 흐르는 단열 무리의 도와 단열 연결성의 계로부터

단열망의 상 길이가 모의 역의 크기와 같아지는 특정 단열 연결성을 구하 다.

그림 3.7.1.2는 각 멱지수에 해 실제 물이 흐르는 단열 무리의 도와 단열 연결

성의 계를 보여주는 그래 로,투과이론에 의하면 그 계가 멱법칙에서 벗어나

는 단열 연결성이 특정 단열 연결성이다.구한 특정 단열 연결성은 평균 체 수리

도도와 단열 연결성의 계과 멱법칙으로부터 벗어나는 단열 연결성과 일치하여,

단열망의 상 길이와 모의 역의 크기와의 계에 의해 멱법칙의 성립 여부가 결

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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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1각 멱지수에 한 단열 연결성과 단열망 체 수리 도도의

평균값과의 계.(a)멱지수가 1.0인 경우;(b)멱지수가 2.5인 경우;(c)멱지수가

3.5인 경우;(d)멱지수가 4.5인 경우

그림 3.7.1.2각 멱지수에 한 단열 연결성과 물이 실제 흐르는 단열 무리의

도와의 계.(a)멱지수가 1.0인 경우;(b)멱지수가 2.5인 경우;(c)멱지수가

3.5인 경우;(d)멱지수가 4.5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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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그 평균은 정의된다 하더라도, 체수리 도도와 같은 단열망 특성은 생성된

개개 단열망별로 다를 수 있다 (Hsiehetal.,1993).확률론 으로 생성한 단열망의

불확실성을 알아보기 해 각 멱지수와 단열 연결성에 한 체 수리 도도의 변

동계수를 계산하 으며 그림 3.7.1.3은 이를 보여 다.그래 내 선은 각 멱지수

에 한 특정 단열 연결성을 보여주며,특정 단열 연결성을 기 으로 단열 연결성

이 크면 변동계수가 1보다 작으며,단열 연결성이 특정 단열 연결성보다 작으면 변

동계수가 1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단열 연결성이 특정 단열 연결성보

다 크면 확률론 으로 생성된 단열망의 체 수리 도도의 불확실성이 작아져 측

오차가 1order이하가 됨을 보여 다.

그림 3.7.1.3각 멱지수에 한 단열 연결성과 체 수리 도도의 변동계수와의

계

야외 조사를 통해 체 단열 몇 개 단열의 결정 인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

하 을 때 이 결정 인 정보가 확률론 으로 생성한 단열망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알아보기 해, 체 단열 결정 으로 입력된 단열의 비율로 정

의되는 단열 특성화 정도를 0%에서 90%까지 다양하게 하여 멱지수 1.0과 4.5인

경우에 해 다양한 단열 연결성을 갖는 단열망을 여러개 생성하 다.생성한 단열

망을 이용하여 단열망 체 수리 도도를 구하고 각 단열 특성화 정도와 단열 연결

성에 해 체 수리 도도의 평균과 표 편차를 계산하고,이를 이용하여 체 수

리 도도의 변동계수를 구하 다.그림 3-7-1-4는 각 단열 특성화 정도와 단열 연

결성에 해 계산한 체 수리 도도의 변동계수를 보여 다.이에 따르면 단열 연

결성이 특정 단열 연결성보다 작으면 단열 특성화 정도가 90%가 되어도 변동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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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열망의 체 수리 도도의 불확실성이 어들지 않지만,단열 연결성이 특정

단열 연결성보다 크면 단열 특성화 정도가 30% 정도만 되어도 체 수리 도도의

불확실성이 40% 이상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단열망의 확률론 개념화 방안의 불확실성을 감시키기

해서는 단열 연결성이 특정 단열 연결성보다 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이를 장에 용하기 해서는 특정 단열 연결성이 단열망의 상 길이와 모의

역의 계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부지 내 단열망의 상 길이를

장 조사를 통하여 유추하고 모델링 시 모의 역을 상 길이보다 크도록 설정하면

상기 불확실성 감 조건을 만족시킬 것으로 상된다.

(a)

(b)

그림 3.7.1.4각 단열 특성화 정도에 한 단열 연결성과 체 수리 도도의

변동계수와의 계.

(a)멱지수가 1.0인 경우;(b)멱지수가 4.5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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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확실성을 고려한 KURT시설부지 단열망 개념화

부지 특성화 과정 부지 내 단열망의 수학 개념화 과정에는 추계 개념화 방

법과 결정 개념화 방안이 있다.실제 부지 용 시 부지 내 모든 단열을 결정

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반 으로 추계 개념화 방법을 많이

용한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KAERIUnderground Research

Tunnel(KURT)부지의 단열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부지의 단열망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3.7.2.1 찰된 모든 배경 단열에 한 P10의 수직 분포

KURT부지의 단열 분포 특성을 확인하기 해 KURT굴착 시 터 벽면의 단열

들을 도시한 매핑 자료와 KURT 내 500m 심도의 시추공인 DB-1의 자료를 이용

하 다.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먼 단열 도의 공간 분포와 방향성 분포의

공간 분포,투수도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수리암반 역을 구분

하 다.그림 3.7.2.1은 단열 를 제외한 모든 배경 단열에 해 단열 도의 수직

분포를 보여 다.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단열 도는 지하 150m 부근과 지하 290

m 부근을 경계로 하여 변하는 경향이 있어,상부층은 약 3의 P10을 보이다가 간

층에 약 6정도로 증가하며,하부층에서 1미만의 값을 보인다.깊이별 배경 단열의

방향성 분포를 살펴보면 지하 25-40m 구간에는 수평 인 단열들이 많지만 간

층의 단열들은 NW 방향의 단열들이 많다.그리고 지하 290-500m 구간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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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평방향의 단열들이 많아진다.단열 를 제외한 배경 단열 구간에 해 20m

간격으로 이 패커를 이용한 수리시험을 수행하 다.수리시험은 정압배출시험과

회복 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지하 290m 부근을 경계로 해서 상

부는  차수의 투수량계수를 갖지만 하부는   차수의 투수량계수를

갖는다. 술한 단열 도,단열 방향성,투수도의 공간 분포를 토 로 KURT 부

지는 2개의 수리암반 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그 경계는 지하 290m 다.이에

지하 290m 상부는 HRD1,지하 290m 하부는 HRD2로 정의하 다.

(a) (b)

그림 3.7.2.2각 수리암반 역 내 찰된 배경 단열들의 방향성 분포.

(a)HRD1;(b)HRD2

그림 3.7.2.2는 각 수리암반 역 내 찰된 배경 단열들의 방향성 분포를 보여 다.

이 때 녹색 들은 KURT 터 벽면 매핑 단열 자료,빨간 들은 DB-1 정에서

음 검층에 의한 단열 자료이다.FracMan의 ISIS모듈을 이용하여 각 수리암반

역 내 배경 단열 방향성의 통계 특성을 분석하 다 (Dershowitzetal.,1998).그

결과,HRD1의 배경 단열들은 1개의 단열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 의 분포 형

태는 K1=4.6,K2=1.8의 특성지수를 갖는 타원형 피셔 분포 (Elliptical Fisher

distribution)로 분석되었다.이 때 평균 pole의 trend는 43.9,plunge는 26.0이었다.

그리고 K-S시험 결과,K-S통계가 0.05,주어진 분포 형태로 측된 단열 방향성

을 재 할 가능성인 percentsignificance가 90.0%로 나타났다.HRD2의 배경 단열

에 해서도 그 방향성에 해 통계 분석을 수행하 다.이에 최 분포 형태는

K1=67.3,K2=29.6의 특성지수를 갖는 이변량 정규 분포 (Bivariate Normal

distribution)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pole의 trend는 38.9,plunge는 47.8이었다.K-S

시험 결과는 K-S통계가 0.05,percentsignificance가 9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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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투수량계수를 이용하여 각 수리암반 역에 해 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측하 다. 측에 이용한 로그램은 FracMan의 OxFilet모듈을 이용하 다.

HRD1에서의 구간별 투수량계수의 분포는 그 평균이 ×,표 편차가

×,왜곡도가 0.41,첨도가 -1.99로 나타났다.이를 토 로 HRD1투수

성 배경 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유추한 결과,분포형태는 수정규분포가 최

으로 나타났고,평균과 표 편차는 각각 ×,×로 계산되

었다.그리고 투수성단열의 P10은 0.181/m로 측되었다.이 게 분석된 분포 형태

에 해 K-S 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K-S 통계가 0.35,percent

significance가 87.5%로 계산되었다.HRD2에 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열 투수량계수

분포를 분석하 다. HRD2에서의 구간별 투수량계수의 분포는 그 평균이

×,표 편차가 ×,왜곡도가 1.14,첨도가 -0.03으로 나타

났다.이를 토 로 HRD2투수성 배경 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를 유추한 결과,분

포형태는 수정규분포가 최 으로 나타났고, 평균과 표 편차는 각각

×,×로 계산되었다.그리고 투수성단열의 P10은 0.06

1/m로 측되었다.이 게 분석된 분포 형태에 해 K-S시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K-S통계가 0.20,percentsignificance가 95.2%로 계산되었다.

KURT천정과 양측면 벽에서 매핑된 배경 단열들의 트 이스 길이와 트 이스 지

도 면 으로 정규화된 배경 단열의 개수를 도시하 으며,이를 통해 배경 단열

의 트 이스 길이 분포는 멱법칙 분포를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Foxetal.(2007)을 따라 멱법칙 분포를 표 하기 한 특성지수를 유

추하여,KURT부지 내 배경 단열의 크기 분포를 분석하 다.이를 통해 구한 특성

지수는 는 3.45,min은 9.47m,P32는 2.83이다.이 게 분석된 단열 크기 분포

특성은 KURT 매핑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HRD1의 배경 단열의 크기

분포 특성이다.HRD2에 해서는 크기에 한 자료가 없으므로 HRD1과 동

일하다고 가정한 후 앞서 분석한 단열 방향성 분포 특성,단열 투수량계수 분포 특

성,단열 크기 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추계 으로 HRD1과 HRD2를 한 단열망 모

델을 제안하 다(그림 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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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7.2.3각 수리암반 역에 해 분석한 배경단열의 통계 특성을

이용하여 추계 으로 생성한 단열망 모델.(a)HRD1;(b)HRD2

3.단일 단열 수리특성평가 시험 불확실성 감 방안

단열을 통해 흐르는 지하수는 지하처분장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폐기물을 생물권

으로 이동시키는 주요 수단이다.단열에서의 지하수 유동량을 표 하는 삼승 법칙

은 단열의 투수도가 단열 간극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며,이로부터 단열 간극

의 작은 변화가 지하수 유동량과 단열의 투수도에는 큰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을 유

추할 수 있다.수리 단과 같이 유체를 주입하여 공극압이 크게 변화하게 되면 단

열 간극과 투수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수리 단에서 단열 내

증가된 수압은 차 단열 간극을 증가시키고 단열면 내 면을 여 다.그러다

가 주입된 유체의 수압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단열이 갑자기 길어지고 단열

연결성이 증가하게 된다 (NRC,1996).이 수리 단에 가해지는 수압은 모두 20MPa

이상이다 (Walsh,1981;DvorkinandNur,1992;NRC,1996).이에 비해 수리특성

화를 수행하는 과정 에 발생하는 수압의 변화는 무척 작다.수리 단 과정 에

발생하는 상과 유사하게 작은 수압 변화에도 단열 간극과 투수도에는 향이 있

을 수 있으나 이에 한 연구는 그동안 없었다.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장 실험을

통해 수압변화가 단열간극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장 실험을 해 먼 KURT안에 시험공(TB-5)을 설치하 다.KURT의 크기와

시추 장비의 크기,실험 장비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조사공은 수직으로 착공하 으

며,단열을 찰할 수 있는 장비의 공내 삽입이 가능하도록 공의 지름은 4인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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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30m로 착공하 다.TB-5공과 교차하는 단열들을 악하기 해 Acoustic

televiewer를 이용하여 음 검층을 수행하 다.수압변화로 인한 간극의 변화를

찰하기 해서는 단열이 많이 모여 있는 단열 보다는 단일 단열에 집 하는 것이

좋으며,이에 음 검층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을 해 합한 구간을 선택하 다.

일반 으로 이 패커 시스템의 최소 구간의 크기가 1m이므로 1m 구간 내에 단

열이 되도록 게 존재하는 구간을 선택하 으며 이에 깊이 28.2∼ 29.1m 구간을

실험 구간으로 결정하 다.실험 구간으로 선택된 구간의 수리 특성을 조사하기

해 수리 시험을 수행하 으며,수리 시험으로 정압배출시험과 회복시험을 시행하

다.먼 정압배출시험 결과를 Moye방법과 Jacob-Lohman방법,Straightline

방법으로 해석하 다.그 결과 실험 구간의 투수량계수는 각각 ×,

×,×으로 측되었다.그리고 회복시험을 분석한 결과,

실험구간의 투수량계수는 ×로 측되었다.

(a)

(b)

(c)

(d)

그림 3.7.3.1 장 실험을 해 개발된 특수 이 패커 시스템.(a)외부 이 ;(b)

내부 이 ;(c)아크릴 이 ;(d)조립된 특수 이 패커 시스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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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험과 동시에 단열 간극을 직 찰하기 해 특수 이 패커 시스템을 설

계하 다.그림 3.7.3.1은 개발된 특수 이 패커 시스템을 보여주며,크게 외부 이

,내부 이 ,아크릴 이 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수리시험 단열의 직 촬

이 가능하다. 장 실험에서 정압주입펌 를 이용하여,물은 주입구를 통해 외부

이 와 내부 이 사이로 주입되어 시험 구간을 가압하며,내부 이 를 통해

공 안으로 들어간 공내 촬 장치는 가압 시 시험 구간 내 단열 간극의 변화를 촬

한다.이 때 시험 구간 내 수압과 시험 구간으로 주입되는 물의 유량은 정압주입펌

와 주입구 사이에 치한 자동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된다.제안된 실험 구

성도를 이용하여 장시험을 시행하 다. 기 수압은 모두 0.1bar로 하 으며,시

험을 해 가한 수압은 2,3,4,5bar이었다.참고로 실험을 해 선택된 수압 차이

는 단열 암반 수층에서의 수리 시험 시 많이 선택되는 일반 인 수압 차이이다

(Beauheim etal.,2004).

(a) (b)

(c)

그림 3.7.3.2(a)5bar의 수압 가압 단열 모습;(b)5bar의 수압 가압 319분 후

단열 모습;(c)시험 단열 간극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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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ar의 수압이 가해졌을 때 1.4m 던 기 수두는,시험을 시작하자 증가하여

50.5m가 되었고,비록 주입펌 로 인해 조 씩 요동을 치긴 했지만 시험 에 계

속 유지되었다. 주입율은 시험 기에 최 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으로 안정화되었다.그림 3.7.3.2는 시험 시험 상 단열의 모습과

시험 시작 이후 319분이 지났을 때 단열의 모습을 보여 다. 한 그림 3.7.3.2c는

그림 3.7.3.2a의 하얀색 박스 안의 단열에 해 시험 단열 간극의 변화를 보여

다.5bar의 수압이 가해지자 단열 간극은 평균 1.25배로 작스럽게 증가한다.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증가하다가 가압 후 20분이 지나자 기 간극보다

1.44배 커진 채 안정화된다.

그림 3.7.3.3은 2,3,4bar의 수압을 가했을 때 측된 단열 간극 변화를 도시한

것이다.5bar의 수압을 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수압을 가했을 때도 처음에

주입율이 최 값에 도달했다가 차 감소하며 안정화되었고,수리수두는 시험 내내

유지되었다.이 때,수리수두는 2,3,4bar가압 시 각각 21.4,29.2,37.5m 다.

단열 간극도 가압을 시작하자마자 작스럽게 증가하 다가 그 증가율이 차 감소

하여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더 이상의 증가없이 유지되었고,2,3,4bar의 가

압에 해 기 단열 간극보다 각각 1.22,1.27,1.29배 증가하 다.

그림 3.7.3.3가압 시험 시 수리수두 주입율 변화.(a)2bar가압 시;(b)3bar

가압 시;(c)4bar가압 시

Walsh(1981)은 수리 단 시 피압 압력이 단열 투수도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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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임의의 표면 굴곡을 갖는 단열에 해 피압 압력과 단열 간극의 계를 다음

식과 같이 묘사하 다.








이 때,2e는 단열 간극,p는 피압압력,m은 단열면 고도의 표 편차이다.이 계식

에 따르면 단열 간극의 단열에 가해진 압력의 자연로그값과 비례하며 그림

3-7-2-3의 본 실험 결과는 이 계식을 수리시험 시 발생하는 작은 압력 변화에도

용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에 한 정확한 수리특성화는 매우 요하며 이는 수리특

성화 결과가 처분장 안 성 평가의 입력변수로 입력되어 안 성 평가 결과에 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를 들어,정압배출시험 결과를 사용하여 수리상수를 측하

게 되면 수리상수가 실제값보다 과소평가될 것이고 이는 실제 자연상태에서 처분장

의 안 성을 과 평가하게 될 것이다.본 연구 결과를 단열 도가 낮은 단열 암반

수층의 특성화에 용시켜 본다면,자연상태의 수리수두를 최 한 작게 변화시키

는 것이 실제 자연상태의 수리상수를 측하는데 있어 요구되며,수리수두를 변화

시키더라도 물을 가압하는 형태의 수리시험이 처분장의 안 성을 보수 으로 평가

할 수 있게 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역규모 암반 지하수 모델링의 불확실성 평가

단열암반의 지하수 유동은 주로 단열 를 통해 일어난다.따라서 지하수 유동을

평가하기에 앞서 단열 와 련된 지질 매체의 특성을 알아보고,단열 의 크기와

방향에 한 정보를 정리한다.이 게 정리된 단열 를 이용해 단열 사이의 연결

성을 악하여 지하수 유동 모의에 이용하는데,분리단열망 모형과 같이 암반과 단

열이 불연속 으로 분포하는 매체에서의 지하수 흐름을 직 으로 묘사하는 방법

이나,등다공성 매질 모형과 같이 단열망과 암반을 포함한 매체 체를 연속 인

지하수 유동 매체로 보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 유동 모의를 실시하고 그 특

성을 평가하게 된다(박경우 외,2008;지성훈과 고용권,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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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7.4.1(a)Case1을 해 사용된 단열 ;(b)Case2를 해 사용된 단열

본 연구에서는 Olkiluoto 장에서 조사된 단열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된 단열 의

크기가 부지의 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의 보정과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에 미

치는 향을 평가하 다.조사 자료만을 이용하여 단열 크기가 정해진 단열망과

단열 의 연결성이 최 가 되도록 단열 크기를 무한 로 확장한 단열망을 이용해

각각에 한 지하수 유동 모델을 만들고,연구 지역의 지하수 유동에 가장 큰 향

을 주는 요소에 속하는 함양율과 단열 암반 에 형성된 상부 토양층의 수리 도도

를 보정하여 그 차이를 확인하 다.그리고,보정된 모형으로 모의한 결과를 바탕으

로 단열 크기의 변화로 인한 지하수 유동 시스템의 변화를 분석하 다.이를 통

해 Olkiluoto 장에서 측된 단열 크기의 불확실성이 단열 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 모의에 주는 향에 해 고찰하고 지하 장 시설의 안 성 평가 과정에 고

려되어야 할 수리지질학 요소에 하여 생각해 보았다.

연구 지역 단열 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을 모의하기 해 섬 주변에 규모로 발

달해 있는 선구조로 둘러싸인 역을 모의 역의 가장자리로 하는 지하수 유동 모

형을 작성하 다(그림 3.7.4.1).그리고 단열 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을 모의하기

해 장에서 조사된 단열 자료를 이용하여 분리단열망을 작성하 다.우선, 장

에서 찰된 단열 의 크기와 방향을 분석하고,그 자료를 바탕으로 단열망을 구성

하 다(그림 3.7.4.1a).이를 보면 단열망과 섬 주 를 둘러싸는 매우 큰 규모의 선

구조와의 연결성은 높지 않다(그림 3.7.4.1a).하지만,단열 크기에 한 조사 자료

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구조와의 연결성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이에 단열 사이의 연결성을 극 화하기 해 조사된 단열 를 무한 로 확

장시켜 새로운 단열망을 작성하 다(그림 3.7.4.1b).기존의 단열 를 이용한 지하수

유동 모의를 Case1,확장된 단열 를 이용한 모의를 Case2라고 하고,두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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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를 이용하여 지하수 유동 모형을 각각 작성하고 함양율과 상부 토양층의 수

리 도도를 변화시켜 모형을 보정하 다.

발틱해 해수면과 인 한 부분과 3차원 모의 역의 측면에 해당하는 거 선구조

부분의 경계 조건은 고정 수두 경계로 정하고 해수면과 같은 0m의 값을 주었다.모

의 역의 상부는 장의 고도를 그 로 용했으며,하부는 해수면 기 으로 심도

1,000m까지로 하고,그 경계는 불투수경계 조건으로 지정하 다.모의 역에 입력

할 수리 도도 분포를,앞서 작성하 던 분리단열망과 상기 분석된 수리 도도를

이용하여 결정하 다.분리단열망에 포함된 단열 의 투수량계수는 장 수리시험

에서 측정된 값을 그 로 입력하고,암반 매질의 수리 도도는 상기 분석된 수리

도도 값을 입력하 다.그리고 Oda의 방법(Oda,1985)을 이용하여 모의 역의 각

요소에 한 이방성을 갖는 수리 도도 텐서를 계산하 다.모의 역 내 설치된

정은 분리단열요소 근법을 용하여 표 하 으며(고낙열 외,2010),그 수리

도도는 cubiclaw를 이용하여 산정하 다(Diersch,2005a).그리고 이들을 반 하여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모의하기 해 3차원 유한요소모델인 FEFLOW를 이용하

다(Diersch,2005b).

부지에는 여러 개의 측정이 설치되어 있다.이들 측정은,일부는 정 내부

체가 하나의 처럼 연결된 열린 정 상태로,나머지는 패커를 이용해 구간별로

격리된 정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모든 측정에서 양수 자연 상태의 지

하수 와 부지 내 심도 약 500m 정인 KR24 정에서 68일간 이루어진 장기양수

시험에 한한 수리 반응이 측되었다.작성된 지하수 유동 모형을 보정하는데

이들 측 자료를 이용하 다.양수에 의한 수리 반응으로 수두강하가 여러 정

에서 측되었으나,일부 정에서는 강수나 해빙과 같은 계 향으로 인해 양

수 시험 에도 수 가 상승하기도 하 다(VaittinenandAhokas,2005).

자연 상태와 장기 양수 시험이 실시된 상태의 정상 상태(steady-state)에 한 지

하수 유동이 두 Case모두에 해서 모의되었고,각 측정에서 측정된 지하수두값

을 이용하여 함양율과 상부 토양층의 수리 도도를 변화시키면서 지하수 유동 모형

을 보정하 다.이 때, 측된 지하수 와 모의 결과 사이의 RMSE(rootmean

squareerror,오차의 제곱 평균 제곱근)가 최소가 되게 하는 함양율과 상부 토양층

의 수리 도도를 갖는 지하수 유동 모형을 보정한 모형으로 간주하 다.

자연 상태를 모의한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를 보면,상부 토양층과 천부 기반암층

에 설치된 천부 측공과 공의 내부가 모두 연결된 열린 정에서는,확장된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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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Case2의 모의 결과가,기존 단열 를 이용한 Case1의 경우보다 장

측값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다.반면에, 측 심도에 따라 구간별로 격리된

측정에서는 Case 1의 모의값이 측값과 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그림

3.7.4.2).

그림 3.7.4.2.자연상태 정류상 지하수유동모의를 통해 모사된 격리된 측정에서의

수 ,(a)Case1;(b)Case2

이런 결과는 Case1의 단열 가 천부 기반암층 내 단열 와 섬 주변 선구조와의 연

결성이나 단열 끼리의 연결성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나

온 결과로 볼 수 있다.공의 내부가 연결된 열린 정에서는 심부와 천부의 지하수

가 모두 혼합되면서 각 치에서의 지하수두도 평균화되어 나타나는데,이로 인해

열린 정들에서 측된 수리수두도 Case2의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와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격리 정에서의 모의 결과는 Case1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데,이는 Case2에서 단열 를 확장하면서 심부 기반암이 거 선구조의

향을 실제보다 많이 받게 모의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KR1이나 KR12

정의 심도 600m 이하에서의 수리수두는 Case2의 모의 결과가 측면 경계 조건

의 향을 더 많이 받아 Case1의 모의 결과보다 더 낮은 지하수두 값을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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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측된 지하수두는 두 Case의 모의 결과들보다 훨씬 높은 값을 보인다.이로

인해 Case2의 RMSE가 Case1의 값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되었다.두 Case모두

에서 깊은 심도에서의 지하 수두에 한 측값과 모의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단열망의 연결성 이외에도 가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염수의 향이 하게 작용

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수 시험 후의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를 살펴보면,보정된 모형에서의 함양율이

각기 다른 단열망을 이용한 두 Case의 지하수 유동 모형 모두에서 증가하 다.이

는 68일에 이르는 장기 양수 시험 기간이 에서 여름에 걸친 시기여서 강수량의

증가하고 해빙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상으로 생각된다(Vaittinen and Ahokas,

2005).천부 측정에서의 측값과 모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두 Case의 지하수 유

동 모형은 비슷한 오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공 내 지하수 흐름

이 가능한 열린 정과 심도별로 격리된 심부 정에서는 Case2의 모의 결과가

Case1의 결과에 비해 측 자료와 더 큰 차이를 보인다(그림 3.7.4.3,표 3.7.4.1).

이는 Case2의 확장된 단열망이 각 단열 와의 연결성을 증가시켜서 실제로는 양수

에 의한 향이 달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게 달되는 단열 에서도 수리 반

응이 상당히 발생하게 모의하여 나타난 상으로 생각된다.Case1의 지하수 유동

모형에 비해 함양율 증가율이 고,상부 토양층의 수리 도도 값도 작게 보정된

것도 이런 상을 발생시키는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격리된 심부 정에서는 수

두강하량의 장 측정자료와 모의 결과에서 양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하수두가

오히려 높아지는 측정이 존재하는데,이는 해당 정에서의 수두강하량이 매우

은데다 양수시험 기간에 걸쳐 강수량이 증가하고 해빙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Case2에서 과도하게 모의된 수리 반응은 각 측정에서의 수두강하량을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장 측정 자료와 모의 결과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두강하량의 RMSE는 측정의 상태와는 계없이 Case2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7.4.1).심도별 격리 정에서도 부분의 구간에서 Case2의 수두강하량이 더

크게 모의되었고, 측 자료와의 차이도 더 크게 나타났다.이를 통해,비록 양수

시험 자연 상태의 모의 결과에서 Case2의 확장된 단열망이 Case1의 기존 단

열망에 비해 측 자료와 더욱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도,연구 지역의

역 규모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묘사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다른 자료들을 이용

하거나 추가 인 측정 설치를 통해 단열 의 확장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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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4.3KR24 정에서의 양수 모의 시 격리된 정에서 모사된 수 ,(a)

Case1;(b)Case2

단열 암반에 지하 장 시설을 건설하고 내부 장 물질의 출에 한 안 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장 시설 주변의 지하수 유동과 계된 단열 사이의 수리

연결성을 악하는 것은 요한 문제이다.그런데 자연 상태의 지하수 유동 모의에

서 계산된 수리수두는 단열 의 연결성보다는 경계조건의 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반면에 양수 시험에 한 지하수 유동 모의는 양수에 의한 수리 반응이 연결

된 단열 를 통해서만 달되고,그에 따라 지하수두가 결정되므로 단열 의 수리

연결성을 확인하는데 자연 상태에서의 자료들보다 더욱 효과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본 연구에 이용된 모의 결과에서도 자연 상태보다는 양수가 일어나는 상

황에서 단열 의 연결성이 확연히 나타났다.따라서 단열 암반 수층의 지하수 유

동 특성화 시 매우 요한 단열 의 연결성을 악하기 해서는 양수 시험 등에

의한 수리 반응에 한 장 측 자료가 자연 상태에서의 자료들보다 효과 이

고 필수 인 요소일 수 있다.특히,심부 암반에서 단열 의 연결성을 알아야 할 경

우라면 측정에서 각각의 단열 가 교차하는 구간을 격리시키고 양수 시험을 실시

하여 그 수리 반응 자료를 분석하고,지하수 유동 모의를 통해 측된 자료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하수 유동 모형을 작성하여 연결성을 악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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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hole

type

Hydraulic

condition
Case1 Case2

Numberof

observations

Shallow

boreholes

Naturalcondition 1.945 1.582

43

PumpingatKR24

borehole
1.931 1.959

Drawdownby

pumping
0.738 0.906

Open

boreholes

Naturalcondition 1.178 0.916

9

PumpingatKR24

borehole
1.530 1.783

Drawdownby

pumping
0.729 1.230

Packed-off

boreholes

Naturalcondition 1.889 2.387

62

PumpingatKR24

borehole
1.995 2.547

Drawdownby

pumping
0.436 0.569

Total

Naturalcondition 1.865 2.027

114

PumpingatKR24

borehole
1.938 2.286

Drawdownby

pumping
0.592 0.778

표 3.7.4.1 정 타입별 모의된 수 와 수 강하량의 RMSEs

5.블록규모 암반 지하수 모델링의 불확실성 평가

재 우리나라에서도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한 여러 가지 연

구와 장 시험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KAERI

UndergroundResearchTunnel)를 비롯한 여러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원진

외,2007).이런 장에서 획득된 자료를 통해 장 주변의 지하수 유동 모형을 구

축하고,모의를 수행하여 지하수계의 특성을 악하게 된다.이 연구에서는 이 에

이루어진 역 지하수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로 향

을 받을 수 있는 블록 규모의 지하수계를 모의하고,이를 이용하여 단열 가 블록

규모 지하수 유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한 배경 단열을 지하수 유동 모

델링에 반 하여 배경 단열이 블록 규모 지하수 유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이

를 단열 의 향과 비교하여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감하기 한 방안을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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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에 이용한 수리지질 련 자료는 핀란드 남서부에 치한 Olkiluoto섬 앙부

에서 측정되었다.모의 역 내 정 KR14에서 KR18 정은 심도가 300에서

500m인 심부 측정이고,KR15B부터 KR18B는 심도가 30m 내외인 천부 측정

이다.심부 측정에서는 지하수면의 치 뿐만 아니라, 정 내 격리된 구간에서의

수리수두와 지하 매질에서 측정으로 흘러들어오는, 는 흘러나가는 지하수의 유

량도 측정하 다.

블록 규모의 지하수 유동 모의를 해 Okiluoto섬 앙부의 가로,세로 심도가 각

각 500m ×500m ×500m인 역을 모의 역으로 선정하 다. 장에서 확인된

단열 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리단열망를 구성하고 각 단열 의 수리 특성을 악

하 다.지하수 유동 모의를 해 3차원의 유한 요소 격자망을 만들고,분리단열망

으로부터 각 격자의 불균질 이방성 수리 도도를 유도하 다.각 단계에서 구성된

모의 모형은 그림 3.7.5.1과 같다.모형의 경계 조건은 이 에 이루어진 역 모의

결과를 활용하 으며, 측정에 의한 향도 고려하 다 (고낙열 외,2010).

(a) (b)

HZ19A

HZ19C

HZ19A

HZ19C

(c)

그림 3.7.5.1(a)모의에 사용한 단열망 모델;(b)3차원 유한요소격자망;(c)그림

3-7-5-1a의 단열망 모델을 이용하여 발생시킨 수리 도도장

이 게 구성된 3차원의 유한 요소 모형에 하여 FEFLOW (Diersch,2005b)를 이

용해 모의 역에 한 지하수 유동 모의를 수행하 다.연구지역에서 수행된 수리

시험들을 순차 으로 모의하면서 역 내의 측공들을 통하는 HZ19A,19C단열

의 투수량계수와 함양률을 조 하여 모형들을 보정하 다.모든 지하수 유동 모

의는 정상 상태 (steady-state)에서 이루어졌다. 정으로의 지하수 유출입량도 비

교되었는데,유량이 양수이면 정으로의 유입을,음수이면 정에서 지하매질로의

유출을 나타낸다.

먼 양수가 없는 환경에서의 지하수 유동 상태가 모의되었다.단열 의 투수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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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장에서 측정된 값이 그 로 이용되었으며,함양률은 0.01mm/yr로 보정되었

다. 정이 상하로 모두 연결된 경우와 격리된 경우 모두 모의된 수 는 측정치보

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이는 역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구성한 측면

경계 조건이 모의 결과에 크게 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이 모두 연결된

경우에 측정된 측공 내부와 각 구간별 지하수 유출입 유량 모의 결과는 유출입이

일어난 구간은 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나,유출입량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

히,비교 규모 단열 인 HZ19A,HZ19C와 교차하는 지 에서 모의되는 지하수

유입,유출량은 KR18B 정에서의 결과처럼 측값과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KR15,KR18 정과 같이 유입,유출의 방향은 동일하나 그 양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KR14심부 측정에서 양수를 했을 때 다른 측공에서 나타나는 수리 반응을

모의하고 장에서 이루어진 양수 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보정하 다. 측

공들을 통하는 두 단열 인 HZ19A,19C단열 의 투수량계수와 함양량을 조 하

여 보정을 하 는데,보정된 모형에서 HZ19A의 투수량계수는 5.37× 10
-5
m
2
/s,

HZ19C의 투수량계수는 2.95×10
-5
m
2
/s,함양량은 0.01mm/yr로 맞춰졌다. 정이

상하로 모두 연결된 경우에는 측정에서의 수 는 측 자료와 잘 일치하 으나,

양수정의 수 는 차이를 보인다.이는 양수지 부근의 수리 도도가 장보다 낮

게 평가되어 양수정 KR14에서의 수 강하가 더 크게 나타나 모의된 지하수 가

측치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이런 결과는 모의된 구간별 지하수 유출입

량 분포에도 향을 끼쳐서,양수 자연상태에 한 모의결과보다는 측값과 가

깝지만, 체 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KR14,KR15 정에서처럼 규모

단열 와의 교차지 에서의 지하수 유입,유출 방향만이 일치하거나,KR15B와 같

이 거의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KR18 정과 같이 지하수 유동 방향 자체가 다르

게 모의되기도 한다. 정이 격리된 경우의 수리수두 역시 측값과 비교 잘 일

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KR14 측공에서의 양수 시험 모의와 마찬가지로 KR18 측공에서 이루어진 양

수 시험을 모사하기 한 모형을 구성하고, 장에서 측정된 양수 시험 자료와 앞

서서 이루어진 두 번의 보정된 모의 결과를 이용하여 모형을 재보정하 다.재보정

결과,HZ19A의 투수량계수는 3.80×10
-5
m
2
/s,HZ19C의 투수량계수는 2.09×10

-5

m
2
/s,함양량은 0.01mm/yr로 설정되었다. 정이 상하로 모두 연결된 경우와 구간

별로 격리된 경우 모두 측정에서 측정된 수 와 재보정된 모형에서의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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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결과가 잘 일치하 다.다만,양수정인 KR18 측공 근처의 수리 도도가 실

제보다 높게 평가되어 KR18에서의 수 강하가 더 게 계산되었으며,이로 인해

양수정에서 모의된 지하수 가 높게 나온 것으로 단된다.그러나,이 차이는 측

공에서의 구간별 지하수 유출입량 분포 모의에 큰 향을 끼치지 않아서, 체 으

로 측 유량과 모의 유량이 일치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HZ19A,

HZ19C가 모두 연결된 KR14 정에서의 모의 결과가 앞선 두 모의 결과에 비해

측값과 가장 잘 일치하고 있으며,다른 지 에서도 측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보정된 모형에서도 측정된 측값과 모의 결과가 다른

측 이 존재하며,특히 측공으로 유출입하는 지하수 유량의 경우에는 측값과

모의값의 차이가 상 으로 크다.이는 HZ19A나 HZ19C와 같은 규모의 단열

로 인해 발생하는 지하수 유동 외에 국지 인 유동이 연구지역 내에 존재하나,지

하수 유동 모의를 한 개념모형에는 이것이 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단된

다.추가 인 측공의 설치로 새로운 단열 구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단열

매질 내의 배경 단열과 같이 지하수의 유동에 기여할 수 있는 국지 지질구조를

지하수 유동 모의 모형에 반 하면 실제 찰되는 수리 반응을 보다 잘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같은 모의 역과 경계조건에 해 배경 단열을 고려하여 지하수 유동 모의를

수행하 다.이를 통해 블록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시 지하수 시스템의 수리 반

응과 단열망 특성의 불확실성을 감하는 방법을 고찰해보고자 하 다.모델링을

하여 먼 상 부지의 블록 규모 단열망을 구성하 다.이 때 단열 의 투수량

계수는 보정하지 않고 측된 단열 의 투수량계수를 그 로 반 하 다.그리고

부지 내 배경 단열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통계 특성들을 도출한 후 배경 단열들

을 추계 으로 발생시켜 단열망에 추가하 다.추계 기법으로 단열 생성 시 같은

통계 지수를 사용하여 단열을 생성하더라도 서로 다른 단열망이 무한 로 만들어

질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기 해 그 체 인

수리특성의 평균과 표 편차가 수렴하는 개수의 단열망을 생성하여 지하수 유동 모

델링에 용하 다.참고로 모의 역 내 단열 들은 결정 으로 입력되어 생성된

단열망에 모두 같이 포함되었다.그리고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단열망 생성 후

각 단열망에 해 Oda의 방법을 이용하여 3차원 수리 도도 장을 산출하 다(Oda,

1985).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해 이 연구와 동일하게 유한요소망을 설정하고 경

계 조건을 부여하 다.

먼 부지 내 배경 단열들의 통계 특성들을 분석하 다.그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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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19C하부 110m 떨어진 곳을 경계로 하여 상부와 하부의 배경 단열 도가 크

게 달라져,상부의 P10은 0.26±0.07/m,하부의 P10은 0.02±0.01/m가 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HZ19C하부 110m 지 을 경계로 수리암반 역을 구

분하여 상부를 HRD1,하부를 HRD2로 정의하고 각 수리암반 역에 해 단열 분

포 특성을 분석하 다.모의 역 내 정에서 찰된 배경 단열들의 방향성 분포

를 살펴보면,HRD2의 배경 단열 개수가 그리 많지 않아 HRD1의 배경 단열과

HRD2의 배경 단열의 방향성 분포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방향성 분포 형태는

피셔 분포가 최 으로 나타났고 평균 dip의 trend는 133.7,plunge는 21.8으로 분석

되었다. 한 최 의 피셔 상수는 8.6으로 나타났다.단열 투수량계수 (Tf)분포는

찰된 PosivaFlow Logging(PFL)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참고로 PFL자

료에서는 각 유동성 배경 단열의 투수량계수가 제공된다.그 결과,HRD1내 배경

단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는 Normaloflog분포가 최 으로 나타났고 그 때 log(Tf)

의 평균값은 -7.54m
2
/s,표 편차는 0.9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HRD2내 배경 단

열의 투수량계수 분포도 Normaloflog분포가 최 으로 분석되었으며,log(Tf)의

평균값은 -8.56m
2
/s,표 편차는 0.51로 나타났다.모의 역 내 단열 련 자료는

정과 교차하는 단열들에 한 자료 밖에 없어 단열 크기 자료는 역 규모의 부

지에서 조사된 자료로 분석된 단열 크기 분포 특성을 그 로 인용하여 단열망 모델

에 반 하 다.Holmenetal.(2008)에 의하면 부지 내 배경 단열들의 크기는 멱법

칙 분포를 따르면 그 멱지수는 3.80,그 최소 반지름은 0.45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들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HRD1과 HRD2각각의 수리암반 역에 해 여러 개의

단열망을 생성하고 단열 공극율의 평균 표 편차가 수렴하는 단열망 개수를 추

정한 결과, 어도 30개의 단열망을 발생시켜야 HRD1과 HRD2에 해 그 평균과

표 편차가 수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블록 규모 단열망을 30개 생

성하고 각각의 3차원 수리 도도 장을 계산하 다.그리고 각 단열망에 해 지하

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하고 각 모델 모두 보정하 다.

자연 상태를 모사했을 때 보정된 지하수 함양율은 6.61±0.51mm/yr로 이 결

과보다 컸다.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배경 단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이는 자연 상태 모의 시 단열 연결성 등 다른 향보다 측면 하부

경계면의 경계 조건이 모의 결과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단된다. 유량

이 단열 치에 집 되어 있던 이 연구 결과에 비해 유량이 체 정 길이에

해 골고루 퍼져 있으며 이는 배경 단열의 향을 단된다. 한 모의된 유량과

실제 찰된 유량이 이 결과보다 더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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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KR14 정에서 양수 시험 시 지하수 시스템을 모의하

다.지하수 함양율은 56.2±1.6mm/yr로 보정되었다.이 연구 결과보다 측값

과 모의값이 약간 비슷해졌으며,특별히 격리된 정에서의 모의결과가 찰값과

많이 비슷해졌다.이는 찰된 수 강하와 모의된 수 강하를 비교해보면 더 극명

하게 나타난다. ,유량이 단열 치에만 집 되어 있던 이 결과와 달리 모의

값이 실제 측값과 많이 비슷해졌음을 알 수 있다.KR18 정에서의 양수 시험

한 모의되었다.지하수 함양율은 18.6±0.8mm/yr로 보정되었다.KR14 정에

서의 양수 시험 모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 결과보다 측값과 모의값이 약

간 비슷해졌으며,특별히 격리된 정에서의 모의결과가 찰값과 많이 비슷해졌다.

이는 수 강하를 비교해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블록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시 배경 단열을 고려하여 자연 상태 지하수 시스템

을 모의하 을 때는 이 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양수 시험 모의 시

모의 결과가 실제 측값과 상 으로 많이 비슷해졌으며,이는 자연 상태 모의

시 단열 연결성 등 다른 조건들보다 측면 하부 경계조건의 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블록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시 측면 하부 경계조건을

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로부터 도출하면 그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

한다면,지하수 유동 모델 보정 시 자연 상태에서 찰된 자료보다는 양수 시험 등

수리시험 시 찰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모델의 불확실성을 감하는데 더 유리

하다고 단할 수 있다.그리고 본 연구 결과를 단열 만 고려하 던 이 연구 결

과와 비교하여 본다면,열린 정에 해 모의된 수리수두는 비슷한데 비해 격리된

정에 해 모의된 수리수두와 유량은 크게 향상되어 지하수 유동 모델의 불확실

성을 감하기 해서는 모델 보정 시 격리된 정에서의 측 자료와 유량 분포

자료가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8 지하수-공학 방벽 복합반응 평가

1.벤토나이트 시멘트 상세 열역학 DB 복합반응 평가체계

가.벤토나이트 시멘트 상세 열역학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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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Ka
SO △'G°[kJ/mol] △'H°[kJ/mol] S°[J/K/mol] a0[J/K/mol] a1 a2 a3

V°

[cm3/m

o]

(Al-)ettringite -44.9b -15205.94b -17535b 1900b 1939c 0.789c   707d

Tricarboaluminate -46.5f -14565.64f -16792b 1858b 2042b 0.559b -7.78e6b  650d

Fe-ettringite -44.0g -14282.36g -16600g 1937g 1922g 0.855g 2.02e6g  717h

C3AH6 -20.84f -5010.09f -5540f 419f 292c 0.561c   150d

C3FH6 -25.16
b

-4116.29
b

-4640
b

439
b

275
b

0.627
b

2.02e6
b

 155
d

C4AH13 -25.40
b

-7326.56
b

-8302
b

700
b

711
b

1.047
b

 -1600
b

274
d

C2AH8 -13.56b,i
-4812.76

b,i
-5433

b
440

b
392

b
0.714

b
 -800

b
184

d

C4AS¯H12 -29.26f -7778.50f -8750f 821f 594c 1.168c   309d

C4AC¯H11 -31.47f,i -7337.46f,i -8250f 657f 618b 0.982b -2.59e6b  262d

C4AC¯0.5H12 -29.13f -7335.97f -8270f 713f 664b 1.014b -1.30e6b -800b 285d

C2ASH8 -19.70f -5705.15f -6360f 546f 438b 0.749b -1.13e6b -800b 216d

C4FH13 -29.4b -6430.94b -7395b 737b 694b 1.113b 2.02e6b -1600b 286d

C2FH8 -17.6b -3917.38b -4526b 476b 375b 0.780b 2.02e6b -800b 194d

C4FS¯H12 -33.2
g

-6882.55
g

-7843
g

858
g

577
g

1.234
g

2.02e6
g

 322
j

C4FC¯H12 -35.5
g

-6679.20
g

-7637
g

737
g

612
g

1.157
g

-5.73e5
g

 290
k

C4FC¯0.5H12 -33.1b -6440.19b -7363b 749b 648b 1.080b 7.24e5b -800b 296d

C2FSH8 -23.7b -4809.53b -5453b 583b 422b 0.815b 8.91e5b -800b 227d

M4AH10 -56.02i -6394.56i -7196b 549b -364b 4.21b 3.75e6b 629b1 220m

M4AcH9 -51.14i -6580.15b -7374b 551b -382b 4.24b 4.32e6b 629b1 220n

M4FH10 -60.0b -5498.84b -6289b 586b -381b 4.27b 5.78e6b 629b1 232o

C1.67SH2.1(jen.) -13.17b,i -2480.81b -2723b 140b 210b 0.120b -3.07e6b  78b,d

C0.83SH1.3(tob.) -8.0b -1744.36b -1916b 80b 85b 0.160b   59b

portlandite -5.20
p

-897.01
p

-985
p

83
p

187
p

-0.022
p

 -1600
p

33
p

SiO2,am 1.476
p

-848.90
p

-903
q

41
q

47
q

0.034
q

-1.13e6
q

 29
p

H2O -14.00p -237.18p -286p 70p 75p    18p

Gypsum -4.58p -1797.76p -2023p 194p 91p 0.318p   75p

Anhydrite -4.36p -1322.12p -1435p 107p 70p 0.099p   46p

Calcite -8.48p -1129.18p -1207p 93p 105p 0.022p -2.59e6p  37p

Brucite -11.16p -832.23p -923p 63p 101p 0.017p -2.56e6p  25p

Al(OH)3(am) 0.24i -1143.21i -1281b 70p 36p 0.191p   32p

Al2O3 1.64r -1568.26r -1662r 51r 115r 0.012r -3.51e6r  26r

본 연구에서 취합한 열역학데이타의 상당부분은 지구화학 모델 로그램인

PHREEQC(AppeloandParkhurst,1998)의 내재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취합되었다.

시멘트 벤토나이트와 련하여 PHREEQC에 내재되어 있지 않는 열역학데이타

의 취합을 하여 스 스 EMPA,NAGRA,PIS에서 개발한 GEM-Seleckotr코드의

열역학데이타베이스,Nagra/PSI에서 개발된 열역학데이터베이스, EQ3/6(Wolery

etal.,1990),TheGeochemist'sWorkbench(Bethke,2002)에서 사용되는 열역학데

이타를 활용하 다.열역학데이타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시멘트 벤토나이트와

련된 열역학데이터는 여러 기존 문헌들을 수집 검토하여 입력하 다.본 연구에

서 첨가된 주요 물의 열역학데이타는 표 3.8.1.1,표 3.8.1.2그리고 표 3.8.1.3에 표

시된바와 같다.

표 3.8.1.1주요 시멘트 물의 열역학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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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 Reactions

ettringite
a

Ca6Al2(SO4)3(OH)12·26H2O-->6Ca
2+
+2Al(OH)4

-
+3SO4

2-
+4OH

-
+26H2O

hemicarboaluminateb Ca4Al2(CO3)0.5(OH)13·5.5H2O-->4Ca
2++2Al(OH)4

-+0.5CO3
2-+5OH-+5.5H2O

tricarboaluminatec Ca6Al2(CO3)3(OH)12·26H2O-->6Ca
2++2Al(OH)4

2-+3CO3
2-+4OH-+26H2O

Fe-ettringitec Ca6Fe2(SO4)3(OH)12·26H2O-->6Ca
2++2Fe(OH)4

-+3SO4
2-+4OH-+26H2O

thaumasited Ca6(SiO3)2(SO4)2(CO3)2·30H2O-->6Ca
2++2H3SiO4

-+2SO4
2-+2CO3

2-+2OH-+26H2O

C3AH6e Ca3Al2(OH)12-->3Ca
2++2Al(OH)4

-+4OH-

siliceoushydrogarnetf Ca3Al2(SiO4)0.8(OH)8.8-->3Ca
2++2Al(OH)4

-+0.8SiO(OH)3
-+3.2OH-− 2.4H2O

C3FH6
e

Ca3Fe2(OH)12-->3Ca
2+
+2Fe(OH)4

-
+4OH

-

C4AH13e Ca4Al2(OH)14·6H2O-->4Ca
2++2Al(OH)4

-+6OH-+6H2O

C2AH8e Ca2Al2(OH)10·3H2O-->2Ca
2++2Al(OH)4

-+2OH-+3H2O

monosulfoaluminateg Ca4Al2(SO4)(OH)12·6H2O-->4Ca
2++2Al(OH)4

-+SO4
2-+4OH-+6H2O

monocarboaluminateh Ca4Al2(CO3)(OH)12·5H2O-->4Ca
2++2Al(OH)4

-+CO3
2-+4OH-+5H2O

Portlanditee Ca(OH)2+2H
+-->Ca2++2H2O

strätlingite
e

Ca2Al2SiO2(OH)10∙3H2O-->2Ca
2+
+2Al(OH)4

-
+1SiO(OH)3

-
+OH

-
+2H2O

C4FH13e Ca4Fe2(OH)14·6H2O-->4Ca
2++2Fe(OH)4

-+6OH-+6H2O

C2FH8e Ca2Fe2(OH)10·3H2O-->2Ca
2++2Fe(OH)4

-+2OH-+3H2O

Fe-monosulfatee Ca4Fe2(SO4)(OH)12·6H2O-->4Ca
2++2Fe(OH)4

-+SO4
2-+4OH-+6H2O

Fe-monocarbonatee Ca4Fe2(CO3)(OH)12·5H2O-->4Ca
2++2Fe(OH)4

-+CO3
2-+4OH-+5H2O

Fe-hemicarbonatee Ca4Fe2(CO3)0.5(OH)13·5.5H2O-->4Ca
2++2Fe(OH)4

-+0.5CO3
2-+5OH-+5.5H2O

Fe-strätlingitee Ca2Fe2SiO2(OH)10∙3H2O-->2Ca
2++2Fe(OH)4

-+1SiO(OH)3
-+OH-+2H2O

CAH10
e

CaAl2(OH)8·6H2O-->Ca
2+
+2Al(OH)4

-
+6H2O

M4AH10e M4Al2(OH)14·3H2O-->4Mg
2++2Al(OH)4

-+6OH-+3H2O

M4ACH9e M4Al2(OH)12CO3·3H2O-->4Mg
2++2Al(OH)4

-+CO3
2-.+4OH-+3H2O

M4FH10e M4Fe2(OH)14·3H2O-->4Mg
2++2Fe(OH)4

-+6OH-+3H2O

jennite-typeC-S-Hi (CaO)1.6667(SiO2)(H2O)2.1-->1.6667Ca
2++SiO(OH)3

-+2.3333OH--0.5667H2O

tobermorite-typeC-S-H
i
(CaO)0.8333(SiO2)(H2O)1.3333-->0.8333Ca

2+
+SiO(OH)3

-
+0.6667OH

-
-0.5H2O

syngenitej K2Ca(SO4)2H2O-->2K
++1Ca2++2SO4

2-+1H2O

aBennettetal.(1992),PerkinsandPalmer(1999);bDamidotetal.(1994);c Lothenbachand

Winnefeld(2006);dSchmidtetal.(2008);eHummeletal.(2002);fBennettetal.(1992),Atkins

etal.(1992);gAtkinsetal.(1992),Jones(1944),Zhangetal.(1980); hZhangetal(1980),

Nishikawaetal.(1992),Damidotetal.(1994);iKulikandKersten (2001);jCameron and

Breazeale(1904),Hill(1938),Gartneretal.(2003)

Fe(OH)3(mic) -4.60i
-711.61

i
-844

b
88

b
28

b
0.052

b
  34

b

Fe2O3 -14.08p
-739.53

p
-821

p
88

p
98

p
0.078

p
-1.49e6

p
 30

p

C3S  -2784.33s
-2931

s
169

s
209

s
0.036

s
-4.25e6

s
 73

d

C2S  -2193.21s -2308s 128s 152s 0.037s -3.03e6s  52d

C3A  -3382.35
s -3561

s 205
s 261

s 0.019
s -5.06e6

s  89
d

C4AF  -4786.50
s -5080

s 326
s 374

s 0.073
s   130

d

표 3.8.1.2.시멘트 물의 화학반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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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byweight

CaO 62.5

SiO2 21.4

Al2O3 5.4

Fe2O3 2.8

표 3.8.1.3.벤토나이트와 련된 물의 열역학데이타

logKaSO V°[cm3/mol]

Montmorillonite-Na 3b 133.1d

Montmorillonite-K 2.72 133.1

Montmorillonite-Ca 4.50 133.1

Montmorillonite-Mg 3.87 133.1

Illite 10.84 144.5

K-feldspar -0.28 108.87

Chalcedony -3.46 22.7

Quartz -4 22.69

Brucite 16.30 24.54

Chlorite 59.41 211.92

Tobermorite 65.61 230.05

Analcime 7.48 97.1

Heulandite 12.32 639.9

Phillipsite 19.24 300.9

Calcite -8.48p 37p

Katoite 71.17 130.7

bLothenbachetal.(2008);cEderova(1979);dTaylor(1997);fMatscheietal.(2007,2009);g

Möschneretal.(2009);McMurdieetal.(1987);iLothenbachandWinnefeld(2006);jEckerand

Pollmann(1991);kPollmannandEcker(1992);m Mascoloetal.(1980);nBellottoetal.(1996);

oSatoetal.(1988)pPSI-GEMSdataset(Hummeletal.,(2002));qKulikandKersten(2001);

rHelgesonetal.(1978);sBabushkinetal.(1985)

나.복합반응 평가체계

(1)시멘트 폐이스트 형성반응

본 연구에서는 지구화학 모델 로그램인 GEM-PSI2.3.1을 사용하여 시멘트 페이

스트 형성과정을 계산하 다.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클링거의 화학조성(표 3.8.1.4)

을 바탕으로 물/시멘트(w/c)비율을 0.4로 설정하여 시멘트 수화과정을 수행하 으

며 그 결과는 표 3.8.1.5와 같다.

표 3.8.1.4시멘트 구성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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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 0.7

K2O 0.2

Na2O 0.1

SO3 2.1

C3S 51.9

C2S 22.3

C3A 9.5

C4AF 8.5

그림 3.8.1.1방해석과 석고의 첨가량에 따른 시멘트

페이스트 생성물의 공극률변화

C=CaO,S=SiO2,A=Al2O3,F=Fe2O3

표 3.8.1.5.방해석과 석고의 첨가비율에 따른 시멘트 페이스트 생성 물 함량

Solidphase(g)
calcite/gypsum addition(wt%/wt%)

0/0 5/0 0/5 2.5/2.5

C-S-H 65.4 65.4 65.4 65.4

ettringite 0.000173 10.9 18.8 16.9

hemicarbonate 5.49 0 0 0

monocarbonate 10.1 22.5 12.9 19.8

AFm 5.52 0 3.32 0

Portlandite 26.7 27.1 27.1 27.1

Goethite 3.11 3.11 3.111 3.11

Calcite 0 3.31 0 1.29

(2)시멘트 페이스트 형성 첨가재에 따른 공극률 변화

방해석과 석고 최 첨가량을 시멘트 클링커 총량의 5wt% 까지 설정하여 모델링

을 수행하 다.본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방해석 혹은 석고를 추가로 첨가하지 않

는 경우 시멘트 페이스트 형성과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극률은 약 6.2%로

계산된다(그림 3.8.1.1).하지만,방해석과 석고의 첨가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극률이

감소하여 방해석의 첨가량이 최 5%에 도달할 때 시멘트 수화생성물의 공극

률은 약 5.0%로 계산되고 석고의 첨가량이 최 5%에 도달할 때 시멘트 수화생성

물의 공극률은 약 3.8%로 측된다.

(3)벤토나이트와 시멘트의 상호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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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의 안 성면에서 볼 때,벤토나이트의 감소에 따른 수리 도도의 증가

더 나아가 벤토나이트에 일종의 단열이 생겨 공학 방벽의 역할에 치명 결함을

일으킬 수 도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림 3.8.1.2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반응 모델링 주요 화학과정 개념도

벤토나이트와 시멘트의 상호반응을 지하수 시멘트의 상호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강

알칼리성 용액에 의하여 벤토나이트가 용해 감소되고 이러한 용해된 화학종들이 다

시 결합하여 이차생성 물을 생성하는 massbalance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열역학 ,수리유동과정,kinetic과정등의 요소들에 의하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그림 3.8.1.2).복잡한 벤토나이트-시멘트의 상호반응 상을 모델링하기 해

서는 크게 지구화학과정과 수리유동과정,두 가지 개념을 다루어야 한다(그림

3.8.1.3).따라서 지구화학과정과 수리 유동과정을 통합하여 근할 수 있는 reactive

transportmodel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3.8.1.3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반응 모델링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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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분환경을 고려한 심부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복합반응시험

가.실험 내용

(1)벤토나이트

본 연구에 사용된 벤토나이트는 ㈜ 한국 수드 미의 제품을 이용하 으며 경상남

도 포항에서 산출된 벤토나이트이다.벤토나이트는 공장에서 탄산나트륨(Na2(CO3)2)

를 첨가하여 자연산 벤토나이트의 층간 교환성 양이온을 Na+이온으로 치환한 벤토

나이트 분말이었다.시험에 사용된 벤토나이트 시료의 물 조성과 함량을 표

3.8.2.1에 나타내었다(AhnandJo,2009).

Sample
Mineralcomponent(%)

Plagioclase Cristobalite Quartz Montmorillonite

Bentonite 25.3 11.3 3.0 60.4

표 3.8.2.1XRD 정량분석에 의한 벤토나이트의 물 조성 함량(from Anhand

Jo,2009)

(2)반응 용액

본 연구에서는 벤토나이트의 변질 특성에 다양한 pH,용액의 성분과 농도의 향

을 알아보기 해 다음 7가지 용액을 배치실험과 컬럼실험에 반응용액과 투과용액

으로 각각 사용하 다.(1)0.02M Ca(OH)2(pH=12.3),(2)1M CaCl2(pH=7.8),(3)

1M NaOH(pH=13.1),(4)1.5M NaOH(pH=13.1),(5)2M NaOH(pH=13.1),(6)0.02M

Ca(OH)2+1M CaCl2(pH=8.8),(7)증류수(DIwater)(pH=6.6).증류수는 용액으로 제

조하기 한 용매와 표 용액(referencesolution)으로 모든 실험에 사용되었다.

나.실험 방법

(1)배치실험

벤토나이트의 용해,변질,침 등의 상에 pH와 양이온의 향을 알아보기 하

여 증류수를 제외한 상기의 6가지 화학 용액을 사용하여 배치 실험을 수행하 다.

5∼35g의 벤토나이트 시료를 100∼140mL의 화학 용액이 들어 있는 200mL유리용

기에 넣은 후 40일 동안 혼합기를 사용하여 30rpm의 속도로 혼합하 다.배치 실험

종료 후 벤토나이트와 침출수를 여과시킨 후 벤토나이트의 팽윤도,양이온교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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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성양이온농도,용해성양이온농도, 물성분 등을 측정하 다.

(2)컬럼실험

벤토나이트를 일정량의 물과 혼합한 후 표 다짐시험 몰드에 넣고 해머로 다짐하

여 건조단 량이 1g/cm3을 갖는 압축벤토나이트 시료를 만들었다.시료의 직경과

높이는 각각 7cm,8∼9cm 이었다.압축벤토나이트 시료를 연성벽체 투수시험기에

설치하여 변수 투수계수 측정법을 사용하여 화학용액을 압축벤토나이트 시료에

투과시켰다.컬럼 실험 조건은 20kPa의 구속압력과 10의 수두 경사 조건에서 컬럼

실험을 수행하 다.투과용액(permeantsolution)의 흐름은 시료의 아래쪽에서 쪽

으로,즉 상향흐름 방식을 사용하 다.실험 일정한 간격으로 투과 용액이 있는

뷰렛의 을 측정하여 투수계수를 계산하 다. 한 압축벤토나이트 시료를 일부

채취하여 팽윤도,양이온교환능력,교환성양이온 농도,용해성 양이온 농도, 물 성

분 등을 측정하 다.

다.실험 결과

(1)배치실험 결과

배치실험 종료 후 벤토나이트를 여과시킨 다음 채취한 침출수 시료의 양이온 분석

결과를 표 3.8.2.2에 나타내었다.pH가 13이상인 NaOH 용액을 사용한 실험에서 얻

어진 침출수의 Si농도는 다른 용액을 사용한 침출수보다 10∼200배 높았다.다른

용액에서는 Al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NaOH를 사용한 침출수에서는 Al이 검출

되었다.이는 NaOH용액과 벤토나이트의 반응으로 벤토나이트에 함유된 규산염 물

이 용해된 것을 지시한다.1M에서1.5M로 농도가 증가할 때 Si농도는 1517mg/L에

서 1887mg/L로 증가하는 반면 2.0M로 증가할 경우 1051mg/L으로 감소한다.이는

1.5M까지는 규산염 물의 용해가 우세하지만 2.0M에서는 침 상 한 발생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pH가 12.3인 0.02M Ca(OH)2용액의 경우 침출수에서 Si는 거

의 검출되지 않았다(0.6mg/L).이는 pH가 13보다 작고 단기간의 실험기간(40일)때

문에 규산염 물의 용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반면에 pH가 8.8인

0.02M Ca(OH)2와 1M CaCl2가 혼합된 용액과 1M CaCl2용액에서 Si농도가 pH가

12.3인 0.02M Ca(OH)2용액보다 크게 나타났다.이는 pH 뿐 아니라 다른 이온 성

분( :Ca)이 벤토나이트의 용해와 침 에 향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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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pH
양이온 농도 (mg/L)

Al Ca Fe K Mg Na Si
0.02M Ca(OH)2 12.3 <0.1 243.3<0.05 2.86 <0.05141.6 0.6
1M CaCl2 7.8 <0.138110<0.05120.8 151.6 1629 10.4
1M NaOH 13.1 5.5 0.7 <0.05 59.5 <0.0520600 1517
1.5M NaOH 13.1 7.6 <0.05<0.05 77.9 <0.0530770 1887
2M NaOH 13.1 7.5 <0.05 0.3 111.4<0.0541830 1051

0.02M Ca(OH)2+1M CaCl2  8.8 <0.1 7417 <0.05 30.2 0.1 250.2 18.3

표 3.8.2.2 배치실험 후 채취한 침출수의 양이온 농도 분석 결과

배치실험 종료 후 건조된 벤토나이트 시료를 상으로 증류수를 사용하여 팽윤실

험을 수행하 다.표 3.8.2.3은 팽윤실험 결과를 나타낸다.반응 벤토나이트 시료

의 팽윤지수는 18cm
3
/g이었다.NaOH 용액의 경우 농도가 1M에서 2M로 증가할수

록 팽윤지수는 7.5cm
3
/g에서 3cm

3
/g으로 감소하 다.이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몬모릴로나이트가 용해되었거나 몬모릴로나이트가 비팽창성 물로 변질되었

기 때문이다.1M CaCl2의 경우 팽윤계수는 4.5cm
3
/g이었고 이는 칼슘벤토나이트의

팽윤지수(Joetal.2004)와 거의 유사하다.이는 칼슘이 층간에 존재하는 교환성 양

이온인 나트륨을 치환하 기 때문이다.표 3.8.2.4는 배치실험 종료 후 얻은 벤토나

이트 시료를 상으로 측정한 층간교환성양이온은 함량비를 나타낸다.층간교환성

양이온의 함량비는 체 층간교환성양이온 농도에 한 각 양이온에 한 비를 나

타낸다.증류수와 반응한 벤토나이트의 경우 층간교환성양이온은 Na가 우세하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벤토나이트는 Na가 우세한 나트륨벤토나이트라는 것을 나타낸

다.NaOH용액의 경우 농도가 1M에서 2M로 증가할 때 Ca함량비는 13.9%에서

8.7%로 감소하 지만 Na농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Ca가 Na로 모두 치환되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NaOH 용액에서 팽윤지수의 감소는 몬모릴로나이트의 용해

와 변질에 의해 팽윤성 물의 함량이 감소하 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시한다.1M

CaCl2 용액과 0.02M Ca(OH)2과 1M CaCl2이 혼합된 용액과 반응한 벤토나이트의

경우 층간교환성양이온이 부분 Ca로 치환되었다.이러한 벤토나이트 시료의 팽윤

지수 감소는 Ca치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지시한다.0.02M Ca(OH)2용액과 벤

토나이트 시료의 경우 반응시간이 상 으로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Ca로 모두 치

환이 되지 않았다.이는 Ca농도가 작기 때문이다.

표 3.8.2.3배치실험 후 벤토나이트 시료에 한 팽윤실험 결과

배치실험에 사용된 용액 팽윤지수 (cm
3
/g)

반응 벤토나이트 18.0
1M CaCl2 4.5
1M NaOH 7.5
1.5M NaOH 4.0
2M NaO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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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pH
층간교환성양이온 함량비 (%)

Na K Ca Mg
0.02M Ca(OH)2 12.3 16.9 0.8 79.2 3.1
1M CaCl2 7.8 4.3 0.3 93.6 1.8
1M NaOH 13.1 84.9 0.5 13.9 0.7
1.5M NaOH 13.1 89.2 0.6 9.8 0.4
2M NaOH 13.1 90.4 0.6 8.7 0.4

0.02M Ca(OH)2+1M CaCl2  8.8 1.2 0.9 89.9 8.0
증류수 6.5 53.1 1.7 35.0 10.2

표 3.8.2.4배치실험 후 벤토나이트 시료에 한 층간교환성양이온 측정 결과

(2)컬럼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압축벤토나이트에 강염기에 투과될 경우 벤토나이트의 특성(용해,

침 ,변질 등)이 어떻게 변하고 이러한 특성 변화가 압축벤토나이트의 공학 성질

(공극률,투수계수,일축압축강도)에 향을 주는지를 조사하기 해 컬럼실험을 수

행하 다.

(가)Na용액의 향

그림 3.8.2.1은 1M∼2M NaOH과 1M NaCl용액을 사용하여 수행한 컬럼실험에서

얻어진 벤토나이트 시료에 한 시간에 따른 투수계수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증류

수에 한 투수계수는 약 10
-9
cm/s이다.NaOH 용액의 경우,투수계수가 증류수에

한 투수계수 보다 약 10∼10
4
배 증가하 다.이러한 투수계수 증가는 NaOH 용액

의 pH가 커(>13)몬모릴로나이트가 용해,변질되었고,Na농도가 크기 때문에 몬모

릴로나이트에 삼투 상이 발생하지 않아 층간 간격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단된다. 반면에 pH는 다르지만 Na농도가 비슷한 1M NaCl(pH=7)과 1M

NaOH(pH=12)에 한 투수계수가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로부터 Na1M에서 투수계

수의 증가는 pH에 의한 벤토나이트의 변질의 향보다는 Na농도에 의해 벤토나이

트의 팽윤성 하가 더 크게 향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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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1Na용액에서 시간에 따른 압축벤

토나이트시료의 투수계수 변화

그림 3.8.2.2Ca용액에서 시간에 따른 압축벤

토나이트시료의 투수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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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Ca용액의 향

그림 3.8.2.2는 pH와 Ca농도가 다른 Ca용액을 사용하여 수행한 컬럼실험에서 얻

어진 벤토나이트 시료에 한 시간에 따른 투수계수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증류수

에 한 투수계수 보다 약 10배 정도 크나 실험에 사용된 용액의 종류에 상 없이

거의 유사한 투수계수 값이 나타났다(5∼6x10-8cm/s).1M CaCl2(pH=7.8)에 한 투

수계수가 가장 크나 농도가 작은 0.02M Ca(OH)2(pH=12.3)에 한 투수계수와 큰

차이는 없다.1M CaCl2(pH=7.8)용액의 경우 Ca농도에 의해 투수계수가 증가했다.

0.02M CaCl2(pH=7)용액에 한 압축되지 않은 벤토나이트 시료의 투수계수가 증류

수와 거의 유사한 기존의 결과(Joetal.,2004)에 의하면 0.02M Ca(OH)2(pH=12.3)

용액의 경우 Ca농도가 작으므로 pH에 의해 벤토나이트의 변질이 투수계수에 향

을 것으로 단된다.

(다)pH에 의한 향

그림 3.8.2.3은 실험에 사용한 용액의 pH에 따라 투수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를 나타낸다.일반 으로 pH가 큰 용액에서 투수계수가 크게 나타났다.Na용액의

경우 pH의 효과 보다 농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나 농도가 증가할 경우 pH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단된다.Ca용액의 경우 pH효과가 Na용액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농도가 작고 pH가 큰 0.02M Ca(OH)2(pH=12.3)용액에서의 투수계수가 농

도가 크고 pH가 작은 1M CaCl2에서의 투수계수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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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3압축벤토나이트시료의 투수계수에 한 pH의 향

3.KURT심부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반응 모델링 검증

가.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반응 모델링

(1)모델 개념

본 연구에서는 지구화학 모델 로그램인 TOUGHREACT(Xuetal.2004)를 사용



-403-

하여 벤토나이트 와 시멘트의 상호반응 과정을 계산하 다.모델링을 수행하기

하여 화강암 암반에서 나온 지하수는 지하수의 일정의 수리 도도에 의하여 시멘

트 컬럼에 가해지고 계속해서 시멘트 컬럼과 하고 있는 벤토나이트 컬럼에 가

해진다.따라서 지하수와 시멘트의 상호반응에 의하여 강알카리성 용액이 생기고

그 시멘트 컬럼과 하고 있는 벤토나이트 컬럼과 상호반응을 일으키게 된다.1D

컬럼의 길이는 20x1x1m 이고 총 60구간으로 나 었으며 앞의 11구간은 시멘

트 나머지 49구간은 벤토나이트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되었다.강알칼리성용액과

하는 벤토나이트의 면을 다시 5cm 두께로 나 어 모델링을 수행하 다.시간

에 따른 지하수의 흐름은 1E-10kg/s으로 지속 이며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림 3.8.3.1강알칼리성용액-벤토나이트 상호반응과정 모델링 모식도

(2)벤토나이트

(가)입력상수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델링을 해서 벤토나이트의 총 공극률 (porosity)로 0.4를

사용하 다 (Ochsetal.,2001).벤토나이트에서는 diffusion이 화학종 이동과정의

주요과정으로 가정하 다 (Ochsetal.,2001).본 모델링에서는 De(diffusivity)의

값으로 2x10-9m2S-1을 채택하여 사용하 다.본 모델링에서 사용된 벤토나이트

와 련된 입력상수는 표 3.8.3.1에서와 같다.

표 3.8.3.1모델링을 한 벤토나이트 입력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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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meq/100g) 77

NaX(%) 72

KX(%) 2
CaX2(%) 18

MgX2(%) 8

(나)구성성분

벤토나이트의 물 성분은 표 3.8.3.2에 표시된 바와 같다.본 모델링에 사용된

벤토나이트의 구성 물들의 분포는 montmorillonite-Na,quartz,calcite,K-feldspar,

siderite가 체 부피의 99.5%를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0.5%를 pyrite가 채우고 있

다.

표 3.8.3.2모델링에 사용된 벤토나이트의 성분

(다)이온치환반응상수

벤토나이트의 CEC값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아직까지도 많은

기존연구사례에서 벤토나이트의 CEC값을 발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

델링에서는 Karnland etal.(2006)에 의해 결정된 CEC 값을 사용하 다 (표

3.8.3.3).

표 3.8.3.3모델링에 사용된 벤토나이트의 CEC상수 분포

(3)시멘트

(가)시멘트 입력상수

본 모델링을 하여 시멘트 련 수리유동 입력상수는 표 3.8.3.4에 표시된 바와

같다.시멘트의 공극률은 0.2로 설정되었으며 specificheat은 917J/kgK로 설정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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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Na+ K+ Mg2+ Ca2+ Cl- HCO3
- SiO2 SO4

2-

　 Concentration(mg/L)

KURT

groundwater
8.5 13.3 3.32 1.84 13.9 18.3 89.1 22.7 7.08

표 3.8.3.4모델 수행에 사용된 시멘트 수리유동 상수

(나)구성성분

시멘트 페이스트 생성 물 에 portlandite와 C1.67SH2.1의 농도는 다른 생성 물

에 비하여 상 으로 높다.이 밖에도 calcium monocarboaluminate,calcite,

ettringite,hydrotalcite의 물들이 시멘트 페이스트 형성과정에 의하여 생성되지만

그들의 농도는 상 으로 낮다(표 3.8.3.5).

표 3.8.3.5모델링에 사용된 시멘트 구성성분

(4)지하수

지하수는 KURT내 시추공인 DB-1에서 멀티패커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가장 깊

은 곳에 치한 구간에서 채취하 다.분석된 지하수의 주요 지화학성분은 표

3.8.3.6에 나타난바와 같다.

표 3.8.3.6모델링에 사용된 KURT지하수 구성성분

(5)Kinetic 열역학 데이터

TOUGHREACT에서는 다른 지구화학모델링 로그램과는 다르게 화학 평형상

태의 계산은 물론 화학 으로 평형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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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열역학과정은 물론이고 kinetic과정 한 결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kinetic 과정을 계산하기 하여 kinetic 데이터를 입력하 다.

TOUGHREACT에 내재되어 있는 열역학데이타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은 벤토나이트

시멘트와 련된 열역학데이터를 여러 문헌정보를 수집 검토하여 입력하 다.

나.모델링 결과

(1)강알카리성 용액의 화학 변화

벤토나이트는 강알칼리성 용액의 pH를 기 pH 13에서 모델링에 의하여 계산된

벤토나이트 공극수의 pH 인 ~pH 6.8까지 낮출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pH 감소

는 실질 으로 훨씬 은 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모델링에서 강알카리성 용액이

계속해서 벤토나이트와 반응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8.3.2지하수-벤토나이트-시멘트 복합반응에 의한 pH변화

(2)벤토나이트의 물학 변화

벤토나이트와 강알카리성 용액의 상호반응을 모델링한 결과 반응 100일후에는 별

다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하지만 기 벤토나이트 성분이외에 hematite,albite

물들이 미량 침 될 것으로 측되었다 (그림 3.8.3.3)

그림 3.8.3.3벤토나이트-강알카리성 용액 반응 100일 후 구성 물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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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알카리성 용액과 벤토나이트 반응기간을 100년으로 확 하 을 때 벤토

나이트의 면에서 montmorillonite의 감소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8.3.4).시멘트와 상호반응과정에 의하여 공극수에 방출된 OH를 벤토나이트의

montmorillonite의 용해과정에 의하여 소비함으로써 공극수의 pH를 낮출 수 있고

이차생성 물의 침 한 용액의 pH에 향을 수 있다.

그림 3.8.3.4벤토나이트와 강알카리성용액이 100년동안 반응한 모델링 결과

벤토나이트와 강알카리성 용액이 100일 동안 반응하 을 경우,벤토나이트의 구성

성분 에 상 으로 높은 부피를 차지하는 조성 물은 montmorillonite로 측되

었으며 quartz가 미량의 부피를 차지하 다.상 으로 tobermorite,calcite등은

quartz보다 작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3.5).

그림 3.8.3.5벤토나이트와 강알카리성 용액반응 100일후의 부피에 한 모델링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델링에서 벤토나이트가 강알카리성 용액과 100년간 반응을

지속하 을 경우 벤토나이트와 상호반응을 일으키면서 montmorillonite의 부피 감소

는 벤토나이트 표면에서 상 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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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6벤토나이트와 강알카리성용액 반응을 100년간 지속할 경우 각 구성

물의 부피에 한 모델링 결과

(3)공극률 변화

지하수에 의한 시멘트와 벤토나이트의 상호반응과정에 의하여 시멘트 벤토나이

트의 공극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하지만 시멘트 표면에서 변이된 시멘트

두께는 약 5cm 안 으로 측되었다.공극률은 시멘트 표면에서 내부로 들어갈수록

다시 감소하여 결국 시멘트 원래의 공극률에 도달하게 된다.강알칼리성 용액과 상

호 반응한 몬몰리노나이트의 경우 공극률을 변화시키기는 하지만 몬몰리노나이트

본래 공극률인 0.4안 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3.7).

그림 3.8.3.7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상호반응과정에 따른 포트랜다이트,몬모리

노나이트,공극률 변화에 한 모델링 결과

다.실증실험

시멘트와 지하수의 상호반응을 수행한 침출실험을 바탕으로 반응액의 화학 성분

변화 그리고 지하수와 반응시키기 과 반응후의 시멘트 페이스트의 구성 물의 화

학 변화에 한 실험과 모델링 결과를 비교 평가하 다.반응액에 한 화학

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시멘트 컬럼에 한 학 분석이 X-raydiffraction(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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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실험 반응 시멘트 샘 에서 발견된

portlandite

침출실험 반응 시멘트 샘 에서 발견된

ettringite

침출실험후 시멘트 표면에서 발견된

thaumasite-ettringite

침출실험후 시멘트 1cm 두께에서 발견된

syngenit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그리고 Electron probe micro-analyser

(EPMA)등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침출실험에 따른 침출수의 pH결과는 12.73이

며 실험을 하여 새로이 채취한 KURT 지하수와 시멘트를 100일 반응시켰을 때

시멘트 모델링 pH결과는 12.48로 측되었다.침출수의 화학 성분은 각각의 화

학원소에 따라 모델링 결과와 실험결과가 비슷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 화학요소에

따라 다른 경우도 발견되었다

(1)시멘트 페이스트의 물학 분석

(가)SEM 분석

그림 3.8.3.8은 SEM을 이용하여 지하수와 상호반응 과 후의 시멘트 샘 을 분

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침출시험 시멘트 컬럼 앙부분 샘 에서 발견된

주요 물은 portlandite와 CSH 이다.특히 portlandite의 경우 매우 두터운 형태의

층을 보여주고 있다.Ettringite 물의 경우 시멘트 공극사이에서 침 되어 자란 바

늘형태의 물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3.8.3.8침출실험 과 후에 발견된 물들의 SEM 이미지

(나)XRD분석

지하수와 상호반응 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표면,1cm 깊이,그리고 시멘트 샘

앙에서 시멘트 샘 들을 채취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 다.시멘트의 깊이에 따

라 tobermorite,CSH,ettringite,thaumasite,syngenite,gibbiste,portlandite,

calcite의 유무가 확인되었다.XRD 에 의하여 분석된 물은 그림 3.8.3.9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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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후 시멘트 앙에서 확인된 portlandite,calcite,tobermorite,jennite

반응후 시멘트 컬럼 1cm 내부에서 발견된

thaumasite,gibbsite,syngenite
반응후 시멘트 컬럼 표면에서 발견된 syngenite

시멘트 시편 침출실험 Si,Ca,Al,Fe,S,C농도 분포 (시계방향)

실험후 시멘트 표면의 Si,Ca,Al,Fe,S,C농도 분포 (시계방향)

그림 3.8.3.9시멘트 침출실험 과 후에 나타난 물들의 XRD분석결과

(다)EPMA분석

그림 3.8.3.10은 EPMA를 사용하여 분석한 화학종의 분포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시멘트와 지하수의 반응후에는 Ca2+가 침출되어 시멘트 표면 샘 에서 그 농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이는 시멘트 표면에서 포트란다이트가 용해된

것을 암시한다.하지만 CaO성분의 분포를 시멘트 컬럼의 표면,1cm 깊이, 앙부

분에서 찰한 결과 CaO성분의 감소가 찰되었으며 이는 CSH의 용해가 시멘트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다.따라서 시멘트 표면에서는 CSH 침

과 동시에 CSH의 용해가 일어나는 상을 보일 수도 있다.

그림 3.8.3.10.시멘트 침출실험 과후의 시멘트 물의 EPMA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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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후보부지선

정 평가시

스템 기술

지침 개발

․안 성기능 해당 item별 list작성

․평가 factor-area-item-parameter등의 도출
기술분류 체계 제시

․11개 제외지침 40개 선호지침을 토 로 선별
지침(안)구성

100

평가항목의

정 성 과

기술지침을

마련

화산암.편

마암 연구

지역 선정

심지층

환경 조사

․한반도 화산암 편마암 지질분포도 작성을 통한
분포특성 악

․화산암.편마암지역의 수리 지화학 자료 수집

․자료의 통계분석을 한 자료 수집

․국내 편마암 화산암 지역 수리;지화학 자료의
분석 평가

100

연 구 지 역

선정의 타

당성 기

술 근거

확보

장기지질안

정성 요소

정 량 평 가

(1)

․국내 지진/단층/화산 분포도 작성 100

단층/지진분

포 자료 근

거 타당

성 확보

KURT

부 지 주 변

수리.지화

학환경 분

포특성

․KURT단열특성 주요유동로 수리특성 분석

․KURT을 포함하는 연구지역의 지질모델 (ver.1)을
구축하고,수리지질학 인자의 표성을 도출하여
수리-구조모델을 구축

․KURT다공성 지하수 유동모델링

․처분 부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공구조물(시멘
트/콘크리트)-지하수의 지구화학 반응특성을 제
시

100

수리.지화학

자료의 신

뢰성 확보

심부지질환

경 조사.해

석기술개발

(1)

․KURT내 심지층 시추를 한 물리탐사 : 기비
항 탄성 탐사

․심지층 지하수시료채취 기술 개발 :시료채취와
함께 장측정 가능 기술 개발

․수리특성분석을 한 신뢰도 향상기술개발 :처분
장 조건인 심지층 투수성 결정질 암반에서의 수
리 도도 측정기술

․심도별 지하수 원 치 장측정기술 개발

100

지하수채취,

수리시험,

원 치측정

의 신뢰성

확보

제 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도별 연구목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가.제 1차 년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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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후보부지선

정 평가인자

선정방법

론 개발

․IAEA등의 국제기 해외선진국에서 제시된 내
용을 바탕으로 국내 지질특성을 고려하여 후보부지
선정 평가인자 검토

․통계분석을 통한 정 공간범 단 격자 크기
선정/제안

100

평가인자별
가 치를 정
량 값으로
정하게 도
출

화산암.편마

암 심지층

기 조사

특성분석

․화산암편마암지역 지질정보 분석

․수리,수질화학 암석화학 자료의 분석 해석

․화산암편마암지역 수리/지화학자료의 종합평가해석

100

기 조사자
료와 지하수
유동특성 비
교 제시

장기지질안

정성 요소정

량평가(2)

․국내 장기지질 상(지진,단층,화산 등)기존자료 종
합분석 황 작성

․지체구조해석 문가 자문분석

100

향후 처분장
부지 평가를
한 기 자
료 확보

KURT내

MWCF 수

리.지화학 특

성시험 평가

․KURT내 심부 시추공(500m)을 이용한 수리.지화학
특성 시험

․MWCF구조 해석을 한 공내 물리검층,탄성
반사법탐사,Multi-shotVSP탐사 수행

․KURT 주변 지역 지하수 유동특성 분석을 한
부지특성모델 개발

․시멘트-벤토나이트-지하수 지화학 반응 모델링

100

추 자시험
단열망모

델링의 신뢰
성 열역
학자료의 신
뢰성 확보

심부지질환

경 조사.해석

기술 개발(2)

․물리탐사로 추정된 MWCF 구조 확인을 한
600m시추조사 수행

․심도별 수리.지화학특성 조사

․Thermochromic물질을 이용한 섬유 온도 센서
개발 기 연구

․심부 지하수 용존 가스 채취 기술 개발

100

투수성
고압조건에
서의 수리.
화학특성 측
정기술 확보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후보부지

선정 평

가.선정을

한 지

질정보체

계 개발

․부지 선정을 한 선정단계별 평가 기술지침서 작성

․부지 평가를 한 지질학 인자의 정량 분포범 와

평가인자별 정량 가 치 결정

․규모별/단계별 평가를 한 지질정보 요소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활용을 한 지질정보체계를 설계

100

상지역의

정한 선

정 역

지질정보와

의 연계성

확보

나.제 2차 년도(2008)

다.제 3차 년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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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화산암.편

마암 심

지층환경

기 조사

특성

평가

․화산암과 편마암 연구지역의 심부지하수 수리화학 특

성 통계 분석

․심부 지열수(1,200m심도)수리화학 유형 분석 결과

․기 조사와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

타당성 측

․화산암과 편마암 각 1개 연구지역 도출

100

연구 상지

역 이 정

한 선정

비평가가

타 당 하 게

수행됨

장기지질

안 정 성

요소정량

평가(3)

․장기 지질안정성 평가인자의 시공간 분포 분석을 통

하여 기술 선도국 비 장기 인 연구추진 방향을 제시

․장기 으로 처분장의 안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지각변동 상을 IAEA 지침과 일본 NUMO의 기 에

근거하여 발성 지각변동과 완속형 지각변동으로 분류

100

평가인자의

시.공간

분 포 특 성

정량화

방안 제시

KURT

수리.지화

학 부지

특성 모

델 최

화

․지하수의 산화-환원 과정을 분석하고 열역학 으로 모

델링하여 심도별 산화-환원 과정의 특성 제시

․지하수-시멘트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강알칼리성 용출

수가 벤토나이트에 미치는 향 규명

․2008년 연구결과를 토 로 새롭게 조사된 자료와 종합

하여 지질모델 (ver.2.0)구축

․지질모델에 의해 주요 유동로로 제안된 단열 에 해

정 수리시험을 통하여 derivativecurve분석을 수행

100

기존 수리.

지화학 자

료를종합한

지 질 모 델

확보

심부지질

환경 조

사.해석기

술개발(3)

․DB-2시추공에 한 물리검층을 수행하여 심도별로

공곡도, 기 도도,음 속도,온도분포 등의 인자를 도

출하여 기존 DB-1(500m)조사결과와 비교 수행

․DB-2시추공 시험결과를 토 로 지질모델(ver.3)구축

․Geosyntheticanalysis를 통하여 KURT시설부지의 심

부 역에 한 천연방벽 기능 평가

․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개발의 국제 력결과로 미

국 샌디아국립연구소(SNL)에 해당기술 수출(10만불 규

모)

100

수 리 시 험

지화학

조사의 신

뢰성 향상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심부지질

환경 조

사.해석기

술개발(4)

․장심도 시추공 물리검층 기술 구축

-온도 검층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

지역의 지온구배를 0.024℃/m (표 편차 :0.00185℃

/m)로 도출

100

심부지질환

경 조사의

신뢰성 향

상

라.제 4차 년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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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심도별 자연 ,공경,자연감마, 기 도도 검층

기술을 확보하고,원 치 지화학 측정 기술 확보

․정 지하수유속계측 장시험

-시험 구간의 넓은 역의 수리지질학 특성 악

을 해 수 강하 시험자료를 이용하여 투수성 구간

과 HRD 역에서의 변동량 분석

-장심도 시추공에서 조사된 지질,수리지질 특성을

평가하여,투수성 구조의 지하수 유동 특성(지하수

유속 투수성)을 평가함

․KURT다 패커시스템 설계

-DB-1시추공에서 단열 분석을 통해 다 패커시

스템의 합한 격리 구간 설정

단열암반

특성 평

가의 불

확 실 성

감기술

개발

․단열망의 확률론 ,결정론 개념화의 불확실성 감

-몬테카를로 분석을 통해 확률론 으로 다양하게 생

성된 단열망의 체 특성에 한 불확실성 평가

-모의 역의 크기가 단열망의 상 길이보다 크면 불

확실성이 감됨을 확인

․단일 단열 수리특성평가 시험 설계

-수리시험 수압변화가 단열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기 해 시험 장치 개발 시험공 설치

․ 역규모 암반 지하수 모델링의 불확실성 평가

-부지의 장기양수시험을 역규모에서 모의하고 단

열 의 향과 정의 향을 평가

-단열암반에서 정이 유동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이기 해 정의

기하학 특성을 반 해야 함을 확인

100

단열암반특

성 평가의

신뢰성 향

상

지하수-

공학 방

벽 복합

반응 평

가

․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주요반응에 한 열역학

DB구축

․KURT심부지하수-지하수-벤토나이트 반응 모델링

․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상호반응을 한 개념 모

델체계 구축

․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상호반응을 반 한 열역학

데이터DB구축

․ KURT심부지하수의 환경조건을 반 한 시멘트-벤토

나이트 상호반응과정 모델화 수행

100

모 델 수 행

열역학

데이타DB

구축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마.제 5차 년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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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연구목표

달성도(%)
비고

심부지질

환경 조

사.해석기

술개발(5)

․투수성 단열 장 특성 검증

-지하수의 기 도도가 투수성 단열 도출에 합한

인자임을 확인

-투수성 단열 장 검증을 통해 기 도도의 변

량으로 장심도 시추공의 투수성 단열 를 측함

․정 지하수유속계측 기술 구축

-암반 투수성 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하여 500m심

도까지 정 지하수유속계측기술 구축 투수성

단열암반의 투수성 평가 기술을 향상

-기존의 기존 시험방법 비 Slugwithdrawaltest

결과의 정 도는 약 1.75～2.1배 향상된 성과를 얻었

으며, 투수성 암반의 계측 계측 하한치를 약 1

order향상 (10-12m/s→ 10-13m/s)

․KURT다 패커시스템 설치 장기 모니터링

-DB-1시추공에서 Sol-experts사의 다 패커시스템

을 설치하고,장기로 수리-지화학 특성을 모니터링

하여 KURT의 심부환경을 평가

100

심부지질환

경 조사의

신뢰성 향

상

단열암반

특성 평

가의 불

확 실 성

감기술

개발

․불확실성을 고려한 KURT시설부지 단열망 개념화

-KURT에서 획득한 여러 가지 단열 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단열의 통계 분포 특성 분석 KURT

부지의 단열망 모델 개념화

․단일 단열 수리특성평가 시험 불확실성 감 방안

제안

-여러 수압의 단열 간극에 한 향 찰 확인

․부지규모 암반 지하수 모델링의 불확실성 평가

-부지의 자연상태와 간섭시험을 부지규모에서 모의

하고 모의 결과에 미치는 단열 의 향과 배경 단

열의 향을 평가

100

단열암반특

성 평가의

신뢰성 향

상

지하수-

공학 방

벽 복합

반응평가

․ 처분환경을 고려한 심부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복합반응 모델화 체계 구축

․ 벤토나이트 시멘트 상세 열역학 DB구축

․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복합반응을 하여 지화학

과정 수리유동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

․ KURT 심부 지하수 원 치환경을 고려하여 시멘트

벤토나이트 복합반응 모델링 수행

․ 강알칼리용액(시멘트-지하수 반응용액)-벤토나이트 복

합반응 실험 벤토나이트의 물리.화학 특성 평가

100

지하수-공

학 방 벽

반응 향

상세 모

델화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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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범 기술발 기여도

∙부지선정평가항목 도

출 기술분류

∙평가항목-요소-인자간

구조 분류체계 도출

∙평가항목 최소요건 기

안 도출

․기술 선도국 IAEA 지침을 따르는 부지선정 차 가이드라

인 제시

․부지 선정단계별 평가항목-평가요소-평가인자 간 기술분류

․ 역조사 단계의 제외기 제안

․후보부지 도출 단계의 선호기 제안

∙화산암.편마암 연구지

역 지질자료 수집방안

수립

∙화산암.편마암지역 수

리.화학특성 배경치 분

석

∙수집자료 통계분석

∙지역별 역 지하수 유

동 비모델링

․국내 분포하는 결정질암류(화강암,편마암,화산암)의 분포도

작성

․분포면 직격 8km이상되는 연구 상 26개 지역 도출 문헌

자료를 이용한 지화학 배경치 DB구축

․화산암 지역 (여수)을 상으로 역 지하수유동 시뮬 이션 수

행

∙지진.단층.화산 분포 분

석

∙융기.침강.해수면변화

분포 분석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발을 한 국내 정 지질환경 정의

․지진.단층.화산 분포자료 분석 연장길이 4km 이상의 단층

430개 추출

․ 성고도계에 의한 지구 평균해수면 상승률 측치 분석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화율 분석

∙단열특성 주요유동

로 수리특성 분석

∙심도별 지하수 화학.유

기물.가스 특성 분석

∙KURT다공성 지하수

유동모델링

∙지하수-벤토나이트-시

멘트 반응 상 규명을

한 매질 선정 비

실험

․심도 500m까지 정 시험을 통하여 수리 도도 취득

․처분용기 부식실험을 해 심부 지하수 채취 제공

․500m까지의 수직 인 지하수 산화-환원 이 확인 화학조

성 규명

․KURT시설부지 geologicalmodel(ver.1)구축

․KURT시설부지에 한 다공성 매질개념의 지하수유동 시뮬

이션 단열체계 통계분석

․시멘트페이스트-KURT심부지하수 반응실험을 통하여 이차 생

성 물 규명

․콘크리트-지하수 반응에 의한 강알칼리지하수 생성과정 모델링

∙시추를 한 지구물리

탐사

∙심지층 지하수시료채

취 기술 개발

∙수리특성분석을 한

신뢰도 향상기술개발

∙심도별 지하수 원 치

장측정기술 개발

․패커 간격의 조 이 용이한 가변식 더블패커 (출원번호

10-2007-0052309)

․자분조건에서 용 가능한 자분정 수리시험장치 (출원번호

10-2007-0062421)

․심부 투수성 암반에서 효율 인 수리시험이 가능한 투수성

수 회복 측장치 (출원번호 10-2007-0062405)

․원 치 지화학 인자의 계측 신뢰도 향상을 한 수리화학 라

메터 장측정 챔버 (출원번호 10-2007-0065791)

․ 음 를 이용한 균열 간극의 크기 측정방법 (출원번호

제 2 련분야의 기술발 에의 기여도

가.제 1차 년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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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7-0062976)

․ 음 를 이용한 균열면의 거칠기 계수 측정방법 (출원번호

10-2007-0062978)

․침 물회수가 간편한 원심분리 튜 부속품 (출원번호

10-2007-0062388)

연구개발 내용 범 기술발 기여도

∙평가 입력인자 선정

∙인자별 최소요구사항

정량 분포범 설정

∙인자별 정보입력을 한

공간범 단 격자 크

기 결정

∙평가인자별 항목-요소-

인자간 가 치 설정

․부지 선정에 고려되는 4개 분야(function)내 12개 요소(item)에

하여 재까지 확보된 국내 지질인자별 특성 값의 분포범

를 악하고 정량 분포범 (조사 직경 최 9km 이내)를

제안

․ 재까지의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평균 지온경

사는 약 25.7℃/km임을 확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문가 23인의 설문을 통하여 Analytic

HierarchyProcess분석기법을 이용한 평가인자별 가 치 설정

∙ 비후보지역 특성분석

∙ 비후보지역 지하수 유

동 모델링

∙화산암.편마암 연구지역

선정

․연구 후보지로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화산암,편마암 분포지

역 각 2개 지역 선정 ( 북 부안,부산 기장,강원 양양,충남

서천)

․후보 연구지역 지하수의 특성 확인

∙지진.단층 지구조해석

∙기후변화.융기.침강 지

역별 규모분석

․해안지역 인근에 분포하는 규모 단층 황 악(해안 연계

단층 97개,임해지역 59개 단층)

․기후변화에 의한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

(1.627mm/yr)과 2090년 경 측치 추정 (동해 33.9cm,남해

40.7cm)

․해안단구 자료를 이용하여 융기.침강율 추정

-융기율:0.1~0.528m/ky,침강율:-0.056mm/y

․화강암반의 지각부 상승률 추정(140m/m.y)

∙기상변화에 따른

KURT지하수 함양특성

분석

∙주요 유동로에서의 추

자시험

∙분리단열망모델을 이용

한 지하수 유동모델

∙지하수-벤토나이트-시

멘트 지화학반응 모델링

․KURT내 DB-1시추공에서 확인된 8개 MWCF의 투수량계수

도출 (5.33⨯10
-6
m
2
/sec)

․탄성 탐사 Multi-shotsVSP수행

․DB-1500m 시추공에 한 물리검층(음 ,비 항,탄성 ,

도,온도)시행하여 4개 이상 도출

․시추조사,물리검층,지구물리탐사,수리시험 결과를 종합한

geologicalmodel구축 지하수유동 시뮬 이션

․KURT 내 심도 500m의 심부시추공인 DB-1 시추공의

345-400m구간의 환원환경 지하수와 벤토나이트의 평형열역학

모델링 수행

나.제 2차 년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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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m 시추 수리.

화학특성 분석

∙ 투수성조건에서의 수

리인자측정기술 개발

∙고압조건하에서 지화학

인자측정기술 개발

∙심지층 가스채취기술

비조사

․지하 600m심도까지 지화학 인자 원 치 계측

․심부 수층에 해 피압 수층에 한 조사 기술과 자유면

수층에 한 조사 기술로 구분하여 시험장치 개발

․기존 지화학 장측정 방식의 문제 을 최소화하여 심부 지하

수의 장측정 시료채취 방법 신뢰도 향상

․ 섬유를 이용한 원 치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투수성수 회복 측장치 (일본 2008-162017,2008.03.출원)

․ 음 를 이용한 균열면의 거칠기 계수 측정방법 (등록번호 제

10-0840024호,2008.06.13등록)

연구개발 내용 범 기술발 기여도

∙후보부지 선정 기 안

제시

∙후보지역 조사.평가 수

행 차 개발

∙ 역지질정보 연계체

계 구축

․부지 선정을 한 선정단계별 평가 기술지침서 작성

․부지 평가를 한 지질학 인자의 정량 분포범 와 평가인자

별 정량 가 치 결정

․ 역 지역단 의 지질정보체계 개발의 기단계 연구로서 부

지 규모별/단계별 평가를 한 지질정보 요소를 도출하고, 시

나리오별 활용을 한 지질정보체계를 설계

∙화산암.편마암 연구지

역 처분환경 비평가

∙화산암.편마암 지역 심

지층환경 조사를 한

타당성 분석

․화산암과 편마암 연구지역의 심부지하수 수리화학특성 통계분석

․심부 지열수(300~1,200m심도)의 수리화학 유형 분석

-화산암,편마암 지역 지하수:Na-HCO3toNa-Cl(SO4)

-화강암(화강암+편마암)지역 지하수:Na-HCO3우세

․화산암과 편마암 각 1개 연구지역 도출

∙장기지질안정성 평가

인자 시.공간 분포분

석

∙장기지질 상 정량화

방안수립

․장기 지질안정성 평가인자의 시.공간 분포 분석을 통하여 기술

선도국 비 장기 인 연구추진 방향을 제시

․장기 으로 처분장의 안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지각변동

상을 IAEA지침(SS111-G41)과 일본 NUMO의 기 에 근거

하여 발성 지각변동과 완속형 지각변동으로 분류

∙주요 유동로에서 종합

수리시험을 통한 지하

수 유동실증

∙지하수-벤토나이트-시

멘트 지화학반응 실증

∙지하수 산화-환원 반

응시험 모델링

․지하수 환경의 산화-환원 과정을 분석하고 열역학 으로 모델링

하여 심도별 산화-환원 과정의 특성을 분석.

․지하수-시멘트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강알칼리성 용출수가 벤토

나이트에 미치는 향 규명

․2008년 연구결과를 토 로 새롭게 조사된 자료와 종합하여 보완

된 지질모델 구축

․지질모델에 의해 주요 유동로로 제안된 단열 에 해 정 수리

시험을 통하여 derivativecurve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 로

단열 의 수리 향과 주변 경계조건을 분석함.

∙심도별 지하수 시료채․장심도 추가 시추조사(DB-2) 100m 간벽으로 정 수리시험과

다.제 3차 년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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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심지층 지하수의 수리.

화학.가스분석

∙심지층 처분환경 비

해석

실시간 지화학인자 계측 수행

․DB-2시추공에 한 물리검층을 수행하여 심도별로 공극도,

기 도도,음 속도,온도분포 등의 인자를 도출하여 기존 DB-1

(500m)조사결과와 비교 수행

․Geosyntheticanalysis를 통하여 KURT시설부지의 심부 역에

한 천연방벽 기능 평가

연구개발 내용 범 기술발 기여도

․장심도 시추공 물리검층 기술 구

축

-시추공을 활용한 1km심도의

지구물리-지화학 특성 기술

구축

∙정 지하수유속계측 장시험

-투수성 지질구조 도출을 한

3차원 지하수 유속 장 시험

․KURT다 패커시스템 설계

-DB-1시추공에서 단열 분석

을 통해 다 패커시스템의 합

한 격리 구간 설정

․연구용 시추공에서 장심도 물리검층 기술을 이용하

여 연구지역의 지온구배를 도출하고,시추공을 활용

하여 심도별 지구물리특성,지화학 특성에 한 분

석을 가능하여 심부환경조사의 신뢰성 향상

․지하 500m 심도까지의 지질,수리지질 특성을 평가

하여,투수성 구조의 지하수 유동 특성(지하수 유속

투수성)을 평가함으로써 KURT 시설 부지의 기

반암에 한 수리지질 개념모델 수립을 한 기 자

료 제공

․KURT내 굴착된 장심도 연구용 시추공 (DB-1)의

단열 발달 특성을 정량 으로 분석하여 다 패커

시스템을 격리구간을 설정함으로써,심부의 수리-지

화학 특성 분석을 한 방법 수립

․단열망의 확률론 ,결정론 개념

화의 불확실성 정량화

․단일 단열 수리특성 평가 시험 설

계

․ 역규모 암반 지하수 모델링의

불확실성 평가

․수치실험을 통해 단열망 개념화 방안 선택의 기

제안

․고압조건 하 단일단열 수리특성시험 장치 개발

․ 역규모 암반 지하수 유동 모의 시 불확실요소와

감 방안 제시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주요반

응에 한 열역학 DB구축

∙KURT 심부지하수-시멘트-벤토나

이트 반응시험 모델링 검증

․ 시멘트 벤토나이트의 구성 물에 한 상세 열

역학데이타를 조사 베이터베이스를 구축

․ 지하수-시멘트-벤토나이트 상호반응을 한 모델

링 체계 구축

․ 방해석과 석고 첨가재에 의한 시멘트 페이스트 형

성과정 향 규명

연구개발 내용 범 기술발 기여도

라.제 4차 년도(2010)

마.제 5차 년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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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 단열의 장 특성 검증

-심부 결정질 암반의 투수성

단열 도출 방법을 분석하고

정량화

∙정 지하수유속계측 기술 구축

-투수성지질구조 도출을 한

다차원 지하수 유속 계측

․KURT 심도별 수리-지화학 장기

모니터링

-DB-1시추공에서 다 패커시스

템을 이용하여 심도별 수리-지

화학 특성을 장기 모니터링

․천부 역의 물리검층이 아닌 심부 역까지의 물리

검층 기술을 확보하고,이를 활용하여 결정질 암반

에서 투수성 단열 인지의 지구물리 특성이 지하수

의 기 도도임을 도출함.

․시추공에서 도출되는 8개의 변수를 이용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투수성 구조 도출을 정량화 하 음.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수리시험장비의 문제 을

개선한 정 지하수유속계측기술 구축하여 천연방벽

의 투수성 평가 기술 향상에 기여

․특히,기존의 국내 기술의 계측 하한치를 약 1order

향상 (10
-12
m/s→ 10

-13
m/s)시킴으로써 향후의 정

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원자력시설의 부지특성평

가에 기여

․불확실성을 고려한 KURT　시설

부지 단열망 개념화

․단일 단열 수리특성평가 시험

불확실성 감 방안 제안

․부지규모 암반 지하수 모델링의

불확실성 평가

․KURT시설부지의 단열망 개념화 방안을 제안하고

단열망 모델 제시

․단일단열 간극 투수량계수와 압력과의 계를 도

출하고 수리시험의 불확실성 감 방안 제안

․부지규모 암반 지하수 유동 모의 시 불확실요소와

감 방안 제시

∙처분환경을 고려한 심부 지하수-시

멘트-벤토나이트-복합반응시험

∙벤토나이트 시멘트 상세 열역학

DB구축 복합반응 평가체계 구축

․지하수-시멘트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강알칼리성 용

출수가 벤토나이트에 미치는 향 규명

․2010년 연구결과를 토 로 열역학과정에 새로이

kinetic과정을 결합하여 시멘트-벤토나이트 복합반

응을 모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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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 결과

제 1 경제 측면의 활용

본 연구개발과 련된 기술들은 지하시설,환경보존,오염제거 등의 련분야

의 산업체로의 기술이 이 이루어 질 수 있다.특히,심부지질환경 조사.해석기술개

발 결과를 처분분야에서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SNL)에 기

술 수출 (10만불 규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해당 기술을 국내뿐 아니라

국제 인 기술지원 수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이 높다.

제 2 사회 측면의 활용

본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을 직 연 된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된

국가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처분기술 안 성과 련하여 국민이해 수용성 증진

에 기여하며,궁극 으로는 고 폐기물 처분장부지 선정을 한 방법론 법제

화 방안 기반 조성과 고 폐기물 처분장의 국내 수용에 한 기술 타당성 확보

에 활용될 것이다.

제 3 기술 측면의 활용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 확보된 기술은 우선 으로 처분장 후보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방안을 제시함으로써,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 폐기물 처분 련

사업 수행을 한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한 단열체계 지하수 유동로

분석자료들은 처분시스템설계에 기본입력자료로 활용될 것이며,안 성평가에 필요

한 처분장 주변의 단열체계망 모델링에 유용하게 이용된다. 한 심부지하수의 지

화학 특성 규명을 해 개발된 기술은 국내에서 안 성검토,음용수의 오염

평가,지하수문환경의 오염,지하수의 연 측정 고기환경 연구의 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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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일본

일본 JAEA는 재 화강암 지역인 Mizunami와 퇴 암 지역인 Horonobe에 각

각 지하 1km 치를 목표로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재 Mizunami에 건설

인 지하연구시설은 지하 약 400m까지 굴착되었으며 굴착 지질 조사 수리

시험,수리지화학 조사를 병행하고 있고 주변공 shaft내 굴착공을 통해 주변 지

하수시스템의 변화를 지속 으로 측하고 있다.

□ 스웨덴

스웨덴은 2009년 6월 고 폐기물처분부지를 포스막(Forsmark)으로 최종 선

정하 다.본 과제수행 스웨덴 SKB가 주 하는 AspoTaskForce에 참여하고

있다.각 국의 연구 은 단열 암반에서의 수리시험에 의한 지하수 유동을 모의하기

해 각각 연속체 모델,추계 모델,분리단열망 모델,혼합 모델 등의 다양한 모

델을 사용하여 각 모델의 한계를 악하고 더 정확한 모의를 해 필요한 알고리즘

을 개발하고 있다.

□ 미국

재 지하 500m 이하에서 실제로 고 방폐물을 처분하고 있는 지하처분시

설은 미국의 WIPP이 유일함.상세부지조사를 해 샌디아국립연구소는 자체개발한

nSIGHTS 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지의 수리지질학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이

를 활용하여 처분장의 장기 성능 평가 안 성 평가 인자를 도출하고 있다.

□ OECD/NEA

OECD/NEA는 벨기에,캐나다,체코,핀란드, 랑스,독일,일본,스페인,스웨

덴,스 스, 국,미국 등의 연구기 과 공동으로 ThermochemicalDatabase

(TDB) 로젝트를 진행 이다. 재까지 이 로젝트를 통하여 테크니슘,우라늄,

넵트늄, 루토늄 등 핵분열물질과 oxalate,citrate,EDTA 등의 유기리간드,Ni,

Ce,Zn,Fe,Sn등의 무기복합체의 열역학 자료가 축 되었으며,향후 Mo,Nb,Cr,

Ag,Co,Be등의 무기복합체의 열역학자료를 실험을 통해 구축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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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연구시설․장비 황

구입연도 기자재명 제조국 활용용도 NTIS등록번호

2009
시추공내 물리탐사

어셈블리
미국

처분심도 심부수

리지질환경 규명 연구
미등록

2010 시추공음 검층기 룩셈부르크

심지층 환경 조사 용

심부시추공내 단열특성

검층 지질구조모델

입 력자료 생산

NFEC-2011-0

1-139250

2010
다 패커원 치모니

터링시스템
스 스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심지층 환경의 수리수두

지하수 화학특성 장기

모니터링

NFEC-2011-0

4-149195

2011
시추공 상촬

검증기
미국

심지층 환경 조사 용

심부시추공내 단열 분포

상 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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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본 고 폐기물 처분장의 공학 방벽은 완충재,뒷채움재,근계 역 재로

구성되며,고 폐기물처분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인간이 성능을 통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성 요소이다.따라서 공학 방벽의 성능을 실증하는 것

은 고 폐기물처분의 안 성에 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고 폐기물 처분과

원자력안 반에 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요하다.

공학 방벽의 성능 실증연구는 기에는 주로 실험실 연구와 이론 측 연

구를 심으로 수행되어 왔다.그러나 고 폐기물처분 기술의 안 성과 신뢰성에

한 사회 심이 고조됨에 따라,최근에는 기존의 실험실 이론 연구에서,

공학 규모의 장치를 이용하여 실증실험 는 실제 처분장이 치할 지하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장실험을 수행하는 쪽으로 연구방향이 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공학 실증실험과 장실험은 처분기술에 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매

우 요하다.

이에 따라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캐나다,일본, 랑스,스 스,스웨덴 등에서는

지하 암반 내에 연구시설을 건설하고 다양한 장실험을 통해 처분시스템의 성능을

확인,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1).일본에서는 MIU와

Horonobe의 URL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이 시설들의 활용을 한 국제 기

술교류체제를 확 해 나가고 있다.유럽에서는 기존의 GrimselTestsite,Aspo

HRL외에도 MontTerriURL과 MHM URL 로그램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캐

나다 URL에서는 1980년 이후 30여 가지 규모 장 실증시험이 성공 으로 수

행되었으며 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미국 YaccaMt.에 건설된 ESF와 핀란드

ONKALO 는 처분장 후보부지에 건설된 지하시설로 실증연구를 거쳐 향후 처분장

공간으로도 활용될 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2차 원자력 장기계획 3단계(‘03～’06)연구를 통해, 공학

방벽시스템(EngineeredBarrierSystem,EBS)의 성능을 공학 규모로 실증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설계,제작 설치하 으며, 처분기술의 장실증을 한,소

규모 지하연구시설인 지하처분연구시설(KAERIUnderground Research Tunnel,

KURT)을 건설하 다.지하처분연구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후면 산지 암반에

건설된 폭 6m,높이 6m의 말굽형 단면을 가진 길이 255m (진입터 180m,연구

모듈 75m)의 터 이다.이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지하암반 특성의 실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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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의 손상 (EDZ)측정시험 등이 부분 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 페기물처분장 구성요소 폐기물과 직 하고 있고,처

분시스템의 성능에 직 향을 미치는 공학 방벽시스템(EBS)의 열-수리-역학

(T-H-M)거동을 실증하기 한 공학 규모의 실증시험을 수행하 다.이 실증

실험은 기 처분시스템의 1/3규모인 KENTEX(KAERIEngineering-scaleTHM

ExperimentforanEngineeredBarrierSystem)실증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

며,기 조건과 과열조건에서 열-수리-역학 (THM)거동을 규명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산모델을 개발하 다.THM 실험 종료 후,KENTEX 장치를 보완한

KENTEX-C실증장치를 설치하고,이를 이용하여 온도구배를 가진 불포화 완충재

에서의 이온의 이동형상을 실증하기 한 공학 규모의 열-수리-역학-화학

(THMC)거동 실증실험을 수행하 다.THMC실증실험 결과를 모사할 수 있는

산모델을 개발하고, 산모델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실험치와 비교함으로써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는 근계 역(near-field)암반의 열 역학 거동을 규

명하기 한 시추공 히터시험 (Bore-holeHeaterTest)이 수행되었으며, 산모델링

을 통해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 다.정상 가열 조건에서의 열 역학 거동에

한 장실험을 종료한 후에,과열 조건과 냉각에 따른 암반의 열 거동을 평가하

다. 지하시설의 환기가 암반의 열 역학 거동에 미치는 향을 실증하

다.지하처분연구시설 구간에 걸쳐,굴착에 따른 암반 손상 (EDZ)의 발생 특

성을 규명하기 장시험이 범 하게 실시되었다.근계 역에서의 수리거동 특성

규명을 한 장실험이 수행되었으며,불연속면에서의 탄성 의 특성을 규명

하 다. 리 암반의 동 특성 평가시험도 수행되었다.이 외에도 벤토나이트 완

충재 블록의 제작 기술 성형 블록의 성능 분석,시멘트 그라우트 재의 특성 규

명 등 공학 방벽재의 개발 성능 실증에 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업무 외에도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리 등 운 과 지

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원자력 고 폐기물 처분안 성에 한 홍보 업무

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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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외국의 지하연구시설 황

Country GenericURL SiteSpecificURL

USA

￭ Clinax(1978～1983)

￭ G-tunnel(1979～1990)

￭ BustedButte(1998～)

￭ ESF(1993～)

￭ WIPP(1982～)

Canada ￭ WhiteshellURL(1984～)

Japan

￭ Kamaishimine(1988～1998)

￭ Tonomine(1991～:URL)

￭ MIU (underconstruction)

￭ Honorobe URL (under

construction)

Swiss
￭ GrimselTestSite (1983～)

￭ MontTerri(1995～)

Sweden
￭ StripaMine (1980～1992)

￭ AspoHardRockLab.(1996～)

Finland ￭ Olkiluototunnel(1993～)
￭ ONKALO

(underconstruction)

France

￭ Amelic(1986～1992)

￭ Fanay-Augeres(1980～1990)

￭ Tournemire(1990～)

￭ Meuse/HauteMarne

(underconstruction)

Germany ￭ Assemine(1965～1997)

￭ Gorleben(1985～1990)

￭ Konrad(1980～)

￭ Morsleben (1981～

1998)

Belgium ￭ HadesURF(Mo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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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 황

원자력 선진국인 미국,캐나다,일본, 랑스,스 스,스웨덴,핀란드 등에서는 고

폐기물처분의 안 성에 한 사회 심이 고조됨에 따라,처분안 성에 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선진 외국의 경우,과

거에 추진해 오던 실험실 연구와 이론 측 연구에서 차 실제 처분장이 치

할 지하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장실험을 수행하는 쪽으로 연구방향을 환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지하 암

반 내에 연구시설(URL)을 건설하고 다양한 장실험을 통해 처분시스템의 성능을

확인,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일본에서는 MIU지하연구시설이 완

공되었고 Horonobe에 퇴 암층 지하연구시설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이

시설들의 활용을 한 국제 기술교류 체제를 확 해 나가고 있다.유럽에서는 기존

의 스 스 GrimselTestSite와 MontTerriURL,스웨덴 AspoHRL외에도 랑

스 MHM URL 로그램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체코에서도 자체 URL 로그

램이 추진되고 있다.캐나다 URL에서는 1980년 이후 30여 가지 규모 장 실

증시험이 성공 으로 수행되었으며 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핀란드 ONKALO는

처분장 후보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지하시설이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기술 개발에 한 연구를 통해 처분개념

이 제안되면,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이를 이용하여 제안된 자국의 처분개념을

실증하는 과정을 거쳐 처분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 이다.선진국에서는 자국

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하연구시설을 이용,다양한 장실험을 통해 공학 방벽의

성능을 개선하고,공학 방벽시스템 근계 역 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

이들 상호작용에 미치는 터 주변 암반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공학 방벽시스템 근계 역 암반이 처분환경 하에서 어떻게 거동하느

냐는 처분안 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다.공학 방벽시스템의 거동실증은 실증장치의

구성이 복합 이고,다양한 계측기능이 필요하므로,거의 모든 원자력 선진국에서

공학 규모의 실험을 통해 시스템의 동특성과 장치특성을 악하고 계측시스템을

보정(calibration)한 후,지하연구시설에서 장실험(in-situexperiment)을 수행하는

단계 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근계 역 암반의 거동 실증은 실험실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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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name
(Site,Country)

Rock 
type

Depth
(m)

Scale
(size)

Coup
-

ling
Year Heating

(temperature)

Electric heater 
test 

(Stripa mine,
Sweden)

Granite 330m Borehole
(Ф=324mm) THM 1978

Casks with 
5kw  & 
3.6kw 

Buffer mass 
test (Stripa 

mine,
Sweden)

Granite 340m Test pit
(Ф=750mm) THM 1980-19

85
1.8kw(6 
holes)

Engineered   
barrier 

experiment
(Kamaishi 

mine, Japan)

Granod
i-orite 260m

Test pit 
scale

(Ф1.7m)
THM 1988-19

98 130w/m2

FEBEX
(Grimsel, 

Switzerland)
Granite 450m Drift scale

(Ф2.27m) THM 1994- 2 of Ф=0.9m,  
 2kw heater

THE
(URL, Canada) Granite 420m Borehole

(Ф=96mm) TH 1995-19
98 0.5kw

HFT
(URL, Canada) Granite 420m Borehole TM 1993-19

96 85℃

APSE
(Aspo, 

Sweden)
Granite 450m Test pit

(Ф1.75m)
TM 2002-20

06

4 heaters
(0~400w 

each)

TBT
(Aspo, 

Sweden)
Granite 420m

Test pit
(Ф1.8) TM 2003- 1.5kw

SFT
(Nevada test 
site, USA)

Quartz  
monzo
-nite

420m Drift scale
(6.1mx4.6m) TM 1980-19

82

Total 20kw
(2kw x 6

0.4kw x 20)

In site heater 
test

(NSTF,USA)
Basalt 46m Test pit

(Ф=900mm) THM 1980-19
83 9kw

Heater test
(Grimsel,   

Switzerland)
Granite 450m Borehole

(Ф=300mm) TM 1986-19
87

4kw/m
(2 heaters)

을 바탕으로 장실험을 실시하며 단계 으로(소규모에서 규모로,단순거동 연구

에서 복합거동 연구로)수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공학 방벽시스템의 장 실험

황은 다음과 같다.

결정질암에서의 공학 방벽시스템 장 THM 실증 실험 황

장실험은 실험실 실험과 달리 실제 처분장과 유사한 시험환경을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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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 있으므로,처분장의 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질 지하수 환경을 조

사하고, 장조건에서의 시스템 구성요소 거동 성능을 실증하며,처분장 설계에

필요한 련 기술의 타당성과 장 실험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을 두고 수행되고

있다.지하 환경에서 공학 방벽의 열-수리-역학 (THM)거동 특성을 이해하기

해,미국의 YaccaMountain에서는 singleholetest를 두 지 에서 실시한 후

drift규모에서의 히터시험을 실시하 으며 캐나다 URL의 경우,시추공에서의 히터

시험과 singlehole히터시험을 통해 암반과 완충재의 열-수리-역학 거동 특성을

악하 다.스 스 Grimsel에서는 완충재와 처분공 주 암반에서의 THM 거동

특성을 악하기 해 국제공동연구로 장실험인 FEBEX 로젝트를 추진하 으

며,여기서 얻은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모델링 검증 작업을 수행 에 있다.

처분장 주변 암반의 손상 (EDZ)의 규모 향에 한 장실증 연구는 미국

(WIPP,YaccaMt.),스웨덴 (Aspo,Stripamine)캐나다(URL)에서 실시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Kamaishmine,Tonomine에서의 손상 시험에 이어 MIU URL

HoronobeURL에서도 장실험이 계획되고 있다. 재 선진국의 기술수 은 실험

실 연구,공학 규모의 시험을 거쳐,지하연구시설에서 장실험을 실시하여,개

발된 기술의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이며,일부 분야에 해서는 prototype 장실험

이 착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된 공학 방벽 성능 장실증연구가

이 분야에서 유일한 연구로서,여기서 얻어진 연구 성과는 국내에서 유일하고,독보

인 치를 차지하고 있다.이 연구에서는 고 폐기물처분장 공학 방벽의 성능

을 실험 으로 검증하기 해 공학 규모의 실증실험을 수행하고,처분장 모암으

로 고려 인 결정질 암반에 치한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지하 환경에서 장실험을

실시하 다.

공학 규모의 공학 방벽시스템(EBS)열-수리-역학 거동 실증실험에서는 한

국형기 처분시스템(KRS)의 공학 방벽시스템을 1/3규모로 축소한 실증실험 장치

인 KENTEX(KAERI Engineering scale Thermal -Hydro -Mechanical

ExperimentforanEngineeredBarrierSystem)를 제작,설치하 으며,이 장치를

이용하여 정상가열(normalheating),과열(over-heating) 냉각(cooling)실험을 수

행하 다.이 실험들을 통해 기 처분조건 (referencedisposalcondition)에서의 열-

수리-역학 (THM)거동에 한 실험 데이터를 얻었으며,이들 데이터를 모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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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산모델을 개발하는데 성공하 다.이 산모델을 이용하여,공학 방벽시스

템의 성능과 장기거동 특성을 평가하 다.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공학 방

벽시스템의 THM 거동특성 장실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실험 장치를 설계하

고,일부 장치를 제작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암반 에 굴착된 폭 6m,높이

6m의 말굽형 단면을 가진 길이 255m의 터 이다 (진입터 :180m,연구모듈:

45m,30m).이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우측 연구모듈(45m)에서 근계 역 암반의 열-

수리-역학 거동 특성 규명을 한 장실험(heatertest)을 성공 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실험 데이터와 정보를 얻었으며,이를 해석하기 한 산모델을 개발하

다.이 산모델을 이용하여,처분장 근계 역의 장기 거동을 평가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 진입터 과 연구모듈에서 지구물리탐사 350회의 암반 변형

계수 측정 장시험을 실시하여 근계 역 암반의 손상 발생특성과 범 를 규명하

으며,근계 역 암반의 불연속면 분포와 동 물성을 측정하 다. 손상 의 지

보재 향, 리암반의 안정성,열-역학 ,수리-역학 향을 평가하기 한 산

모델을 개발하 다.이 산모델을 이용하여 근계 역 암반의 손상 가 지하처분시

설의 장기 건 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처분장 완충재로 사용되는 고 도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에 한 장 용성을

고려하여,최 제작조건을 도출하 으며,실규모의 1/3인 공학 규모의 완충제

블록의 제작에 성공하 다.제작된 완충재 블록의 균일성과 합성을 평가하기

한 각종 평가시험을 성공 으로 수행하 으며,블록의 최 배치 모형을 결정하

다. 재로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제조 조건을 설정하 으며,기 물질을 선

정하고,low-pH high-pH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련 역학 물성을

평가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성공 으로 운 하면서 시설의 기 용량 증설,통신설비 설

치,부지 정비 공사를 성공 으로 완료하 으며,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다양

한 장 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계, 계,교

육기 ,원자력 련 기 시민단체 등을 상으로,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기 한 홍보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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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개발의 범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은 크게 다섯 가지 연구 분야로 구성된다.즉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거동 실증실험,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 역 암반의

열 거동 장실험,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 역 손상 특성 장시험,공학 방벽

재 개발,지하처분연구시설 운 기술지원이다.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거동 실증실험에서는 고 폐기물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 방벽시스템(EBS)에서 일어나는 붕괴열에 의한 온도 상승,

주변 암반으로 부터의 지하수의 침투 이로 인한 완충재의 팽윤 등의 열-수리-역

학 (THM) 열-수리-역학-화학 (THMC)연계거동을 실증하기 해 공학 규

모의 실증실험을 수행하 으며,실험결과를 모사하기 한 산모델의 개발도 이루

어졌다.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 역 암반의 열 거동 장실험에서는 지하처분연구

시설의 연구모듈 내에 치한 암반 벽에 시추공을 굴착하고 히터를 설치하여,가열

하면서 근계 역(near-field)암반의 열 역학 거동을 규명하기 한 장실

험이 수행되었으며, 산모델링을 통해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 역 손상 특성 장시험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 구

간에 걸쳐,터 굴착에 따른 암반 손상 (EDZ)의 발생 특성을 규명하기 한 장

시험이 범 하게 실시되었으며,손상 가 처분장 성능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한 산 모델링도 수행되었다.공학 방벽재 개발에서는 벤토나이트 완충재 블록

의 제작 성능 평가 그리고 시멘트 그라우트 재의 특성 규명에 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지하처분연구시설 운 기술지원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고 폐기물

처분연구 련 지하시설인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유지,보수 리 등 운

과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원자력 고 폐기물 처분안 성에 한 홍보 업

무가 수행되었다.

본 과제의 연구개발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아래에 각 연차별 연구개발 세

부목표 주요 내용에 해서 기술하 다.

• 공학 방벽 Near-field지하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 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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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련

내용

1차년도

(2007)

▪공학 방벽재

장 용성 분석

･완충재 블록 제작성 분석 제작 조건 도

출

･ 재 후보물질 분석 평가

제 3장

:5

▪공학 방벽시스템

(EBS) 열-수리-

역학 (THM)거

동 공학 규모

실증실험

･공학 규모 실증실험시설 (KENTEX)

heatingphase실험

･실험 데이터 수집 분석

･THM 모델 입력인자 특성 규명

･ 산 로그램에 의한 모델링 장기 거동

평가

･EBS 열-수리-역학 거동 장실험 상

암반 리 분포 특성 조사,분석

제 3장

:2

▪지하처분연구시설

Near-field 암반

의 열 거동

장시험

･ 상 암반 역의 리 분포 충 물

조사

･ 상 암석의 열-역학 물성시험 암반

물성 평가 장실험

･ 상 암반 역 주변의 지하수 수리거동 분

석을 한 시추공 굴착 히터시험 구간

의 조사 분석

･히터,센서 dataloggingsystem 설계,

제작 설치

･heating통한 암반의 열 거동 장실험

･ 장실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암반의 열

거동 해석

･ 산 로그램에 의한 모델링 열 거동

향인자 분석

제 3장

:3

▪지하처분연구시설

Near-field 손상

(EDZ)규모 평

가 지응력

특성 조사

･EDZ에 의한 열-수리-역학 향 평가 모

델링

･손상 규모 실측 평가

･발 진동 분석을 통한 암반 동 거동 특성

악

･ 장측정 결과 이용 역학 거동평가

･Nearf-field암석의 물성특성 평가

제 3장

:4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운

･시설의 기 용량 증설

･시설 운 기술지원

･홍보 지원

제 3장

:6

2차년도 ▪공학 방벽재 설･공학 규모 완충재 블록 설계 블록배치 제 3장

• Near-field손상 지응력 특성 장실험

• 공학 방벽 개발 실증기술 확보

◎ 1단계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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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련

내용

(2008)

계 특성 분석
모형 선정

･시멘트 재 기술 분석 기 물질 선정
:5

▪공학 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

(THM) 거동 공

학 규모 실증실

험 장실험

장치 설계

･실증실험시설(KENTEX) over-heating

phase실험

.완충재 블록 포화에 따른 응력-변형 특성

규명

･ 산 로그램에 의한 모델링 평가

･ 장시험 상 암반 내 시험공 특성 분석

설계

제 3장

:2

▪지하처분연구시설

Near-field 암반

의 열-역학 복

합거동 장시험

･암반의 열 -역학 복합 거동 시험을 한

장치 보완

･암반 열 -역학 복합거동 장실험

･ 리 암반의 열 ,역학 물성 평가

･가열 기간 암반 거동 특성 비교

･암반 기 온도 추정 기법 개발

･ 장실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암반의 열

거동 해석

･ 산 로그램에 의한 모델링 열 -역학

거동 향 인자 분석

제 3장

:3

▪지하처분연구시설

Near-field 손상

(EDZ)발생 특

성 지응력

특성 장실험

･지구물리기법을 이용한 EDZ발생 메카니즘

EDZ구간 물성 평가

･손상 발생에 따른 3차원 구조안정성 해석

기법 개발

･손상 에 의한 열,수리 도 특성

변화 평가

･굴착 후 지응력 평가

･ 지응력 지보재의 향을 고려한 터

주변 암반의 거동 평가기법 개발

제 3장

:4

▪지하처분연구시설

운

･시설 운 기술지원

･홍보 지원

제 3장

:6

3차년도

(2009)

▪공학 방벽재 제

작 시험 평가

･공학 규모 완충재 블록 배치모형에 따른

재포화/역학 특성 분석

･완충재블록의 handling/emplacement 기술

분석

.뒷채움재 조성에 따른 열-수리-역학 특성

분석

･시멘트 재 열-역학 물성 분석 평

가

제 3장

:5

▪공학 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

거동 공학 규모

실증시험 완료

･공학 방벽시스템 THM 거동 실증시험 종

료 완충재 시편 채취

･지하수 존재 조건 하에서 장기 가열 에 따

른 완충재 물성변화 조사

제 3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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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련

내용

4차년도

(2010)

∙과열조건 하에서

KURT 근계 역

열-역학 특성

변화 장 실증

･손상구간 열 거동 특성 평가

･암반 열-역학 거동에 미치는 환기 향

실증

･비정상 과열 조건에서의 암반 열 거동

장 실증

제 3장

:8

∙공학 방벽시스템

의 열-수리-

역학 복합

과정에서 음이온

･공학 방벽시스템의 THM-C 복합거동 실

증실험을 한 장치보완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복합과

정에서의 음이온거동 실증실험

제 3장

:7

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련

내용

장실험 장치 제

작

･히터,측정센서 data logging

system의 장기 건 성 평가

･ 장 시험공 완충재 센서,거치설비 모

니터링 시스템 설계

▪지하처분연구시설

Near-field 암반

의 열-수리-역학

거동 장실험

･암반의 열-수리-역학 복합거동 장실험

･ 리암반의 THM 물성 측정기법 개발

･ 리간극의 변화에 미치는 암반응력/열응력

향 평가

･ 리망 고려한 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

해석

･ 산 로그램에 의한 모델링/열-수리-역학

복합거동 향인자 분석

제 3장

:3

▪지하처분연구시설

Near-field 암반

의 지응력에

미치는 불연속면

의 물성평가 실험

･터 /처분공 주변 손상 구간

불연속면 분포 조사

･손상 에 미치는 불연속면 향

손상 구간 수리 향 평가

･소규모 장 단시험 불연속면

단특성 평가

･ 리암반의 정량화 기법 개발

･터 주변 소성 발생 평가

제 3장

:4

▪지하처분연구시설

운

･시설 운 기술지원

･홍보 지원

제 3장

:6

◎ 2단계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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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련

내용

거동 평가

실증

∙KURT내 손상

수리특성 평가

･근계 역의 수리거동 해석 기법 개발

･암반의 수리/동 특성 장치 설치

･불연속면 내에서의 탄성 특성 평가

제 3장

:9

∙공학 규모

완충재 블록 제작

재 특성

분석

･공학 규모 완충재 디스크형 블록 제작 조

건에 미치는 향 분석

･ 재의 역학 화학 특성 규명

제 3장

:10

∙KURT 장 실증

기반 구축

･KURT부지환경 자료 설비 구축

･KURT활용성 증 방안

제 3장

:11

5차년도

(2011)

∙KURT

열-역학

장기거동 장

실증 평가

･냉각에 따른 암반 THM 거동 평가

･환기 향을 고려한 해석 기법 개발

･근계 역에서의 장기 열-수리-역학 장

시험 결과 분석

제 3장

:8

∙공학 방벽시스템

의 열-수리-

역학 복합

과정에서 양이온

거동 실증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복합과

정에서의 양이온거동 실증실험

･기 처분시스템의 열-수리-역학-화학 복

합거동 해석기법 개발 성능 시뮬 이션

제 3장

:7

∙KURT내

손상 가

처분안 성에

미치는 향 장

평가

･손상 수리 거동 장실험 수행

･손상 수리-역학 거동 모델링

･ 리암반 동 특성 평가시험

제 3장

:9

∙공학 규모

완충재 블록 성능

재 특성

평가

･공학 규모 도넛형 완충재 블록 방벽재 제

작 방법 확립

･공학 규모 완충재 블록 성능 평가

･ 재의 장기 내구성 성능평가

제 3장

:10

∙KURT 장 실증

기반 구축

･KURT 장실험 지원 기반 구축

･차기단계 KURT확장 방안

제 3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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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공학 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 거동 실증실험

1.배경

고 폐기물처분장에서 완충재,뒷채움재, 재 근계 역 암반으로 구성되

는 공학 방벽시스템 (EngineeredBarrierSystem,EBS)은 고 폐기물로부터 방출되

는 붕괴열과 주 암반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 이로 인한 벤토나이트 완충재

의 팽윤 등으로 인해 고 폐기물처분장에서 가장 가혹한 처분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열-수리-역학 처분환경은 처분장의 성능 처분안 성에 큰 향을 미치

기 때문에 공학 방벽시스템에 한 실증실험을 통해 열-수리-역학 거동을 규명

하고 확인할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에서는 2002년에 고 폐기물 기 처분

시스템 (KoreanReferencedisposalSystem,KRS)을 제안한 바 있으며 [2.1], 이

기 처분시스템의 공학 시스템에 한 열-수리-역학 거동 실증을 한 2단계 실

증실험 (공학 규모 실험과 KURT에서의 장시험)계획을 수립하고,지난 연구단

계에서는 KRS공학 방벽시스템의 1/3규모로 KENTEX 실증실험을 제작.설치하

여 정상가열조건에서의 열-수리-역학 거동 실증실험을 수행해 왔다 [2.2].

본 연구단계에서는 KRS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거동을 여러 조건

에서 실증하기 해,기존의 KENTEX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지난 단계부터 시작

되어온 정상가열단계 (normalheatingphase)실험을 1년 더 연장 수행하고,과열단

계 (over-heatingphase) 냉각단계 (coolingphase)실험도 수행하 으며, 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거동을 해석,모사할 수

있는 산모델을 제시하 다.아울러,향후 KURT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의 장실

험 수행을 한 실험장치의 개념설계 실험계획 수립도 수행하 다.

2.공학 규모 실증실험

가.KENTEX실험

KENTEX실증실험장치는 우리나라 기 처분시스템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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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거동 실증을 해 1/3크기로 설계.제작된 엔지니어링 규모의 실험장치이

다.이 실험장치는 압력실린더 (confiningcylinder),가열시스템 (heatingsystem),

벤토나이트블록 (bentoniteblocks),수화시스템 (hydrationsystem), 센서 (sensors

& instruments),HCS (Heat-Controlling System)& DAS (Data Acquisition

System)등의 하드웨어 (그림 2.1)와 실험장치를 모니터링 제어하고 한 센서

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계측하는 운 로그램 PRODASH-EN으로 구성된다.

KENTEX 실증실험장치에서,압력용기는 처분시스템의 처분공 (borehole)을 모

사하기 해 히터 주 에 벤토나이트블록을 설치하고 외부로부터는 지하수의 유동

을 모사할 수 있도록 steelcylinder,endcovers,waterinjection ports,sensor

ports,insulator등으로 구성하 으며,가열시스템은 처분시스템에서 붕괴열을 갖는

폐기물과 처분용기를 모사할 수 있도록 열원요소 (heatingelement),산화마그네슘

충 재,히터용기 (outersteelcylinder), 이블용 이 (cable-guidingpipe)등으

로 구성하 다.벤토나이트블록은 경주 벤토나이트 [2.1,2.3]를 사용하여 제작성,기

술성 경제성을 최 화 할 수 있도록 TypeA,TypeB,TypeC의 3가지 형태

로 설계,제작하 다.수화시스템은 지하수 장-공 탱크 (hydrationwatertank),

압력게이지 (pressuregauge),안 밸 (safetyvalve),튜빙 (tubing)등을 구성되

며,압력실린더로 유입되는 지하수가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며 공 될 수 있도록 제

작하 다.센서는 완충재블록의 온도,습도,압력 측정을 해 3종류의 센서를 사용

하 다.

KENTEX실증실험장치 설치 후 압력실린더 내 벤토나이트블록의 환산 평균 건

조 도는 1.5Mg/m3, 기 수분함량은 13wt.% 다.실험에 사용된 지하수는 유성

지역 시추공 YS-01로부터 채취한 심부지하수를 사용하 다.이 지하수는 수화시스

템의 장탱크로부터 5기압으로 가압하여 압력실린더로 공 되었다.실증실험이 진

행되는 동안 히터와 벤토나이트 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는 정상가열 (normal

heating),과열 (over-heating),냉각 (cooling)단계로 나 고,PRODASH-EN운

로그램을 이용해서 미리 설정해 둔 해당단계의 설정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그리고 압력실린더 외벽에서의 온도는 25℃로 유지 하 다.

정상가열단계실험에서 히터와 벤토나이트 블록 사이의 온도는 90℃로 유지되었

다.지하수는 외부에 설치된 장조 (waterreservoir)로부터 5기압의 압력으로 실

린더에 공 되었고,실험실의 온도는 25℃로 유지되었다.히터 제어 온도,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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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등의 실험데이터 수집은 PRODASH-EN 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정

상가열단계실험에서 측정된 벤토나이트 블록의 형 인 온도,습도,압력 변화는

그림 2.2에서 2.4에 도시하 다.측정시간에 따른 온도변이는 그림 2.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모든 측정지 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 다.처음 약 2주 동안은 빠르게 증

가하 고,그 다음부터는 정상상태 (stationarystate)에 도달하여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 다.

정상가열조건에서,벤토나이트 블록의 수리특성은 그림 2.3과 같다.이 그림에서

(a)는 작동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높이 0.34m,반경 0.246m 치에 설치

된 습도센서의 습도분포를 나타내고,(b)와 (c)는 실험 시작 500일 경과 후 코어샘

링 방법을 이용하여 직 측정한 수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9(a)에서 보

는 바와 같이,높이 0.34m,반경 0.246m 인 치에서 벤토나이트블록의 습도는

실험 시작과 함께 지하수를 공 하자마자 즉시 격하게 증가하 고,그 다음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약 80일 정도부터는 다시 증가하 으며,약 400일 경과한 후로

는 정상상태에 근 하는 경향을 보 다.이것은 이 지 에서의 습도분포가 건조과

정(dryingprocess)과 습윤과정(wettingprocess)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2.3(b)와 (c)에서,벤토나이트블록 내 수분함량은 지하수가 공 되는 실린더

벽 가까운 곳에서는 축 방향으로의 높이에 상 없이 거의 포화상태 (ωs=0.32)에 도

달하 고, 신에 실린더 벽에서 히터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포화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화과정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으며,히터 가까운 곳에서도 건조

과정에 의해 포화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4은 정상가열조건에서 벤토나이트 블록의 압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분포는 측정 치에 따라 그 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지하수가 유입되는

바깥부분에서는 실험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압력이 증가하 고,반면에 실

린더 벽면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로부터

압력이 증가하기 시작하 다.높이 0.34m,반경방향의 길이 0.289m인 벤토나

이트블록의 압력(그림 2.4(a))은 실험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가 르게 증가하

다가 약 2주 후부터는 느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그림 2.4(b)는 (a)보다

실린더 벽에서 약간 더 안쪽에 치하는 지 (반경의 길이 0.246m)에서의 압

력분포로서, 기 압력이 증가하는 시 은 더 느리나 압력 분포곡선의 패턴은

비슷하 다.그리고 높이 0.148m,반경방향의 길이 0.102m인 치에서 측정한

압력분포도 기 압력이 증가하는 시 이 더 늦게 나타날 뿐 압력분포의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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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 다.

과열단계실험은 정상가열실험 종료 시 에 공 력을 높여,히터-벤토나이

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120℃로 유지하면서 수행되었다.과열단계실험에서

벤토나이트블록의 측정온도는 정상가열단계실험에서와 같이 안정 이고 균일성

이 있는 데이터 값을 보 으며,히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90

℃에서 120℃로 올리는 데는 1.5일정도 소요되었다.각 측정지 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는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 으며,온도는 과열 후 몇 시간이 지나

지 않아 정상상태에 도달하고,거의 120℃의 값을 유지하 다.각 측정지 의

정상상태 온도는 히터에 가까울수록 높고 멀어질수록 낮은 값을 보 으며,반경

방향의 경우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은 온도분포를 보 다.

과열 시 벤토나이트블록의 습도는 온도상승과는 상 없이 정상가열단계실험

때와 같이 거의 100%에 가까운 포화상태의 값을 보 다.이 습도 값은 벤토나

이트블록의 건조 도가 1.5Mg/m
3
,공극률이 0.46임을 감안하면 포화 수분함량

32%에 도달한 값으로 보인다.과열조건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의 압력 값은 히

터-벤토나이트블록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90℃에서 120℃로 올리는 동안은 약

간 증가하다가,온도가 120℃에 도달한 이후에는 이 값으로 다시 감소한 후

일정한 값을 보 다.

나.모델인자 측정

압축 벤토나이트의 열 도도는 분말시료를 스텐 스강 몰드에 넣고,유압 스

로 압축을 하여 15×6×2cm 크기의 직육면체형 시편을 제작하여 측정하 다.본 열

도도 측정에는 순간열 도측정계 (KyotoElectronics,QTM-500)가 사용되었으며,

벤토나이트의 수분함량은 량비로 10 wt%에서 20wt%까지,건조 도는 1.2

Mg/m3에서 1.8Mg/m3까지 값을 변화시켰다.그리고 모든 측정은 25℃에서 행하

여졌다.각 건조 도에서의 수분함량의 증가에 따른 열 도도 변화는 다음과 같은

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k=0.0378ωw -0.0571(ρd=1,2Mg/m
3)r2=0.92

k=0.0681ωw -0.2519(ρd=1,4Mg/m
3)r2=0.95

k=0.0599ωw -0.0232(ρd=1,5Mg/m
3
)r
2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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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640ωw -0.0236(ρd=1,6Mg/m
3
)r
2
=0.95

k=0.0574ωw +0.2129(ρd=1,8Mg/m
3)r2=0.94

여기서 k는 열 도도(W/mK),ωw 는 수분함량(wt%),ρd는 건조 도(Mg/m3)이다.

수리 도도 값은 건조 도에 따라 달라지며 방사성핵종의 붕괴열로 인한 완충재

의 온도 상승과 해수 침투에 의한 지하수 염도 (salinity)변화에도 향을 받는

다.실험결과,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리 도도는 건조 도에 따라 감소하 으며,반

수좌표 상에서 직선 계 보 다.

LogK=-4.07ρd– 6.13(at20℃) r
2
=0.92

,압축 벤토나이트의 수리 도도는 온도가 증가 할수록 증가하 다.20℃에서의

수리 도도 값에 비해 80℃에서는 수리 도도가 약 3～ 4배 정도로 증가하 고,

150℃에서 수리 도도 값은 건조 도가 1.8Mg/m
3
인 경우 약 1승수 (order)정

도 증가하 으나,그 보다 낮은 도에서는 증가폭이 다소 작았다.

수분흡입력은 압축밴토나이트의 수분함량을 3-22%,온도를 25-90℃ 범 에

서 변화시키며 상 습도를 측정하 다.수분흡인력은 습도센서로부터 측정된 상

습도로부터 다음의 Kelvin식을 이용해서 결정하 다 [2.3].

   


ln 




단,R는 기체상수 (8.3143 J/K․mol),T는 온도,Vw는 물의 몰체

(1.80x10
-5
m
3
/mol),RH는 상 습도

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Na-활성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 는데,비활성상태

시료는 최 90kg/cm2,활성상태 시료는 최 150kg/cm2의 값을 나타내었다.측

정된 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은 건조 도가 커질수록 증가하 다.온도 향 실험

에서 압축 벤토나이트 팽윤압은 80℃까지의 온도증가에 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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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 모델링 해석

앞 에서 기술한 KENTEX 실험에서 얻어진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연계거동 실험 결과를 모사하기 한 산모델링이 개발되었다.공학 방벽시스

템에서 일어나는 열-수리-역학 상을 모사하기 해,가열 지하수 침투에 따

른 벤토나이트 완충재 내의 온도,함수비(watercontent) 압력(totalpressure)

의 분포 변화를 해석하 다.해석에 사용된 컴퓨터코드는 TOUGH2[2.4]이다.

KENTEX의 상세 구조가 수치 모델링에 반 되었다.KENTEX의 형태는 2차원의

반경 방향으로 칭인 메쉬로 모델링되었다.완충재는 기에 량비로 13%의 함수

율을 가지며,온도가 25
o
C,압력이 1.0bar인 조건 하에 있다.TOUGH2는 팽윤압

을 제외한 나머지 압력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팽윤압을 계

산하기 한 서 루틴 SWELL을 개발하 으며,이 서 루틴을 TOUGH2에 추가하

다.

완충재 내에서의 온도분포 계산 결과를 그림 2.5에 나타내었다.계산 결과와 비교

하기 해 실험에서 얻은 측정데이터도 함께 나타내었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된 측 결과는 체 으로 실험에서 얻은 온도 분포와 경향이 일치하고

있다.벤토나이트 완충재에서의 수분 분포는 포화도(degreeofsaturation)로 나타내

었다.포화도는 함수비와 포화함수비의 비로서 정의된다.실험 개시 501일에서 높이

0.61m 지 에서 가열 후,원통형 히터의 표면으로부터 수평 거리의 함수로서 시간

에 따른 포화도의 변화를 각각 그림 2.6에 나나내었다.

높이 0.34m 지 에서 계산된 압력 분포를 그림 2.7에 나타내었으며,비교를

해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도 함께 나타내었다.측정된 압력은 히터와 가까운 역

(R=0.246)에서는 계산치보다 낮았으나,압력용기 벽에 가까운 역(R=0.289)에서는

높게 나타났다.실험 기에는 압력용기 외벽에 가까운 부분부터 지하수에 의해 포

화되며,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하수는 완충재를 침투하여 포화시켜,팽윤압을 발

생시킨다.그러므로 압력은 기에 격히 증가하고,그 후에는 서서히 증가하면

서 정상상태에 근해 간다.

TOUGH2컴퓨터코드를 이용하여 KENTEX실험에서 얻은 열-수리-역학 거동

실험 결과를 모사한 결과,완충재의 반에 걸쳐 온도,포화도 압력 분포의 계

산 결과는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와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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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실증실험 개념설계

공학 방벽시스템 장시험은 우측 연구모듈 막장 약 10m 구간에서 수행될

정이다.시험구역의 리분포는 DIPS를 이용한 노출 막장면 좌,우 측면의 리

조사와 바닥면에 한 시추 리조사로 나 어 수행되었다.

1번 막장면의 리조사에서는 총 27개의 리가 사용되었으며,DIPS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경사방향 263o,경사 85o를 갖는 리군이 암반 사면에 지배 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DIPS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결과이다.2번 좌측면의 리조사에서

는 총 36개의 리자료를 수집하 으며,DIPS분석결과 경사방향 236°,경사 76°를

갖는 리군이 지배 으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3번 우측면의 리조사에서

는 총 56개의 리에 한 조사가 실시되었다.이 조사면에는 경사방향 213°,경사

77°의 리군이 지배 으로 존재함을 확인하 다.시험구역 바닥면에 한 시추조사

는 5군데에서 실시하 으며, BUF-1는 10m,나머지는 5m 깊이로 시추하 다.

시추결과, 부분의 암석에서 TCR(TotalCoreRecovery)은 100%에 가까운 값을

보 으며,암질지수 RQD(RockQualityDesignation)는 50-98%의 값을 보 다.

그리고 각 코어시료에 나타난 리간격은 <1cm -110cm 다.

그림 2.8은 공학 방벽시스템의 실험공의 개념도이다.시험구역 터 바닥에 직경

2.24m,깊이 5m의 시험공을 굴착하고,여기에 장실험장치를 설치하게 된다.히

터와 실험공 내벽 사이의 공간에는 기 수분함량 13%,건조 도 1.6kg/m
3
인 고

도 벤토나이트블록을 제작하여 설치한다.블록 설치가 끝난 후 상부에는 러그

를 설치하고,벤토나이트블록이 지하수와 반응하여 생긴 팽윤압에 의해 시험처분공

쪽 방향으로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고,터 바닥으로부터 물이 러그와의 틈새를

통하여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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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공학 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 거동 실증을 한 엔

지니어링 규모의 KENTEX실험장치

그림 2.311.반응 후 760일 경과시 에서 벤토나이트블록 내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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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벤토나이트블록 내 습도분포 수분함량분포:

(a)습도센서에 의해 측정된 습도분포 (b),(c)코어샘 링 방법에

의해 얻어진 수분함량분포

그림 2.313.벤토나이트 블록 내 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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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계산된 온도와 측정 데이터의 비교

그림 2.315.높이 0.61m 지 에서 501일 경과 후,

계산된 포화도 변화와 측정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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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6.높이 0.34m 지 에서의 압력 분포 계산

값과 측정치의 비교 H:height(m),R:radial

distance(m)

그림 2.317.공학 방벽시스템 장실험장치 설치구역 실험공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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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 역 암반의 열 거동

장실험

1.배경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암반에서의 열 달과 련된 열-역학 거동

을 평가하고 기 사용된 모델링 기법의 검증에 활용할 자료를 획득하기 해 시추공

히터시험을 설계하고 설치하 다.열-역학 거동에 한 보다 면 한 평가를 해

지하수 유입이 은 구간을 시험 구간으로 선정하 다.이 시험 구간 주변에서의

불연속면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 으며 암반의 열-역학 물성을 평가하기 한

다양한 실험실 실험이 실시되었다.2007년 12월 시추공 히터시험이 본격 가동되었

으며 2009년 9월부터 히터온도 90
o
C로 유지시키면서 암반 내 열-역학 변화에

한 찰 분석이 실시하 다.

2.암반 열역학 거동 장실험

가.KURT히터시험 구간 조사

암석의 물리 성질들을 구하기 하여 국제암반공학회 표 시험규정

(TestingStandardsofISRM,InternationalSocietyforRockMechanics)과 미국

표 시험법(ASTM,AmericanStandardsofTestingMethods)등을 근거하여 일축

압축시험,인장강도,삼축압축시험,자연 리면 직 단시험,열팽창계수 측정시험

을 서울 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암반공학연구실에 의뢰하여 수행하 다.암석

의 열 도 시험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암석코아를 이용하여 실시하 으며[3.1]비열에

한 측정을 수행하 다.

나.시추공 히터 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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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히터공 측공

시추공 히터시험을 해 우측 연구모듈 막장 왼편의 벽면을 선정하여 시추작

업을 실시하 다.히터공의 치는 터 바닥에서 약 1.5m 치에 있는 비교 양

호한 암반을 선택하 다.히터가 설치되는 히터공의 직경은 11cm 이며 길이는

3.2m 이다.히터공 주변 약 1m 구간에 측공을 집 으로 천공하 다. 측공 천

공에 따른 암반의 열-역학 거동 변화를 최소화하기 해 측공의 크기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76mm 시추공의 반 크기인 38mm 직경으로 천공하 다. 측공과

히터공에서 암석코아를 회수하여 암석물성 측정 리분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

다.

38mm 측공의 수는 15개로 각 측공의 길이,방향 설치된 센서는 표

3.1과 같다. 측공의 길이는 5m 내외로 히터가 설치된 구간의 2m 외부까지 측정

이 가능하도록 하 다.그림 3.1은 각 측공의 히터공에서의 거리를 보여 다.온

도센서는 수직과 수평 양방향으로 0.3m,0.6m,0.9m 떨어진 지 에 수평으로 천공

된 측공과 경사 측공에 설치하 다.응력센서가 설치된 4개의 수평 측공은

히터공에서 약 50cm 떨어져 있다.

부분의 측공은 히터공에서 1m 내외에 치하고 있으며 경사공 (C1,C2)은

히터시험 구간에서 5m 까지 온도변화를 측할 수 있다.경사공의 수평경사는 경사

각을 26
o
로 하여 히터 심의 윗부분을 지날 수 있도록 하 다.

2)히터

본 시추공 히터시험에 사용된 히터는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는

28kg이다.히터의 길이는 2m 로서 벽면에서 1.2m에서 3.2m 사이에서 히터가 치

하게 된다.히터는 상부(upperpart)와 하부(lowerpart)로 나뉘며 히터공에 삽입할

때는 97mm 직경으로 상부와 하부가 붙어 있다가 설치 치에 도달해서는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면서 히터공 벽면에 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이러한 방법으

로 히터의 설치 치를 추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 다.히터 내에는 6개의 온도센

서가 그림 3.2와 같이 설치되어 있다.소형화를 해 직경 1.6mm 의 T-type

thermocouple이 설치되었으며 센서는 표면에서 2mm 깊이에 치하고 있다.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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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가열을 한 8개의 력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력은 5kw 이다.

발열체인 히터가 물과 하는 것을 방지하며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암반

으로 원활하게 달이 될 수 있도록 히터와 암반 사이에는 알루미늄 이 를 설치

하 다.

3)센서

히터시험을 해 100여개의 온도센서가 암반 내에 설치되었다.시험에 사용된

온도센서는 국내 업체인 에이스인스트루먼트사의 진동 식 온도센서로 속의 선팽

창계수 차이를 이용한 온도 계측을 하게 된다.방수,방습,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낙뢰보호용 피뢰장치와 별도의 thermistor온도센서를 내장하여 반 구 계측이

가능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히터에 비교 먼 측공들인 A1,A2,A3,A4

공에는 각각 9개의 온도센서를 설치하 으며 약 30cm 거리에 있는 B1,B2,B3,B4

공에는 각각 12개의 온도센서를 설치하 다.하향 경사공인 C1에는 12개,상향 경

사공인 C2에는 3개,최하단 수평공인 C3에 8개를 설치하 다.설치 지 은 히터

에 가까운 측공 앙부에는 센서를 집시켰으며 먼 곳에는 설치 간격을 비교

넓게 하 다.각 측공에서 계획된 치에 온도센서를 설치한 후, 측공은 시멘트

액을 주입하여 함으로써 암반과 센서간의 온도 달이 원활하게 하 다.

동일한 dataacquisitionsystem 을 사용하여 온도와 응력 변화 기록이 가능

하도록 응력도 진동 식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설계하 다.본 시험에서는

38mm 직경의 경암용 EX sizestressmeter를 설치하 다.응력을 달하는 이

트가 히터공 방향으로 놓이게 함으로써 히터 가열에 의한 열응력이 센서에 효과

으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4)기타 장비

암반온도,응력 변화,히터온도,히터 력량 등은 데이터 장 시스템에 의해

자동 장된다.시험 기에는 측정 간격을 조 하게 하 으며 히터온도가 변화 없

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측정 간격을 늘림으로써 자료 장의 효율성은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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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 내 온도를 수동 계측하는 장비로 VW DataRecorder(ACE-1000)이

사용되고 있다.ACE-1000는 진동 식 센서용으로 값을 장할 수 있으며 RS-232

방식으로 컴퓨터로 자료 송이 가능하다.최 2,000개의 측정 자료를 장할 수

있으며 온도,HZ,10³3Hz²2,μsec와 같은 네 가지 종류로 결과를 보여 다.

히터온도 조 장치를 사용하여 히터온도를 설정하면 주기 으로 히터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설정온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력 공 을 차단하고 설정 온도

이하가 되면 력 공 을 재개하도록 되어 있다.히터에 장착된 6개의 온도센서에

서 측정된 자료는 온도 기록 장치에 의해 자동 기록된다.

다.히터시험 결과

1)히터시험 추진 황

본격 인 히터시험이 실시되기 ,센서와 데이터 기록 시스템의 작동을 확인

하기 해 2007년 8월~9월에 걸쳐 약 2주간 히터 온도를 70oC까지 상승시키는 비

시험이 실시되었다. 비시험을 통해 측정 장치를 보완한 다음,암반 온도가 기

상태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2007년 12월 본 시험을 한 히터 가동이

시작되었다.응력센서는 2007년 5월23~5월30일 사이에 설치되었으며 5월 23일 C3

공에 온도센서가 설치되었다.2007년 7월에는 환기시스템으로부터 히터시험 구간을

격리시키기 한 차단벽이 설치되었다.

2) 기 온도,습도 변화

지역의 연간 평균기온은 12.3℃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53.8mm 이다.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의 월평균기온은 25.5℃이며 가장 추운 달인 1월의 월평균기

온은 -1.9℃로 연교차가 27.4℃로 나타난다. 측이후 최고기온은 1994년 7월23일의

37.7℃,최 기온은 1969년 2월 6일에 기록된 -19.0℃ 이었다.모델링이나 이론식을

이용한 계산을 해서는 변동이 심하고 입력이 복잡한 실측값 보다는 방정식을 이

용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1년 주기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sin곡선을 이용하여

curvefitting을 실시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연간 기온도 변화를 비교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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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ttingcurve에서 측하는 2007년과 2008년의

년 평균 기온은 13.2℃이며 최 온도는 25.7℃,최 온도는 0.7℃ 로 실측값에 비해

서는 변동 폭은 2℃ 정도 낮게 나타난다.

3)터 벽면 온도 변화

히터 가열에 따라 터 벽면에서의 온도도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는 시간에 따른 터 벽면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벽면온도에 한 측

정은 히터에 한 가열이 시작되기 부터 측정하여 기 조건을 악할 수 있도록

하 다.암반 벽면의 온도는 비교 일정하므로 계 에 따라 공기 온도에 비해 낮

거나 높게 나타난다.2007년 5월부터 측정된 암반 벽면온도는 2007 9월까지 서서

히 증가하다가 시험이 착수되기 직 에 낮은 값을 보인다.암반 벽면 온도도 터

내 기 온도의 변화 추세와 유사한 경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아 9월-10월 사이에

최 온도에 도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히터가 가열됨에 따라 암반 벽면의 온도도

서서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5는 히터공 주변에서의 암반 벽면 온도 변화를 보여 다.측정 사이

의 간격은 약 0.6m 이며 히터에서 멀어질수록 온도도 칭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2009년 7월 히터공에서 가장 가까운 지 에서의 온도는 23
o
C로 히

터 시험 구간 끝 구간에서 20
o
C로 히터 가열에 의한 온도 차이가 3

o
C정도로 나타

난다.

그림 3.6은 KURT 내에서 측정된 터 벽면에서의 온도변화를 보여 다.벽

면 온도는 휴 용 외선 온도계를 사용하여 10m 간격으로 측정하 다.계 에 따

라 유입되는 공기 온도의 차이가 남으로써 터 벽면에서의 온도도 계 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데 기의 향이 큰 터 입구부에서 변동 폭이 크고 터 막장에 가

까울수록 변동 폭이 어짐을 알 수 있다.터 막장 부에서는 터 벽면의 연간 평

균온도가 14
o
C내외에서 비교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이를 통해 KURT

심도(90m)에서의 기 암반 온도는 14
o
C내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모델링에

서는 암반 기온도로 14.5
o
C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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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암반 온도 변화

히터 가열에 따라 암반의 온도도 변화하게 된다.그림 3.7은 히터 가열 후

의 암반 내부 온도 변화를 보여 다.가열 암반의 온도는 14.5-15
o
C사이로 비교

일정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히터를 70
o
C까지 가열하 을 때 32

o
C까지

상승함을 알 수 있다.히터 가열 후 기 온도의 분포와 상이한 온도 분포도를 보

이는 까닭은 시험 구간 내에 치하는 불연속면의 향으로 보인다. 측공 히

터공 시추 시 찰되었던 균열의 치를 온도 분포도와 함께 그려보면 그림 3.8과

같다.38mm 측공에서는 균열의 방향을 악하는 것이 힘들지만 균열의 치를

온도 분포도와 함께 표시함으로써 균열이 놓이는 방향을 추정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암반에서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불연속면의 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

미하며 향후 불연속면이 미치는 향에 한 보다 면 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이와 함께 터 벽면으로의 열손실도 찰되고 있다.즉,암반 내부의 온도

분포는 히터 심에서 칭 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터 에서 먼 쪽의

온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는 터 벽면으로의 열 손실 는 벽면 주변에

치하는 손상 의 향으로 볼 수 있다.향후 이에 한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3.히터시험 모델링

FLAC3D 모델 격자망(modelmesh)은 가열된 암반에서 터 로의 열 달을

고려하기 해 6.5m,6m 크기의 터 과 터 벽면에 설치된 히터공을 함께 모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모델의 크기는 60m x60m x60m 이며 모델은 62,400개의

격자로 구성된다.히터 격자에서 충분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8개의 경계면에서는

열 유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본 모델링에서는 계산의 단순화를 해 터

벽면 온도가 지역 연 평균 기온도인 13.2oC 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터 벽면으로의 열 흐름을 고려하기 해 터 바닥,천정,벽면에서

heatconvection이 발생하는 경우를 모사하 다.본 모델링에서는 류열 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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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0w/m
2 o
C로 가정하 다.히터공에 설치된 히터의 온도를 20

o
C에서 90

o
C까지

5oC간격으로 상승시키면서 암반 내 온도변화를 계산하 다.KURT 내외에서 조사

된 암반의 열-수리-역학 물성에 한 정리는 권상기와 조원진[3.2]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특히 각 물성에 해 심도에 따른 변화 계식을 curvefitting을 통해 도

출하 다.이들 계식을 이용하여 히터 시험구간이 치하는 심도 약 90m 에서의

암반 열-역학 물성은 추정하면 표 3.2와 같다.

히터 가열이 시작된 후 70일이 경과한 시 에서 히터 온도를 90oC로 상승

시켰으며 이후 6일이 경과한 시 에서의 히터공 주변 온도 분포는 그림 3.9와 같다.

히터 주변에서 높은 온도 분포를 보이며 터 벽면을 따른 열 손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히터 심에서 5m 지 까지 온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히터공에서의

거리와 벽면에서의 거리에 따라 암반 온도는 차이를 보인다.그림 3.10은 히터공에

서 0.6m 와 1m 떨어진 곳에서 벽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암반 온도 변화를 보여

다. 상할 수 있는 로 히터공 심에 가까울수록 높은 온도가 나타나며 히터공

심에서 멀어질수록 온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히터공에서 0.6m 떨어진 지

에서의 최 온도는 41oC이며 1m 떨어진 곳에서는 29oC로 나타났다.이러한 온도

분포는 히터 가열 후 시간 경과 기온도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4.DECOVALEX국제공동연구 참여 황

지하심부 암반에 건설되는 고 폐기물 처분장 주변에서 상되는 열-수리-

역학-화학 (THMC)거동에 한 이해는 처분장의 안 성 확보에 필수 이다.장

기간의 안 성이 요구되는 처분 환경에서의 THMC연성 거동에 따른 향을 정확

히 악하기 해서는 물리,화학,역학,수리,생물학과 같은 여러 분야에 한 통

합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표 할 수 있는 새로운 수학 모델과 컴퓨터 모델링 기

법의 개발이 필요하다.이를 해 국제공동연구인 DECOVALEX (DEvelopmentof

COupledmodelsandtheirVALidationagainstEXperiments) 로젝트가 추진되었

다. 1992년 DECOVALEX-I 이 착수된 후 재까지DECOVALEX-II,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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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VALEX-THMC이 수행되었으며 2009년 재 DECOVALEX-2011(D-2011)

가 추진 에 있다.연구결과의 발표 상호비교를 통한 검증을 해 매년 2회의

웍샾이 개최되며 2008년에는 국 Oxford와 일본 HoronobeURL에서 정기 웍샾이

개최되었다.2009년 4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 3차 웍샾에는 10여개 국가에서 40여명

의 문가가 참석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 다.각 연구 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연

구 보고서로 취합되어지며 2009년 6월 1차 보고서가 완료되었다.2009년 10월에는

체코 라하에서 제 4차 웍샾에 개최되었다.

D-2011에서는 3가지 Task에 한 연구가 수행되며 8개국(스웨덴,핀란드,

국,랑스,체코,일본,국,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3.3],한국은 스웨덴 TaskB 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Task에 한 추가 인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스웨덴 Aspo

URL에서 수행된 규모 pillarstabilitytest 장시험[3.6]에서 측정된 장 자료를

기반으로 지하 암반에서의 열-역학 괴거동을 측하는 TaskB에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을 포함한 6개 기 이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목표를 두고 있다.

-Stage1:실험실 자료의 Calibration과 터 굴착에 따른 역학 거동

측

-Stage2:처분공 2.5m,4.1m 심도에서의 소성발생 측

-Stage3:처분공에서 발생하는 소성 의 심도와 폭을 측

-Stage4:Destress를 한 slot을 시추함에 따른 암반의 거동을 측

-Stage5:자연균열이 부근에 존재하는 수직 처분공에서의 장기 THM 거동을 모

사.

실험을 해 7.5m 높이의 터 과 직경 1.75m,깊이 6.5m 의 수직공을 두 개

굴착하 으며 다양한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온도,응력,변 , 괴발생,음 발생을

측정함으로써 터 처분공 굴착,팽윤압,방사성붕괴열이 암반에 미칠 향에

해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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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Home

name

Length

(m)

Size

(mm)
Direction

Numberof

sensors

Heater H 3.2 110 horizontal

Temperature

A1 5.1 38 horizontal 9
A2 5.1 38 horizontal 9

A3 5.1 38 horizontal 9

A4 5.1 38 horizontal 9

B1 5.1 38 horizontal 12
B2 5.1 38 horizontal 12

B3 5.0 38 horizontal 12

B4 5.1 38 horizontal 12

C1 5.7 38
9
o
down

26
o
inside

12

C2 5 38
12oup

26oinside
3

C3 5.1 38 horizontal 8

Stress

RS1 5.1 38 horizontal 5
RS2 5.1 38 horizontal 5

RS3 5.1 38 horizontal 5

RS4 5.1 38 horizontal 5

표 3.1.히터시험을 한 시추공 길이,방향 직경

Material Properties Unit Value

Rock

thermalconductivity W/moK 3

initialrocktemperature oC 14.5

heatcapacity J/kg
o
C 1000

thermalexpansioncoeff. /
O
K 7e-6

bulkmodulus GPa 20.8
shearmodulus GPa 10.8

density kg/m3 2640

Heater

thermalconductivity W/m
o
K 15

heatcapacity J/kg
o
C 504

bulkmodulus GPa 166

shearmodulus GPa 76.6

density kg/m
3

4000

thermalexpansioncoeff. /
O
K 8.2e-6

Air averageairtemperature
o
C 13.2

표 3.2.모델링에 사용된 재료의 열-역학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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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히티공과 측공 사이의 거리

그림 3.2.히터 장치의 온도센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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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각 측공 별 온도센서,응력센서의 설치 치

그림 3.4.히터시험 구간에서 측정된 벽면온도,공기 온도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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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히터 가열에 따른 암반 벽면 온도 변화

그림 3.6.KURT진입터 벽면에서의 계 별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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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히터 가열 ,후의 암반 내 온도 변화

그림 3.8.암반 내 리면에 따른 온도 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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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히터온도 90
o
C에서의 암반 내 온도 분포

그림 3.10.벽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암반 내부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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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 역 손상 특성 장시험

1.배경

손상 란 터 굴착과 같은 인 인 작업에 의해 터 주변의 기 암반 물

성이 변화되는 구간으로 정의된다.심지층처분장의 근계 역은 발 충격이나 응력

재분포에 의해 암반의 열 ,역학 ,수리 ,화학 물성이 구 변화되는 구간인

손상 (ExcavationDamagedZone,EDZ)와 암반 물성의 변화 없이 응력분포가 변

하는 구간인 응력 재분포 구간(Stressredistributedzone)으로 구분된다.여기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 역 손상 특성을 장시험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 다.

2. 장시험 해석

가.Near-field손상 규모 장시험 평가

고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연구의 일환으로 암반손상 의 발생 메카니즘

특성 그리고 향에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4.1-4.4].최근에는 암반손상 구

간을 세부 구간으로 나 어 보다 극 인 해석을 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모델

링을 통해 장기거동에 한 측이나 안 성 분석에 활용하기도 한다[4.5,4.6].

Martino(1985)[4.7]와 Chandler(2004)[4.1]는 암반손상 역을 내부 손상구간(inner

zone)과 외부 손상구간(outerzone)으로 세분화하여,내부 손상구간은 주로 발 의

직 인 향으로 생성되는 구간(10∼30㎝)으로 규정하고,외부 손상구간은 미소균

열이 유발된 구간(약 1m)으로 조 발 기법으로 형성된다고 언 하 다.

하지만 암반손상 에 한 많은 심에도 불구하고 이의 역학 특성에 해

서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일반 으로 암반손상 역에서는 주변

암반에 비해 투수계수가 최소 10
1
∼최 10

6
배로 히 증가한다[4.3,4.4]. 한

평균 탄성계수와 일축압축강도는 약 50%와 35% 정도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P 와 S 속도 그리고 RQD 값은 약 23%와 12% 그리고 17% 정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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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처럼 암반의 다양한 물성 에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

가하는 기본 인 단기 이 되며,터 변 에 큰 향을 미치는 인자 의 하나가

암반변형계수(deformationmodulusofrock)이다.따라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

KAERIUndergroundResearchTunnel)을 상으로 GoodmanJack시험을 통해

장 암반의 변형계수를 측정하여 암반 손상 를 평가하 으며,그 결과를 이용하

여 암반손상 역을 세분화하고 이후 수치해석을 통해 터 거동 안정성 그리고

지보역할에 미치는 향분석에 활용하 다.

1)지질 주변 암반의 역학 특성

KURT 시설 부지조사 단계에서 KURT 시설과 수평하게 250m의 경사시추공

을 시추하고,Hoek& Brown경험식을 이용하여 터 치에 따른 암반의 압축,

단,인장강도 변화를 추정하 다.이를 통해 도출된 각 치 별 암반물성을 표 4.1

에 나타내었다. 한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에 작용하는 기응력을 악하기 해

수압 쇄시험이 실시되었다.수압 쇄 후 ImpressionPacker를 이용한 균열의 방향

성이 결정되었다.수직공 50m∼155m 사이에 치하는 7개 지 에서 수압 쇄 시험

을 실시하 다.실험결과,깊이에 따른 측압계수비(horizontalstressratio;K)가 다

음의 식과 같은 계에 있었다.

K=22.607×Depth(m)-0.5882

2)암반변형계수 측정

손상 시험 구간의 변형계수 변화를 악하기 해 9개의 시추공에서의 재하시

험을 실시하 다.시험에서는 한계 압력 700kg/㎠인 GoodmanJack시험기를 사용

하 으며,시추공벽에 압력을 가하면서 측정된 하 과 변형량의 계를 통해 암반

변형계수를 결정하 다.시험구간을 Zone1～Zone4에 설치된 시추공에서 근입 깊

이에 따라 수직방향 수평방향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변형계수의 이방성도 악하

고자 하 다.시추공의 최 깊이는 9.0m이며,터 외벽에서부터 기 3.0m까지는

30cm 간격으로 측정을 하 고 3.0m∼5.0m까지는 50cm 간격 그리고 5.0m 이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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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m 간격으로 측정을 실시하 다.총 350여회에 걸쳐 실험을 수행하 으며(그림

4.1),KURT 내 암반변형계수 측정을 한 시험구간을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GoodmanJack시험기를 이용하여 단계별로 40MPa까지 재하와 제하를 반복함으로

써 암반의 응력-변형률의 계를 측정하 다.KURT 내 각 역에 해 벽면으로

근입 길이에 따른 암반변형계수를 산정하여 그림 4.3에 표시하 으며, 역별 평균

변형계수 값과 손상 크기를 표 4.2에 나타내었다. 체 으로 KURT의 실험구간

에서는 암반손상 의 구간은 0.6m～1.8m로 측정되었으며,EDZ구간에서의 변형계

수 값은 intactrock의 약 40%에 해당하 다.

나.Near-field암반의 지응력에 미치는 불연속면 분포조사

리는 암석의 지질 인 연속성이 깨진 암반 속에 포함되는 틈으로,같은 방향성

에 속하는 리를 리군(JointSet)이라 한다. 리의 요한 특징은 리면의 평행

한 방향에서 단 변 를 거의 보이지 않으며,층리 벽개 등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KURT를 상으로 리 조사를 실시하 으며(그림 4.4),평사투 망을

PC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상용 로그램인 DIPS를 이용하여 리군

을 분석하 다. 한 조사를 통해 암반 사면이 40°의 경사를 가지고 있는 을 고려

하여,실제에 가까운 조사를 해 실측 조사 뒤 입체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하여 이를

보정하 다4.사용된 사진 측량 기법은 SMX(ShapeMatriX)기법으로 상면에

하여 두 장 이상의 스테 오 상을 취득하고 이 상을 해석함으로써 상면에

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그림 4.5).

그림 4.6은 추가된 리 자료를 포함한 사진 자료에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

며 조사된 자료의 개수는 221개 이다.경사방향 259°,경사 69°를 갖는 1번 리군,

경사방향 058°,경사 19°를 갖는 2번 리군,경사방향 084°,경사 54°를 갖는 3번

리군이 크게 존재함을 확인하 다.

3.손상 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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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응력 지보재의 향을 고려한 터 주변 암반거동

KURT의 암반변형계수 장측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반의 지응력 지보재

의 향을 고려한 터 거동 해석을 해 2차원 상용코드인 FLAC2D5.0을 사용하

다.해석 치는 진입로로 부터 약 150m 그리고 지상까지 터 심에서 53m인

치조건에서 수행하 다.측압계수는 터 굴착 후 수행된 지응력 실험결과를 고

려한 값을 사용하 고,지보재는 해석수행 치에 해당되는 지보패턴과 토피고를

고려하 다. 산해석을 통해 암반손상 의 존재 유무에 따른 터 의 천정과 바닥

그리고 좌ㆍ우 측 벽에서의 암반변 와 각 지 별 최 주응력(Max.principal

stress)을 해석하여 그 결과를 표 4.3과 4.4에 나타내었다.암반 손상 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터 천단에서의 변 가 0.35mm이었으며,손상 를 고려함으로써

터 변 는 0.55mm로 58% 증가하 다.그리고 천정부의 최 주응력은 -2.98MPa

에서 손상 역으로 인해 -1.39MPa로 인장응력이 약 53% 감소되어 이완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터 의 암반손상 를 고려함으로써 체 으로 측 별 평균

약 65%의 추가변 가 발생하 으며,최 주응력은 58%가 본 실험조건에서 각각

감소되었다.

나.암반손상 의 3D수리-역학 향분석

KURT에서 수행된 암반 손상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KURT주변에서 발생하는

손상 가 암반의 수리-역학 거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3차원 유한차분요

소 코드인 FLAC3D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모델링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

한 인자들을 고려하기 해 그림 4.7과 같은 모델 격자망이 사용되었다.모델 격자

의 폭은 100m,길이는 250m 이고 높이는 300m 이며 총 격자의 수는 27,250개 이

다.모델링에서 고려되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그림 4.8은 굴착 후 porepressure와 지하수 흐름 방향 크기를 나타내고 있

다. 수리 도도가 낮은 구간에서의 터 주변 porepressure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굴착 후 터 내부로의 유입량을 계산하기 해 FISH 로그

램이 작성되었다.각 굴착 단계마다 계산된 터 내부로의 지하수 유입량은 그림

4.9와 같다.진입터 의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유입량은 증가하며 굴착직후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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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한 유입량은 서서히 안정된 값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손상 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유입량은 6톤/일 정도로 이는 실측된 유입량 20톤/일에 비하

히 낮게 나타난다.손상 의 존재를 모델링에 반 하고 손상구간에서의 수리

도도가 모암 보다 1order크다고 가정하는 경우,유입량은 손상 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0% 증가함을 알 수 있다.손상 에서의 수리 도도가 2～3order

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손상 가 터 로의 지하수 유입량에

미치는 향은 보다 클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손상 를 고려하는 경우,터 로의 변 변화도 상된다.손상 를 고려한 경우

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서의 변 변화는 그림 4.10과 같다. 실험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표 4.5-4.6과 같은 손상 구간에서의 암반 물성을 사용한 경우,손상 를 고

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50% 정도의 변 증가가 나타났다.그림 4.10을 통해

터 변 가 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각 구간의 변형계수와 한 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최 변 는 터 입구부의 낮은 변형계수 구간에서 발생하며

벽면에서의 최 변 는 약 10mm 로 나타난다.암반의 bulkmodulus가 8GPa이상

인 경우,손상 가 존재하더라도 터 변 는 2mm 이내로 낮음을 알 수 있다.즉,

다.응력이 낮게 작용하는 천부 터 의 경우, 암반의 변형계수가 높다면 손상 에

의한 변 증가는 안정성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다.

4.맺음말

지하처분연구시설 내 터 발 로 인한 각 구간별 암반 손상 를 측정하기 해,

역을 4개 구역으로 나 고 9개의 시추공을 상으로 총 350여 회의 구간별 암반

변형계수를 측정하 다.실험결과 손상 구간은 KURT주변에서 체 으로 0.6～

1.8m에 이르 으며,손상 구간에서의 변형계수는 주변 암반에 해 약 40%에 해

당되었다. 장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KURT에 해 지응력 지보재

의 향을 고려한 터 주변에 한 산해석을 수행하 다.그 결과 터 의 암반손

상 를 고려함으로써 KURT 내 터 변 는 약 65% 추가변 가 발생하 고,최

주응력은 58% 감소되었음을 확인하 다. 한 손상 역의 고려로 인해 소성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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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터 의 천정 바닥부근으로 확 되는 상이 나타났다.

손상 의 존재로 인한 터 주변 암반거동 변화를 악하기 해 FLAC3D를 이

용하여 3차원 해석을 통해 수리-역학 ,열-역학 해석이 수행되었다.KURT주변

에 손상 를 고려하는 경우,손상 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높은 지하수 유

입량을 나타내었다.한국형 기 처분개념(KRS)을 용하는 경우,완충재에서의 최

온도는 손상 를 고려하는 경우,손상 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3℃ 낮게

나타났다.지하처분연구시설 내의 손상 측정구간의 노출벽면에 나타나있는 리

를 조사하고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석코아의 RQD를 분석하 으며,실험실 장

시험을 통해 얻어진 암반 물성과 지응력, 리면 분포 등이 고려된 다양한 조건

에서의 수치해석을 실시하 다.

Parameters

Range

30∼82m
82∼125

m

125∼177

m

177∼192

m

192∼252

m

Measurement Interval

(m)
52 43 50 15 60

Dipoftherange 88 68-88 68-90 90 90

UCS(MPa);σcm 30.8 58.4 71.6 77.6 82.7

Em (GPa) 3.2 12.1 37.9 6.21 20.4

Bulkmodulus(GPa) 2.13 8.07 25.3 4.14 13.6

Shearmodulus(GPa) 1.28 4.84 15.16 2.48 8.16

Cohesion(MPa) 1.7 4.2 6.7 4.6 6.4

Frictionangle 35 40 46 36 42

Tensilestrength(MPa) 0.014 0.102 0.49 0.047 0.26

표 4.1경사시추공을 통한 KURT주변 암반의 물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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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Zone1 Zone2 Zone3 Zone4

Ave.Em ofIntact
rock

Ver.(GPa) 12.2 12.6 17.3 13.9

Hor.(GPa) 15.9 14.3 15.6 14.2

Ave.Em ofEDZ
Ver.(GPa) 7.8 12.8 8.3 6.1

Hor.(GPa) 4.9 12.8 3.7 10.7

RangeofEDZ(m) 0.6～0.9
Around

0.6
0.6～0.9 1.5～1.8

표 4.2.KURT의 평균 암반변형계수(Em) 암반손상 역추정

Parameters
KURT

w/o EDZ w/ EDZ

Displacement

(x10
-3

m)

Crown 0.35 0.55

Left wall 0.57 0.86

Right wall 0.39 0.65

Invert 0.53 0.95

Max. principal stress

(MPa)

Crown -2.98 -1.39

Left wall -1.70 -0.33

Right wall -1.74 -0.32

Invert -1.19 -0.99

표 4.3.터 단면 치별 최 주응력 변 변화(KURT)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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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KURT

w/o EDZ w/ EDZ

Displacement

(x10
-3

m)

w/o supports
Crown   0.35   0.55

Invert   0.53   0.95

w/ supports
Crown   0.34 (-1.2%)   0.53 (-3.6%)

Invert   0.53 (-0.2%)   0.95 (-0.2%)

Max. principal 

stress

(MPa)

w/o supports
Crown  -2.98  -1.39

Invert  -1.19  -0.99

w/ supports
Crown  -2.96 (-0.7%)  -1.38 (-0.8%)

Invert  -1.19 (0.2%)  -0.99 (-0.2%)

표 4.4.터 최 주응력 변 변화에 한 터 지보재의 향분석

( )의 값은 증감율을 나타냄.

Range(m) 40～50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110

Hydraulic

conductivity
7.15e6 7.15e6 1.75e6 3.42e6 3.06e6 3e7 1.05e7

Range(m)
110～
120

120～
130

130～
140

140～
150

150～
160

160～
170

170～
180

Hydraulic

conductivity
2.44e6 5.19e6 8.54e9 2e7 8.18e9 1.86e7 9.24e8

표 4.5.EDZ의 수리학 특성

Intactrock(A) EDZ(B) B/A(%)

Young'sModulus(GPa) 53.7 31.3 58.2

UniaxialCompressivestrength
(MPa) 109.4 56.6 51.7

표 4.6.암반물성과 암반손상 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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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암반 손상 의 변형계수

장측정(GoodmanJack)

그림 4.12.손상 크기평가를 한 장실험 치

그림 4.13.KURT시험구간 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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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의 리 조사면 장사진

그림 4.15.SMX에 용된 조사면의 사진 자료

그림 4.16.지하처분연구시설(KURT)사진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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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250m 

그림 4.17.KURT터 의 수리-역학 복합효과 분석을 한

모델메쉬 구성

그림 4.18.굴착후 Porepressurecontour분포 지하수

유동방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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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단계별 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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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공학 방벽재 개발

1.배경

고 폐기물처분장의 공학 방벽재는 크게 완충재와 재로 나 수 있다.완

충재는 주 암반으로부터의 처분장 내로의 지하수 유입을 최소화하고,지하수에

의해 용해된 핵종이 폐기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지하며,외부의 역학 충격으

로부터 폐기물과 처분용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기 처분시스템에 설치할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은 제작 조건에 따라 필요한 압축력의 차이가 크고,제작된

블록의 성능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최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축소 규모에서 얻어진 제작 조건은 블록의 규모를 증가시킬 때,차이가

생기므로 scale-up이 완충재 블록의 제작조건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것이 요

하다. 재로는 시멘트 계열의 물질이 사용되는데,시멘트는 염기성 상태를 유

발하여 완충재인 벤토나이트의 거동은 물론 주변 암반의 물리․화학 거동에 변화

를 래하며,폐기물 처분용기(cask)붕괴 시 출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이동특

성에도 상당한 향을 미치게 된다.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심지층 처분장에 용하

기 해서는 처분장 환경조건에 최소한의 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시멘트의 개

발이 필수 이다.

2.완충재 블록

고 폐기물 처분과 련하여,완충재 블록의 제작기술은 공학 방벽시스템의

성능 안 성에 있어 요한 연구 상이 되고 있으나,압축벤토나이트를 이용한

블록제작기술 개발은 아직 기단계에 있다.지 까지 시도된 압축 벤토나이트블록

제작방법은 단방향 다짐방법(compaction)을 사용하기 때문에 균일성 (homogeneity)

이 좋지 않거나,가장자리 부분이 취약한 단 을 갖고 있고,블록은 처분공의 형상

과 설치 시 작업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을 제작.조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몰더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된다.이와 련하여,본 연구에서는 양방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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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용과 한 개의 블록몰드로 3가지 형태 (A-형,B-형,C-형)의 블록을 제작할

수 있는 벤토나이트완충재블록 제작 몰더를 설계,제작하 다.

압축 벤토나이트블록 제작 장치는 성형다이,상부펀치,하부펀치,상부 름지그,

하부받침지그,운반트 이 등 6가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성형다이는 원하는 모양

의 완충재블록을 성형하는 주 구성요소로서,몸통부분,도어부분,조임나사,손잡이

로 구성된다.상부펀치는 성형하고자 하는 블록의 평면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며,

쪽 면에는 상부 름지그의 원통이 제 로 자리를 잡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깊

이 10mm의 원형 홈을 만들었으며, 한 그 양 에는 펀치를 쉽게 잡을 수 있도

록 손잡이용 나사구멍을 2개 만들어 두었다.하부펀치는 상부펀치와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며,아래쪽 원형 홈에는 하부받침지그의 원통이 들어가고,그 양 에는

손잡이용 나사구멍 2개를 만들어 두었다.

상부 름지그는 원형실린더,받침 ,원형실린더와 받침 을 강하게 잡아주는 용

으로 구성되며,하부받침지그는 상부 름지그와 크기나 모양 구성요소가 동

일하다.완충재블록을 성형할 때 받침 은 운반트 이 바닥에 두고, 신에 원형실

린더는 하부펀치의 원형 홈에 끼워 작업 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본 제작장치

는 하나의 성형다이로 3종류의 블록 (그림 5.1)제작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완충재블록의 성형특성시험은 A-형 블록을 사용해서 실시하 으며,건조 도,수

분함량,입자크기,윤활유 사용유무에 따른 성형특성을 조사하 다. ,성형블록이

어느 정도 균일성 을 갖는지 보기 해 제작 후 블록 내 치에 따른 건조 도와

수분함량의 분포를 조사하 다.

벤토나이트 완충재블록의 성형에 필요한 압축력 (compactionpressure)은 건조

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하 고,수분함량의 증가에 해서는 비선형곡

선 형태로 수분함량 15%를 기 으로 격히 감소하 다.그러나 수분함량 18%를

넘을 경우 압축력은 격히 감소하지만,블록과 몰드사이의 착력이 강하여 몰드

해체 시 블록의 깨짐 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15～18% 내외의 수분

함량으로 블록을 제작하는 것이 정한 것으로 단되었다.블록 제작 시 몰더 벽

면에 윤활유를 사용 했을 때의 압축력 변화를 조사하 으나,주어진 몰더와 시험조

건 하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없었다.그림 5.2와 그림 5.3은 수분함량 15%인 벤토

나이트를 가지고 목표 습윤 도 1.8Mg/m3(건조 도로는 1.6Mg/m3)으로 성형한

블록를 상으로 각각 도분포와 수분함량분포를 조사한 것이다.성형된 완충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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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의 습윤 도분포는 블록의 가장자리에서 감소하 고,수분함량분포는 가장자리에

서 증가하 으나 블록의 앙부와의 값 차이는 5%내외로 근소하여 성형된 블록이

균일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충재 블록의 일축압축강도 탄성계수는 건조 도가 증가할수록 선형 으로

증가하 으며,일축압축강도의 변화율이 탄성계수의 것보다 크게 나타났다.수분함

량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는 주어진 실험범 에서 기에는 증가하다가

일정 수분함량을 넘어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동일한 성형조건에서 제작된

블록 (as-is-block)과 KS규정시료의 시험에서 블록의 일축압축강도는 KS표 공

시체의 것보다 큰 값을 보 으며,탄성계수는 블록의 값이 약간 작은 듯이 보 지

만,실험오차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값으로 볼 수 있었다.

삼축압축특성은 ACE-ONE사의 서보제어가 가능한 로드셀 용량 4ton의 압축기

를 사용하여 수행하 으며,시편은 직경 54mm,높이 108mm의 원기둥 모양으로

제작하 다.실험에서 구속압은 1.5kg/cm
2
,3.0kg/cm

2
,4.5kg/cm

2
로 변화시켰으

며,블록의 마찰각(∅)과 착력(c)은 각 구속압에 따른 하 -변 곡선으로부터 구

한 최 하 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실험결과,압축 벤토나이트의 건조 도가 커질

수록 시료 괴 시 최 하 이 크게 나타났다.벤토나이트의 수분함량은 15%일 때

시료 괴 시 최 하 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압축벤토나이트의 착

력은 건조 도가 클수록 커지며,수분함량이 15%일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내부마

찰각은 건조 도와 수분함량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 토의 일종인 벤토나

이트는 내부마찰각보다는 착력의 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분조건에 따른 완충재블록의 붕괴특성을 조사하기 해 성형된 A-형 블록을

상으로 25℃ 포화 수증기조건과 40℃ 포화 수증기조건에서의 블록형태의 변화

를 찰하 으며, 한 실험실과 KURT 내 온도 습도 조건에서의 블록형태 변

화를 조사하 다.1주일 정도 경과했을 때 블록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으며,2주

정도 경과 했을 때는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25℃의 포화수증기량이 블록 자

체의 수분함량보다 작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이 후 약 2달 동안 블록을 계속 찰

하 으나 더 이상의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완충재블록의 유동특성실험은 그림 5.4의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수행하 다.이

실험장치는 내경 75cm x높이 4.25cm SUS실린더,육안으로 유동흐름의 찰이

가능한 폴리카보네이트 (polycarbonateplaste)뚜껑, 습도 압력 측정센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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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공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완충재블록의 유동실험에서 지하수의 주입은 2

단계로 진행하 다.지하수 유입 밸 를 열자마자 지하수가 블록과 블록 사이의 틈

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해,처음에 약 10 간 지하수를 주입 한 뒤

밸 를 잠그고,그 다음 1시간 동안은 물과 벤토나이트블록이 충분히 반응하여 팽

윤 상에 의해 빈 공간이 벤토나이트로 채워지도록 하 으며,그 후로는 약 1.5m

의 수두를 유지하며 일정한 압력으로 주입되게 하 다.

지 까지 블록 유동실험은 약 80일 동안 진행되었다.지하수는 흡인력 (suction)

에 의해 처음 5일 동안은 빠르게 들어가다가 그 후로는 변화율이 차츰 감소하여 약

30일 부터는 일정한 변화율로 주입되고 있을 알 수 있었다.바깥쪽의 반경 25cm에

치한 블록 내 습도는 지하수의 주입 양에 비례하여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다가

약 10일 부터는 서서히 증가하 으며,안쪽의 반경 12cm의 치에서는 처음에 갑

자기 큰 증와를 보인 후 감소하다가 약 10일부터는 다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완충재블록의 재포화는 아주 느리게 진행되었다.최종 인 블록의 유동특성

결론을 얻기 해서는,실험기간을 더 연장하여 추가 인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재

시멘트 그라우트가 암반의 미세 리를 메우기 해서는 충분히 도(viscosity)

가 낮아야 한다.반면에 그라우트 자체의 강도유지를 해서는 그라우트의 도가

높아야 한다.따라서 w/c(water/cement)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면서 유동화제

(superplasticizer)를 사용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실험 상 유동화제는 나 탈

계열(Sulphonatednaphthalenecondensates)과 멜라민 계열(Sulphonatedmelamine

condensates)그리고 PC 계열(Polycarboxylates)이다.나 탈 계열의 유동화제

는 방사성 핵종과 복합체를 형성할 확률이 낮고 반면에 멜라민 계는 방사성 핵종과

매우 강한 복합체를 형성한다.PC계열의 경우는 NOM(NaturalOrganicMaterial)

의 핵종 결합능력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5.1].

그동안의 많은 실내실험과 장실증 실험을 통하여 최 의 배합비로 도출된

UF-41-14-4(P308B)을 선정하여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 다.pH에 따른 성능비교

를 하여 HighpH 그라우트 배합비 UF-00-08-02를 조군으로 선정하 다.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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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충진하기 해서는 보통 시멘트의 입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 실험에

서는 마이크로 시멘트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제조하 다.

시멘트 재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mixing순서를 따랐다.

(1)골재를 혼합->(2)시멘트와 실리카 퓸의 혼합 ->(3)골재와 시멘트와의 건믹

싱 ->(4)물과 유동화제의 혼합 ->(5) 유동화제가 혼합된 물을 시멘트에 부

은 다음 혼합 시편은 HighpH grout와 Low pH grout의 특성을 비교하기 해

HP,LP를 제작하 다. 한 LP에서 Silicafume의 혼합비가 pH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새로운 배합으로 low-pH 시멘트의 도와 water/binder의

비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실리카 퓸 혼합량을 달리 하여 (Silicafume/Binderratio:

10,20,30,40%)네 가지를 더 제작하 다 (그림 5.5).

HighpH grout와 Low pH grout의 양생기간에 따른 pH를 비교한 것으로,측정

기에는 서로 비슷한 값(pH 13)을 보이나 20～30일의 양생기간이 지난 후 High

pH grout의 pH는 거의 12.5정도로 수렴하는 반면에 Low pH grout의 pH는 꾸 히

떨어져 Low pH grout규정 시 사용되는 설정기 인 11이하로(10.95)떨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water/binder비 조건 하에서 Silicafume함량이 늘어날수록 pH 측정 결

과는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하지만 양생기간이 100일에 가까워지

고 있지만 아직 pH 11후반으로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시멘트의 수화에

120일 이상의 장시간이 필요로 하며,pH는 추가 으로 더 내려가는 경향을 보일 것

으로 상된다.

큐 몰드 시멘트 그라우트의 7일 28일 압축강도 결과는 아래 그림 5.6과 같다.

실험결과 실리카 퓸이 혼합된 low-pH 시멘트의 강도가 일반 high-pH 시멘트에 비

해 히 낮은 결과가 나왔다. 한 실리카 퓸을 혼합한 몰드의 경우 7일에서 28

일로 재령일이 증가하면서 high-pH에 비해 강도증진 효과가 미비한 결과를 얻었다.

일반 으로 실리카 퓸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경우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증

가하고 빠른 수화작용으로 인해 조기강도 장기강도가 증진된다는 결과와는 치

되는 상이 발생하 다.LP(Low-pH 그라우트)와 HP(High-pH 그라우트)사이의

격한 강도차이는 pH 변화에 의한 향이라기보다는 결합재 비(water/binder)에

따른 상으로 단된다.

결합재 비를 동일(0.92)하게 유지한 후 추가 배합설계를 수행하 다(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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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me/Binderratio:10,20,30,40%;LP2).그 결과,silicafume혼합비가 일정량

이상 많아질수록 건조 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압축강도가 더 작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Low pH grout와 Low pH 2grout의 비교에 있어서는 Low pH 2grout

가 water-binderratio의 향으로 인해 압축강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rout의 shrinkage와 swelling을 측정하기 해 시편을 40×40×160(mm)의 prism

형태로 아래 그림과 같이 stainlesssteel재질로 제작하 다 (ASTM,KSF).Low

pH grout의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shrinkage가 일어났고,HighpH grout의 경우

공기 에 보 한 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swelling이 일어났다.이는 Low pH

grout의 경우 수화반응이 활발히 일어나 수축이 일어난 반면,HighpH grout의 경

우에는 시편에 수분의 추가유입으로 swelling이 일어난 것으로 단된다.비록 공기

건조 LP3의 시료는 없지만 다른 시료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할 때,LP3는

HP3보다 훨씬 큰 건조 수축량을 보일 것으로 단된다.

처분장의 건설재료로서 내구성을 평가하기 해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

지만 그 stiffness,즉 탄성계수( 률, 단계수 등등)는 간과할 수 없는 요한

인자이다. 한 이러한 탄성계수들과 깊은 계를 가지는 것이 탄성 속도이다.이

와 련하여 FFRC(FreeFreeResonantColumn)실험을 통하여 HighpHgrout와

Low pH grout의 탄성 속도를 구하고,포화도에 따른 변화를 찰함으로써 시멘

트 내에서 공극률과 공극내의 시스템이 탄성 속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

험을 수행하 다.그 결과,건조된 상태에서의 탄성 속도 보다 포화 을 때의 탄

성 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HighpH 시편에서의 탄성 속도

가 Low pH 시편에서의 탄성 속도보다 더 크다.HighpH 시편의 감쇠비는 포화

도에 따라 별 차이가 없으나 Low pH 시편의 경우 건조 을 때의 감쇠비가 포화되

어있을 때의 감쇠비보다 훨씬 크다.이는 Low pH 시편의 경우 건조되면서 수화반

응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공극 내의 수분이 소비되고 한 미세균열이 발생하기 때

문에 탄성 의 달이 잘되지 않기 때문으로 단된다.

원소분석 비교를 해 66일 재령의 그라우트 몰드에 해 XRD XRF분석을

하 다.실험결과 XRF는 타당한 결과를 보인 반면에 XRD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

터가 도출되었다.XRF의 원소분석 결과 LP의 경우에는 Si성분이 HP에 비해

히 많았으며,이는 실리카 퓸의 혼합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한 시멘트 량의

감소로 인해 LP에는 Al과 Ca성분이 HP에 비해 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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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블록몰더를 사용해서

제작된 3종류의 완충재

블록

그림 5.22.성형 완충재블록 내 습윤충 도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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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성형 완충재블록 내 수분함량의

분포

그림 5.24.완충재블록 유동특성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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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시멘트 그라우트 몰드 성형을 한 장비 콘크리트 양생

그림 5.26.HighpHgrout와 Low pHgrout의 pH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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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공 사 내 용 비 고
1.배 공사 사용 압 3상6,600V고압인입

인입 이블 6/10KVFCV 이블 50sq/3c

2.변 설비공사

배 반설치 수변 설비1식

6.6KV300KVA변압기1

압반1면

3.간선공사
분 반-3면 LP-M,L-1,L-2

기존컨테이 공사 간선공사

4.부하설비공사 콘센트공사 장내 원공

5.이블트 이 기용,통신용별도 개별설치

6.LAN인입공사

HUB1면 HUB-1EA

단말기-14EA

속장치-1EA

이블공사 싱 모드8CORE

7.CCTV설비 변환장치-1EA
선로는

이블공용

8.화설비 화인입공사

제 6 지하처분연구시설 운 기술지원

1.지하처분연구시설 부 시설 설치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완공에 따라 터 내 환기 설비가 필요하다고 단되어 장

여건을 고려한 정 환기 설비를 설치하 다.원 설계에 표시된 기 팬의 사양은

190mmAqx190CMM x11KW 로 력소모량이 11KW 이고, 지스타 3개,후

드 3개를 갖고,지경 550mm의 SpiralsteelDuct길이가 약 180m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 다. 기 팬 설치로 인해 총 소요 력이 약 31KW 가 요구되는데 이로 인

해 모자라는 기는 연구소 외곽 보안등 사용 시 지하처분 연구시설의 기 사용을

단한다는 조건 하에 외곽 보안등 선에서 기 인입 이블 용량을 키 30KW

력을 50KW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설치된 환기시스템을 그림 6.1에 나

타내었다.

2006년도 지하처분연구시설 공당시에 인입된 기로는 지하처분연구시설 환기

를 한 기 배기시설의 가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발 기를 임 하여

수시로 가동하 다.2007년도에 이런 기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해 고압

기 인입 인터넷 통신시설을 설치하 다.설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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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처분연구시설의 터 막장 근처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지하수가 수집되는 량은 연평균 약 20톤/일 인데 집수정 용량은 약 4톤

정도여서 펌 를 이용해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 다.사용된 펌 는 약 0.2톤/분의

용량으로 7.5마력,토출압 48m으로,사용 압은 220volt이다.이 펌 를 2개 사용

하여 한쪽이 고장이 고장 나도 다른 한쪽을 작동하여 집수정 외부로 지하수가 넘치

지 않도록 하 다.평상시의 작동은 집수정에 수 센서를 부착하여 일정 수 가

감지되면 펌 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컨트롤 패 을 설치하 다.그러나 이 펌

의 동작 상태는 항상 확인하여야 하는데 터 의 특성상 상주 인원을 둘 수가 없어

야간 감시 등 운 의 어려움이 따랐다. 한 터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에 어떤

비상상태가 발생하여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등을 감안하여 펌 작동 감시

비강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SMS송신기로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시추공 히터 시험에 사용되는 터 벽면에서 공기로 인한 열손실을 일정하게 유

지하기 해 외부 공기의 유입을 가능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여 차단막을 설치하

다.동굴 입구에 외부와의 출입 통제 터 내부의 실험환경에 한 온도변화 등

을 고려하여 외부 차단막을 설치하 다.차단막에는 유리문을 달아 내부를 보거나

채 을 하도록 하 고,큰문을 양쪽 여닫이로 하여 차량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

용하도록 하 으며 평상시에는 작은 쪽문을 달아 출입하도록 하 다.

터 실험 장의 출입 기록 통제를 하여 출입통제 시스템을 임 하여 사용

하고 있다.통제 시스템에는 방사성 폐기물 기술개발부의 모든 직원이 등록되어 출

입을 할 때는 신분증을 사용하여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출입

리 소 트웨어를 리자 사무실에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운 함으로 출입하는 직원

을 항상 악하여 재 터 에서 작업하는 인원을 악하여 실험실 안 리를 기

하고 실험장비에 한 외부 도난 등의 험성을 이도록 하 다.

터 내부의 출입 작업 등에 한 안 성 측면에서 장을 악하기 해 터

내부의 10여 곳에 CCTV를 설치하고,임시 사무실(컨테이 박스)에 컴퓨터로 녹화

하도록 하 다.터 내 환경감시의 일환으로 일산화탄소,아황산가스, 질소 등

의 농도를 모니터일하고,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 함으로서

터 내 공기의 오염여부를 단하여 수시로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하 다.

터 내부에서 KTF,SK LG 통신 삼사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통화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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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증폭기를 설치하 다.이는 실험자의 안 뿐만 아니라 실험 장을 견학하는

방문자들의 안 과 편의를 한 시설이었다.

지하처분시설에 한 외부의 심이 많아 이 시설을 견학하는 인원이 연당 600-

700명에 이르러 고 폐기물 처분에 한 일반 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여 홍보 을 설치하 다.홍보 시설 내에는 고 폐기물 개념 설명,고

폐기물 상,처분용기 인공방벽인 벤토나이트 특성,처분장에 처분된 처분용

기의 모형,핵종이동 경로 설명 비디오 외국의 지하처분연구시설 황 등에

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패 등을 설치하 다.

2.지하처분연구시설 운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실험자의 근무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상주하는 인원이 없

으며 여러 과제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공동 사용 실험실이고,견학 등으로 방문자가

많아 터 내외의 환경 정리와 시설의 운 안 리를 수시로 수행하게 된다.

즉 지하처분 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리,일상 안 검 출입 통제, 장 실험

황 검 사고 비상시의 긴 조치 등에 한 검을 매일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설 안 리 수사항으로는 1)시설출입자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반드

시 착용하여야 한다.2)시설내로 인화물질의 반입을 하며,시설 내부를 연구역

으로 지정한다.3)시설 내에서 자동차 등과 같은 내연기 의 사용을 한다. 재

기 자동차를 실험장비 기타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특별한 실험장치

설치 시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공기의 오염을

최소한으로 일 수 있도록 사용 횟수 등을 조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의 출입은 출입통제 시스템과 CCTV를 이용하여 검하고 있지만 출입자 스

스로가 조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 다.방문자는 시설 실

험실 운 자와 동행하여 시설 내에서의 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 리 등에

주의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장 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 실험이 진행

인 과제의 실험자와 의를 거쳐 서로 실험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실

험장치 설치 실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7년도 3/4분기에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환경안 연구센터를 통하여 지하처분

연구시설 방사선 환경 조사를 실시하 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하처분연구시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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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외부에 비해 라돈으로 인한 환경방사선량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지

하수 의 방사능 농도는 자연 방사능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수정에 모이는 지하수를 배출하면서 그 유량을 자식 유량계를 사용하여 측정

하 다.2008년을 기 으로 보면 연평균 약 26톤/일의 지하수가 시설 내로 유입되고

있다.월별로 보면 12월 -2월 인 동 기에 약 26톤/일,3월 -6월에 약 19톤/일,7

월 -11월에는 약 33톤/일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강우량 강설량에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지하처분연구시설 홍보활동

지하처분연구시설을 공한 후에 내외국인의 심이 높아 언론계, 계,교육기

,원자력 련 기 시민단체 등 많은 기 과 단체에서 방문자들이 많이 견학

을 왔기 때문에 KURT를 체계 으로 설명하여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

이해를 증진 시킬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그래서 홍보용 로셔,종합 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홍보시설,각 실험 장에서 실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 다.

지하처분연구시설 공식을 한 후에 시설을 정부 련기 ,언론기 ,원자력

폐기물 련기 ,교육기 ,외국 련기 종사자,시민단체 지역주민에게 개방

하 다.2009년 12월 재로 총 2648명(외국인 포함)이 견학을 하 으며,장 1명,

국장 6명,사무 이하 17명,언론 련 기자 43명,교수 타 기 ( 학생,시

민단체 등 모든 기 단체 포함)1862명,지역주민 473명이다.

자하처분연구시설의 공 사실이 KBSTV에 보도되었으며, 공식 후에 각 언론

사에 홍보함으로서 이 시설이 순수한 고 폐기물 처분연구를 한 시설임을 인식

시켰다.이에 따라 한국경제,충청투데이,사이언스 타임즈,머니투데이, 덕벨리뉴

스 등의 신문과,MBC,YTN,TJB등의 방송사에서 지하처분연구시설 공에 한

많은 보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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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터 내 배기 로 설치 모습



-508-

제 7 공학 방벽시스템 열-수리-역학 복합 과정에서

음이온 양이온 거동 실증

1.배경

고 폐기물처분장의 공학 방벽시스템에서는 고 폐기물로부터 방출되는 붕

괴열과 주 암반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 이로 인한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팽

윤 등으로 인해,열-수리-역학 복합거동이 발생한다.이 열-수리-역학 복합거

동은 완충재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이동 지연 과정에 향을 미쳐,처분장의 성

능 처분안 성을 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여기서는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복합거동 조건 하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 상을 규명하기 한 공

학 규모의 열-수리-역학-화학 복합거동 실증실험을 수행하 으며,이를 모사할

수 있는 산모델을 개발하 다.공학 방벽의 열-수리-역학-화학 복합거동 실증

실험을 해 기존의 KENTEX 실증시설을 보완한 KENTEX-C실증시설을 설치하

다.

2.공학 규모 열-수리-역학-화학 거동 실증실험

가.KENTEX-C실증실험

KENTEX-C실험장치는 KRS공학 방벽시스템의 1/3크기 실증장치로서,기존

의 KENTEX장치 [7.1]에 음이온 양이온 용액 순환공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한

실증실험 장치이다 (그림 7.1).이 장치는 압력실린더,가열시스템,벤토나이트블록,

센서,용액순환공 시스템,히터제어/데이터수집시스템 임구조물 등의 하드

웨어와 실험장치의 모니터링,히터의 제어 센서/기기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계측

하고 수집,분석하는 운 로그램으로 구성된다.용액순환공 시스템은 CsI실험용

액을 5기압으로 일정하게 공 하고, 한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용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 설치하 다 (그림 7.2).

본 실증실험은 히터-벤토나이트 경계면에서의 온도를 90℃까지 올리면서,동시

에 용액 순환공 시스템으로부터는 일정농도의 실험용액이 공 되도록 하 다.히

터로부터의 원(electricalpower)공 은 히터-벤토나이트 경계면에서의 온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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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히터 보호와 90 ℃ 도달 후 그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 개발된

programmablelogiccircuit를 용하 다.CsI실험용액은 용액 순환공 시스템을

이용하여 벤토나이트 블록 둘 면 (hydrationsurface)에 5기압으로 공 하 다.그

리고 실험기간 동안 CsI실험용액의 농도를 10
-2
M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수

시로 장탱크 내 용액 농도를 체크하고, 기농도보다 부족하면 (즉, 기농도의

98%이하로 떨어지면)그 만큼의 시약을 더 넣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다.본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벤토나이트블록의 열-수리-역학 (THM) 실험조건은

PRODASH-EN0운 로그램에 의해 모니터링 되었고,그 데이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PC에 수집, 장되었다

벤토나이트블록을 통한 요오드이온과 세슘이온의 농도분포는 실험 시작 후 일정

시간이 경과 뒤,코어-드릴링 (core-drilling)방법으로 채취한 코어시료를 분석하

여 결정하 다.코어링으로 채취한 시료는 장에서 바로 1-2mm 간격의 박편

(slicedsample)으로 단 하고,1M의 염산용액으로 일주일 간 용출(extraction)하

으며,이 시료는 요오드이온이나 세슘이온의 농도분석을 해서 다시 원심분리와

여과를 거쳐 분석에 필요한 용액을 얻었다.용액 요오드이온의 농도는 Ion

selectiveelectrodemeter로 분석하 으며,세슘이온의 농도는 Ionchromatography

로 분석하 다.

벤토나이트블록 내 요오드와 세슘이온의 농도는 코어-드릴링 방법으로 샘 링

하여 분석하 다.샘 링 시간은,두 이온의 흡착 확산실험결과를 토 로,요오

드이온은 21.6일과 31.2일 두 차례에 걸쳐,그리고 세슘이온은 245일이 경과한

후 동시에 실시하 다.샘 링의 치는 압력실린더의 heaterzone내 한 지 (높

이 0.61m 지 )과 non-heaterzone내 한 지 (높이 1.03m 지 )으로 하 다

(그림 7.3,7.4).

3.열-수리-역학-화학 거동 산 모델링 해석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화학 연계거동 실증을 한 공학 규모의

실증실험 시설인 KENTEX-C를 이용해 얻은 온도 구배를 가진 불포화 완충재에서

의 이온 이동 실험 결과를 모사하기 해한 산모델을 개발하 다. 산모델에 사

용된 컴퓨터드는 TOUGH2[7.2]이다.

높이 0.61m 지 에서 히터의 표면으로부터 수평 거리의 함수로서 시간 경과에

따른 요오드 농도 변화를 계산하 다.양이온인 세슘에 해서도 동일한 0.61m 높

이에서,히터 표면으로부터 거리의 함수로서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 변화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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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완충재 내의 이온의 농도는 정규화 농도 (normalizedconcentration)로 나타내

었다.KENTEX-C실험에서 이온들이 압력용기 벽 쪽에서 내부로 확산에 의해 이

동해 가기 때문에,이온의 농도가 압력용기 벽에서 가장 높고,히터 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감소한다.요오드의 이동 속도가 세슘의 이동 속도에 비해 훨씬 빠른 것은

세슘이 수착성 이온이어서 벤토나이트 입자에 강하게 흡착되기 때문이다.이온이

매질에 강하게 흡착될수록 매질에서의 이온의 겉보기확산계수가 감소한다.제안된

모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높이 0.61m 지 에서 모델에 의해 계산된 요오드

와 세슘의 농도 분포를 KENTEX-C실험에서 얻은 측정값과 비교하 으며,그 결

과를 그림 7.5와 7.6에 나타내었다.이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산치

는 측정값과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었다.이러한 결과들은 개발된 산모델이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화학 거동을 히 모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a) (b)

그림 7.1.KENTEX-C실험장치의 흐름도(a) 설계도(b)

그림 7.2 KENTEX-C실증실험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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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er-blockinterface

그림 7.3.열-수리-역학 복합과정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 내 요오드이온의 농도분포

heater-blockinterface

그림 7.4.열-수리-역학 복합과정에서의 벤토나이트블록

내 세슘이온의 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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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0.61m 높이에서 완충재 내 요오드

농도의 계산치와 측정 값의 비교

그림 7.6.0.61m 높이에서 완충재 내 세슘

농도의 계산치와 측정 값의 비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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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지하처분연구시설 근계 역 암반의 열·역학 특성

변화 장실증

본 연구에서는 암반에서의 열 달과 련된 열-역학 거동을 평가하고자 지하

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시추공 히터시험을 수행하 다.히터는 최 온도 120℃

까지 상승시켜 정상 비정상 과열 상태에서의 암반에서의 온도 분포 변화,응력

변화,터 벽면과 히터공 내의 온도 변화 히터시험구간에서의 기 온도 습

도 변화를 찰하 다.KURT 장에서의 환기시스템에 한 향 평가를 통해 시

험 구간에서의 강제환기 시와 자연환기 시의 류 복사 열 달계수를 결정하

으며 계 에 따른 열 달계수의 변화를 평가하 다.시추공 히터시험을 통해 측정

된 자료는 암반 단열면이 온도 분포에 미치는 향,손상구간의 열 물성 평가,환

기시스템에 의한 터 벽면으로의 열 유실 등에 활용되었다.측정된 장시험 자료

는 2차원 3차원 해석 코드를 이용한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며 이를 통해 해석코

드의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된 해석 기법을 통해 근계 역에서의 복합거동을 분석하

고자 하 다. 한 KURT에서 수행되는 근계 역 암반에서의 THM 시험결과에

한 신뢰도 높은 해석을 해 국제공동연구 DECOVALEX 로젝트에 참여하여

THM 해석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1.암반 열·역학 거동 장실험

가.근계 역에서의 장기 열·수리·역학 장 시험 결과 분석

1)Heater공과 이격거리 30cm 지 에서의 온도 변화

기온도가 약 14℃인 암반의 온도는 히터의 가동 후,히터의 온도가 90℃로 일

정하게 유지되면서 약 20℃에서부터 약 40℃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1).벽면거리가 클수록,다시 말해 암반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암반의 온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암반 내부의 온도 분포는 벽면으로부터 이격거리가 2m인 히터

심에서 칭 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터 에서 먼 쪽의 온도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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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터 벽면으로의 열 손실 는 벽면 주변에

치하는 굴착손상 역의 향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벽면거리가 3.0∼ 3.5

m인 구간에서는 주변의 온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이는 3.0∼ 3.5m구간에 존재

하는 함수 단열 의 향인 것으로 단된다.

2)Heater공과 이격거리 60cm 지 에서의 온도 변화

히터의 가동 후,암반 온도는 히터와의 거리에 따라 크게 상 없이 큰 편차를

가지면서 약 19℃에서부터 약 32℃까지 나타났다.터 벽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따

라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 않고 있다.암반 내에서의 온도 분포가 벽면거리에 따라

뚜렷한 경향성 없이 큰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암반 내에 존재하는 불연속면이 암반

에서의 온도 분포에 미치는 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

나.손상구간의 열 도도 측

본 연구에서는 굴착손상 역의 발생이 암석의 열 도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고자 회차구간(Turningshelter)에서 획득한 암석시편을 이용하여 열 도도시험을

수행하 다.터 벽면거리에 따른 굴착 ,후의 열 도도 변화를 그림 8.2에 수치

해석 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굴착 의 암석의 열 도도는 2.73∼3.32W/mK로

나타났으며,굴착 후의 열 도도는 1.73∼2.99W/mK로 나타났다.굴착 ,후의 열

도도를 살펴본 결과,평균값을 기 으로 열 도도가 약 20% 정도 감소하 으며,

변화 범 는 략 2.0m인 것으로 단되었다.

수치해석 인 방법을 이용하여 굴착손상 역이 암석의 열 도도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기 해 ParticleFlow Code2D로 발 에 의한 굴착손상 역을 모사하고

균열 도를 악한 후,균열 도의 변화에 의한 암석의 열 도도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수치해석으로 굴착손상 역에서의 열 도도 추정결과,측벽부에서는 0.83∼

3.00W/mK의 범 로 나타났다. 한 굴착손상 역의 범 는 측벽부가 약 2.2m 정

도로 나타났다(그림 8.2).

다.손상구간에서의 열 거동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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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석모델

장에서 수행된 히터시험을 PFC2D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암반의 변형계수,암반 강도,그리고 포아송 비의 세 가지 물성을 기 으로,일

축압축시험을 수행하여 해석 모델 생성을 한 역학 미시변수들을 결정하 다.

한 굴착손상 역의 역학 인 물성은 선행 연구의 결과[8.1]를 참고하여 암반의 변

형계수는 40%,암반의 강도는 20% 낮게 결정하 으며,그 범 는 1.5m로 가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암반은 단열면과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열 물성을 결정함으로써 불균질한 암반 모델을 생성하 다.단열면은 완 히 포

화된 것으로 가정하여,물의 열 물성을 입력하 다.단열의 치와 길이는 단열조

사 결과와 Fracman을 이용하여 해석단면을 생성하 다.암석 굴착손상 역에서

의 열 도도는 실험실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결정하 으며 그 범 는 2.0m로 설정

하 다. 한 굴착손상 역에서 암석의 비열과 열팽창계수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

다.

2)경계조건

해석 모델에 작용하는 수직응력은 심도를 고려하여 2.6MPa로 설정하 으며,수

평응력은 측압비를 고려하여 3.9MPa로 결정하 다[8.2].히터의 온도는 장시험과

동일하게 90℃로 설정을 하 으며 터 벽면의 온도는 히터의 온도가 90℃로 유지

되었을 때 장에서 측정된 평균 온도인 19.2℃로 설정하 다. 한 4개의 경계면에

서는 열 유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의 온도인 14.5℃로 설정을 하 다. 한

단열면은 완 포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온도를 암반의 기 온도인 14.

5℃로 설정하 다.

3)해석결과

가)Heater공과 이격거리 30cm지 에서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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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에서 나타난 암반의 최고 온도는 장시험 결과에 비해 굴착손상 역을

고려한 경우는 약 8℃정도 높은 48℃로 나타났고 굴착손상 역을 고려하지 않은 경

우에는 약 5℃정도 높은 45℃로 나타났다. 한 체 으로 장시험 결과보다 조

높은 온도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3차원 해석이 아닌 2차원 해석이므로 KURT의

굴착진행 방향으로의 열 손실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그림 8.3).

굴착손상 역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해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히터가 치하고 있

는 벽면거리 1∼3m지 에서 온도가 40∼45℃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다가,벽면

거리가 1m인 지 을 기 으로 벽면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격하게 온도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이유는 벽면에서의 열 손실로 상 으로 낮은 벽

면의 온도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반면 굴착손상 역을 고려한 해석 결과를 살펴

보면,히터가 치하고 있는 벽면거리가 2∼3m인 지 은 약 45∼48℃로 거의 비슷

하게 나타나다가 2m를 기 으로 벽면거리 변화에 따른 온도 감소 정도가 장시

험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Heater공과 이격거리 60cm지 에서의 온도 변화

장에서 측정된 온도는 약 19∼ 32℃로 나타난 반면 수치해석에서는 14.5∼

30.3℃로 조 낮게 나타났다. 장시험 결과뿐만 아니라 수치해석의 결과에서도 터

벽면으로부터의 거리 변화에 따른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비정상 조건에서의 장실험

2010년 9월 히터온도에 한 추가 상승이 시작되었으며 최 온도 120℃ 까지 상

승시킨 후 2011년 8월 냉각단계에 진입하 다.

가.비정상 과열조건에서의 암반 열 거동 장 실증

그림 8.4는 히터공에서 60cm 떨어진 측공에서 측정된 히터시험 단계에 걸

친 암반의 온도변화를 보여 다.히터온도가 90℃ 이상으로 상승하는 비정상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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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터 벽면에서 약 4m 떨어진 지 에 설치된 온도센서에서 최 온도는(약

37℃)가 측되었다.그림 8.5는 히터공에서 30cm 떨어진 측공에서 측정된 결과

로써,암반온도가 50℃에 달하며 역시 터 벽면에서 약 4m 떨어진 지 에서 찰

됨을 알 수 있다.

나.냉각에 따른 암반 열·수리·역학 거동 평가

2011년 8월부터 히터의 원을 차단하여 가열된 암반은 냉각기간을 가졌다.그

림 8.7은 가열 비정상 과열조건의 결과 냉각에 의한 온도 변화가 나타나 있

다.히터의 원 차단 이후 히터공에서 60cm 떨어진 측공에서 측정된 온도변화

를 살펴보면 암반의 온도는 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암반의 기 온도인 약 14℃

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환기 향 평가

가.암반의 열·역학 거동에 미치는 환기 향 실증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환경인자들을 측정하 다.KURT내 히

터구간 환경인자의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 류조건에서의 계 별 열 달계수를

산정하 다.분석결과,자연 류조건에서의 체 열 달계수는 여름철 평균 4.54

W/m
2
․K,겨울철 평균 4.93W/m

2
․K를 나타냈고,약 8% 정도로써 계 에 따른

기온도의 차이에 비해 큰 차이는 아니라고 단된다.

자연 류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 류조건에서 KURT 내 히터구간의 체

열 달계수 산정 결과,여름철 평균 7.68W/m
2
․K,겨울철 평균 7.24W/m

2
․K 로

서 약 6%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그러나 자연 류조건과 마찬가지로 기후 조건이

상반된 두 계 임을 감안할 때,계 에 따른 체 열 달계수는 비교 일정한 값

을 유지하며,강제 류조건에서의 KURT 내 히터구간의 체 열 달계수는 평균

7.46W/m
2
․K인 것으로 단된다.

나.환기 향을 고려한 해석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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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 내 히터구간의 장 실험을 통해 얻어진 열 달계수를 바탕으로 국에

서 개발된 상용 CFD 유체 유동 시뮬 이션 로그램인 PHOENICS(Parabolic

HyperbolicOrEllipticNumericalIntegrationCodeSeries)를 사용하여 KURT 내

히터구간의 기특성을 수치해석 하 다.히터구간 내 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하

으며,LVELturbulencemodel을 사용하여 비정상상태로 해석하 다.히터구간을 기

으로 4방향( ,아래,좌,우)으로 10m 씩 확장하 고,해석을 한 암반의 물성은

KURT 암반의 물성을 동일하게 용하 다.수치해석 역시 장실험과 마찬가지로

류조건에 따라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 어 수행하 으며,히터구간 내 평균 온도

는 수치해석 히터구간 형상을 기 으로 지상으로부터 2m 치의 z축 평면에 12지

온도의 평균값을 사용하 다.

KURT 내 히터구간의 기 평균온도에 한 장실험 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그림 8.8에 도시하 다.여름철 강제 류 조건에서의 평균 기온도가 22.3℃ ～

22.6℃ 범 로 가장 높았으며,겨울철 강제 류 조건에서는 13.1℃ ～ 14.0℃로서 가

장 낮은 온도를 나타냈다.그리고 자연 류 상태에서는 계 에 따른 평균 기온도

의 차이가 약 1.4℃가량 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가지 수치해석 방법에 한 장 실측치와의 오차는 최소 0.95%,최 6.62%

로 나타났으며,각각 모두 강제 류 조건에서의 여름철과 겨울철에 최소,최 오차

가 발생하 다.처분장의 환경이 매우 다양한 것을 감안했을 때,이와 같은 근소한

오차율은 컴퓨터 수치해석을 통한 처분장 내 기온도의 측이 실제 고 방사

성 폐기물 처분장에 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4.DECOVALEX국제공동연구 참여 황

지하 처분장 주변에서 상되는 열-수리-역학-화학(THMC)복합거동의 측은

처분장 부지선정,처분시스템 개발,처분장 안 성 평가에 필수 이다.신뢰할 수

있는 THMC 측 기법의 확보를 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실험실 장시

험을 실시하고 이를 모델링 기법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측 모델의 신뢰도 증진

효율 인 기술개발을 해 국제공동연구인 DECOVALEX-2011(DEvelopment

ofCOupledmodelsandtheirVALidationagainstEXperiment)이 2008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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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쳐 추진되고 있다. 재 한국, 국,일본,스웨덴,핀란드, 랑스, 국,체코

가 fundingorganization으로 참여하고 있다.매년 2회 개최되는 웍샾을 통해 각 연

구 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상호검증하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

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 규모 장

시험과 고비용의 실험실 실험을 토 로 한 선진 각국의 연구개발 경험을 공유함으

로써 국내 THM 기법 개발에 활용 가능,(2)해석 기법의 검증 시 외국의 문가와

동일한 조건에서 blindtest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검증이 가능,(3)각국의 문가

들에 의한 검토를 기반으로 국내 THM 해석 기법의 보완 장시험 계획의 보

정,(4)권 있는 국제공동연구 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연구결과 처분

로그램의 신뢰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 와 공동연구 을 구성하여 TaskB 에 참여하고 있

다.Task B에서는 스웨덴 Aspo HRL에서 수행된 규모 장시험인 Pillar

stabilitytest결과를 활용하여 암반에서의 열-역학 해석 기법의 신뢰도를 확보하

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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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벽면거리에 따른 A1,A2,A3그리고

A4에서의 암반 온도.

그림 8.2.벽면거리 변화에 따른 열 도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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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수치해석 장 시험에서 조사된 이격거리

30cm에서의 벽면거리에 따른 온도 분포.

그림 8.4.히터 가동이후에 계측된 이격거리 60cm에서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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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히터 가동이후에 계측된 이격거리 30cm에서의

온도 분포.

그림 8.8.히터구간 기온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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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지하처분연구시설 손상 수리특성 처분안 성

향 장시험

1.손상 역의 균열발생(탄성 )특성평가

암반손상 는 처분장 건설을 한 굴착,발 등의 다양한 과정에 의하여 공동

주변 암반의 역학 ,열 ,수리 ,화학 특성 등이 모암과 다르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장 ·단기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 의 하나이다. 한 고

폐기물의 자체 붕괴열 깊은 지하심도에 의한 큰 상재하 ,그리고 완충재의

팽창압과 지하수의 포화 등으로 인해 처분장 주변 암반 내 균열발생은 가속화되게

된다.따라서 이와 같은 열 -수리 -역학 (THM)복합거동으로 인한 처분장 구

조물 내 균열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이의 동 거동의 분석은 처분 안

성의 향상 수용성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

최근에 AE(acousticemission)기법은 근계암반과 처분 구조물의 동 인 건정성

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AE기법은 재료 내부의

미세 균열의 생성과 결합 등에 의한 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산이나 석유비

축기지,지열발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지반공학 인 분야에 모니터

링 기술로 리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실시

간 동 거동 모니터링을 하여 AE기법을 활용하고자 하며,이와 같은 취지에서

AE 기법의 지반공학 용을 한 정성 ,정량 해석기법에 해 기술하 다.

이에는 AE를 이용한 균열암반의 강도변화 추정기법,단열암반 내에서의 치표정

기법, 괴정도를 추정하기 한 근계암반에서의 탄성 감쇠특성,암반의 괴유형

분석 그리고 장 용 평가 등이 기술되어 있다.

가.KURT암반에 합한 균열발생 치추정 기법개발

AE기술을 이용한 구조물 진단의 활용시 정확한 치표정과 AE 의 특성분석

이 매우 요하다.일반 으로 AE분야에서는 P 의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균열발

생의 치를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균열 발생 시 생성되는 AE신호는 수십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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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kHz이상의 고주 성분이기 때문에 암반에서 AE 신호가 발생할 경우 신호의

감쇠에 의하여 신호 잡음비(Signaltonoiseratio:SNR)는 감소하며 이에 따라

P 의 식별 한 어렵게 된다.이에 본 에서는 낮은 신호 잡음비로 인하여 P

의 식별이 어려운 신호에 합한 P 도달시간 결정 알고리즘에 한 연구를 수

행하 으며,사용된 알고리즘으로는 AE분야에서 리 이용되고 있는 임계 압법,

AkaikeInformationCriterion(AIC),TwostepAIC,Hinkleycriterion이 이용되었

다.실험을 통해 각 기법을 검증함으로써 배경잡음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의

KURT암석의 균열발생 치표정을 한 최 의 알고리즘을 도출하 다.

앞에서 언 한 4종류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NR이 낮은 AE신호의 동도달

시간을 측정한 결과 그림 9.1과 같이 twostepAIC알고리즘을 제외한 다른 알고리

즘의 경우 P 의 도달시간을 1306로 원래의 도달시간과 약 8가 차이가 발생하

는 것으로 해석하 다.사용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치표정을 수행한 결과 표 9.1

과 같이 TwostepAIC알고리즘을 제외한 다른 알고리즘의 발생오차가 1cm 이상

으로,탄성 의 분해능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오차범 (0.74cm)를 과하 다.이와

달리 twostepAIC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치표정을 수행한 결과를 검토해 보면,

발생한 최 오차는 약 0.7cm로써 오차범 를 만족하 다.따라서 KURT 암석시료

에 한 균열발생 치표정을 해서는 twostepAIC기법이 가장 유효한 알고리

즘임을 확인하 다.

나.AE신호를 이용한 KURT화강암의 균열발생 특성분석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주변 암반(rockmass)의 수많은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해서

는 무결암(intactrock)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성장과 거동 분석은 필수이다.이에 본

장에서는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채취한 화강암 시료(NX 규격)를 이용하여 균열의

성장과 이에 따른 손상도를 분석하기 하여 AE parameter와 모멘트텐서해석법

(momenttensoranalysis)을 용하 다. 련 실험장치 계측시스템을 아래의 그

림 9.2에 나타내었다.

1)균열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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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내부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성장을 분석하기 해서 가장 리 이용되는 방

법은 일축압축응력 시험 시 획득되는 응력-변형률 곡선과 AE의 parameter를 이용

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하여 균열닫힘응력,균열개시응력,균열결합응력,균열손상응

력이 결정된다.실험을 통해 AEparameter를 이용한 KURT 화강암의 균열 성장을

분석한 결과 그림 9.3과 같이 균열개시응력,균열결합응력,균열손상응력은 일축압

축강도의 0.45배,0.73배,0.84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균열의 운동학 해석

모멘트텐서해석은 지진학(seismology)에서 유래된 해석기법으로써 발생한 AE

신호를 이용하여 균열의 치,패턴,방향성 균열의 체 을 분석할 수 있다.이

를 통하여 균열손상기 마다 발생한 균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그림 9.4와 같이

하 기단계인 균열개시응력 수 에서는 인장균열이 체 균열 발생율의 약 47%

로 가장 많이 발생하 다.그러나 시료에 가해지는 하 이 증가함에 따라 단균열

의 발생은 증가하며 괴면을 심으로 균열이 생성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마지

막으로 발생한 균열의 체 을 통하여 KURT 화강암의 손상도를 평가하 다(그림

9.5).시료에 가해지는 응력수 이 120MPa까지는 균열 발생에 따라 암석시료에서

발생하는 손상도가 균열의 종류에 계없이 0.1미만으로 해석되었다.그러나 응력

수 이 균열결합응력 이상으로 증가하면 체 이 큰 단균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기

존의 균열과의 결합을 유도하기 때문에 단균열에 따른 시료의 손상도는 0.29로

증가하 다.이 후 균열손상응력을 과하는 응력이 시료에 가해지면, 괴면을

심으로 계속되는 단균열의 발달과 결합으로 인하여 거시 인 단균열이 생성됨

에 따라 시료의 손상도는 0.64가 되었다.

2.KURT단열암반의 동 거동 특성규명

고심도 암반지역에 건설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높은 안 율과 장기 인 기

수명을 요구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암반특성에 따른 구조물의 국부 인 취성

괴를 측하고 안 율을 해석하기 한 암반의 변형 특성 악은 매우 요하다.

암반의 변형 특성은 공학 으로 가장 약한 부분인 단열들에 의해 결정되며,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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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단탄성계수 값으로 암반의 변형 특성을 표할 수 있다.하지만,변형률

에 따른 단열암반 단탄성계수의 거동에 하여 실험할 경우,기존의 암석삼축실

험이나 일축압축실험방법은 변형률(1%이상)에서 활용범 가 제한되어 미소변형

에서 간 변형률 범 의 변형특성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부분 균열이 없

는 신선암 시료를 상으로 측정실험이 이루어 졌다.

이에 본 에서는 단열 암반의 미소변형에서 간 변형률 범 의 변형 특성을

규명하는 RockMassDynamicTest(RMDT)장비를 구축하고(그림 9.6),지하처분

연구시설(이하 KURT)의 암석시료를 성형하여,균열을 포함하고 있는 장암반의

조건을 반 시키기 해 단열을 형성시켜 실험을 수행하 다.단열 암반의 탄성

특성과 동 거동특성을 모사할 수 있는 실험장비를 통해,실제 단열암반의 거

동특성을 검증하고 단열암반의 비선형 거동을 분석하여 KURT 단열암반의 동

물성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 다.주요 실험내용으로는 암석에 단열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른 동 물성의 차이,단열의 거칠기 유무에 따른 차이 그리고 단열 사이

에 gouge의 특성으로 인한 물성변화를 측정하 으며,이를 통해 KURT 암반의 풍

화도에 따른 동 거동 특성을 분석하 다.

가. 장 유효응력과 단열유무에 따른 변형률 의존 변화

동일한 KURT 시편에 하여 장유효응력의 크기와 단열의 유무(intact:신선

암,planar:단열암)에 따른 비선형 거동특성을 분석하 다.재하된 응력은 776kPa,

1552kPa그리고 2328kPa이며,낮은 순서 로 차례 로 재하하여 변형률 크기에 따

른 비선형 거동특성을 아래 그림 9.7과 같이 구하 다.수직응력에 따라 단탄성계

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이 결과는 단열 암반의 변형률 의존 비선형 거동

특성이 흙의 비선형 거동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단탄성계수의 감소곡선을

정규화 시켜 본 결과,비선형 구간의 값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는데,이 부분

은 흙의 거동과 차이가 난다.흙은 수직응력이 높아질수록 비선형 거동 구간의 기

울기가 커지는 반면(즉,변형률의 증가에 따라 속히 감소한다.),단열암반의

실험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찾을 수 없었다.

나. 장 모사 단열면 거칠기에 따른 변형률 의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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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시료의 단열면의 거칠기 유무에 따른 단탄성계수의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두 종류의 KURT시료를 비하 다.하나는 단열면이 매끈한 시료이며,다른

하나는 장암반의 단열면과 유사한 거친 요철을 가지고 있는 시료이다.두 시편에

하여 장유효응력의 크기에 따른 비선형 거동특성을 분석하 다.이 역시 단열

면의 거칠기 유무에 상 없이 수직응력에 따라 단탄성계수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9.9)하지만,동일 유효응력상태에서 두 시료의 단탄성계수 값을 비

교하 을 때,단열면에 거칠기가 있을 경우 단탄성계수 값이 증가함을 보인다.그

리고 두 시료 각각의 단탄성계수 값을 정규화시킨 결과,변형률 의존 비선형

구간이 단열이면 각각의 상태에 따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하지만,단열면의

거칠기 유무에 따라 선형구간이 짧아지고,비선형 거동 특성이 변함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감쇠비 곡선의 경우 유효응력에 상 없이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감쇠비

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유효응력이 증가할수록 동일한 변형률의 감

쇠비가 최 10∼50%정도 감소한다.이를 통해 단열 암반에서 유효응력이 감쇠비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유효응력이 작은 경우(776kPa)평탄

면이나 거친면의 시료 모두 비슷한 감쇠특성을 보이나,유효응력이 증가할수록 거

친면을 가진 시료의 감쇠비가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로써 단열면의 상태

와 그로 인한 동 마찰특성이 변형률에 따른 감쇠비에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단열 상태와 장 유효응력에 따른 단열 암반의 변형률 의존

인 동 물성값을 측정함으로써 단열 암반의 비선형 인 동 거동 특성을 규명하

다.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 유효응력 증가에 따라,단열 암반 변형률 의존 단탄성계수는 증가한다.

단열면 상태와 상 없이 단열암반 변형률 의존 단탄성계수는 단변형률 증

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이는 흙의 비선형 거동특성과 유사함을 보인다.

미소 범 의 단변형률에서는 단탄성계수가 선형성을 가진다.

단열면 상태에 따라 단탄성계수가 증가 는 감소 경향을 갖는다.단열면이 거

칠 경우 단탄성계수가 증가하며,Gouge가 있을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단열이면 상태가 같을 경우,각 단열 암반의 변형률 의존 비선형 거동을 정

규화 시켜보면 장 유효 응력과 무 하게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이는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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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선형 거동 특성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3.고 폐기물처분장 근계 역암반의 투수계수 변화 수리-역

학 모델링

손상 는 근계 역 암반의 역학 특성을 하시킬 뿐 아니라 처분장 주 의 지

하수의 이동 상을 진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안 성의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손상 에는 발 시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된 다수의 미세 균열이

존재하므로,손상되지 않은 주 암반보다 투수계수가 상당히 크다. 손상 는 그

특성 상 처분동굴 벽을 환형으로 둘러싸면서 형성되게 된다.따라서 투수성인

처분장 근계 역 암반에 형성된 손상 는 투수성이 높은 지하수의 이동 통로의 역

할을 하게 되어 처분장 내로의 지하수의 유입을 진시키고,처분장으로부터 방사

성핵종이 출되었을 때 이 핵종들을 생태계로 유출시키는 주요 경로가 된다.따라

서 근계 역 암반에 형성된 손상 의 수리특성은 고 폐기물 처분장의 설계

장기 성능 평가를 한 요 인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을 상으로 손

상 의 수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가.손상 투수계수 측정 장실험

처분 동굴의 벽면에 형성되는 손상 는 동굴 벽 표면으로부터 수 m 이내의 한

정된 구간의 암반에서 형성된다.따라서 수 십 m에서 수 백 m에 이르는 범 한

구간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해 사용되는 일반 인 수리특성 측정 장비는 손상

의 수리 특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따라서 굴착 동굴의 벽면으로부터 거

리에 따른 소 구간의 투수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특히 근

계 역 암반 ,손상 의 향이 잘 나타날 것으로 상되는 부분은 동굴벽면으로

부터 1∼2m 이내의 구간에 있는 암반이다.따라서 손상 투수계수 측정에 사용되

는 패커 사이의 시험 구간 (testinterval)의 간격은 수 십 cm 이하이어야 한다.따

라서 이러한 소 구간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해,사용 유체로 물 신,기체를 사

용하는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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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소 구간 투수계수 측정 시스템의 개념도와 장치 경을 그림 9.10에 나타

내었다.시스템은 크게 패커,시험 구간,연결 ,기체 공 장치 제어부로 구성

된다.패커 부분은 단일 패커로서,고정 부분과 이동 부분으로 나 어지는데,두 부

분 사이에는 고무 가스켓이 설치되어 있다.시추공 내에서 투수계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치에 연결 에 부착된 패커를 치시킨 후,이동 부분을 움직여 패커를 고

정시켜 투수계수를 측정한다.

시험 구간의 양단을 패커에 의해 폐한 후,2.5기압의 질소를 공 하면,구간의

벽면에 존재하는 균열을 통해 질소가 주 암반으로 출된다.시험구간 벽면을 통

해 출되는 질소로 인해 질소 탱크의 압력이 감소한다.압력강하는 경과 시간에

해 선형 계에 있으며,이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시험 구간의 시추공 내벽을 통

해 주 암반으로 단 시간 당 출되는 질소의 양을 구할 수 있다.단 시간 당

질소의 출량과 상기의 식을 이용하여 시험구간의 투수계수를 구할 수 있다.얻어

진 각 구간별 투수계수의 변화를 터 벽면으로부터 거리의 함수로 그림 9.11에서

9.12에 나타내었다.

비록 시추공에 따라 투수계수의 변이가 크고,특정 지 에서는 투수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빈번하나, 체 인 경향은 터 벽면에서 투수계수가 크고 안쪽

으로 들어갈수록 투수계수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투수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시추공 내 특정 지 의 상을 시추공카메라로 촬 하 으며,그 상의

일부를 그림 9.13에 나타내었다.이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시추공 내에

서 투수계수가 크게 증가하는 지 에는 큰 균열이 존재하며,이 균열로 인해 그 지

의 투수계수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이러한 들을 감안하며,일반 으로 손상

에서는 터 벽면에서 멀리 떨어진 안쪽의 암반에 비해 투수계수가 크게 증가하며,

그 증가 정도는 최 두 승수(order)정도라고 말 할 수 있다.

나.근계 역암반의 수리-역학 모델링

KURT주변의 암반 특성은 구간별로 상이한 값을 가진다.즉 터 입구부는 암

반의 풍화로 인해 암석의 강도가 낮고 수리 도도는 높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쇄

의 존재로 인해 상 으로 높은 수리 도도 값을 나타내기도 한다.본 연구에서

는 터 발 로 인해 암반 손상구간의 수리 도도가 발 에 비해 100배 증가한

다고 가정하여 모델링을 실시하 다.모델링에서는 KURT 부지의 지형,터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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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형상 크기를 실제와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도록 고려하 다.그림 9.14은

FLAC3D모델링에 사용한 3차원 격자망을 보여 다.그림 9.15에 해석 결과 측된

지하수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나타내었다.구간별로 수리 도도에 따라 유동 속도

에 차이를 보이며 특히 진입터 끝 부분에 있는 함수 단열 를 통해 지하수의 유

동이 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9.16는 KURT에서 측정된 지하수 유입량 변화를 보여 다.강수량에 따라

유입량의 변화가 있지만 안정된 기간의 일일 지하수 유입량(25～30ton)으로 측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DZ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링이나 EDZ구간의 수리 도

도를 시추공에서 측정된 수리 도도의 10배로을 고려한 경우터 굴착 후 유입량이

10톤 이하이지만 손상구간의 수리 도도를 100배로 두고 모델링하는 경우 25톤의

일일 유입량이 측되었다(그림 9.17). 따라서 장시험을 통해 측정된 암반손상구

간의 수리 도도를 이용한 모델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지하수 유입량 측이 가능

함을 알 수 있다.

Source

location
Algorithm

Averagedsource

localization(cm)
Error(%)

X Y X Y

1

Amplitude
threshold

13.1 10.3 4.8 3.0

AIC 12.9 9.7 3.2 3.0

TwostepAIC 13.0 10. 4.0 0.0

Hinkleycriterion 13.6 10.4 8.8 4.0

2

Amplitude
threshold

26.3 9.6 5.2 4.0

AIC 26.3 9.6 5.2 4.0

TwostepAIC 25.7 9.3 2.8 7.0

Hinkleycriterion 26.7 9.3 6.8 7.0

3

Amplitude
threshold

38.0 10.6 1.3 6.0

AIC 38.5 11.0 2.7 10.0

TwostepAIC 37.9 10.6 1.1 6.0

Hinkleycriterion 38.7 10.8 3.2 8.0

표.9.1.P 도달시간 결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음원의 치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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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1TwostepAIC알고리즘에 의한 최종 으로 결정된

P 도달시간

그림 9.2.암석의 괴유도를 한 재하장치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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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AEcount에 의하여 결정된 KURT암석의

손상기

(b

)

(a) (c) (d

)

(e)

그림 9.4.모멘트텐서해석을 통하여 분석된 균열의 치,방향성,

패턴:(a)균열개시응력 (b)2차 균열개시응력 (c)균열결합응력 (d)

균열손상응력 (e)균열손상응력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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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모멘트텐서해석에 의하여 결정된 KURT

암석의 손상도

그림 9.6.RMDT실험장비 구성요소 계측시스템

(a) 단탄성계수 감소 곡선 (b)정규화된 단탄성계수 곡선

그림 9.7. 장유효응력과 KURT암반 내 단열유무에 따른 비선형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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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암석과 단열암반의 감쇠비 비교 (b)암석과 단열암반의 정규화된 감쇠비

비교

그림 9.8.암석과 단열암반의 감쇠비 비교

(a) 단탄성계수 감소 곡선 (a)감쇠비 곡선

그림 9.9.단열면의 거칠기 유무에 따른 비선형 거동

그림 9.10.손상 투수계수 측정장치 개념도 장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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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1.터 표면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투수계수 변화 (#17,#23

시추공)

그림 9.12.터 표면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투수계수 변화 (#24,#25

시추공)

그림 9.13.투수계수 증가 지 의 시추공 내부 사진 (#25시추공)



-536-

그림 9.14.수리-역학 모델링을 한 모델 메쉬

그림 9.15.EDZ의 향을 고려한 flow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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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6.KURT에서 측정된 지하수 유입량

그림 9.17.수리 도도 측정 결과를 이용한 KURT수리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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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공학 규모 완충재 블록 성능 재

특성 평가

1.배경

기 처분시스템의 완충재 물질로는 국산벤토나이트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완충재를 처분공에 설치할 때에는 처분용기의 ,아래에는 디스크형 (disc-type)

벤토나이트블록을 설치하고,처분용기의 측면에는 인애 슬라이스 형태의 벤토

나이트 블록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작업성 폐성을 향상시키기 해 도넛형

(doughnut-type)벤토나이트블록으로 교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그러므로 고

폐기물처분장 완충재의 설계 방벽성능 향상을 해서는 디스크 형 도넛형 완

충재블록의 제작장치 개발 이를 이용한 블록 제작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2.완충재 블록

가.디스크 형 블록

본 연구에 사용된 몰더는 회수가 용이한 디스크형 완충재블록 몰더로서,성형다

이유닛,펀치유닛,다이분리유닛,베이스폴 이트 등으로 구성된다.성형 다이유닛은

한 의 좌우 칭인 성형부제로 된 성형 틀로서,결합시 상방 하방으로 개방되

며,측면은 완충재 블록의 측면에 응되는 내부 공간을 형성한다.펀치유닛은 상부

펀치와 하부펀치로 구성되며,성형다이유닛의 상하에 칭으로 배치된다.상부펀치

하부펀치는 블록의 평면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상부펀치의 상부와 하부펀치

의 측면에는 작업의 편의성을 해서 견인고리용 나사구멍을 만들어 두었다.다이

분리유닛은 항 의 성형부재를 상호 분리하거나 결합시키는데 사용된다.

완충재블록의 제작은 성형부재 사이에 하부펀치를 배치하는 하부펀치 배치단계,

다이분리유닛을 구동시켜 성형부재의 내측면이 하부펀치에 되도록 하는 성형부

재 이동단계,성형다이유닛의 내부공간으로 상부펀치를 배치하는 상부펀치 배치단

계,상부펀치를 가압하여 벤토나이트를 블록화시키는 가압단계,성형 완료 후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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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치를 분리시킨 후 블록몰더로부터 성형블록을 회수하는 블록 회수단계 등의 순으

로 수행하 다.디스크형 완충재블록 몰더를 이용해서 직경 25cm x높이 4,25cm

의 성형블록을 제작하 다.

디스크형 완충재블록의 성형특성 실험결과,압축 후 회수된 모든 성형블록의 외

양은,부서진 데가 없이 압축 직후의 모양을 그 로 유지하 다.건조 도 1.55

,수분함량 13.5%인 성형블록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각 조각의 건조 도

와 수분함량 측정하고,그 분포도를 구하여 체 디스크형 블록의 균일성

(homogeneity)을 분석하 다.그림 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블록에 해서 건

조 도는 1.47  -1.59  사이의 분포값을 가졌다.이것은 블록 제작 시

압축 에 시료를 몰더에 넣고 고르기를 제 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디스크형 완충재블록의 일축압축강도 (uni-axialcompressivestrength)와 탄성계

수 (Young'smodulus)측정결과,건조 도에 따른 일축압축강도는 약 1.5MPa-

4.0MPa,탄성계수는 0.1GPa-0.18GPa이다.본 연구에서 축정한 디스크형 블록

의 일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는 건조 도가 클수록 증가하 으며,그 증가율은 탄성

계수보다 일축압축강도가 상 으로 더 큰 값을 나타내었다.

나.도넛 형 블록

본 연구에 사용된 블록몰더는 회수가 용이한 고 도 도넛형 완충재블록 몰더로

서,성형다이유닛 (1),펀치유닛 (2),내부성형부재탈착유닛 (3),상부펀치탈착유닛

(4),성형다이분리스크류유닛 (5),베이스 이트 (6)등으로 구성된다.성형다이유

닛은 압축 성형 성형블록의 회수룰 용이하게 해 A형-외부성형부재,B형-외부

성형부재 상기 외부성형부재의 심에 치하는 내부성형부재로 된 성형틀로서,

결합 시 상방 하방으로 개방되며,측면은 도넛형 완충재 블록의 측면에 응되

는 내부 공간을 형성한다.펀치유닛은 상부펀치와 하부펀치로 구성되며,성형다이유

닛의 상하에 칭으로 배치된다.상부펀치는 블록의 평면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

하부펀치는 그 상에 치한 하부펀치 함몰홈에 내부성형부재를 배치함으로써 블

록의 평면과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상부펀치의 상부와 하부펀치 측면에는 작업의

편의성을 해서 견인고리용 나사구멍을 만들어 두었다.도넛형 완충재블록 몰더를

이용해서 외경 0.25m x내경 0.14m x높이 0.425m의 성형블록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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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형 완충재블록의 성형 압축하 은 주어진 제작조건에서 최소 약 90kg/cm
2
,

최 약 220kg/cm2의 범 에 있었다.성형블록은 건조 도가 클수록 더 큰 압축하

이 필요하 고,이 때 압축하 -건조 도는 거의 선형 인 계를 보 다.도넛형

완충재블록의 성형 압축하 은 지난 해 수행된 동일한 외경의 디스크형 완충재블록

의 압축하 보다 훨씬 큰 값을 보 다.이것은 도넛형 완충재블록의 경우,성형 시

마찰 항면 이 디스크형 블록보다 상 으로 크고, 한 블록제작몰더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습윤 도 1.64g/cm
3
,1.75g/cm

3
,1.86g/cm

3
인 3가지 성형블록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각 조각의 습윤 도와 수분함량 측정하고,그 분포도를 구하여 체 도넛형

완충재블록의 균일성(homogeniety)을 조사하 다.그림 10.2는 성형블록의 습윤 도

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습윤 도 1.64g/cm3인 블록은 1.60-1.66g/cm3,습윤

도 1.75g/cm3인 블록은 1.66-1.77g/cm3,습윤 도 1.86g/cm3인 블록은 1.81-

1.91g/cm
3
사이의 분포값을 가졌다. 체 으로는 부분 조각들의 습윤 도가 평

균 습윤 도를 가졌으나 일부 조각은 다소 큰 편차를 보 다.

도넛형 완충재블록의 탄성계수는 디스크형 블록에 비해 약 1/4수 의 값을 보

다.일축압축강도는 1.89MPa-6.5MPa사이의 값을 가졌다.그리고 탄성계수

는 10.41MPa-46.20MPa사이의 값을 가졌다.

3. 재

Low-pH 시멘트의 물리․역학 성질을 살펴보기 하여 low-pH 그라우트와

크리트의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 다.10.3은 low-pH 시멘트 그라우트의 시간 경과

에 따른 일축압축 강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그라우트와 크리트 모두 실리카 퓸

을 혼합한 low-pH (LP)의 경우가 high-pH (HP)에 비해 압축강도가 히 낮은

결과를 보여 다.28일 경과 후의 HP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31.6MPa인데 반해

LP그라우트의 경우 6.3MPa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HP 크리트의 28일 압축강

도는 34.8MPa이고,LP 크리트는 5.3MPa이었다.

HP그라우트의 경우 LP그라우트에 비해 탄성 속도가 빠르나,감쇄비의 경우

포화도에 크게 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한편 LP의 경우 건조 시료에 한

감쇄비는 포화 시료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 다.그리고 LP의 동탄성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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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로 인하여 0.9GPa에서 1.6GPa로 증가하 다.이와 같은 상은 물로 포화된

그라우트 내 gelpore나 capillarypore에서의 탄성 의 속도가 그라우트 내 공극이

나 균열을 통한 속도 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그라우트의 투수계수 실험결과 동일 재령일에 수행한 동일 시료라도 서로 측정된

투수계수 값의 변동 폭이 컸다. 표 인 LH 그라우트와 HP그라우트의 투수계수

측정결과를 아래의 그림 10.4에 나타내었다.측정된 투수계수 값은 다양한 변동폭을

보 으나,보편 으로 LH 그라우트의 경우 10-13 m/sec(10-20 m2)의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HP의 경우 10
-11
m/sec(10

-18
m
2
)의 투수계수 값을 나타내었다.시멘트

페이스트의 투수계수는 단지 공극률과 공극의 부피와 련된 함수가 아니고,공극

의 크기,분포,모양과 상호 연결성 등과도 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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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디스크형 완충재블록의 건조 도

분포.

그림 10.2. 체 습윤 도1.64g/cm
3
인

도넛형 완충재블록의 습윤 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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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시간 경과에 따른 low-pH그라우트의

일축압축강도의 변화

그림 10.4.투수계수 측정 (선형분포 구간 내의 시간- 유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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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지하처분연구시설 장실증 기반 구축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출입은 출입통제 시스템과 CCTV를 이용하여 검하고 있지

만 출입자 스스로가 조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경고 문구를 부착하 다.방문자는

시설 실험실 운 자와 동행하여 시설 내에서의 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

리 등에 주의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며,도로정비,정 에 비한 24시간 비상

발 기 가동 비상근무,환기시스템의 팬 모터 고장 수리,지하수 배출 펌 자동

시스템(SMS시스템)고장에 따른 수리,환경정리,노후시설 수리 등 다양한 유지보

수 활동을 하고 있다.

지하처분연구시설 활용에 함 워크샵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지하처분연구

시설(KURT)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0년 10월 6일에 개최하 으며,2010년 12월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하처분연구시설 사용자 의회를 구성하 다.이에 참

여한 기 은 9개 기 ( 학3,연구원 4기타 2)으로서,총 19명이 참석하 다.

원자력 반에 한 다큐멘터리 특집인 SBS특집 다큐멘터리 “ 한민국 이제는

원자력이다.”에서 KURT의 고 폐기물처분기술개발에 한 인터뷰에서 고 폐

기물처분연구에 한 당 성을 설명하여 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YTN 등 다른 방송국에서도 보도를 하 다. 하계방학 동계 방학에 실시하는

연구원 개방의 날에 지하처분연구시설도 극 참여하여,수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

도되었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이 2006년 11월에 공을 하고 2007년부터 이 시설을 정부

련기 ,언론기 ,원자력 폐기물 련기 ,교육기 ,외국 련기 종사자,시

민단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 다.2011년 12월 재로 총 7812명이(외국인 포함)

견학을 하 으며,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5208명이 견학하 는데 그 분포를

보면 국가기 140명,국가 련기 (국 기업,군인 등)554명,언론기 22명, 문

기 (원자력,발 소 등) 교수 369명,학생( 학생 포함)3585명,시민단체 118명,

지역주민 262명 외국인 1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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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학 방벽

시스템

열-수리-역

학 거동

공학 규모

실증실험

l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거동을 규명하기 해

공학 규모의 실증실험을 수행하 다.한국형처분시스템

(KRS)공학 방벽시스템의 1/3규모로 실증실험 장치를 제

작,실증실험을 수행.

l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거동을 모사할 수 있

는 산모델을 개발하고, 산모델에 의해 측된 결과와

실증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비교하여,개발된 산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 음.

l 개발된 산모델을 이용하여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

역학 복합거동 규명과 장기 성능을 평가하 으며, 산모

델에 사용된 입력인자 값은 실험에 의해 측정하 음.

l 향후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

역학 거동 장실험을 수행하기 한 암반 내 시험공의

특성을 분석하고 설계를 완료하 으며,일부 장치를 제작하

음.

l SCI논문 특허 등록

장치

개발

산모델

개발 등

과정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열-수리-역학 거동 실등실험 장치,KENTEX 개발

이를 이용한 THM 복합거동 실증 실험 성공

2.THM 복합거동 모사 산모델 개발 완료

3.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복합거동 규명과 장

기 성능을 평가

4. 장실험 한 암반 내 시험공 특성 분석 설계 완료

2.Near-field

암반의

열-수리-역

학 거동

장실험

l 근계 역 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을 규명하기 해 지

하처분연구시설 내 우측 연구모듈의 암반 벽에 시추공을

굴착하고,히터를 설치하여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주변

암반의 온도 응력 변화를 측정하는 장실험(in-situ

test)을 수행하 음.

l 실험 상 암반 역의 지질 수리 조건 규명을 한 조

사가 이루어졌으며,히터,센서 dataloggingsystem을

설계,제작하여 암반 내에 설치하 음.

l 근계 역 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산모델을 개발하 으며, 산모델에 의해 측된 결과와

장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비교하여 개발된 산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 음.

l 개발된 산모델를 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 를 자랑하는 DECOVALEX-2011국제공동

장치

개발

산모델

개발 등

과정

자체수행

제 4장 목표달성도 련 분야에의 기여도

1.목표 달성도



-546-

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 추진 략

연구에 보고하여,각국 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제3회 workshop을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유치하는데 성공하 음.

l SCI논문 국제 workshop개최

▸연구목표 달성도

1.근계 역 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을 규명하기 한

장실험(in-situtest)장치 개발 완료,지하처분연구시설

에 설치하고,가열에 의해 주변 암반의 온도 응력 변

화를 측정하는 장실험(in-situtest)을 수행

2.근계 역 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산모델 개발 성공

3.개발된 산모델을 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 분야에

서 세계 최고 권 를 자랑하는 DECOVALEX-2011국제

공동연구에 보고

3.Near-field

손상

지응력특

성 장시험

l 근계 역 암반의 손상 지응력 특성을 규명하기

해 지하처분연구시설 내을 4개의 구역으로 나 어,각 구역

에서 시추공들을 굴착하고,총 350회에 달하는 장시험을

실시하 음.

l 각 장시험에서 얻어짐 데이터를 분석하여,손상 발생

규모를 평가하 음.

l 손상 가 지하처분장의 건 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는 산모델을 개발하 음.

l 산모델을 이용하여 손상 가 처분장의 장기 건 성에 미

치는 각종 향을 분석하 음..

l SCI논문 장실험 자료

헌장시험

법 확립

산모델

개발 등

과정

자체수행▸연구목표 달성도

1.총 350회에 달하는 장시험을 실시하여,근계 역 암반의

손상 지응력 특성 자료 획득.

2.손상 가 지하처분장의 건 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는 산모델을 개발하고,이를 이용하여 손상 가 처분장

의 장기 건 성에 미치는 각종 향을 분석

4.공학

방벽재 개발

실증기술

확보

l 국산 경주벤토나이트로 실규모의 1/3크기인 공학 규모

완충제 블록을 제작하기 해,제작성을 분석하여 최 제

작 조건을 도출하고,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자력으로 설계,

제작,설치하 음.

l 이 장치를 이용하여 3가지 형태의 슬라이스 형 완충재 블

록을 제작하 으며,제작된 블록의 특성을 측정,분석하여

블록으로서의 성능을 평가하 음.

l low-pH 그라우트 개발에서는 재 기 물질을 선정하고,

그라우트 제조조건을 설정하 으며,혼화재료에 따른 시멘

트의 장단기 거동특성 변화를 분석하 음.

장치

개발

블록

제작,

그라우트

개발 등

과정

자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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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CI논문 공학 규모 완충재 블록 시제품
▸연구목표 달성도

1.공학 규모 완충제 블록을 제작기술 개발 성공 효율

제작조건 확립

2. 재 기 물질을 선정하고,low-pH 그라우트 제조조건

설정 장단기 거동특성 분석

5.지하처분

연구시설

운

기술 지원

l 장실험을 효율 으로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인 기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 용량을 증설하 으며,연

구실과의 원활한 통신을 해 인터넷 통신설비를 증설 설

치하고,각종 안 시설을 보강하 음.

l 고 폐기물 처분기술의 장실험을 수행하는 데 합한

실험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장실험을 기술 으로

지원하 음.

l 국내외 시설 방문객들에 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처분안 성에 한 국민 홍보

업무를 지원하기 한 시설 소개 안내 업무를 수행.

l 장실험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 확보,언론에

다수 보도 내외부 인사/원자력 문가 방문

l 언론 보도 홍보 활동,국제 workshop개최

시설

증설

보강,

처분안

성에

한

국민

홍보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장실험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한 기 용량을 증설

2.인터넷 통신설비를 안 설비 증설

3.처분 안 성에 한 국민 홍보 성공 수행

6.공학

방벽시스템

THM복합

과정에서

음이온

양이온

거동 실증

l KENTEX 실증실험 장치에 음이온 양이온용액 순환공

장치를 추가한 KENTEX-C시설을 제작 설치하 음.

l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화학 거동을 규명하기

해 공학 규모의 실증실험을 수행하 음.

l 완충재에 한 요오드 세슘의 흡착 확산특성을 실험

에 의해 측정하고 모델의 입력 자료 확보

l 열-수리-역학 복합과정에서 공학 방벽시스템을 통한 음

이온 양이온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산모델을 개발

하 음.

l 산모델에 의해 측된 결과와 실증실험에서 얻은 데이터

를 비교하여,개발된 산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 음.

l SCI논문 특허 출원

장치

개발

산모델

개발 등

과정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열-수리-역학-화학 거동 실증실험 장치,KENTEX-C

개발 성공

2.KENTEX-C 이를 이용한 THMC 복합거동 실

증 실험 성공

3.THMC복합거동 모사 산모델 개발 완료

7.지하처분연

l 암반에서의 열 달과 련된 열-역학 거동을 평가

하기 해 히터의 최 온도를 120℃까지 상승시켜 정

온분사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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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설 근

계 역 암

반의 열·역

학 특성

변화 장

실증

상 비정상 과열 상태에서의 암반의 온도 분포 변

화,응력변화,터 벽면과 히터공 내의 온도 변화

히터시험구간에서의 기 온도 습도 변화 특성을

악

l KURT 장에서의 환기시스템에 한 향 평가를

통해 시험 구간에서의 강제 환기 시와 자연 환기 시의

류 복사열 달계수를 결정하 으며 계 에 따른

열 달계수의 변화를 평가

l 시추공 히터시험을 통해 측정된 자료는 암반 리면이

온도 분포에 미치는 향,손상구간의 열 물성 평가,

환기시스템에 의한 터 벽면으로의 열 유실 등에 활

용

l 2차원 3차원 해석 코드를 이용한 모델링 결과와

장 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해석코드의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된 해석 기법을 근계 역에서의 복합거동을 분석

l KURT에서 수행되는 근계 역 암반에서의 THM 시

험결과에 한 신뢰도 높은 해석을 해 국제공동연구

DECOVALEX 로젝트에 참여하여 THM 해석기법

의 신뢰도를 향상

개발

산모델

개발 등

과정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근계 역 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을 규명하기 해

정상 비정상 과열 상태에서 장실험을 수행하여 온도,

응력 그리고 습도의 변화 특성에 한 자료 확보

2.근계 역 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을 모사하기 해

개발한 산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국제공동연구

인 DECOVALEX-2011를 수행하여 수치해석 기법의 신뢰

성 확보

3.환기시스템에 한 향 평가를 수행하여 류

복사열 달계수 그리고 열 달계수의 변화 악

8.지하처분연

구시설 손

상 수리

특성 처

분안 성

향 장

시험

l 손상 내 균열발생으로 인한 암반의 동 거동을 분석하기

하여,KURT 암석 내 균열발생 특성을 정량화하 으며,

장 리 암반에서의 균열발생 치표정을 한 신규 알고

리즘을 개발하여 장 용을 하 다.

l 리를 포함한 KURT 암반의 변형률 의존 인 동 물

자료를 구축하고 장 용을 해 데이터를 정규화하 다.

l 손상 의 수리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한 소구간 투수계수

측정장치를 개발하고,이를 이용하여 지하처분연구시설 손

상 의 수리특성 변화 장실험 실시..

l 손상 의 수리특성 변화를 모사할 수 있는 산 모델을 개

발하고,이를 이용하여 고 폐기물 처분장의 장기 건 성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음..

l SCI논문 특허 출원

헌장시험

법 확립

산모델

개발 등

과정

자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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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

표
주요 연구개발 실 추진 략

▸연구목표 달성도

1.처분구조물의 정량 손상도 평가기술을 확보하고,

장실험을 통한 검증.

2.손상 의 수리특성 변화 장실험 장치 개발 장실험

실시.

3.손상 가 처분장의 장기 건 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할

수 있는 산모델 개발

9.공학

규모

완충재

블록 성능

재

특성 평가

l 국산 경주벤토나이트로 공학 규모 완충제 블록을 제작하

기 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슬라이스 형을 체

할 디스크 형 도넛 형 블록 제작기술 개발

l 디스크 형 도넛 형 블록의 제작 조건을 분석하여,최

제작 조건을 도출하고,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자력으로 설

계,제작,설치하 음.

l 이 장치를 이용하여 디스크 형 도넛 형의 완충재 블록

을 제작하 으며,제작된 블록의 특성을 측정,분석하여 블

록으로서의 성능을 평가하 음.

l Low-pH 크리트 제조 물성변화 측정

l 도넛 형과 디스크 형 완충재 블록

장치

개발

블록

제작,

크리트

개발 등

과정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디스크 형 도넛 형 완충제 블록을 제작기술 개발 성공

효율 제작조건 확립

2.Low-pH시멘트의 장기 내구성능 평가를 측정기술 확보

10.지하처분

연구시설

장실증

기반 구축

l 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 지질 조건 열,수리,역학

특성을 조사 분석,정리하 음.

l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되는 장연구 황을 조

사하고,수행된 연구 활동의 결과를 분석

l 장 실증연구를 활성화시키기 해 “지하처분연구시

설 사용자 의회”를 구성하 으며,“제3회 지하처분

연구시설 워크샵”을 개최하 음.

l 고 폐기물 처분기술의 장실험을 수행하는 데 합한

실험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장실험을 기술 으로

지원하 음.

l 국내외 시설 방문객들에 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 기술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처분안 성에 한 국민 홍보

업무를 지원하기 한 시설 소개 안내 업무를 수행.

시설활용

네트웍

구축

처분안

성에

한

국민

홍보

자체수행▸연구목표 달성도

1. 장실험 효율 수행을 한 하기 지하처분연구시설

사용자 의회”를 구성

2.지하처분연구시설 주변 지질 조건 열,수리,역학

특성을 조사 분석,정리

3.처분 안 성에 한 국민 홍보 성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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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분야에의 기여도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 방벽의 성능을 실험 으로

입증하기 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었다.

공학 방벽시스템(EBS)의 열-수리-역학 (THM)거동 열-수리-역학-화학

(THMC)거동을 실증하기 한 공학 규모의 실증시험이 수행되었다.기 조건과

과열조건에서 공학 방벽시스템의 열-수리-역학 (THM)거동 실험 데이터와 열-

수리-역학 (THM)조건 하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에 한 실증 자료를 확보하

으며,이러한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산모델을 개발하 다.지하처분연구시설에

서는 근계 역(near-field)암반의 열 역학 거동을 규명하기 한 시추공 히

터시험 (Bore-holeHeaterTest)이 수행되었다.정상 조건 과열 조건에서 근계

역 암반의 온도 분포 변화,응역 분포 등에 한 장실험 자료를 축 하고, 산모

델링을 통해 이를 해석하 다. 지하시설의 환기가 근계 역 암반의 열 거동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지하처분연구시설 구간에 걸쳐,굴착에 따른 암반 손

상 (EDZ)의 발생 특성을 규명하기 장시험을 실시하여, 범 한 손상 장 측

정 자료를 얻었으며,손상 암반의 수리특성 동 거동에 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 다.이 외에도 벤토나이트 완충재 블록의 설계 제작,시멘트 그라우트재

의 특성 등 공학 방벽재의 개발 성능 실증에 한 자료가 얻어졌다. 장

실험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지하처분연구시설의 유지,보수 리 등

의 운 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으며,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원자력 고

폐기물 처분에 한 홍보 업무의 지원도 효율 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 폐기물처분장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 방벽의 거동과

성능을 실제 처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 으로 입증하고,해석함으로써 고

폐기물처분시스템의 최 설계에 필요한 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

폐기물 처분기술에 한 신뢰도를 높이고,처분안 성에 한 국민의 수용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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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도

공학 방벽 성능 실증기술은 고 폐기물 처분장에 뿐만 아니라,다양한 분야

에 응용될 수 있어 기술 효과가 크다.즉 완충재 장실증 기술은 건설,토목

분야 유해폐기물 매립에 용될 수 있으며,터 주변에 발생하는 손상 의 장

실험기술은 지하 심부 암반 내에 건설되는 터 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국내 최 로 실시된 THMC거동 특성 장실험 기술은 지열 개발,암반

내 가스 유류 장시설,식품 장시설,산업폐기물 매립시설과 같은 지하공간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심부지하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학계 산업계에 지하처분연구시

설의 문호를 개방하고,연구 네트워크을 구성하여,상호 공동 심 분야에 해 력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나가려고 한다.

2005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고,2009년에 국제 워크샾으로 격상시켜 개최한 바

있는 지하처분연구시설 활용 워크샵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2010년에 결성한 지하

처분연구시설 사용자 의회 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공학

방벽 성능실증 련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공개하고,국내외 문가들로부터 조

언과 조를 받을 정이다. 지하처분연구시설 공학 규모 실증실험시설의

상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타 분야에서 시설의 활용과 공동 연구가 용이하도록 분

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처분안 성 홍보시설로 활용하여,일반 시민들의 시설 방

문 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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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공학 방벽 성능 장실증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선진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

하 다.이러한 정보들은 연구 시설의 설계 설치,실험 결과 해석에 이르는

범 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연구의 성공 수행에 많은 기여를 하 다.주요

수집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학 규모 공학 방벽시스템 THM 거동 실증실험 시설 황, 설계 제

작 기술 자료

-공학 방벽시스템 THM 거동 장실증실험 (FEBEX)시설 황 기술 자

료

-공학 방벽시스템 THM 거동 결과 해석 모델링 기법 자료

-근계 역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 장실험 (시추공 히터 시험) 황,설

계 제작 기술 자료

-근계 역암반의 열-수리-역학 거동 장실험 (시추공 히터 시험)결과 해

석 모델링 기법 자료

-스웨덴 AspoURL에서 수행된 규모 pillarstabilitytest 장시험에서 측정

된 자료

-각국의 규모 pillarstabilitytest 장시험 결과 모델링 기법 해석 자료

-근계 역 암반의 손상 장시험 장치 실험 자료

-근계 역 암반의 손상 장시험 결과해석 자료

-공학 규모 완충재 블록 제작 자료

-시멘트 기반 재 성분 배합비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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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 배경

재까지 고 방사성폐기물을 인간과 환경으로부터 안 하게 격리하고 리

하기 해 알려진 방법 에서 가장 안 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고 폐기물( 는 사용후핵연료)을 속제의 특수용기에 넣어 완 하여

지하 수 백 미터 깊이의 암반층에 처분하는 것이며,이러한 지 처분 방식은 재

세계 으로 가장 리 받아들여지는 처분방식이기도 하다[1.1.1].

이러한 심지층 처분시설의 안 성 확보와 평가를 해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하 을 때 처분장 주변 암반환경 생태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의 유출 이동

과정 등에 한 과학기술 이해와 인간 주변 환경에 미치는 향 평가를 한

신뢰할만한 자료들과 측 도구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1.1.2].이를 해서는 우선

다양한 실험실 연구를 수행하여 련 모든 상들과 과정들에 한 폭넓고 심도 있

는 이해와 자료 확보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실제 처분시설의 조건과 유사한 환경

에서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여 실질 인 자료를 확보하고,실험실에서 생산한

자료들과 개발도구들의 실제 용성을 확인하기 한 실증연구가 필수 이다.이러

한 이유로 미국,스웨덴,스 스, 랑스,독일 등 주요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실제

처분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

하여 왔다[1.1.3,1.1.4].

고 폐기물 처분 문제는 한 국가만의 ,원자력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며,주변

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문가들과 국민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

제이다.특히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 폐기물의 장기 리정책을 수립할 때는

핵주기와 련된 국제사회 국내의 정세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에서 매우 복

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우리나라는 제 253차 원자력 원회(2004년 12월 17일)에서

사용후핵연료 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 하에서 검토․추진하기로

의결하 기에 재 사용후핵연료 리를 한 다양한 공론화 방안에 한 논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1.5].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공론화 과정도 요하지만 국

제사회와의 력을 통한 주변국과의 공감 형성,다양한 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

제사회에 한 기여와 상 정립,세계 인 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내 기술

인력의 세계화 등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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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 방사성폐기물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다.먼 고 핵종의 경우 환경 인간에 한 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1.1.6].그러나 더 큰 험은 이러한 고 핵종들이 심지층 처

분환경에서 매우 복잡하게 거동한다는 것이다[1.1.7].따라서 이러한 고 핵종들의

지하매질을 통한 이동특성이나 지하매질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특성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고서는 처분장의 안 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따라

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처분안 성 연구에 있어 이러한 고 핵종들의 환경 거동특

성에 한 연구를 최우선으로 수행해 왔다.

악틴족 핵종들을 포함하는 고 핵종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 조건변화에 복잡

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화학종을 가지므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만 분석기술 등 물리화학 방법의 한계로 다양한 연구의 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엔 Time-Resolved Laser-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TRLFS),Laser-InducedBreakdownDetection(LIBD)등 이 를 이

용하는 기술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EXAFS),X-ray

AbsorptionNear-EdgeStructure(XANES)등 X-선을 이용하는 기술 등 다양한 분

석방법들이 등장함에 따라 처분연구와 련하여 다방면에 걸쳐 고 핵종거동

련 연구들이 미국,일본,독일, 랑스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을 심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1.1.3].

처분장에서 출된 방사성핵종들은 부분 지하수를 따라 천연방벽인 암석 등을

통해 생태계까지 이동하게 된다.그리고 방사성 핵종들은 이동경로를 따라 이들 암

석매질과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1.1.8]. 한 암석매질,암석균열의

충 물,지하수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콜로이드,유기물,미생물 등),지하수

의 지화학 조건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그리고 이

러한 상호작용이 수천 년 는 수십만 년에 이르는 고 폐기물 처분장의 리기

간에 걸쳐 장기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련한 연구 한 매우 장기 에

서 바라보아야 한다[1.1.9,1.1.10].따라서 재 수행되는 연구들은 이들 상호작용을

어떻게 수학 모델을 이용하여 정량 으로 측 평가하고,그 불확실성을 일 것

인가에 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특히,고 핵종들의 지하매질과의 표면반응

( 를 들면,수착,solidsolution형성,콜로이드 형성 등)에 한 분 학 방법들을

활용한 분자 수 의 미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1.11].

실험실 수 연구와 이론 측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Äspö,스 스는 Grimsel

TestSite(GTS),미국은 YuccaMt.등을 건설해 장기간에 걸친 핵종이동 장실험

을 수행 이며,일본은 최근에 미즈나미(Mizunami)와 호로노베(Honorobe)등 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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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험시설(URL)을 건설을 통해 고 폐기물 처분개념의 실증을 한 장실험

을 본격 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다[1.1.3].

제 2 국내·외 연구 환경 변화

1.국외의 연구 환경 변화

스웨덴은 2008년도 4월에 SFR에 한 장기안 성 평가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

고,규제 련 기 인 SKI와 SSI를 통합하 다.그리고 고 폐기물 처분장 상

지역인 Oskarshamn과 Östhammar에 한 주민 지지투표를 실시한 결과 각각 83%

와 77%의 높은 정 지지의사를 확인하 다.향후 2020년 운 시작을 목표로

2011년에는 최종 처분장을 선정하고,40년간 운 후 2060년에 폐쇄할 계획을 세우

고 있다. 재 ÄspöHRL에서는 KBS-3개념에 바탕을 두고 가스발생 이동,미

생물 향,시멘트 향 등에 연구 들을 집 으로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Onkalo지역의 Olkiluoto고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

이며,2009년에 비안 성분석보고서(PSAR)을 제출하고,2012년에 건설허가 취

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부지에 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면

서도 연구가 부족하다는 단 하에 련 자료와 정보 확보를 해 국제공동연구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후행핵주기 연구에 의해 발생될 다양한

고 폐기물들의 안 한 리방안에 한 과학기술 검토가 필요하다.스 스는

2기의 1600MWe원자력발 소를 추가건설하기로 확정하고,고 폐기물 처분장

후보 지층으로 스 스 북쪽에 치한 매우 안정한 토층인 OpalinusClay지층을

선정하고,2005년도 “The new Energy Act"에 의한 처분장 선정을 하여

"SectoralPlan"을 2008년 4월에 승인하 다.6개 후보지역에 한 지질 조사를 거

쳐 2010/2011년 까지 잠정 지역을 선정하고,2013/2014년 까지 어도 2개 정도의

후보 지역을 승인,2016/2018년에 최종 선정할 정이다.

랑스는 2006년에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리 지침을 한 법 개정과 함께 고

폐기물 처분장 상 지충인 Callovo-Oxfordian 토층에 한 연구를 BureURL

을 심으로 TranspositionZone이라는 개념하에 부지선정을 한 연구들을 수행하

고 있다. 한,2015년 처분장 건설 신청을 하고 2025년 처분장 운 을 시작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본은 미즈나미 URL 호로노베 URL을 건설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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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부터 미즈나미 URL에서 장실험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폐

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에 실패한 원인 하나는 일본의 지질학 안정성에 하여

국민들 심지어 문가들에게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들의 지하연구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실증연구 뿐만 아니라,핀란드,

미국과 같이 실제 고 폐기물 처분장을 비하고 있는 나라 스웨덴과 같이 조

만간 처분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부족한 자료들과 안 성 평가의 불

확실성을 감소하기 하여 실험실 기 실험,지하연구시설에서 추가 실증 실험,국

제공동연구 참여 등을 통한 추가자료 확보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IAEA와 OECD/NEA 등 원자력 국제기구를 심으로 고 폐기물 처

분안 성 확보를 한 Safetycase개발 평가자료 구축 등에 한 국제 력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OECD/NEA의

SorptionProjectII TDBProjectIII등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등 안 성

평가자료 구축을 한 국제공동연구에 극 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 폐기물의 심부 처분환경에서의 거동특성 규명을

통한 안 성 평가 Safetycase개발을 해,그동안 단순화 과정을 통해 가정되

어 왔던 복잡한 지구화학 과정 요인들에 한 미시 연구들을 추가로 수행하

고 있다. 표 인 연구주제로는 미생물 콜로이드가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가

스 발생․이동 시멘트가 공학 방벽의 성능에 미치는 향 등이 있다. 한 이

러한 연구수행을 해 X-선 분 법이나 이 분 법과 같은 첨단 분석방법을 사

용하고 있는데,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방법의 개발 장비구축이 빨리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최근에 Science Nature와 같은 최고 수 의 과학 에 발표된

주요 논문들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미생물의 역할과 요성에 한 연

구결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미생물과 련된 연구 분야

는 아직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요한 연구 분야로 두되

고 있다.

2.국내의 연구 환경 변화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건설된 소규모 지하연구시설인 KURT(KAERI

UndergroundResearchTunnel)의 단 들을 보완하고,해당 분야에 한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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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습득,국제 력강화 등 다양한 목 으로 2008년부터 스 스 Nagra에서 운

인 알 스에 치한 화강암반 지하연구시설인 GTS(Grimsel Test Site)의

CFM(ColloidFormationandMigration)PhaseII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공식 으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는 처음으로 Partner자격을 가지게 되었다.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과 자료들을 확보하

는데 목 이 있을 뿐만 아니라,해외에서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 폐기

물 처분에 한 국제 력을 강화함으로서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안 성 평가를 한 자료들을 국내환경(특히,지

하연구시설인 KURT를 심으로)을 고려하여 생산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아울

러 보다 다양한 국내 지질환경을 반 한 핵종이동 지연특성 자료들을 생산하고,

D/B를 구축하기 해 노력하 다.아울러 본 과제에서는 실험을 통해 수착과 이동

상을 미시 인 수 까지 찰하고,이를 근거로 실험결과 해석을 한 단 모델

을 개발하여 핵종이동 지연특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표로

삼고 있다.핵종이동 지연특성 해석을 한 모델의 최 화를 해 과제 내에

모델링 을 별도 구성하여 활동 이며,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스웨

덴 Äspö 스 스 GTS에서 수행 인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상호비교 검

증 연구도 수행하 다.

제 3 연구개발의 필요성

1.기술 측면

고 방사성폐기물은 환경 인간에 한 험성이 매우 큰 핵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고 핵종들(특히 악틴족 원소들)은 심부지하의 지화학

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화학종을 가진다.고 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을 보장하기 해서는 고 폐기물 고화체 핵종들의 심부 처분

환경에서 거동특성이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련 기술과 자료를 확보해야만 처분

장의 안 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안 성 평가를 해서는 용해도나 열역학 반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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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지화학반응 특성자료,핵종 수착분배계수,암반확산 계수 등의 자료를 생산

하고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국내 환경에 합한 처분안 성 평가

를 한 자료들을 생산하고 D/B를 구축하기 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연구를

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의 지하연구시설인 KURT는 재 심도가 체 으로 100m 수 으

로 낮아 환원환경 유지가 힘들고,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단 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필요한 기술정보와 연구경험을 효율 으로 확보하기 해

서는 우리 실에 합한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에 극 참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3.1.천연방벽에서 고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연구의 역할

요성.

2.경제․산업 측면

부존 에 지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안정 인 에 지자원의 확보를 해서

는 원자력에 지의 지속 이고 효율 인 이용이 필요하다.이를 해서는 선행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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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주기 뿐만 아니라 후행핵연료주기 기술도 확보되어야 하는데,환경친화 인 미래

원자력시스템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을 완성하기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심부 지하에 고 폐기물을 안 하게 격리시키기 해서는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거동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고 폐기물 처분 사업을 한 인허가 안 성 확보를 해서는 매우 다

양한 기술들과 자료가 필요한데,국내 지질환경에 합한 자체 자료와 요소기술들

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도입하기 하여 매우 비싼

기술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3.사회․문화 측면

방사성폐기물 반에 한 국민 시각이 매우 민감하고 부정 인 실에서 유

일한 돌 구는 공론화를 통하여 국민 공감 형성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과제와

같은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 고 폐기물처분과 련한 기술 근방법에 의한

근본 이고 원칙 인 해결의지를 가시화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 리 방안에

한 기술 타당성을 제시함으로서 국민 신뢰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는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과 자

료들을 확보하는데 목 이 있을 뿐만 아니라,해외에서의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알

리고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제 력을 강화함으로서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제 4 연구개발 목표 내용

1.연구개발 최종 목표

본 과제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고 폐기물 처분안 성 평가를 한 기술자료 생산

○ 지하 처분환경에서 핵종이동 특성 규명을 통한 불확실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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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1차

년도

(2007)

심부지하처분환경

에서 U,Th의 지

화학반응과 수착

특성 규명 안

성평가 자료 확

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U,Th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조건

-pH Eh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U,Th의 수착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시료

-pH,Eh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특성 자료 구축

장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

정 실험장치의 설

․암반 단열면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실험장치 설계,설치 기 실험

-KURT지하수 암석 시료

표 1.4.1.연차별 주요 연구개발 목표 내용

2.연구개발 단계목표

본 과제 1단계 연구(2007.3.1∼2010.2.28)의 연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심부지하 처분조건에서 고 핵종의 지화학반응과 수착특성 규명 D/B구축

○ 국내(KURT)와 해외 지하시험시설을 활용한 핵종과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 핵종이동 지연에서 물/미생물 복합반응 향 평가를 통한 불확실도 감

아울러 본 과제 2단계 연구(2010.3.1∼2012.2.29)연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처분환경 이로폐기물 용출특성 분석 처분안 성 평가 자료 구축

○ 심부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물질 이동 특성 규명

3.주요 연구개발 내용

본 과제 1단계 연구(2007.3.1∼ 2020.2.28) 2단계 연구(2010.3.1.∼

2012.2.29.)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 내용을 표 1.4.1에 정리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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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설치 기

실험

-확산이동모델 개발

-이동해석모델 개발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에서 암

반단열을 통한 비

수착성 핵종의 이

동 지연 특성

규명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연특성 규명

-음이온(Br
-
),유기형 염료

-실험장치 분석시스템설치

-이동해석모델 개발

해외 지하연구시

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

동 연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

동연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실험 타당성 분석

-지하연구시설 연구동향 기술 황 분석

- 련 기술자료 습득 분석

심부 처분환경에

서 핵종과 반응하

는 물/미생물

특성 규명

․KURT지하수의 기성미생물 동정 특성 분석

․심부처분환경에서 반응하는 물/미생물 특성 규

명

-미생물 향 분석

- 물/미생물 상호작용 분석

2차

년도

(2008)

심부지하처분환경

에서 Np의 지화

학반응과 수착특

성 규명 안

성평가 자료 확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Np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

명

-KURT지하수 암석 시료

-pH Eh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Np의 수착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시료

-pH,Eh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가를 한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자료

활용방법 개발

장 조건에서 암

반을 통한 핵종확

산 깊이 측정

해석

․암반 단열면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KURT지하수 암석 시료

-암반 물 표면반응 특성 분석

-Autoradiography를 이용한 핵종확산 분석방법

개발

지하처분연구시설

(KURT)에서 암

반단열을 통한 단

순 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연 특

성 규명

․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단순 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연 특성 규명

-알카리족 속(Rb), 이 속(Ni)

-단열충 물과 상호작용 분석

-이동 지연특성 평가방법 개발

해외 지하연구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



-566-

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

동 연구

동연구

-실험장치 분석방법 상호 비교

-국내개발모델의 용성 검토

- 장실험기술 분석 련자료 습득

심부 처분환경에

서 Bio-

mineralization의

핵종거동 향 규

명

․미생물에 의한 나노 물 형성 특성 분석

․심부처분환경에서 Bio-mineralization의 핵종거동

향 규명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 반응 특성 분석

-미생물의 핵종수착 향 분석

3차

년도

(2009)

심부지하처분환경

에서 Am의 지화

학반응 수착특

성 규명 안

성평가 자료 확보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Am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

명

-KURT지하수 암석 시료

-pH Eh변화에 따른 화학종 규명

․심부지하처분환경에서 Am의 수착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시료

-pH,Eh변화에 따른 수착특성 규명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

(U,Th,Am,

Np)의 지화학반

응 수착 D/B

구축

․안 성평가를 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D/B구축

-체계 인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자료 D/B

구축

-D/B활용성 평가 활용방법 개선

장 조건에서 암

반을 통한 핵종확

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해석,

평가

․암반 단열면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깊이별 핵종분포 특성 분석

-분석방법 개발 용

-확산계수 평가방법 개발

장 암반단열을

통한 다가 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연 특성 규명

․KURT에서 암반단열을 통한 다가 수착성 핵종의

이동 지연 특성 규명

-다가수착성 핵종:Eu(III),Zr(IV)

-이동 지연특성 평가방법 개발

-이동모델과의 비교,검증

해외 지하연구시

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

동 연구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

동연구

-이동실험 수행

-국내 연구결과의 상호비교

-국내개발 기술 자료의 활용 검증

심부처분환경에서

핵종/미생물 산화

환원 반응의 향

분석

․심부처분환경에서 반응하는 핵종/미생물 산화환원

반응의 향 분석

-미생물에 의한 핵종 산화환원 반응 향 분석

-핵종 이동 지연 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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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에서 미생물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특성 규

명

4차

년도

(2010)

고이동성 핵종의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규명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I,Se)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KURT지하수조성에서 용해도 측정

-Phreeqc계산결과와 비교

-I,Se의 화학종 규명

-pH(8~10),Eh(+300~-400mV)

-지하수 조성 향 평가

․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I,Se)의

수착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이용

-지화학변수(pH,Eh등) 향

-단열충 물에 한 수착특성 규명

처분환경에서

환원 미생물 특성

규명

․환원미생물 반응 특성 분석

-KURT철환원미생물과 핵종과의 반응 실험

․SRB의 생 물화 작용 규명

-황화 물 형성 구조 분석

-핵종 포획특성 실험

핵종/미생물 복합

이동 특성 규명

․핵종/미생물 복합이동 실험장치 설치 이동모델

개발

-KURT인공 균열암반 이용

-이동실험 장치 설치

-균열을 통한 핵종/미생물 복합 이동모델 개발

국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규명

-심도별(100-500m)지하수 재취,분석

-KURT지하수 기 특성 분석

․해외 지하연구시설(GTS)에서 콜로이드 형성

이동 실증

-GTS에서 CFM 국제공동연구 참여

-GTS 장실험 시료분석

5차

년도

(2011)

고 폐기물

처분환경 용출

특성 분석

․ 이로 폐기물 용출 특성 조사 분석

-용출률 용해도 자료 수집 조사 분석

-용출 주요 인자 분석

․고 폐기물 처분안 성 평가자료 보완

-지화학반응 수착 D/B보완

-음이온성 핵종 이로폐기물 련 자료 보완

-데이터 500개 이상 추가

고이동성 핵종의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규명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Tc)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조건에서 Tc용해도 측정 실험



-568-

-pH(8~10),Eh(+300~-400mV)변화에 따른

용해도 화학종 변화 규명 실험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Tc)의 수착특성

규명

-KURT지하수 암석 이용

-단열 충 물에 한 수착 실험

-지화학변수(pH,EH등)변화에 따른 수착실험

처분환경에서

환원미생물 특성

규명

․환원미생물의 처분시스템 향 평가

-KURT미생물의 지하수 산화환원 향 (-300

mV이하 감)조사

-SRB의 핵종포획 기작 용해반응규명

-처분용기 재료에 한 미생물 부식 향 분석

핵종/미생물 복합

이동 특성 규명

․핵종/미생물 복합이동 특성 규명

-균열면 Biofilm 형성 핵종 수착 향 분석

-핵종/미생물 복합 이동모델 검증 개선

-미생물의 핵종이동 향 해석

국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KURT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규명

-콜로이드 on-line분석시스템 장 설치

-LIBD를 이용한 콜로이드 특성 측정

․KURT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이동모델

검증

-암반단열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 설치

-콜로이드 이동모델 개발 검증

․해외 지하연구시설 (GTS)에서 콜로이드 형성

이동 실증

-GTS에서 CFM 국제공동연구 참여

-연구결과의 상호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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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이로폐기물 용출 특성 조사 분석

미국의 INL(IdahoNationalLaboratory)등에서는 속 핵연료인 EBR-II핵연

료의 해정련(Mark-IV)과정 에 발생되는 LiCl-KCl공융염 폐기물 체를 핵분

열생성물 핵종의 제거없이 제올라이트에 occlusion 시킨 다음,세라믹 고화체

(Glass-bondedsodalitewasteform)로 제조하는 기술 공정장치를 개발 완료하

다.제조된 세라믹 고화체의 구성성분은 제올라이트 65.8wt%,유리 25.0wt%,

LiCl-KCl공융염 약 6.4wt%,기타 방사성 핵종 염성분이 2.8wt% 정도로 기

발생 염폐기물에 비해 10배 이상 폐기물이 증가하는 문제 으로 인해,최근에는 재

생을 통해 발생 염폐기물의 감용에 한 연구의 수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종처분부피의 최소화를 해 염폐기물을 90%이상 재생할 수 있는

기술과 그 잔류폐기물을 고화처리할 수 있는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엔지니어링 규모

의 공정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LiCl염페기물의 재생공정을 통해 배출되는 염폐

기물은 무기복합체인 SAP(SiO2-Al2O3-P2O5)과 반응시켜 고화처리하고,LiCl-KCl

재생공정을 통해 배출되는 희토류 침 물은 ZIT(ZnO-TiO2-SiO2-B2O3-CaO-P2O5)

로 혼합소결하여 고화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SAP ZIT고화체는 표 침출

시험법인 PCT-A(B),MCC-1P,ISO법을 이용하여 건 성평가를 KAERI에서 수행

하고 있으나,고화체 자체의 내구성에 국한된 시험을 수행하고 있어,실험 조건이

처분장의 조건과는 매우 상이하다.실제 처분조건을 고려한 이로폐기물의 용출시

험은 국내외에서 시도된 바 없다.

제 2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의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규명

부분의 처분장 조건에서 악틴족 원소는 용해도가 낮고,이동성이 낮을 것으로

상하지만 아직도 규명되어야 할 요소가 많다. 로 콘크리트의 부식에 의한 높은

pH와 높은 칼슘 농도조건에서 Cax[M(III)(OH)n]3−n+2x(n=3,4,6)과 Ca4[M(IV)(OH)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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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화학종의 형성은 수 승수만큼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용해되어 있는

유기물과 화합물 형성에 따른 악틴족 원소의 이동성,흄산/펄빅 산과의 상호작용에

한 정확한 메커니즘이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 한,콜로이드 형성에 의한 이동성

의 향도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2.1]. 한,흄산과 루토늄과의 반응에 의한

Pu(V)의 환원[2.2],미생물에 의한 혹은 그들의 사작용 생성물에 의한 핵종의 화

학종 변화[2.3]등도 연구되고 있다.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Economic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산하의 원자력기구(NuclearEnergyAgency,NEA)에서 주 하는 Sorption

Project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환경에서 핵종의 수착을 열역학 수착모델의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1,2단계에 걸친 공동연구를 수행하 으며,2007년부터 3

단계 국제공동연구를 착수하 다[2.1].특히,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장 용을 목 으로 한 련 지침서를 작성 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단일 물 화강암을 이용한 일부 고 핵종들(U,Th,

Eu등)에 한 수착 특성에 해서만 제한 으로 수행되었으며[2.4∼2.8],2006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설치된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처분환경에서 암반

의 핵종 수착 련 연구를 최근 시작하 다.

제 3 심부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 특성 규명

셀 늄과 테크네슘은 지하수 환경에 따라 산화수가 다르고 용해도 차이도 클

뿐더러,셀 늄 화합물의 열역학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방사성폐기

물의 처분 에서 용해도를 좌우하는 고체도 서로 다르다 [2.3,1,2.3.2].그러나 국

내에서 셀 늄과 테크네슘의 산화환원 향 등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의 지

화학반응에 한 실험은 시도된 바 없다.

미국의 SNL(SandiaNationalLab.)는 I과 Tc와 같은 음이온성 이온들의 getter

개발을 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 으며,2004년 말에 WorkshoponDevelopment

ofRadionuclideGettersfortheYuccaMountainWasteRepository를 개최한 바

있다[2.3.3].당 부서에서도 은산화물,망간산화물을 이용하여 아이오딘 흡착시험을

시도한 바 있으나,처분조건에서 장기간 이들의 특성변화 성능 하 등에 해

자세한 실험이 진행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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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고 폐기물의 처분장은 처분용기와 처분용기를 둘러싼 완충재를 포함

하는 인공방벽과 인공방벽 주변의 모암 등의 구성요소를 고려하고 있다.일반 으

로 고 핵종들은 완충재 등의 인공방벽이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암과 토양

에 어느 정도 수착이 된다.그러나,I,Se,그리고,Tc등의 음이온성 핵종들은 인공

방벽이나 천연방벽에 한 수착이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음이온성 핵종

들이 유출되었을 때, 해성은 고 핵종들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고이동성 핵종 요오드-129는 장반감기(1.57×107년)를 갖는 핵종이면서 Kd 값

이 낮게 분포하므로 방사성폐기물 처분 측면에서 보았을 때,독성이 높고 이동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2.3.4].요오드는 방연석이나 진사 등의 일부 물에 수착한다고

보고되었으나 Kd의 범 는 1-100mL/g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처분장

모암으로 평가되고 있는 화강암반에 함유되어 있는 규산염 물이나 단열 충 물

에 한 요오드의 Kd값은 1-10mL/g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5].

셀 늄-79는 6.5×104년의 반감기를 가지며,산화/환원 조건 변화에 따라 주 화학종

이 민감하게 변화한다[2.3.6].

셀 늄의 수착분배계수는 매우 낮게 평가되는데,철산화물과 셀 늄의 반응성이

비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들에 한 셀 늄의 수착 친화도는 철석>침철

석>흑운모>몬트모릴로나이트>화강암의 순으로 보고되었다[2.3.7].테크네튬-99는

2.13×105년의 장반감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 측면에서 요오드,셀

늄과 더불어 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종 의 하나이다.테크네튬도 셀 늄과 마

찬가지로 산화환원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Kd 값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특히,

철(II)에 의한 셀 늄이나 테크네튬 등의 음이온성 핵종의 환원과 그에 따른 수착

특성 변화는 고이동성 핵종 련 연구 분야에서 최근 세계 으로 요성이 인식되

고 있다[2.3.8-2.3.12].우리나라는 고 핵종에 한 연구를 최근 수행하 으며,

고이동성 핵종 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단계이다.

제 4 처분 안 성평가를 한 지화학반응 수착 D/B구축

재 알려진 열역학 D/B는 독립 으로 활용되는 D/B와 지화학코드에 통합되어

있는 D/B로 양분된다.OECD/NEA의 열역학데이터[2.4.1]는 표 인 독립 D/B로

서 개별화학종의 Gibbs에 지,생성반응상수,열용량,엔트로피,엔탈피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한,이 데이터는 다양한 문헌과 문가들의 평가에 의해 선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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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재 가장 신뢰성 있는 열역학 D/B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스

스의 Nagra/PSI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한 지화학 모델링을 하여 열역학

D/B를 구축하 다[2.4.2]. 일본의 JAEA도 2003년에 DATABASE Version

011213c2.tdb을 공개하 으며[2.4.3],SKB도 OECD/NEA 데이터와 Nagra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에 D/B를 연구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다[2.4.4]. 한,국내에서도 지하

수 핵종의 용해도 용해화학종을 계산할 목 으로 개발한 지화학반응 해석용

컴퓨터 코드인 MUGREM을 하여 열역학데이터를 수집한 바 있다[2.4.5].한편,컴

퓨터 코드와 통합된 D/B로는 EQ3/6[2.4.6],MINTEQ2[2.4.7]가 있다.그러나 이러한

코드내에 포함된 D/B는 코드 활용 차원에서만 공 되므로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편이다.이러한 D/B는 핵종들의 용해도 한계를 구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

니고,완충재나 암반의 공극수 모델링에도 사용될 수 있고,case-specific흡착계수

를 얻어내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평가에 활용되는 분배계수(DistributionCoefficient,Kd)

로 정의하는 평형분배상수는 동력학 으로 빠르고 가역 인 수착을 평가하는데 사

용되어 왔다.그러나 Kd는 측정된 실험 조건에 한하여 그 수치가 유효하므로 기존

에 측정된 Kd를 방사성폐기물처분의 안정성 평가에 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따

라서 다양한 실험조건에서 측정된 방 한 수의 Kd값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용 가능한 Kd값을 추출해내는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방 한 양의 Kd를 제공하는 NEA 수착 D/B(Sorption

DataBase,SDB)가 OECD/NEA에서 구축되었다[2.4.8].그러나 SDB가 포 임에

도 불구하고 사용상의 어려움과 데이터를 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이 없었기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핵종의 Kd를 추출하

기 하여 OECD/NEA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생산한 수착 자료를 검색하

고 조건별로 추출할 수 있는 핵종 수착 D/B(SorptionDatabase-21C,SDB-21C)를

개발하 다[2.4.9].독일의 RES3-T[2.4.10],그리고 일본의 JAEA-SDB [2.4.111]등

의 다양한 핵종 수착 D/B 로그램들이 개발되어왔다.

제 5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 특성 평가

처분장 주변의 암반을 통한 핵종이동 과정에서 암반확산(Rock matrix

diffusion)은 매우 요한 이동 지연과정 주의 하나로 인식되어 그동안 많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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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어져 왔다.최근에 핵종들이 과연 암반을 통해 어느 깊이까지 확산해 들어갈

것인지(즉,암반 확산 깊이)에 한 문제가 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선진국들을

심으로 실험실 실험 장실험 등을 통해 이를 측정하기 한 연구를 시작하

다.방사성폐기물 처분 에서 암반체 확산의 요성은 암반체 확산이 이동하는

핵종들과 하는 암반 표면의 면 을 매우 크게 증가시키고,흐름 경로의 표면으

로부터 암반체의 큰 부분까지 핵종들을 지연시킬 수 있는 체 기공부피를 증가시

키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2.5.1-2.5.4].

국내에서는 실험실 수 에서 다양한 방사성핵종들의 암석 풍화도에 따른 확산깊

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해외에서는 지하시험시설에서

장 확산깊이 측정실험을 수행하고 있다.실험실실험에서는 핵종확산깊이가 제한된

경계조건을 갖는 반면에 장실험에서는 무제한 경계조건을 갖는다. 캐나다

Whiteshell에서 확산깊이 측정실험을 2000년 에 가장 먼 시작했으며,비수착

성 THO의 경우,2년간 약 10여 cm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스웨덴 Äspö와 스

스 GTS에서도 장기핵종확산실험(LongTerm DiffusionExperiment)이 재 진행

이다[2.5.5,2.5.6].

해외 부분의 지하시험시설에서는 다양한 장 확산깊이 측정실험을 수행하고

있다.캐나다 Whiteshell에서 확산깊이 측정실험을 2000년 에 가장 먼 시작했

으며,스웨덴 Äspö와 스 스 Grimsel에서도 장기핵종확산실험이 재 진행 이다.

방사성폐기물처분을 연구하는 모든 나라들은 암반에서 핵종확산계수를 기본 으로

실험실에서 측정하는데,한국에서도 통확산실험을 통해 련연구를 꾸 히 수행

하고 있다.최근에는 음이온핵종의 이동 지연능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인자로 암

반층내로 확산해 들어가는 침투깊이가 부각됨에 따라 확산깊이 측정실험에 심 을

쏟고 있다.국내에서는 실험실 수 에서 다양한 방사성핵종들의 암석 풍화도에 따

른 확산깊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제 6 심부 처분환경에서 미생물 향 평가

인공방벽 내에 존재하는 벤토나이트 완충재 구리용기의 부식에 미치는 미생

물 향에 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졌다. 토 완충재를 지나 구리용기 주변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구리 용기의 부식을 가져올 수 있다[2.6.1,2.6.2].하지만,미생물

의 생존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미생물의 역할이 요해짐에 따라 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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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서 미생물 향을 포함시키기로 하 다. 한 처분시스템의 완충재로 사용되

는 벤토나이트의 주 구성 물인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의 일라이트(illite)

화 작용이 미생물 존재 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음이 최근 발표되었다

[2.6.3].

미생물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가스는 처분장에 구조 인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지하심부 지하수에 생존하는 미생물에 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

며,수소가스가 미생물의 에 지원 자공여체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 다

[2.6.4].미국의 경우,YuccaMt.지역은 지하수층이 낮고 유기물 함량이 어 미생

물에 의한 가스 발생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WIPP(Waste

IsolationPilotPlant)의 경우에는 폐기물 내에 미생물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유기

물 양분이 많아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할 수 있으며,CO2발생이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측되었다[2.6.5].

미생물은 지하수 화학에 향을 주며,매우 빠르게 변화시킨다.지하수의 산화/환

원 반응은 무엇보다도 크게 향을 받으며,암석 물의 풍화작용도 상당한

향을 받는다.일부 미생물들은 지표면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지하수에 함유된 유기물

질을 소모하면서 생존하기도 하고,다른 미생물들은 지각의 맨틀로부터 유래된 메

탄 혹은 수소가스를 이용하면서 생존하기도 한다[2.6.6].지하심부의 미생물들은 산

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일부 미생물들은 지 에 산소가 존재하면 죽는 개체도

있다.하지만,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은 만일 지 에 산소가 유입되면 이를 소모하면

서 생존할 수 있음이 밝 졌다[2.6.7].생물기원의 산화철 물은 주로 철을 함유한

환원지하수가 산소를 하는 환경에서 만들어진다.이 게 만들어진 산화철은 미량

원소들을 탁월하게 수착한다.ÄspöHRL실험결과에 의하면 바이오 산화철은 무기

산화철에 비해 탁월하게 미량원소들을 수착할 수 있음이 밝 졌다[2.6.8].국내에서

는 유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종과 미생물과의 상호반응에 한 연구를

재 수행하고 있다.특히,바이오에 의한 핵종들의 나노 물화작용에 심을 가지고

있으며,바이오나노입자들의 핵종지연 흡착에 미치는 향 등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심지층 처분 시스템의 안 성 측면에서 암반 균열에 존재하는 미생물

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Humphreys등이[2.6.9]조사한 결과에 의하면,미생물은 다양한 조건의 지질 환경

에서 지하 수백 미터까지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 한,우리나라의 유일한 지하

연구시설인 KURT 지하심부에서도 속환원미생물의 발견이 보고된 바 있다

[2.6.10].이러한 미생물은 핵종을 자수용체로 사용하는 산화/환원반응을 통해

부분의 핵종들을 환원시키고,이 게 환원된 핵종은 용해도가 떨어져 침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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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다[2.6.11].이 게 생물학 산화/환원반응을 통해 핵종의 이동성을 해시

킨다는 측면에서 미생물의 존재는 정 인 의미를 가진다.하지만,크기가 수 μm

인 미생물이 동시에 콜로이드 특성을 가짐을 고려할 때,핵종이 미생물 표면에 흡

착되어 미생물과 함께 이동함으로써 핵종의 이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부정 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이는 Pang등이[2.6.12]수행한 미생물에 의한 카

드뮴의 이동성 증가 실험 결과와 Flury와 Qiu가[2.6.13]정리한 모델링 련 연구

보고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더불어,균열 표면에 형성되는 생물막은 암반 균열

표면과 함께 다른 핵종 흡착매질로서 작용하여 핵종의 고정화를 향상시킬 수 있

다.여기서,심지층 처분시스템의 안 성과 련된 연구에서 이러한 미생물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정 /부정 향들이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두된다.

제 7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이동 지연특성 규명

미국,핀란드와 같이 실제 고 폐기물 처분장을 비하고 있는 나라 스웨

덴 등과 같이 조만간 처분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선진국들은 지하연구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실증연구 뿐만이 아니라,부족한 자료들과 안 성 평가의 불

확실성을 감소하기 해 실험실에서의 기 실험과 국제공동연구 참여 등을 통해 여

러 가지 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지하 암반 매질을 통한 핵종이동

지연 특성을 실증하기 한 장 실험은 연구 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우선 방

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지하연구시설이 세계 으로 스웨덴 ÄspöHRL과

스 스 GrimselTestSite(GTS)에 두 곳 밖에 없다.

스웨덴 ÄspöHRL(HardRockLaboratory)에서는 500m 심도에서 다양한 방향의

시추공을 이용한 추 자 실험인 TRUE 로젝트[2.17]와 핵종과 암반균열표면과의

상호작용에 한 미시 찰을 한 CHEMLAB 로젝트[2.18]등을 수행하 다.

스 스의 GrimselTestSite(GTS)에서도 장 규모의 핵종이동 실험이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다[2.19,2.20].그 에는 일본 앙 력연구소(CRIEPI)에서 수행하는

균열암반에서 용질이동 균열특성을 조사하는 C-FRS(CRIEPIFracturedRock

Studies) 로젝트,EU Framework의 일환으로 수행된 로젝트로 연구내용 일

부를 FEBEX 장치를 활용하여 핵종이동에 한 연구를 수행한

FUNMIG(FundamentalProcessesofRadionuclideMigration) 로젝트 등이 있다.

아울러 핵종의 암반확산 상을 장기 실증하는 LTD(Long-Term Diffusion) 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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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암반과 완충재 경계에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발생 이동,핵종이동에 미

치는 향을 장기 실증하는 CFM(ColloidFormationandMigration) 로젝트 등은

재 2단계 연구가 진행 이다[2.21].

국내에서는 인공균열암반,1m 규모 자연균열암반에서 핵종이동실험 등 다양한

실험실규모 실험을 수행하 으며,2008년부터 KURT암반 균열 에서 2～3m 경로

수 의 용질 이동 실험을 수행 이다[2.22].그러나 KURT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할

수 없기에 유기염료 안정된 속 물질들을 사용하여 용질이동 지연 특성 실

험을 수행하고 있다.

제 8 국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처분장 주변에 존재하는 콜로이드국내외의 물리화학 특성에 한 연구는 방

사성 핵종들의 용해도 화학종 규명과 같은 열역학 특성과 매우 하게 련

이 있기 때문에 지난 10여년 동안 집 으로 연구되어져 왔다[1.6].특히 최근에는

solid-solution형성,공침(coprecipitation)과 같은 표면반응과 연계된 콜로이드 형성

에 한 연구들이 심을 끌고 있다[1.11].이러한 연구 분야는 첨단 분석기술의 발

달과 함께 Nano-scale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규명하기 한 연구들이 1990년 에 스웨덴,스

스,독일,캐나다 등을 심으로 다수 수행되었다.국내에서도 해외공동연구로 지

하수 콜로이드를 분석하기 한 노력이 있었다[2.23].그러나 최근에는 분석기술의

발달과 함께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 규명을 해 LIBD(Laser-Induced

BreakdownDetection)와 같은 이 분석 기술,AsymFFFF(AsymmetricalFlow

Field-Flow Fractionation)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미경학 분석 기법

ICP-MS(Inductively-CoupledPlasma-MassSpectrometry)등과 결합한 다양한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다[2.24-2.28].

지하매질을 통한 핵종이동에 한 콜로이드의 향을 평가하기 해서는 다양한

콜로이드의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콜로이드와 방사성 핵종

의 반응특성을 규명하는 것 한 매우 요하다.지하매질을 통한 콜로이드의 이동

방사성 핵종들의 이동에 한 향을 규명하기 해서는 처분장의 안 성 평가

에 활용될 수 있는 콜로이드 련 실험 자료의 확보와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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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하여 콜로이드에 한 연구는 1990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꾸 하게 수행되어져 왔으나,본격 이고 집 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단편 이고 소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연구실 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그동안 국내에서 콜로이드 련하여

수행되어져 온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로부터 채취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 연구[2.23]

� LIBD,ICP-MS AsymFFFF등을 이용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규명 연구

[2.28]

� 실리카 콜로이드에 한 우라늄 수착 실험[2.29]

�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한 U,Eu,Th수착실험[2.30,2.31]

�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침식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발생 특성 규명 연구[2.32]

�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안정성에 한 연구[2.33]

� 다공성 매질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연구[2.34]

� 규모 균열 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 평가 연구

[2.35]

� 균열암반을 통한 콜로이드 이동 크기분포를 가지는 콜로이드의 이동 모델링

연구[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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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이로폐기물 용출 특성 조사 분석

1.연구 개요

이로 로세싱 기술은 1990년 고속로와 연계되어 연구가 시작되었고,일

본, 랑스와 같은 유럽연합국가,그리고 러시아도 이 공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이후 속연료를 LiCl이나 KCl혹은 그 공용융염에 녹인

후, 속고유의 산화/환원 차를 이용하여 선택 으로 석출해 내는 이로 로세싱 공

정을 개발하고 있다. 상 사용후핵연료는 PWR사용후핵연료를 고려하고 있다.

당 연구부서에서 컴퓨터 코드를 이용하여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처분 시스템

(A-KRS)개념에서 이로폐기물의 처분안 성과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폐기물고

화체의 용출률,폐기물 용기의 건 성 암반 균열의 수리 도도 등이 요한 인

자로 명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로 로세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특

성 등을 조사하고,기존에 많이 연구된 유리고화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할

경우 이 핵연료의 용해율 등을 서로 비교하 다.

2. 이로폐기물

이로 로세싱 공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3.1.1].

-Metalwaste:핵연료 피복 과 사용후핵연료 해체시에 발생된 스텐 스 격

자 등이다.

-Off-gaswaste:Voloxidation단계에서 배출된 기체로서 흡착제로 고정화된

것으로 고방열 Cs폐기물과 장반감기의 I,Tc폐기물로 나뉜다.

-CeramicwasteI:Reduction공정의 LiCl용융염 정제하면서 나온 핵종의 세

라믹 고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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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wasteII:LiCl-KCl공용융염을 정제하면서 나온 핵종의 세라믹 고화

체이다.

모나자이트(monazite)는 희토류 원소를 포함하는 황갈색 는 갈색의 인산염

물로,토륨,우라늄,세륨의 주요 원 석으로서,그들이 무 metamict하지 않는

다면,결정성 모나자이트는 꽤 건 성이 높다.그들이 모암에서 풍화되어 상당한 거

리를 이동하여 강이나 바닷가 퇴 물에 모여질 수 있는데,이 물은 비 이 크기

때문에 (4.6∼5.7)모래와 같은 낮은 비 의 물질들이 물에 의해 씻겨 나가고 큰 비

의 물질들이 모여 placer(사 과 같이)에 모여 결정을 형성하기 쉽다.

본 연구원에서는 LiCl-KCl공용융염을 정제하면서 생성된 희토류와 TRU핵종들

을 모나자이트 형태로 만든 후,이를 ZIT(ZnO-TiO2-SiO2-B2O3-CaO-P2O5)로 혼합

소결하여 고화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고화체들의 물리화학 특성평가를 수행

에 있다.이 고화체의 건 성 시험을 PCT 방법으로 시도한 결과,매트릭스의 용해

율 10
-3
g/m

2
d로,희토류의 침출률은 10

-4
g/m

2
d로 나타났다.

3.고화체 사용후핵연료의 용출률 비교

국내·외에서 처분조건에서 이로폐기물 우리가 심부지하 처분 상으로 고

려하고 있는 모나자이트/ZIT고화체나 속폐기물의 용출실험이 처분조건에서 시도

된 바가 없으므로 유리고화체나 사용후핵연료와 직 비교가 곤란하다.따라서 문헌

에 수록된 건 성 시험을 한 데이터와 상호비교하여 보았다.표 3.1.1에서는 몇

가지 고화체와 사용후핵연료의 실험조건에 따른 용출률을 비교하 다.

표 3.1.1에서 두 종류의 모의 monaziteglass-ceramicwaste의 용출률이 유사한

실험조건에서 국내값과 3order만큼 차이가 났는데,이는 매트릭스의 조성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결과는 략 으로 환원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용

해가 가장 낮을 것으로 단된다.그리고 ZIT 고화체의 용출률은 붕규산유리고화체

보다는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측된다.그러나 동일 조건에서 용출시험이 시도된

것이 아니고,더욱이 심부 처분조건에서 시도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를 얻기 해서는 실제 처분장과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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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체 혹은 화합물 실험조건 용해율 (g/m
2
d) 비고

La1/3Zr2(PO4)3 증류수,96℃

P(matrix):

1x10
-3

Zr:1x10
-3

La:1x10
-4

14일동안

용출

Monazite

glass-ceramic

waste

증류수,90℃ matrix:0.3 7일동안 용출

SON68borosilicate

glass
모의 지하수,90℃,100bar matrix:6x10

-3 수개월경과후

( 랑스)

3kindsof

borosilicateglass

모의 지하수,1mL/day,70℃,

7.5bar,압축벤토나이트에

사이에 시편 삽입

matrix:3x10-2
3년경과후

(국내결과)

Spentfuel

10mM NaHCO3

용액,pH>6,0.1

mL/min.

산화조건 3x10
-3

수십일

경과후환원조건 3x10
-6

증류수
산화조건 8x10

-2
15-20일동안

용출환원조건 6x10
-3
∼ 6x10

-7

표 3.1.1. 이로 폐기물 유사 화합물,유리고화체 사용후핵연료 용출률 비교

제 2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고 폐기물 핵종 악틴족 원소는 반감기가 긴 동 원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장에서 수만 년이 경과한 후 해도가 큰 핵종들의 주를 이룰 것이다.

Th(IV)을 제외한 악틴족 원소는 주변환경에 따라 산화수가 달라지는데, 부분 3∼

6가의 상태로 존재한다.그러나 고 폐기물 처분장 지하심부의 환원조건에서는 5

가와 6가의 악틴족 부분이 3가와 4가의 산화수로 환원될 것으로 상된다.4가의

핵종들은 성 역의 지하수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고,콜로이드를 형성하는 등 매

우 복잡한 성질을 가지므로 실험 으로 화학종을 찰하기가 쉽지 않다[3.2.1].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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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단한 용액조건에서 각 악틴족 원소들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측정하여,이를

토 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의 화학종과 용해도를 측하

기 한 지화학코드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지화학코드를 이용한 계산결과는 지하수의 조성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

하고 크게는 수천 배까지 차이를 나타낸다.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당 연구원의 화

강암 터 (KURT)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우라늄,토륨,넵투늄,아메리슘에

한 용해도 실험을 수행하 으며,지화학 코드를 이용하여 이 핵종들의 용해도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 다. 한,이들 결과를 국내외 실험 혹은 지화학코드로 계산

하여 얻은 결과들과 비교하여 국내 심부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 화

학종을 측하고자 하 다.

2.악틴족원소의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

KURT 지하수의 산화환원 와 pH를 변화시키면서 얻어진 실험결과

PHREEQC를 이용하여 실험조건에서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유사 지하수 조건에서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3.2.1)[3.2.2,3.2.3,3.2.4,3.2.5,3.2.6,3.2.7].사용한

고체로는 각 핵종의 용해도 지배 고체 (SolubilityLimitingSolidPhase(SLSP))로

알려진 UO2(cr),ThO2(cr),NpO2(cr),Am(OH)3분말을 사용하여 용해도 실험을 실

시하 으며, 루토늄은 우라늄 실험과 동일 조건의 KURT 지하수에서 PuO2(am,

hyd)가 용해되었다고 가정하고 PHREEQC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외국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 다.

KURT지하수 (Eh값이 -0.2V 이하,탄산농도가 1mM 부근인 이온강도가 낮은

화강암 지하수)조건에서 UO2(cr),ThO2(cr),NpO2(cr)로부터 용해된 우라늄,토륨,

넵투늄의 농도는 1×10-7mol/L이하로 나타났으며, 루토늄의 농도는 이들보다 1

∼2승수 낮을 것으로 상된다.그러나 처분공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하여 탄

산이온 농도가 증가할 경우 pH 8∼11사이에서 4가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훨씬 증

가할 수 있다.아메리슘의 용해도를 1×10-6mol/L로 선정하면 다소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된다.

용해도를 좌우한다고 알려진 Pu(OH)4(am)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각 국의 열

역학데이터 값의 범 가 무 크므로 어느 값을 취하느냐에 따라 루토늄의 용해

도 값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따라서 KURT 지하수에서 루토늄의 정확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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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를 얻기 해서는 향후 이 화합물에 한 보다 정확한 열역학 데이터 실제

실험결과가 필요한 실정이다.

(a) (b)

(c) (d)

(e)

그림 3.2.1.다양한 pH에서 악틴족 원소의 용해도에 한 본 연구 문헌치와의

결과 비교.(a)우라늄,(b토륨,(c)넵투늄,(d)아메리슘,(e) 루토늄;본 연구의

측정값과 지화학코드 결과를 각각 와 로 표시함.단, 루토늄의 경우

지화학코드 결과를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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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주 용해화학종을 PHREEQC로 계산한 결과는 pH가 8이상이며 Eh값이

-0.2V 이하인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아메리슘은 3가,토륨,넵투늄, 루토늄은

4가,우라늄은 4가와 6가의 산화수를 가진 화학종이 주 용해화학종으로 존재하 다.

우라늄의 경우,pH=8.1,Eh=-0.2V와 pH=9.8,Eh=-0.3V에서 UO2(CO3)3
4-

와 UO2(CO3)2
2-같은 U(VI)탄산화물이 주를 이룬 반면,pH=11.4,Eh=-0.4V와

같이 강환원 조건과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화학종으로 나타났다.넵

투늄은 Np-hydroxocarbonate의 ternary화학종이 주를 이루었는데,이 화합물의 존

재에 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 진 바가 없으나,ternary화학종의 고려없이 지화학

코드로 계산한 결과들이 1×10-8mol/L이하로 유사한 조건에서 실측한 값들보다 낮

게 나타났다.이는 용액 탄산농도의 향으로 단되며,결국 ternary화학종의

존재를 간 으로 시사한다. 루토늄의 주 용해화학종으로 Pu(OH)3CO3
-,

Pu(OH)4CO3
2-와 같은 ternary화합물 혹은 Pu(OH)4(aq)로 나타났다.이는 Pu(IV)도

Th(IV),Np(IV)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

3.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을 심부지하에 처분하 을 경우 지하환경에

서 방사성 핵종들의 거동을 측하기 하여 러 박스내에 기화학셀을 설치하

여 지하수의 산화환원 를 조 하여,이들 변화에 따른 악틴족 원소들의 용해도

를 측정하 다. 한,이 실험과 동일조건에서 PHREEQC 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용해도와 비교하 으며,주 용해 화학종을 계산하 다.실험 계산 결과로

부터 얻은 악탄족 원소들의 값들을 유사한 조성을 갖는 국내외 문헌 값들과 비교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UO2(cr),ThO2(cr),NpO2(cr)를 실험에 사용하 으나,측정된 원소들의 농도가 비

결정성 산화물 혹은 수산화물로 계산한 농도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이는 성

이상의 용액에서는 이들의 용해도가 결정성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단

된다.KURT지하수(Eh값이 -0.2V이하,탄산농도가 1mM 부근인 이온강도가 낮

은 화강암 지하수)조건에서 UO2(cr),ThO2(cr),NpO2(cr)로부터 용해된 U,Th,Np

의 농도는 1×10
-7
mol/L이하로 나타났으며, 루토늄의 농도는 이들보다 1∼2승

수 낮을 것으로 상된다.그러나 처분공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존재하여 탄산이온

농도가 증가할 경우,pH8∼11사이에서 4가 악틴족 원소의 농도가 훨씬 증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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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KURT 지하수에서 아메리슘의 용해도를 1×10
-6
mol/L로 선정하면 다소 보수

인 값에 해당된다고 단된다.

Th(IV),Np(IV)에서 hydroxo-carbonate의 ternary화학종의 고려없이 지화학코드

로 계산한 결과들은 1×10-8mol/L이하로서 유사한 조건에서 실측한 값들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는 용액 탄산농도의 향으로 단되며,결국 ternary화학종의 존재

를 간 으로 시사한다.그러나 이 화학종의 존재여부 열역학 데이터가 문헌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이에 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pH가 8이상이며 Eh값이 -0.2

V이하인 KURT지하수 조건에서 Am은 3가,Th,Np,Pu은 4가,U은 4가와 6가의

산화수를 가진 화학종이 주 용해 화학종으로 존재하 다.Eh가 -0.2∼-0.3V이며

약알칼리 역에서는 탄산화합물 혹은 ternary화학종이 주 용해화학종인 반면,pH

=11.4,Eh=-0.4V와 같이 강환원 조건의 강알칼리 용액에서는 수산화물이 주 화

학종으로 계산되었다.

제 3 심부 처분환경에서 고 핵종들의 수착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지하환경에서 방사성핵종은 장기간 동안 제거되지 않고 이동하므로 방사성폐기

물 처분 안 성 측면에서 수용액- 물 계면에서 방사성핵종의 반응은 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부분이다.따라서 처분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폐기물 자체,인공방

벽 그리고,천연방벽의 3 다 방벽 개념에 의해 방사선의 해로부터 안 성을

확보하여야 한다[3.3.1].방사성 핵종이 유출되면,천연방벽에서는 물과 지하수 그

리고,방사성 핵종이 상호반응을 하며 생태계로 이동하는 경로가 되므로 방사성폐

기물 처분 안 성 평가 측면에서 천연방벽에서의 핵종의 수착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3.3.2].본 연구에서는 처분 안 성 평가에 활용할 목 으로 한국원자

력연구원 부지 내 건설된 지하연구시설인 KURT에서 채취한 화강암과 심부 지하수

를 이용하여 우라늄,토륨,넵투늄,그리고,아메리슘 등의 고 핵종들의 분배계

수(Kd)를 생산하고,나아가 열역학 수착모델을 이용하여 고 핵종의 수착특성

을 평가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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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URT화강암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 특성

회분식 수착실험에는 DB-1시추공에서 지하 200m 지 의 지하수와 KURT에

서 채취한 화강암을 이용하 다.단열 충 물에 한 수착실험에는 DB-1시추공

의 지하수와 YH 3-1시험공의 암반 단열 유동 지하수(Eh=+560mV)를 사용하

다.KURT 화강암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 분배계수 측정을 하여 KURT 시

추공 YH1-1,KP1-20,그리고,KP1-32를 수착 매질로 사용하 다.단열충 물

에 한 고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 측정을 하여 KURT에서 채취한 녹니석과

AmericanMineralogicalSociety'sSourceClayDeposit에서 제공받은 Na-몬트모릴

로나이트를 사용하 다.

가.우라늄과 토륨의 수착특성

기 산화환원 가 -0.38V일 때,KURT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수착분

배계수(Kd)는 pH 9.32±0.03에서 43.7±26.1mL/g이었다.반면에 지하수의 기 산

화환원 분 기가 산화조건(Eh=+0.2V)일 때,수착분배계수는 pH 9.13±0.01에서

26.6±7.9mL/g이었다.토륨은 지하수의 기 환원조건에서 Kd갑이 pH 9.22±0.13

일 때, 130.8±37.9 mL/g 이었다. 반면에 산화조건에서는 pH 9.21±0.04에서

1439.3±595.2mL/g으로 측정되었다. 기 우라늄 농도가 10-6M 인 경우,pH

9.09±0.04에서 우라늄의 수착분배계수는 7.1±3.8mL/g이었다. 기 우라늄 농도가

10-7M로 감소할 경우,수착분배계수는 pH 9.13±0.01에서 Kd=26.6±7.9mL/g으

로 3배 이상 증가하 다.이러한 경향은 우라늄이 단핵(mononuclear)표면 착물을

형성하는 것을 시사한다[3.3.3].

나.넵투늄의 수착특성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Kd는 산화환원 가 -0.38V 일 때,pH

8.56±0.04에서 177.1±74.1mL/g이었다.반면에 산화환원 가 +0.2V 일 때,Kd는

pH 8.70±0.08일 때,14.8±6.9mL/g으로 측정되었다.pH 3.5∼8.5의 범 에서 pH 변

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 향을 측정하 다.지하수의 pH가

각각 3.46±0.54,5.69±0.44,그리고,8.55±0.02 일 때,넵투늄의 Kd는 32.7±2.2,

65.2±4.1,그리고,182.8±103.8mL/g으로 확인되었다.넵투늄의 화강암 수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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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향은 pH가 증가함에 따라 Kd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화환원

의 향보다는 크지 않았다.

다.아메리슘의 수착특성

KURT 지하수 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수착분배계수는

산화환원 의 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 산화환원 가 약 -0.38

V 일 때,아메리슘의 화강암에 한 수착 분배계수는 pH 8.13±0.11에서 11.2±6.2

m3/kg으로 찰되었다.반면에 기 산화환원 가 +0.2V 일 때,pH 8.59±0.15에

서 6.3±2.6m3/kg으로 찰되었다.아메리슘의 수착 분배계수 Kd값은 산화환경보

다 환원환경에서 2배 정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KURT 화강암에 한 아메리슘

의 수착 분배계수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격히 증가하다가 알칼리 역에서 약간

감소하 다.pH가 각각 3.08±0.05,6.07±0.26,그리고,8.13±0.11 일 때,Kd는

39.4±10.3×10-3,14.4±7.7,그리고,10.8±5.9m3/kg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라.단열충 물에 한 핵종 수착 특성

KURT에서 수행할 장 용질이동실험에 한 기 자료를 생산할 목 으로

단열 충 물에 한 넵투늄과 루비듐의 Kd를 측정하 다.넵투늄의 기농도가

약 10-6M 일 때,DB-1시추공 지하수(Eh=-0.39V)에서 Na-몬트모릴로나이트

에 한 넵투늄의 Kd는 26.6mL/g(pH 8.71)으로 측정되었으며,YH3-1시험공 지

하수(Eh=+0.56V)에서 pH 8.77일 때 Kd는 13.9mL/g으로 측정되었다.Na-몬트

모릴로나이트에 한 Kd평균값은 pH 8.74에서 20.2±9.0mL/g으로 평가되었다.환

원상태의 DB-1지하수에서 pH 8.93일 때,녹니석에 한 Np의 Kd는 99.2mL/g

인 반면,산화상태의 YH3-1시험공 지하수에서 pH8.68일 때,22.9mL/g이었으며,

녹니석에 한 Kd평균값은 pH8.81에서 61.1±53.7mL/g으로 확인되었다.

넵투늄은 환원조건에서의 Kd가 높게 나타났으며 Na-몬트모릴로나이트보다 녹니

석에 한 Kd가 높게 나타났다.루비듐의 기농도가 약 10-6M 일 때,DB-1지

하수에서 Na-몬트모릴로나이트에 한 넵투늄의 Kd는 pH 8.51에서 2.3mL/g이었

으며 YH3-1시험공 지하수에서 1.1mL/g으로 측정되었다.한편 녹니석에 한 루

비듐의 Kd는 DB-1 지하수에서 7.9 mL/g(pH 8.65),YH 3-1 지하수에서 11.8

mL/g(pH 8.74)으로 확인되었으며,이때의 평균값은 pH8.70±0.06에서 9.9±2.8m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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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측정되었다.루비듐도 넵투늄과 마찬가지로 산화조건보다 환원조건에서 그리

고,Na-몬트모릴로나이트 보다 녹니석에 한 Kd가 높게 나타났다.

3.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열역학 수착모델 용

화강암은 표면의 기 특성이 복잡하므로 우라늄 수착특성을 이해하기 하

여 정 기 항을 배제한 비정 기 (non-electrostatic)표면 착화반응 모델을 용

하 다[3.3.5].우라늄 수착을 평가하기 한 비정 기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가정하 다.첫째,표면 수착 농도는 3.84µmol/m2을 용하 다[3.3.6].둘째,

화강암의 표면 수착 은 강한 결합을 하는 수착 과 약한 결합을 하는 수착 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 다.셋째로 화강암과 우라늄의 반응은 3개 는 그 이

하로 가정하 다.넷째,양으로 하 된 화강암 표면 작용기(SOH2
+)와 우라늄과의 반

응은 고려하지 않았다[3.3.7].

표 3.3.1에 탄산염의 농도가 0.01M 일 때,고려한 우라늄과 화강암의 표면 반응

모델을 용하여 구한 착화물 형성상수를 정리하 다.화강암에 한 우라늄 수

착실험결과와 비정 기 모델 평가 결과는 실험결과와 비교 잘 일치하 다(그림

3.3.1). 한 강한 수착 에서 15%이상 수착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표면의 하 특성

을 알기 어려운 화강암에 한 우라늄 수착은 2자리 비정 기 착화반응 모델로

설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비정 기 모델로 계산한 우라늄의 표면 화학종

수용액의 화학종 분포를 통하여 pH7.0이상의 역에서 UO2(CO3)3
4-
형태의 우

라닐 탄산 화합물의 형성은 우라늄의 화강암 수착을 감시키는 것을 시사한다.따

라서 pH 탄산염 등의 지화학 조건이 우라늄 화학종 분포를 변화시키고,이는

지하환경에서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과 이동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3.8,3.3.9].

No. SurfaceReactions
LogK

(I=0.01M)

1 SsOH+UO2
2+⇌ SsOUO2

++H+ 3.24

2 SwOH+UO2
2+⇌ SwOUO2

++H+ 0.39

3 SsOH+UO2
2+
+CO3

2-
⇌ SsOUO2CO3

-
+H

+
12.32

4 SwOH+UO2
2+
+CO3

2-
⇌ SwOUO2CO3

-
+H

+
9.58

표 3.3.1.2자리 수착 ,비정 기 표면 착화물 모델에 용한 표면 반응 형성상수

*표면 수착 총농도:3.84µmol/m
2
,SsOH:강한 수착 ,SwOH:약한 수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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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분쇄화강암에 한 우라늄 수착 실험 모델 결과 비교.

4.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심부 처분환경에서 지화학 조건 변화에 따른 고 핵종의 수

착특성을 평가하 다.지하연구시설에서 채취한 화강암과 심도 200m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와 pH 변화에 따른 우라늄,토륨,넵투늄,그리고,

아메리슘에 한 Kd를 측정하 다. 한,열역학 수착모델,즉 비정 기 표면

착화반응 모델을 용하여 화강암에 한 핵종의 수착특성을 평가하 다.

� 수착매질로 사용한 KURT화강암은 시추코어 YH1-1,KP1-20,KP1-32를

쇄하여 사용하 으며,이들의 주 구성 물은 석 ,장석,K-장석,미사장석이며,

미량 구성 물로는 녹니석과 흑운모 등으로 확인되었다.미량구성 물 핵종

의 수착 친화도가 상 으로 높은 녹니석의 함량은 YH1-1 > KP1-20 >

KP1-32의 순으로 찰되었다.

� 환원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Kd는 43.7±26.1mL/g인 반면,산

화조건에서는 26.6±7.9 mL/g으로 확인되었다. 토륨의 Kd는 환원조건에서

130.8±37.9mL/g이었으며,산화조건에서 1439.3±595.2mL/g으로 측정되었다.

� 넵투늄의 Kd는 환원조건에서 177.1±74.1mL/g으로 확인되었으며,산화조건에서

는 14.8±6.9mL/g으로 측정되었다.한편,지하수의 pH를 각각 3.5,5.5,8.5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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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 하 을 때,Kd는 32.7±2.2mL/g,65.2±4.1mL/g,그리고,182.8±103.8

mL/g으로 pH가 증가할수록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아메리슘도 산화조건보다 환원조건에서 화강암에 한 수착이 높게 평가되었으

며,이때의 Kd는 각각 11.2±6.2m3/g과 6.3±2.6m3/g으로 확인되었다.KURT화

강암에 한 아메리슘의 수착 분배계수는 pH가 증가함에 따라 격히 증가하다

가 알칼리 역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H 3.0에서 수착 분배계

수는 39.4±10.3×10-3m3/kg로 측정되었으며,pH 5.5와 pH 8.0에서는 각각

14.4±7.7m3/kg와 10.8±5.9m3/kg로 확인되었다.

� 화강암의 우라늄 수착에 한 탄산염 농도의 향을 열역학 수착모델을 용

하여 평가하 다.화강암에 한 우라늄의 수착은 강한 수착 과 약한 수착 의

두 자리 수착 을 가정하여 비정 기 수착 모델을 사용하여 우라늄 수착을 평

가하 다.

제 4 심부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핵분열생성물
79
Se,

99
Tc,

129
I는 반감기가 각각 3.6x10

5
,2.1x10

5
,1.7x10

7
년으

로 장수명 핵종이다.이들 원소는 자연수 에서 용해도가 클 뿐더러 지하수에 음

이온으로 존재하여 처분장 주변 암석에 잘 흡착하지 않을 것으로 상되어,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주요 심 핵종들로 고려되고 있다.

셀 늄은 환원조건에서 Se(IV),Se(0),Se(-II)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폐기물 처분장에서 셀 늄의 용해도를 좌우하는 고체상으로는 Se(cr),FeSe2,

FeSe등이 상되는데,특히 FeSe2가 많이 고려되고 있다[3.4.1].이 경우 셀 늄과

철의 화합물은 지하수 의 철이나 처분용기로부터 유출된 철 이온과의 반응을 고

려한 것이다[3.4.2].

테크네튬은 자연수 에서 TcO4
-
로 존재하는데,이 TcO4

-
는 환원성 지하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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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IV)로 환원될 수 있다.Tc(IV)는 용해도가 낮고,주변 매질과 흡착되기 쉬워 처

분장에서 이동성이 낮을 수도 있다.심부지하 처분조건에서 테크네튬의 SLSP로는

TcO2가 알려져 있다[3.4.3].아이오딘은 산화 의 용액에서 IO3
-
로,황원지하수에

서는 I
-
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KURT지하수에 환원제를 첨가하여 산화환원 를 조 한 상태

에서 각 핵종들의 SLSP를 넣고 용해도 실험을 하 으며,실험과 유사한 조건에서

지화학코드를 이용하여 용해도와 주용해 화학종을 계산하 으며,문헌값과도 상호

비교하 다.

2.실험 계산

KURT 지하수의 산화환원 를 조 하기 하여 KURT 지하수에 환원제인

hydrazine의 농도가 10,1.0,0.1mmol/L되도록 넣은 용액에 FeSe2,TcO2를 넣고

셀 늄과 테크네튬의 용해도를 측정하 다.아이오딘 용해도 측정은 산화조건과 환

원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NaIO3와 NaI를 사용하 다.

실험과 유사한 pH와 Eh값을 갖는 KURT 지하수 조건에서 PHREEQC와

MINTEQ지화학코드를 사용하여 셀 늄과 테그네튬의 용해도와 주요 용해 화학종

을 계산하 다. 한,심부지하수의 산화환원 를 Eh=-0.35V로 고정시킨 상태

에서 pH 핵종 농도에 따른 주요 화학종의 분포를 VisualMINTEQ코드로 계산

하 다.계산에 사용된 데이터는 OECD/NEA,Nagra/PSI],JAEA,그리고 SKB보

고서들에서 수집하 다.

3.고이동성 핵종들의 용해도와 주요 화학종

가.셀 늄

Hydrazine을 이용하여 KURT 지하수의 산화환원 를 조 한 용액에

FeSe2를 넣고 실험한 용해도 실험결과 PHREEQC와 MINTEQ지화학코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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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계산한 용해도 주 용해 화학종,그리고 문헌에 발표된 셀 늄의 용해도

자료도 이 표에 추가하 다. 상 로 두 코드로 계산한 용해도와 화학종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4.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측값,계산값과 문헌값을 비교해 볼 때,pH가

7～10이고,Eh값이 -0.3 V 부근의 환원 지하수에서 FeSe2의 용해도는 체로

1x10-7mol/L(보수 으로는 1x10-6mol/L)이하의 값을 갖는 반면,산화조건에서는

1x10-3mol/L이상의 값을 갖는 것으로 단된다.지화학코드로 계산한 값에서 pH

9.9와 9.5의 경우,Eh의 값이 -0.28～-0.4V 역에서 Eh의 값이 소량 감소함에 따

라 용해도가 증가하 다.이러한 상은 이 Eh 역에서 용해도를 좌우하는 주 용

해 화학종인 HSe-가 되기 해서는 자를 받아들여 Se(-II)를 형성해야 하므로 Eh

의 값이 소량 감소함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pH가 12

이상의 강염기 용액에서는 1x10-6mol/L이상으로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4.4].

Eh(V) pH Solubility
Dominant

species
Remarks

-0.28 9.9 1.0x10-7

Experimentallymeasuredvalues

inthisstudy
-0 7.37 1.7x10-4

+0.4 7.1 1.5x10-3

-0.28 9.9 1.7x10-10 HSe-

Code-calculatedresults

inthisstudy

-0.34 9.9 1.6x10-9 HSe-

-0.3 9.5 6.5x10-10 HSe-

-0.4 9.5 3.0x10-8 HSe-

-0 7.37 4.5x10-7 Se(0)

Oxidizing High SeO3
2-,SeO4

2- [3.4.1,3.4.47,3.4.5]

-0.28 8 1x10
-16

HSe
-

[3.4.5]

-0.28 8.5 5x10
-9

HSe
-

[3.4.4],SLSP
b
=FeSe2

-0.3 11.4 1x10-7 HSe- [3.4.4],SLSPb=FeSe2

-0.18 7.66 1.0x10
-8
(6.0x10

-7
)
a

HSe
-

[3.4.6],SLSP
b
=FeSe2

-0.23～

-0.06

7～8.

5
1.0x10

-8 [3.4.6]

(High-salinitygroundwater)

-0.35 7.8 4x10
-6

HSe
-

[3.4.6],SLSP
b
=Se(s)

-0.28 8.74 (8.0x10
-7
)
a

HSe
-

[3.4.6],SLSP
b
=FeSe2

-0.2 6.9 1.0x10-9 HSe- [3.4.6],SLSPb=Fe3Se4

-0.3 8.2 3.0x10
-8

HSe
-

[3.4.6],SLSP
b
=Se(s)

-0.25 5x10
-8

HSe
- [3.4.7],SLSP

b
=FeSe

(Boom claywater)
a
Conservativevalues

표 3.4.1.본 연구에서 얻은 셀 늄의 용해도와 문헌치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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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테크네튬

환원 가 Eh=-0.2～-0.4V 조건에서 얻은 본 실험결과를 그림 3.4.1에 타

문헌값들과 같이 나타내었다.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약염기 역 (pH

6～9)에서 Eh가 -0.1V 이하인 용액에서 TcO2의 용해도는 5x10-8～1x10-9mol/L로

나타났다.한편,테크네튬의 용해도는 성 약염기 조건에서 산화환원 가

Tc(IV)를 유지할 경우,지하수의 조성 pH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4.8].

VisualMINTEQ코드를 이용하여 Eh=-0.35V조건에서 테크네튬의 농도에 따른

용액 화학종들의 분포와 TcO2․1.6H2O(s)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용해도를 계산한

결과,KURT와 같이 성 약염기 역의 pH를 갖는 화강암 지하수의 경우,주

용해 화학종이 TcO(OH)2로 상되며,pH 10.5이상에서는 TcO(OH)3
-로 나타났다.

그러나 용액 pH가 12이상의 강염기 용액에서는 TcO4
-가 주 용해 화학종으로 나

타났는데,이는 TcO4
-가 Tc(IV)로 환원되는 가 매우 낮아서 테크네튬이

Tc(VII)로 존재하여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8].KURT 지하수에

서 계산한 테크네튬의 용해도는 실험치보다 약간 낮았으나,1승수 이내에서 일치

하 다.

그림 3.4.1.환원지하수에서 테크네튬의 용해도.

[20]=[3.4.9],[21]=[3.4.10],[22]=[3.4.11],[2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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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이오딘

산화조건과 환원조건을 고려하여 각각 NaIO3와 NaI를 KURT 지하수에 넣고

약 25일간 경과한 후 용액 아이오딘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0.7,9.9mol/L를 얻었

다.이 결과는 일반 핵종들과 달리 산화조건에서보다 환원조건에서 더 용해도가 높

은 값을 나타내었다.

4.결과요약

Eh의 값이 낮은 심부 지하수에서 셀 늄의 주요 거동은 철의 농도에 좌우될 것

이며,KURT 지하수 성분에서 FeSe2의 용해도는 Eh값이 -0.3V 이하에서 1x10-6

mol/L이하의 값을 갖는 반면,산화조건에서는 1.0x10-3mol/L이상으로 단된다.

환원 조건에서 주 용해 화학종은 HSe-로 계산되었다.pH가 6～9.5 역인 환원성

화강암지하수에서 TcO2의 용해도는 5x10-8～1x10-9mol/L로 나타났으며,이 pH

역에서 주 용해 화학종이 TcO(OH)2로 상되지만,pH 10.5～12와 pH 12이상에서

는 TcO(OH)3
-와 TcO4

-가 각각 주 용해 화학종으로 나타났다.아이오딘이 알칼리

속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산화-환원 에 계없이 'high'값을 갖는다.

제 5 심부처분환경에서 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요오드,셀 늄,그리고,테크네튬 등의 음이온성 핵종들은 심부 처분환경에서

주변 모암으로 고려되고 있는 화강암에 한 수착이 매우 어 이들 음이온성 핵종

들이 지하 환경으로 유출되면 이동성이 고 핵종들에 비하여 매우 크게 나타는

고이동성 핵종이 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오드,셀 늄,그리고,테크네

튬 등의 고이동성 핵종들에 한 다양한 지화학 조건에서 화강암에 한 수착 특

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아울러,처분환경에서 철산화물에 의한 셀 늄의 거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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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하기 한 셀 늄(IV)과 셀 늄(VI)의 수착 환원 특성을 평가하 다. 한,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음이온들이 자철석 표면과 셀 늄 이온간의 흡착 반응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2.KURT화강암에 한 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 특성

가.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 특성

1)요오드의 수착특성

요오드의 수착분배계수는 산화/환원 의 조건과 상 없이 수착 분배계수

가 1mL/g 이하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다.환원조건에서 요오드의 Kd 값은 pH

8.83±0.04에서 0.2±0.2mL/g이며,산화조건에서는 pH 8.83±0.03에서 0.3±0.2mL/g

으로 측정되었다.요오드는 부분의 경우 I-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착실험을

수행한 조건에서 산화/환원 의 향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3.5.1].pH 3.5∼8.8

의 범 에서 pH 변화에 따른 KURT 화강암에 한 요오드의 수착변화는 pH가 각

각 3.01±0.02,6.63±0.70,8.83±0.04일 때, Kd 값은 각각 0.5±0.2,0.6±0.1,0.2±0.2

mL/g을 확인되었다.요오드는 물과의 반응성이 기 때문에 산화/환원 뿐만

아니라,pH에도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3.5.2].

2)셀 늄의 수착 특성

환원조건에서 KURT화강암에 한 셀 늄(IV)의 Kd는 pH가 8.53±0.01일

때,2.5±1.7mL/g이었으며,산화조건에서는 pH 8.73±0.08에서 2.1±1.8mL/g이었

다.셀 늄(VI)의 Kd는 산화/환원 가 -0.35～+0.35V의 범 에서 0.5～4.1mg/L

의 범 로 나타나 셀 늄(VI)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심부 처분환경의 지하수

는 일반 으로 pH 7～9의 성～알칼리성을 보이는데[3.5.3],이는 셀 늄이 심부

지하환경에서 셀 늄의 산화상태나 산화/환원조건 변화에 계없이 이동성이 증가

할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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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 화강암에 한 셀 늄의 Kd는 낮은 pH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pH가 증가

할수록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특히,알칼리 역에서 셀 늄의 수착

은 산화/환원 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결과를 보 으나,낮은 pH에서 셀 늄

(IV)수착은 산화/환원 에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환원조건에서

셀 늄(IV)의 Kd 값은 pH 2.46±0.04에서 263.3±258.0 mL/g,pH 5.85±0.14에서

11.1±14.0mL/g,그리고,pH 8.76±0.09의 알칼리 역에서는 성 역의 Kd값 보다

감소한 0.8±0.4mL/g을 나타내었다.산화조건에서 셀 늄(IV)수착은 환원상태보다

훨씬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산화조건에서 셀 늄(VI)의 수착은 pH가 3.03±0.04에서

8.74±0.08으로 증가할수록 Kd는 22.8±11.6mL/g에서 2.36±1.58mL/g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3)테크네튬의 수착 특성

KURT지하수 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한 테크네튬의 Kd는 산화/환

원 의 향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 산화/환원 가 약 -0.35V 일

때,테크네튭의 Kd평균값은 pH8.51±0.10에서 30.6±5.9mL/g으로 찰되었다. 기

산화/환원 가 +0.35V 일 때,테크네튬의 Kd는 pH 8.67±0.07에서 3.0±3.3mL/g

으로 측정되었다.한편,산화조건에서 KURT 화강암에 한 넵투늄의 수착에 한

pH의 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

4)단열충 물에 한 수착 특성

KURT 암반 단열 충 물에 한 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특성을 비교하

기 하여 기 Eh=-0.35V 일 때,Na-몬트모릴로나이트와 침철석에 한 요오

드,셀 늄,그리고,테크네튬에 한 수착 분배계수를 측정하 다.요오드와 셀 늄

은 Na-몬트모릴로나이트 보다 침철석에 한 Kd값이 높게 나타났다.Na-몬드모릴

로나이트에 한 요오드의 Kd 값은 pH 8.51±0.08에서 34.4±19.2mL/g으로 측정되

었으며,침철석의 경우 pH 8.42±0.07에서 68.5±19.1mL/g으로 확인되었다. 한,

Na-몬드모릴로나이트에 한 셀 늄의 Kd값은 pH 8.51±0.06에서 100.7±13.4mL/g

으로 측정되었으며,침철석의 경우 pH 8.37±0.08에서 301.6±4.7mL/g으로 확인되었

다.테크네튬의 수착분배계수는 Na-몬트모릴로나이트의 경우,pH가 8.43±0.23일

때,1327.6±561.2mL/g이었으며,침철석에 한 Kd는 pH 8.31±0.02에서 22.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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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g으로 측정되었다.

나.철과 그 화합물에 의한 셀 늄의 수착

1)상용 자철석에 한 셀 늄이온의 수착 모델 계산결과

자철석과 반응하는 셀 늄(IV)의 표면 화학종을 HSe(IV)O3
-으로 가정하

을 때,실험 결과와 가장 일치하 으며,표면 착화물 형성상수(LogKeq)는 7.72로

계산되었다.셀 늄(VI)은 자철석에 수착되지 않았는데,이는 셀 늄(VI)의 주 화학

종이 자철석과 친화력이 약한 Se(VI)O4
2-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2)지하수내 경쟁음이온들의 향

지하수에 SiO3
2-,CO3

2-,F이온들과 셀 늄(IV)이 같이 용해되어 있을 때,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분율(%)을 그림.3.5.1에 나타내었다.열역학 자료

를 이용한 계산 결과와 비교를 해 pH 9에서 0.1-1mM 규산이온의 농도변화에

따른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실험을 수행하 으며,계산결과와 잘 일치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불소이온은 자철석과 셀 늄(IV)의 반응에 향을 미치지 못

하 지만,탄산이온은 약간의 방해를 하 고,규산이온은 가장 많은 방해를 하여 탄

산이온과 규산이온들은 자철석 표면에서 셀 늄(IV)과 수착경쟁을 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3)철에 의한 셀 늄(IV)환원

0가 철 분말과 셀 늄(IV)의 반응 실험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벽면에

생성된 색침 물은 셀 늄(cr)으로 확인되었다.이는 셀 늄 화학종 분포계산과

비교하 을 때,셀 늄(IV)이 Fe(0)에 의해 형성된 -330mV 이하의 환원조건에서

셀 늄(cr)로 환원된 것으로 생각된다.환원조건에서 셀 늄(IV)은 환원되어 셀 늄

(cr),셀 늄(am)을 형성하는데,이들은 pH 9.05,Eh=-350mV,I=0.1M 용액에서

약 10-5-10-6M의 용해도를 가진다[3.5.4].이에 3.75x10-7-7.5x10-9M 농도의 셀 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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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용액에 0.5-1g의 철을 넣어 실험한 결과,셀 늄의 농도가 상당량 감소되었

다.이는 셀 늄(IV)이 철에 의해 환원되어 셀 늄(II)을 형성하고,셀 늄(IV)이

Fe(II)이온과 결합하여 FeSe2(s)등의 침 물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아울러,

용액 셀 늄의 농도가 FeSe2용해도 이하까지 감소한 상은 셀 늄(II)이 철 표

면에 수착되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용액 1mM 규산이온이 존재하거

나 철 표면이 규산이온으로 포화되어 있다라도 철에 의해 넣어 셀 늄(II)농도가

크게 감소하 다.

그림 3.5.1.경쟁음이온들이 존재 할 때 자철석에 셀 늄(IV)의 수착실험결과.

4)합성 자철석과 그린러스트에 한 셀 늄 이온의 수착

합성 자철석은 셀 늄(VI)의 농도를 감소시켰다.이는 실험용액에 합성한

자철석을 넣어 에 따라 산화환원 기 -300mV이하로 떨어져 셀 늄(VI)이온

이 속 혹은 셀 늄(II)이온으로 환원되어 수착 는 침 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생각된다.그린러스트 한 셀 늄(IV)을 1시간 이내에 환원시켜 용해되어 있던 셀

늄(IV)의 부분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셀 늄(VI)에서 셀 늄(IV)으로 환원되는

데 1시간의 반응시간이 짧아 일부만 환원되어 제거되고,첨가된 규산이온의 향은

거의 없었다.

3.결과 요약



-598-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 입력자료로 활용할 목 으로 지화학

조건 변화에 따른 고이동성 핵종들의 수착특성을 평가하 다.지하연구시설에서

채취한 화강암 단열충 물과 심도 200m에서 채취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산화

/환원 와 pH 변화에 따른 요오드,셀 늄,,그리고,테크네튬에 한 수착분배계

수를 측정하 다. 한,고이동성 핵종의 수착 환원특성을 평가하고자 철과 셀

늄의 반응기작을 평가하 다.

� KURT 화강암에 한 요오드의 수착은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며,산화/환원

나 pH등의 지화학 변수들의 수착에 한 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 셀 늄의 수착은 낮은 pH에서 셀 늄(IV)이 산화/환원 와 pH가 낮을수록,

Kd값이 높게 측정되었으나,셀 늄(VI)는 pH에 한 향이 매우 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 한,셀 늄(IV)과 셀 늄(VI)모두 KURT의 pH 조건에서는

산화/환원 의 향이 없었다.

� 테크네튬은 KURT 지하수의 pH 범 에서 산화/환원조건의 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산화조건에서 pH의 변화가 테크네튬의 수착에 미치는 향

은 매우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고이동성 핵종들의 단열 충 물에 한 수착은 요오드와 셀 늄의 경우

Na-몬트모릴로나이트 보다 침철석에 한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테크네튬은 Na-몬트모릴로나이트에 한 수착 친화도가 침철석보다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 요오드,셀 늄,그리고,테크네튬의 고이동성 핵종들 에서 셀 늄과 테크네

튬의 수착은 산화/환원 등의 지화학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있어서 고이동성 핵종들에 한 지화학 거동에 한

연구가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은 규산이온과 탄산이온과 경쟁 인 계이

므로 자철석 표면에 셀 늄(IV)의 수착을 방해하지만,불소이온은 셀 늄(IV)

의 수착에 향을 주지 않았다.규산이온은 용액의 pH에 상 없이 자철

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을 방해하 다.따라서 KURT 지하수의 pH와 녹

아있는 음이온들의 농도를 고려하면 규산이온이 자철석에 한 셀 늄(IV)의

수착반응에 가장 큰 경쟁이온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 합성 그린러스트 는 합성 자철석은 셀 늄(IV)의 환원능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이는 복잡한 심부 처분환경의 지화학 조건에 따라 셀 늄의 이동

지연 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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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처분 안 성평가를 한 지화학반응 수착 D/B구축

1.연구 개요

악틴족 원소들은 pH가 부분 성 약알칼리 역의 지하수에서 용해도가

매우 낮고,콜로이드를 형성하는 등 지하매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성질을 가지므로

지하수 조건에 따라 실험 으로 화학종을 상세히 찰하기가 쉽지 않다.따라서 간

단한 용액조건에서 각 악틴족 원소들의 반응에 한 열역학데이터를 측정하여 이를

토 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지하수에서 악틴족 원소의 화학종과 용해도를 측하

기 한 지화학코드가 개발되었다.그러나 문헌에 따라 유사한 조건에서 계산된 악

틴족 원소의 화학종과 용해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이는 각 연구에서 용된 열역

학데이터의 차이 때문이다.본 연구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요한 악

틴족 원소들의 기본 성질을 조사하 으며,악틴족 원소의 용해도 실험결과 각국

의 열역학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여 한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다른 연구내용으로서는 웹(web)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수착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을 개발하 다.수착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 성평가에 활용되는 분배계수(Kd)는

물의 종류와 양,수용액의 조성,pH,산화환원 ,이온강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향을 받는다[3.6.1].OECD/NEA에서는 방 한 양의 수착계수를 제공하는 수착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으나[3.6.2],사용상의 어려움과 데이터를 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기에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 한계를 갖는다.이러한 문

제 을 극복하기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각 종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를 추출하기 하여 OECD/NEA의 수착자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생산한 수착 자료를 검색하고 조건별로 추출할 수 있는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

스(SorptionDatabase-21C,SDB-21C)를 개발하 다[3.6.3,3.6.4].그러나 이 데이터

베이스 역시 일반인이 근이 어렵고,검색한 수착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정보가 없다.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기존 수착 데이터베이스

로그램(KAERI-SDB)의 리/검색 기능을 보완하고,사용자들에게 보다 효율 인

방법으로 수착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웹 기반으로 운용되는 수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 다(그림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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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웹 기반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 로그램(KAERI-SDB)개발 체계도.

2.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데이터베이스

본 연구에서는 고 핵종들,특히 악틴족 원소의 처분조건에서 지화학반응

그 특성을 조사하 으며,이들 화합물의 열역학데이터를 수집하 다.열역학 데

이터는 당 부서에서 발간한 열역학데이터[3.6.5]와 OECD/NEA[3.6.6],

Nagra/PSI[3.6.7],JAEA[3.6.8],그리고 SKB[3.6.9]자료를 수집하 으며,최근 문헌

에 발표된 지화학반응에 한 열역학 자료들도 첨가하 다.이 열역학 자료들은 표

상태를 기 으로 수록되었는데,본 연구에서도 이 값들을 비교․검토하 다.U,

Th,Np,Am,Pu과 같은 악틴족 원소의 용액반응과 그 평형상수,그리고 주요 심

고체물질의 평형상수를 각 원소별로 Excel시트로 나타내었다. 로 각 국의 자료

들를 서로 비교․검토하여 선정한 우라늄에 한 열역학 자료를 표 3.6.1에 나타내

었다.지화학반응식은 향후 지화학코드에 사용이 용이하도록 PHREEQC에서 사용하

는 방식으로 나타내었다.산화수별로 악틴족 원소의 안정도 상수가 유사할 것으로

단되어 이들 값들을 서로 비교하 으며,악틴족 원소와 유기물과의 반응도 조사

하 다.그 외에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 련된 핵종들,즉,Tc,Zr,Ni,Eu,Fe,I,

Se,Cs,Sr,Ra,Sn,Nb,Pd,Ag,Sm,Ho,Pa등의 원소들의 열역학데이터도 부가

으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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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1.우라늄 화합물의 반응에 한 열역학 데이터

나.열역학데이터의 보정방법

이온강도가 낮은 용액에서 활동도 계수를 계산하기 하여 theextended

Debye-Huckelequation을 보다 더 확장시킨 함수를 MINEQL,PHREEQC,EQ3/6

코드에서 사용한다. 한 Davies방정식이 활동도계수를 계산하는데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진한 해질 용액에서는 short-range 상호작용 뿐 아니라

non-electrostatic상호작용도 고려하여야 한다.이것은 보통 Debye-Huckel식에 이

온강도에 의존하는 항을 추가함으로써 가능하며, 이것을 SIT(Specific ion

InteractionTheory)모델이라고 한다.Pitzer모델은 이온들 간의 장거리 상호작용

을 나타내는 확장된 Debye-Huckel항과 근거리의 이온-이온 상호작용을 고려한

virial항들에 기 를 두고 있는데,이 모델은 묽은 용액에서부터 고농도의 다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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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에 이르기까지 실험값과 매우 잘 일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6.10].

부분의 열역학 데이터는 25°C를 기 으로 표시한다.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이 처

분된 심부 지하환경은 방사성 물질의 붕괴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이

게 표 상태가 아닌 온도를 보정하기 하여 평형상수는 MINEQL,PHREEQC등

과 같은 지화학 코드에서 사용되어지는 integratedvan'tHoff함수를 사용한다.

3.고 핵종들의 수착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웹 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웹기반 핵종 수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즉,KAERI-SDB는 기존 로그램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웹 라우 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http://sdb.kaeri.re.kr)에

속하기 때문에 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에 속하여 수착자료의 검색과 장이

가능하다.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그림 3.6.2와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원

자력 련 종사자 일반인(내·외국인)들에게 핵종 수착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네트

워크를 통해 제공한다.KAERI-SDB의 장 은 종 과 달리 사용자의 컴퓨터에 추

가 인 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자가 별도로 갱신하

지 않아도 사용자가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3.6.2.웹 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연결도.

나.웹기반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 소 트웨어 기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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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SDB의 기능은 사용자 로그인 회원 가입,기본 상세 검색,산

포도 지수도 등을 포함한다.특히,상세검색에서는 사용자가 기본검색의 결과에

서 특정 조건에 한 수착 분배계수를 추출해 내기 하여 pH,산화환원 ,온도,

반응시간,수용액/고체비,이온강도,용존유기물 수용액 구성 이온농도 등에 한

제한 검색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조건에서의 분배계수를 추출할 수 있

다.도표 기능은 사용자가 검색한 자료를 그래 형태의 결과물로 보여주는 기능으

로,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도표는 두 가지이다(그림 3.6.3).

   

그림 3.6.3.KAERI-SDB의 산포도(좌)와 지수도 화면(우).

다.수착 데이터베이스 활용방법

한편 KAERI-SDB는 OECD/NEA의 자료 뿐만 아니라,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연구시설(KURT)을 이용하여 심부 처분환경에서 처분환경에 부합하는 핵종 수

착 자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재 웹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에는 31개 핵종에

하여 12,000 여 개의 국내․외 수착자료를 수록하고 있다(그림 3.6.4).

KAERI-SDB를 이용하면 특정 핵종에 하여 특정 조건에 한 검색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상 핵종으로 우라늄을,수착 매질로 KURT단열 충 물인 침철

석을 선정하 다.검색결과를 도표로 구 하면 그림 3.6.5와 같이 나타난다.일반

으로 산화철 물에 한 우라늄 수착은 pH에 매우 민감하므로 X축을 최종 pH로

선정하고 로그스 일로 표시하도록 설정하 다.그림 3.6.5에서 볼 수 있듯이 침철

석의 우라늄 수착은 pH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 결과를 지수도로

표시하면 특정 pH구간 별로 수착 분배계수의 분포를 확인 할 수 있다.



-604-

그림 3.6.4.웹기반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핵종 데이터.

그림 3.6.5.우라늄의 침철석 수착에 한 산포도(좌) 지수도(우).

4.결과 요약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요한 악틴족 원소들에 하여 지하환경에서의

기본 성질을 조사하 다. 한,2002년 당 부서에서 발간한 열역학데이터 뿐만 아니

라,OECD/NEA,Nagra/PSI,JAEA,SKB데이터 최근 문헌에 발표된 지화학반

응에 한 열역학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들의 열역학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 다.이

선택된 열역학 데이터는 용해도 계산에 사용되었다.한편,이 열역학 데이터들은 표

상태(25°C,1atm,이온강도 0M)를 기 으로 기록하는데,실제 처분장에서는 지

하수를 구성하는 이온들의 이온강도와 처분장의 온도가 표 상태가 아니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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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는 방법을 소개하 다.아울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서 심핵종인 주요 핵분

열생성물의 열역학데이터도 조사하 다.

핵종 수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하여 기존에 개발된 수착 데이터베이스

로그램인 SDB-21C를 분석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여 일반인이 쉽게 근

할 수 있는 웹 기반 수착 데이터베이스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KAERI-SDB는 기존의 로그램을 개선하여 사용자가 인터넷 라우 를 이용하여

KAERIsorptiondatabase시스템(http://sdb.kaeri.re.kr)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별도

의 로그램 설치 없이 핵종 수착자료의 검색 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한,이 KAERI-SDB는 세계 최 로 확률론 통계기법을 용함으로써 기 개발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보다 한층 더 신뢰성 있는 핵종 수착 자료를 제공하도록 설

계하 다.

재 이 로그램은 개발이 완료되어 작업이 가능하며,Am,Ba,C,Ce,Sc,Eu,

I,Mn,Ni,Np,Pm,Pu,Ra,Ru,Sb,Se,Sr,Tc,Th,U,Zn,Zr등 총 31개 핵종에

한 12,000여 개의 수착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아울러 향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해외 자료들을 지속 으로 첨가할 정이다.

제 7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특성 평가

1.연구개요

지하 심부에 처분된 방사성핵종은 장기간에 걸쳐 지하수와 하면서 용해되

어 결국은 지하수를 타고 암반균열사이를 통해 이동하게 된다.핵종은 암반균열 평

면과 다양한 물리화학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수착성 핵종의 경우에는 암반표

면 물에 수착하여 이동이 지연되는 반면,비수착성 핵종은 상호작용없이 지하수와

같이 이동하므로 장반감기 음이온이나 악틴족 복합물의 경우 처분안 성평가에 주

요 심핵종으로 부각된다.다행히,결정질암반의 경우 공극률이 0.003정도 수 으

로 아주 작지만 이 암반공극내로 핵종이 확산해 들어가 상당한 이동지연효과를 나

타내게 된다. 로,1m
3
부피 암석내로 확산해 들어갈 수 있는 핵종의 양은 약 3

L수 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핵종이 매질 내 확산을 통해 이동 지연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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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에서 확산 메커니즘이 핵종이동 안 성평가에 가장 요한 인자로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3.7.1-3.7.4].

방사성핵종들의 확산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통확산(through-diffusion)

과 내부확산(in-diffusion)으로 나 수 있는데, 통확산은 핵종이 매질을 통해서

맞은편으로 확산해 나갈 때 확산해 나온 핵종들의 농도를 시간에 따라 측정해서 확

산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간단한 확산모델을 용하기 해 이 방법에서는 원

액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이며,핵종확산계수를 구하기 해 가장 표

화된 방법으로서 이론 으로 잘 정립되어있는 방법이다.

한편 내부확산(in-diffusion)은 큰 부피의 지하매질내로 핵종이 확산해 들어가게

하고 장시간이 경과한 후 지하매질을 여러 부분으로 단해서 핵종농도분포를 구하

는 방법이다[3.7.5-3.7.7]. 통확산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토양이나 토층에서 핵

종확산계수를 구하는데 많이 쓰이고,암반층에서 확산깊이를 측정하는데도 이용된

다.이 방법은 통확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농도분포측정을 하기 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할 뿐 아니라 실험장치 특성별로 다양한 경계조건을 반 해야하기 때

문에 복잡한 수학 모델수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자기방사분석

(autoradiography),X-선 단편분석(X-raytomography)등 첨단 기기를 사용해 암

석내부에 확산해 들어간 방사성핵종들의 농도를 검출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내부

확산실험을 수행한 후에 암석이나 토양을 단해서 핵종농도 분포와 물과 핵종

간 결합형태 찰 등 다양한 미세 물리화학 반응연구도 수행 가능 해졌다[3.7.8].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수년간 암석에 해 통확산실험을 심으로 확산계

수측정이나 핵종확산특성을 분석해 왔으며,2007년도부터 암반에서 핵종의 확산깊

이연구를 시작해,실험장치 설계 제작,실험방법개발 등을 완료한 후,2008년부

터 확산실험을 개시하 다.실험 상 암석은 지하연구시설(KURT)에서 채취한 신

선화강암과 풍화화강암을 선정하 다.실험 상핵종은 비수착성 핵종으로 삼 수소

수(THO,tritiatedwater)와 유기염료인 우라닌(uranine,Na-fluoroscence)를 사용하

고,수착성 핵종으로는 Np,Co,Sr,Cs,U,Eu,Th등을 사용하 다.확산실험기

간은 풍화암의 확산속도가 상 으로 빠르므로,1년 이내,신선암은 2년 이상으로

잡고 있다.

2.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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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은 KURT에서 신선한 화강암과 풍화가 많이 진행된 화강암류 두 종류를

채취하여 가공하 다.기 측정인자들로서 공극률,비 ,비표면 등을 측정해야하

는데,실험 상 화강섬록암들의 공극률은 수포화법(watersaturationmethod)을 이

용하 다.측정한 비 값은 신선화강암은 약 2.48,풍화화강암은 약 2.25수 이었

다.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에 안 성평가에서 고려해야할 핵종들로서는 음이온인

Tc,I,C등이 있고,화학 물성이 단순한 K,Co,Sr,Cs등 양이온이 있고,가장

실험하기 까다로운 악틴족 U,Th,Am,Np,Pu등이 있다.실험조건변화에 민감하

게 반응하지 않고 암석과도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비수착성 추 자를 사용해

기본 물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유기염료인 우라닌(uranine,Na-fluoronine)과 삼

수소수(tritiatedwater,THO)를 이 용도에 사용하 다.그래서 실험장치는 표

3.7.2에 보듯이 비수착성핵종,수착성핵종,풍화암,신선암 종류별로 각각 실험장치

를 제작해 별도 실험하 다.

확산실험 완료 후 확산 실험장치를 폐시스템에서 꺼내 해체하고,화강암 실험

시료를 꺼내 단 가공하 다.암석내로 확산해 들어간 핵종의 농도를 악하기

해,암석시료를 확산깊이 방향으로 단하여 양분하 다. 단한 한쪽 면은 자기방

사분석을 해 암실로 옮기고,나머지 한쪽 면은 다시 깊이 별로 1cm 단 로 단

하 다.깊이별 각 시료에 함유되어있는 농도를 측정하기 해 화학추출을 시행하게

된다.

시료농도는 핵종의 물리화학 특성별로 다음의 기기를 사용해 분석하 다.유기

발 염료인 우라닌은 HP8452A DiodeArraySpectrophotometer로 장 524nm의

세기를 분석하고,Br-,Cl- 등 음이온은 Orion 940 Ion-analyzer로,삼 수소수

(tritium),Sr-90,Np-237,Am-241등 베타선방출핵종은 섬 계수기(Packard1900

TR Liquidscintillationcounter)로,Cs-137,Co-60등 감마선방출핵종의 방사선세

기는 2“×2”NaIdetector와 MCAsystem으로 측정하 다.

상기의 베타선방출핵종이나 Np-237등 알 선방출핵종은 low-background α,

β counter로도 측정할 수 있다.방사능 오염 염려가 없는 화학시약 U,Th,Eu,

등의 경우는 Varian사의 ICP-MS(InducedCoupledPlasmaMassSpectroscopy)를

사용하 다.시료 분석시 유의사항으로 핵종들이 용기벽면에 수착하거나 지하학

조건변화로 침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보정도 고려하 다.

자기방사분석법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필름에 감 시켜 상을 형

성하는 방법으로서 암석내로 침투한 방사성물질을 검출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

다.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핵종 이동연구에 활용할 목 으로 도입한 cyclonestorage

phosphorsystem을 가지고 실험하 다[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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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방향으로 양단한 암석을 이제는 깊이별로 약 1cm 단 로 단면 단 한 후,

각 편별로 순차 화학추출(sequentialchemicalextraction)을 실시하 는데,그

목 은 암석에 확산/수착되어 있는 핵종 농도 악하고,핵종별 결합방식 악하는

데 있다.아울러 확산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겉보기확산계수값을

계산하 다.

3.결과 요약

본 연구에 한 주요 결과는 1단계 보고서에 제시되었다[3.7.10].여기에는 주요

결과들만 요약 정리하 다.KURT에서 추출한 풍화화강암으로 약 9개월간의 확산

침투깊이 실험을 수행한 결과 비수착성 핵종인 트리튬은 이미 20cm 길이의 암석

체로 골고루 확산해 들어갔다.수착성 핵종 Eu와 Cs는 확산깊이가 4cm 수

이었고,Co,Sr,Np,Th,U 등의 핵종들은 약 9cm 깊이까지 확산첨두가 침투해

들어갔다.

이들은 자기방사분석방법으로 THO와 Np-237의 암석 내 핵종농도분포 상을 분

석하여 확산깊이를 검증하 다.Np-237의 경우 암석 내 깊이 2∼3cm 이내에서 핵

종이 주로 수착되어 있었고,약 5cm 이상에서는 농도는 낮지만 확산첨두가 더 깊

이 침투해 들어간 모습이 찰되었다.계산한 겉보기확산계수()는 Eu과 Cs는

10-12m2/s수 이고,Co,Sr,Th는 10-10m2/s수 으로 가장 크고,Np,U은 그

간 값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이러한 값들은 신선화강암에서의 확산계수값들

과 비교해서 핵종에 따라 약 102∼10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 8 심부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특성규명

1.KURT미생물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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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하미생물 채취

KURT 지하수 내 부존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과 속환원 박테리아를 농

화배양하기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연구시설(KURT)내 140m 아래 지하

로부터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 다(그림 3.8.1). 기성 미생물의 종 다양성 분석을

하여 지하수 시료는 1LSerum bottle을 이용하여 채취하 다.채취즉시 기성

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headspace없이 고무마개(RubberStopper)로 serum bottle

을 한 후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실험실로 옮겼다.채취된 지하수의 pH는 8.5

정도로 약 알칼리이며 Eh는 약 -80mV로 나타났다. 한,일부 지하수는 장에서

미리 비한 serum bottle배양액에 곧바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입하 으며,그 이

후 serum bottle배양액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실험실로 옮겨 상온보 되었고 미생

물의 성장을 찰하 다.Serum bottle배양액은 Fe-citrate를 자수용체로 갖는

배양액과 sulfate를 자수용체로 갖는 배양액 2종류로 비하 다.

그림 3.8.1.KURT지하수 채수 모습과 채수된 지하수병.

나.KURT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

Bacteria의 rRNA gene만이 증폭이 되어 Eukarya나 Archaea에 비해 우 하

고 있어 이에 한 연구에 을 맞추었다.Bacteria클론의 분석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Proteobacteria,Actinobacteria,Nitrospina에 속하는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특히,alpha-,beta-proteobacteria가 주요 미생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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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KURT지하수의 미생물 종 다양성.

2. 물/미생물 복합 반응 특성

그림 3.8.3(a)에서 보는 것처럼,흑운모가 있는 조건에서 11일의 실험기간 동안

기 용존하는 우라늄의 농도는 미생물에 의해 계속 으로 감소하 다.미생물

SP(Shewanellaputrefaciens)의 우라늄 제거능력이 가장 탁월하 고,M2(KURT 망

간환원미생물)역시 일정기간(4일 후)이 경과한 후 부분의 용존 우라늄의 농도가

낮아졌다.이러한 결과는 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우라늄 환원작용에 기인된 것으로,

+6가 우라늄이 +4가로 환원되면서 용해도가 속히 감소하여 침 되었거나 주변

물 등에 수착된 것으로 보인다.반면,M1(KURT 철환원미생물)의 경우에는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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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의 감소가 미미하 다.동일한 KURT 미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사용된 미

생물의 특성에 의해 우라늄의 환원 제거능력이 다름을 알 수 있다.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M2미생물이 훨씬 효과 으로 우라늄을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8.3. 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용존우라늄의 감소 특성.(a)흑운모와 (b)

침철석이 참여 물로 media에 들어 있으며 3가지의 각기 다른 미생물종에

의해 우라늄 환원 감소가 진행됨(M1:KURT철환원미생물,M2:KURT

망간환원미생물,SP:Shewanellaputrefaciens).

그림 3.8.3(b)에서는 기에 우라늄 농도가 격히 감소되는데,이는 물질로 넣

어 침철석의 우라늄에 한 탁월한 수착능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넣어 침

철석 량이 흑운모보다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입자크기와 넓은 표면 에

의해 부분의 용존우라늄이 물표면에 수착되어 제거되었다.따라서 미생물에 의

한 우라늄의 제거 특성을 찰하기가 어려웠다.여기서,한 가지 특이한 결과는 M1

미생물에 의해 침철석 표면에 수착된 일부 우라늄의 탈착이 찰될 수 있다.

이는 우라늄이 수착되어 있는 침철석(α-FeOOH)표면이 미생물에 의해 Fe(III)가

Fe(II)로 환원되면서 물구성 성분인 Fe가 용해되고,공존하던 우라늄도 같이 용탈

되어,용액 내에 우라늄의 농도가 차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8.4).

그림 3.8.5에서 보듯이,다른 미생물보다 M1미생물에 의한 침철석의 Fe성분 용

해가 훨씬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SP의 경우, 기에 철이온의 농도 증가

를 가져오고 차 그 추세가 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반면,M2의 경우,

기에는 철 이온의 증가가 거의 없다가 일주일 후에 약간의 철이온의 증가를 보여

다.이는 망간환원을 주된 메커니즘으로 하는 미생물의 경우,산화철의 환원에 크게



-612-

여하지 않고 오직 용존되어 산화상태로 존재하는 핵종의 환원에 여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그림 3.8.4.침철석에 수착된 우라늄의 미생물 M1에 의한 탈착과정 모식도.

그림 3.8.5. 속환원미생물의 우라늄 환원시 침철석으로부터 용출되는 용존철의

농도 변화(M1:KURT철환원미생물,M2:KURT망간환원미생물,SP:Shewanella

putrefaciens).

KURT철환원미생물은 산화상태의 침철석 물의 표면 일부를 환원시키고 Fe(II)

의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침철석 표면에

수착된 우라늄도 같이 용해되고 용액상의 우라늄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단된

다.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한 Fe의 용출이 우라늄의 수착거동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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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요약

지하심부 생존하는 지하미생물들 에 속환원미생물인 스와넬라,불가리스,

그리고 디설 리칸스 등의 3가지 기성미생물을 상으로 산화핵종의 환원, 물

화 제거 실험을 실시하 다. 한,KURT 지하심부에 생존하는 속환원미생물

을 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실시하 다.

KURT 미생물의 경우,철 망간환원 미생물들이 다량 생존하고 있으며 철산화

물 망간산화물을 환원시켜 다른 물로 변환시키는 역할도 하 다. 를 들어,

akaganeite철산화물이 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해 magnetite로 변이되었다. 한,

우라늄과의 반응실험에서 KURT 철환원미생물은 우라늄 제거에 탁월한 능력을 보

여주지 못하 지만,망간환원미생물은 수일내에 용존우라늄을 용액상에서 제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그리고,침철석과 같은 물은 핵종을 쉽게 수착하여 미생물과

의 반응을 방해하 고,KURT 철환원미생물에 의해 침철석이 용해되면서 핵종의

탈착도 같이 진행됨을 찰하 다.

제 9 처분환경에서 환원미생물 특성 규명

1.KURT미생물에 의한 지하수의 산화/환원 변화

가.철환원미생물에 의한 향

KURT 지하수에 한 미생물의 산화/환원 (oxidation/reductionpotential,

ORP) 향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이 실험의 목 은 지하미생물이 지하수의

ORP변화에 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함과 더불어 지하수의 산화/환원 반응에

민감한 핵종들의 향을 추후 평가하는데 의의를 갖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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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철환원미생물에 의한 KURT지하수의 산화/환원 변화.

본 실험을 해서 KURT 터 내 DB-01(i6)시추공의 지하 약 230m 지 지

하수를 가 기와의 을 최소화하여 채수하고 곧바로 serum 병에 가득 채

운 후 butylrubber로 병의 입구를 하여 실험실로 옮기고 glovebox(N2:CO2 =

80:20)내부에 보 하 다.실험의 조건은 3가지 는데,먼 KURT 지하수를 2주

동안 아무런 첨가물 없이 Eh변화를 찰하는 것이었으며,다른 조건은 젖산(lactic

acid)을 10mM 첨가하거나,여기에 추가로 KURT 철환원미생물인 미시가넨시스를

소량(5ml)을 첨가하는 것이었다.Eh측정을 해 Horiba사의 F-51BW pH/mV

meter모델과 9300-10D ORPelectrode를 사용하 으며,Eh측정 련 모든 실험은

로 박스 내에서 수행하 다.

2주 동안 수행된 실험결과에서 아무런 첨가물이 없는 KURT 지하수는 2주 동

안 Eh가 소폭 등락 거렸지만,지속 인 감소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3.9.1).

하지만,젖산이 일부 첨가된 KURT지하수는 기 +150mV에서 최종 으로 0mV

까지 Eh의 감소가 나타났다.여기서 사용된 젖산은 KURT지하수 생존 미생물들의

양분 혹은 자공여체로 작용하여 지하수 내 속환원미생물들의 활성도 성장

률을 높 을 것으로 상한다.젖산과 함께 미시가넨시스 박테리아를 동시에 투여

한 경우에는 이 의 두 경우와는 다르게 Eh의 속한 감소를 찰할 수 있었다.약

2주 후 Eh값이 최 약 -300mV이하까지 감소하 다.

나.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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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 황산염환원미생물인 바쿨라텀을 배양하여 KURT 지하수에 주입하

고 Eh변화량을 찰하 다(그림 3.9.2).바쿨라텀 미생물이 지하수와 반응하 을

때,지하수의 Eh값은 반응기간 동안 계속 으로 감소하 으며 약 8일이 경과하는

시 에서 -300mV 이하까지 떨어졌다.특히, 자수용체로 Fe-sulfate가 주입되었

을 때,지하수의 Eh값은 더욱 감소하여 약 -500mV 정도까지 감소하 다.이 과

정에서 맥키나와이트(FeS)라는 황화 물이 만들어지고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

다.

그림 3.9.2.황산염환원 미생물 주입에 의한 KURT지하수의 산화/환원 변화.

2.A-KRS용기부식에 있어서 SRB미생물의 향

구리용기재료 부식에 한 미생물 향을 알아보기 해 A-KRS처분용기의

구리코 재료를 상으로 SRB에 의한 부식 향을 살펴보았다.본 실험을 해 사

용된 미생물인 디설 리칸스 SRB는 물 속의 황산염을 환원하여 에 지를 얻는 미

생물이다.실험조건으로는 NaHCO3 1mM의 수용액을 만들고 자공여체로 젖산

(lactate)10mM을 넣어주고 자수용체로 Fe-sulfate1mM을 주입하 다.그리고,

미리 배양된 디설 리칸스 액상 1mL를 주사기로 주입하 다.비교실험을 해

의 조건 로 비하고 미생물만 넣지 않은 serum 병을 따로 비하 다.이 게

비된 serum 병들을 교반기에 넣고 120rpm으로 흔들어 주고 온도는 30°C로 맞추

었다.필요한 시기마다 주사기를 이용하여 용액을 채수하고 ICP-MS로 Cu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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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실험이 끝난 후 용기재료를 serum 병에서 꺼내어 glovebox에서 건조

한 후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표면을 찰하고 표면의 성분 등을 분석하 다.

그림 3.9.3.SRB미생물에 의한 구리용기재료 부식.

구리용기재료의 경우 미생물이 있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그림 3.9.3).특히,실험 시작 후 8일이 지났을 때,구리용기재료의 표면이 검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하 을 뿐만 아니라 용액의 색도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하

다.이러한 상은 물속의 sulfate가 sulfide로 환원되면서 황화성분이 속재료의

구리와 강한 화학 결합을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즉,미생물 구리황화

물이 용기표면과 액상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수용액이 검게 변하는 이유는

부식 반응과정에서 용출되어 나온 구리이온들이 황화이온들과 결합하여 구리황화

물 입자들이 형성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하지만,미생물이 없는 경우에는 용

존 sulfate의 sulfide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구리의 황화 물화 과정이 생략되고 검

은색의 황화 물 혹은 입자들의 형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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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미경으로 찰한 구리용기재료의 표면은 미생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에 큰 차이가 있었다.미생물이 없는 경우에는 용기의 부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

고 용기표면에 황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하지만,SRB 미생물이 존재하는

경우 구리재료의 표면이 심하게 용해되거나 부식되었고 표면이 마이크로 크기의 입

자들로 피복되어 있었다.화학분석 결과 표면의 입자들은 물 속의 황과 표면의 구

리가 결합하여 형성된 황화구리 물들인 것으로 명되었다. 찰된 부식 입자들

은 다량의 황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용기의 부식이 차

심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하 다.

3.결과 요약

KURT 지하미생물들이 지하수의 산화/환원 변화에 깊게 연 되어 있음이

본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특히,황산염환원미생물에 의해 KURT 지하수의 Eh가

-500mV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이러한 미생물들의 자 이동

속이온 산화/환원 과정은 처분용기의 부식과 한 련성이 있다.미생물 부

식실험 결과에 의하면 구리용기재료도 SRB미생물에 의해 8일 만에 부식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즉,물 속의 sulfate 용존철의 농도가 상당히 높다면

SRB 미생물에 의한 구리용기의 부식도 쉽게 가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 다.이는

지하수의 sulfate가 sulfide로 환원되면서 용기의 구리성분과 결합하여 Cu2S와 같은

황화구리 물질로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실험 결과를 토 로 향후 고 폐기물 처분용기의 주재료가 될 주철과 구리

에 한 미생물과의 장기 반응 실험을 수행할 계획을 마련하고자 한다.특히,부식

이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구리용기에 해 KURT지하심부 조건에서 생존

하고 있는 속환원미생물에 의한 장기 부식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해

차기 연구단계에서는 공학 방벽 성능향상 기술개발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실내 실

험 뿐만 아니라 장 실험을 병행하여 용기의 생지화학 안정성을 테스트하며,미

생물과 용기와의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부식 가스의 특성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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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핵종/미생물 복합 이동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심지층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핵종들에 한 거동 특성에서

지하 매질로의 흡착은 안 성 평가 측면에서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3.10.1].지

하수의 화학 특성뿐만 아니라,지하수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핵종의 거동성을 변

화시킬 수 있는데,생물학 형변형에 따른 침 등이 한 가 된다[3.10.,2].이와

반 로,미생물은 핵종에 한 다른 흡착 매질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3.10.3].

따라서,균열암반에서 미생물은 콜로이드 특성에 의해 핵종 거동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생물막 특성에 의해 거동을 지연시킬 수도 있으며,이러한 상반된 향에는

핵종의 생물학 형변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 균열 암반매질에서 미생물이 핵종 거동에 미치는 향을 조

사하기 하여 실험실에서 수행된 회분식 실험들과 컬럼 실험들의 실험 방법 지

까지 도출된 실험 결과들에 해서 정리하 다. 한,컬럼 실험 결과를 통해 새

롭게 자체 개발된 수치모델을 검증하고 평가하 다.

2.핵종-미생물-화강암 상호 복합반응

핵종,미생물,화강암의 세 가지 상들간 흡착 기작과 핵종을 자 수용체로 하

는 미생물의 산화/환원반응만을 고려하여 핵종-미생물-화강암 상호 복합반응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그림 3.10.1에서 기 미생물의 성장은 화강암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약 1.54배 보다 증가하여 약 1.72배에 달하 다.이는 화강암이 존재함

으로써 화강암에 흡착되는 미생물에 의해 화강암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보다 미생

물 량이 어들 것이라는 측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 다.본 실험에서 사용된 분

쇄 화강암은 증류수와 실험 음 분해(sonication)처리를 통해 세척이 되었지

만,화강암 표면에 미량 무기물질(tracemineral)들이 완 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힘

들다.이러한 잔류 미량 무기물질들이 미생물의 성장을 진시켜 측과 달리 그림

3.10.1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619-

그림 3.10.1.화강암이 존재할 때,용액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좌)과 우라늄(우)의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용존 우라늄의 농도는 화강암과 미생물 각각의 단독 반응에서와 달리 약 1일간은

큰 변화가 없다가 그 이후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7일 이내에 평형상태에 도

달하지 않았다.이를 선형 동역학 흡착모델로 해석한 결과,우라늄의 흡착속도는

약 0.018/day 는 6.57/yr로 계산되었다.이 게 계산된 우라늄 흡착은 용액상의

미생물과 화강암뿐만 아니라 미생물로부터 분비된 EPS와 화강암에 흡착된 미생물

로의 흡착을 포함한다.본 실험에서의 계속 인 용존 우라늄 농도의 감소는 화강암

는 화강암에 흡착된 미생물로의 흡착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콜로이드로써 미생물의 향

실험실 규모의 암석코어를 이용한 컬럼 이동실험을 통해 암반 균열에서 미생물

콜로이드가 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에 해서 조사하 다.그림 3.10.2에서 우라늄

단독이동과 우라늄-미생물 복합이동에 한 과곡선을 이 실험에서 얻은 추 자

에 한 그것과 비교하 다.그 결과,정 에 도달하는 시간이 세 경우 모두 약 18

분으로 동일하 다.이는 우라늄과 균열 암석 표면과의 상호작용( ,흡착)이 무시

할 정도로 일어나,추 자와 비슷하게 이동하 음을 의미한다. 한,미생물 콜로이

드에 의한 우라늄 이동의 가속화도 확인할 수 없었다.일반 으로,균열내에서 콜로

이드의 이동속도는 비반응성 추 자의 속도로 표되는 유체의 흐름속도보다 빠르

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0.4].이러한 콜로이드의 속도증가는 입자의 크

기와 불규칙한 균열 표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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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가 불균질한 균열을 통해 흐를 때,균열내 유체가 흐르지 않고 정지되어 있

거나 와류가 발생하는 구역이 발생한다.일반 으로,본 연구에서 비반응성 추 자

로 사용한 bromide와 같은 용질은 유체 속도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불균질 균열에서는 균열내의 비이동성 구역으로의 확산에 의해서 실제

유체의 흐름 속도보다 느리게 과가 일어날 것이다.반면에,콜로이드 입자에 가해

지는 표류력(driftforce)에 의해 유체의 흐름 궤 에서도 균열 표면으로부터 일

정거리 떨어진 구역에서만 흐르는 콜로이드는 실제 유체의 흐름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다.하지만,상 으로 균질하고 수평방향의 균열에서는 이러한 용질

이동속도의 감소와 콜로이드 이동속도의 증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따라서 본

실험 조건과 같이 인공 으로 평평하게 잘려진 수평방향의 균열 암석코어에서는 미

생물 콜로이드에 의한 우라늄의 이동속도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단지,각 조건별 정 에서 우라늄 농도 차이와 표 3.10.1의 우라늄 회수율의 차이를

볼 때,균열내 미생물 콜로이드의 필터 효과등에 의해 미생물에 흡착된 우라늄이

균열내에 고정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0.2.칼럼 실험에서 조건별

우라늄과 추 자(bromide)의 과곡선.

조건
우라늄

회수율

우라늄 단독이동 94.8%

우라늄-미생물

복합이동
89.5%

표 3.10.1.조건별 우라늄 회수율

4.생물막으로써 미생물의 향

화강암 쿠폰을 이용한 장기 회분식 실험을 통해 화강암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

에 우라늄이 흡착되는 정도를 조사하여 생물막에 의한 핵종 이동 감 가능성을 확

인하 다.그 결과 용존 우라늄의 농도 감소는 모든 경우에서 반응 기 6시간 이

내에 부분 나타났다.이는 미생물 콜로이드에 한 우라늄 흡착 특성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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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한 결과로써,생물막으로의 우라늄 흡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처

분장과 같이 핵종의 장기 이동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 흡착 기작을 선형 동

역학 흡착모델이 아닌 선형 평형 흡착모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5.단일 균열암반에서 핵종/미생물 복합이동 수치모델 개발

균열암반에서 핵종과 미생물의 복합반응을 고려한 이동 상을 재연하기 해서

그림 3.10.3과 같은 상들을 모델 개발에서 고려하 다.암반 균열에서 1차원 이류

-분산 방정식(advection-dispersionequation)에 미생물의 동역학 (kinetic)반응들

을 더해 미생물의 이동 지배방정식을 정의하 다.암반 균열에서만 이동하는 미생

물과 달리,균열에 존재하는 미생물과의 반응과 암반공극으로 확산을 고려하여 핵

종(용질)이동 지배방정식을 정의하 다.암반 균열에서 이동하는 미생물 표면에 흡

착된 핵종은 미생물 이류-분산 특성에 따라 이동하게 되고,핵종이 흡착된 미생물

신진 사에 이용됨을 가정하여,미생물에 의한 핵종 shuttling 향을 고려하 다.

동역학 인 반응식들을 포함하는 균열 암반에서 핵종과 미생물 이동 지배방정식

은 그 미분방정식의 비선형성에 의해서 수학 으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

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용한 수치해석 방법은 Operator Splitting

Method(OSM)로[3.10.6]미생물 용질 이류-분산 방정식을 미생물 용질 동역

학 반응식들과 별개로 계산함으로써 모델의 계산 효율(속도)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림 3.10.3.균열암반에서 핵종과

미생물의 상호반응을 모사한 개념 모델.

그림 3.10.4.유량에 따른 추 자의

과곡선 모델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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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0.5.미생물 주입(spike)농도와 암반 균열의 유출부에서 미생물 각 용질

농도의 시간 분포.(A)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 고려 않음,(B)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 고려.

그림 3.10.5는 미생물 주입 농도와 암반 균열의 유출부에서 미생물 각 용질의

농도분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으로 암반 균열 표면에 생물막 형성을 고려하

지 않았을 경우(A)와 고려하 을 경우(B)를 비교하 다.두 경우 모두 유출부에서

용질의 시간 농도분포는 유사한 경향을 보 다.단지,생물막을 고려함으로써

반 인 용질의 농도가 약 40-50% 감소하 다.이는 암반 균열 표면에 형성된 생물

막이 용질의 다른 흡착 매질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용질을 이용한 신진 사를

함으로써 uranylion등의 용질 이동성을 해하 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생물막

의 농도분포는 유입부에서 상 으로 높고 유출부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이는 유입부로 유입되는 용질의 상당 부분이 유입부쪽의 생물막에 의해

서 소모되거나 흡착되어 유출부쪽으로 이동하는 용질의 양이 상 으로 작아지는

부익부빈익빈 상에 의한 결과로 추정되었다.그리고,생물막에 흡착된 용질의 양

한 생물막의 농도에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심부 지하 균열암반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의 거동 특성에 미생물이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한 다각 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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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연구를 수행하 다.

첫째로,핵종,미생물,화강암의 세 가지 상들간 흡착 기작과 핵종을 자 수용체

로 하는 미생물의 산화/환원반응만을 고려하여 핵종-미생물-화강암 상호 복합반응

에 한 회분식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여기서, 의 세가지 상이 동시에 존재하

을 때 미생물의 성장률과 함께 우라늄의 고정화도 더욱 증가함을 확인하 다.이

는 미생물 성장에 필요한 미량 무기물질들이 풍부한 지하 매질에서 미생물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이 실험실에서 미생물과 핵종만의 제한된 조건에서의 그것보다

더 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로,자체 제작된 인공균열 암석 코어를 이용한 컬럼 실험을 통해 암반 균열

에서 미생물 콜로이드가 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에 하여 조사하 다.하지만,

상과 달리 콜로이드로써 미생물이 핵종 거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컬럼

실험에서 미생물 콜로이드에 의한 핵종 거동의 가속화는 나타나지 않았다.오히려,

미생물 콜로이드의 균열 내부 필터에 의해 미생물 표면에 흡착된 핵종의 고정화가

일부 확인 되었다.

셋째로,화강암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에 우라늄이 흡착되는 정도를 조사하여 생

물막에 의한 핵종 이동 감 가능성을 확인하 다.그 결과,생물막 배양기간에 따

라 흡착된 우라늄의 양이 증가됨을 확인 하 다.이러한 생물막 성장에 따른 우라

늄 흡착능의 증가는 심지층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안 성 측면에

서 암반 균열 표면의 생물막을 이용한 핵종의 고정화 가능성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단일 균열 암반에서 미생물이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한 수치모델을 새롭게 자체 개발하 다.모델 검증을 한 해석해와의 비교에서

r2이 0.99이상으로 나타났고,컬럼 실험값과의 비교에서 r2이 0.95이상이고 RMSE가

0.02이하로 나타나 모델의 정확성이 입증되었다.모델링 결과,핵종 이동에 한 미

생물의 향은 미생물의 농도가 낮을 경우에는 shuttling효과에 의해 핵종의 이동

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고,미생물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산화/환원반응에

의한 핵종의 산화상태 변화와 이에 따른 흡착 침 의 증가로 인해 shuttling효

과가 두드러지지 못하고 핵종의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한,암반 균

열 표면에 생물막 형성은 반 인 용질(핵종)의 이동성을 약 40-5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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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지하연구시설(KURT)에서 핵종 이동 지연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국내에서 핵종이동 지연 상을 규명하기 하여 실험실규모의 다양한 연구

가 수행되어져 왔다[3.11.1,3.11.2].그러나,실험실규모의 실험은 장규모의 실제

지하환경과 동일한 조건에 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3.11.3].본 연구에서는

KURT의 결정질 암반에서 용질의 이동 지연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장 용질

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장 실험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면을 확보

하기 하여 시험공 시추 시험공 단열 특성을 평가하 으며, 장 용질이동 시

험장치를 설계 설치하 다. 한 장 용질이동 실험을 하여 비수착성 수

착성 추 자를 이용하 으며,실험결과를 평가하기 하여 용질이동 모델을 개발하

고 검증하 다.

2. 장 용질이동 시스템 설치 운

심부 지하환경에서 모의핵종의 이동 지연 상에 한 장 실증을 한 목

으로 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제작하 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주입부,회수

부,그리고,데이터 처리부로 구성하 다.주입부는 주입 시험공의 압력을 모니터링

하고,모의핵종을 주입하도록 설계하 다.회수부는 주입한 추 자를 포함하는 지하

수를 일정 시간동안 일정 유량으로 회수하며 분석용 시료를 확보하기 하여 시료

분취기 추 자 농도 분석기 등으로 구성하 다. 한 회수부에서는 암반 단열

유동 지하수의 물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하여 지하수의 산화환원 ,pH,용

존산소, 기 도도,온도 등을 측정 기록하도록 설계하 다(그림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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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장 용질이동 시스템 개요도(좌) 장 설치 장면(우).

3. 장 용질이동 실험

가.시험공 시추 균열특성 악

KURT 장 용질이동 실험을 하여 실험에 한 지하수 유동이 측된

지역에 총 5개의 시험공을 총 2회에 걸쳐 시추구경 76mm의 규격으로 시추하 으

며 지하수 유동 가능성을 확인하기 하여 시추과정에 수압시험을 병행하 다.기

반암의 불연속면 특성들을 악하기 하여 지하수 유동이 확인된 시추공(YH 3,

YH 3-1,YH 3-2)에 하여 상촬 을 실시하 다.YH 3-2시추공은 YH 3 는

YH 3-1시추공 보다 단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3.01,

8.51,9.27,9.86,그리고,10.08m 지 에서 간극 2∼4mm의 쇄 리가 찰되었으

며,단열 유동 지하수 유량이 충분하여 장 실험에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11.2).YH 3시추공은 단열면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다른 두 시추공과의 연

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반면에 YH 3-1과 YH 3-2시추공의 단열면이 상

호 연 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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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11.2.시추공 상촬 결과 :(a)YH3,깊이 6.00-8.00m,(b)YH3-2,

깊이 9.00-11.00m,(c)YH3-1,깊이 8.50-10.50m.

나. 상 시험공 단열 선정

YH 3,YH 3-1,그리고,YH 3-2시추공에서 장 용질이동 실험에 합한

상호 연결된 단열을 찾기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 다.수리시험 결과 YH 3-1

시험공의 깊이 9.32m의 단열과 YH3-2시험공의 깊이 9.86,10.08m의 단열이 상

호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이 단열들을 장 용질이동 실험에 한 상 단

열로 선정하 다.수리시험 결과 YH3-1시험공의 깊이 9.0∼9.6m 구간의 투수계수

는 1.46×10
-5
m
2
/sec,수리 도도는 1.17×10

-5
m/sec로 측정되었으며,YH3-2시험공

의 깊이 9.6∼10.2m 구간의 투수계수는 4.9×10
-6
m
2
/se,수리 도도는 2.7×10

-6

m/sec로 측정되었다.

다. 장 용질이동 실험

YH 3-1을 주입공으로 하고 YH 3-2를 회수공으로 하여 염료 음이온 등

의 비수착성 용질과 수착성 용질을 추 자로 이용한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자세한 시험조건 방법에 하여 표 3.11.1에 나타내었다.에오신,우라닌,그

리고, 롬화합물 등의 비수착성 용질을 추 자로 이용한 장 이동 실험을 수행하 을

때,이들 추 자는 단열면과 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유출이 확인되었으

며, 회수율은 10～45%의 범 로 확인되었다(그림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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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착성 용질이동 실험을 하여 산화수가 (+1)∼(+4)인 핵종들을 추 자로 사용

하 다.+1가 핵종으로 루비듐(Rb+),+2가 핵종으로 니 (Ni2+),그리고,+3,+4가 핵

종들로 사마리움(Sm3+)과 지르코늄(Zr4+)을 각각 사용하 다.각각의 추 자를 2,000

ppm의 기농도로 혼합하여 20mL/min의 유량으로 30분간 주입하 으며,1,500

mL/min의 유량으로 회수하 다.회수공에서 수착성 용질은 루비듐을 제외하고 검

출되지 않았다.루비듐의 경우,주입 후 약 3시간 후에 기농도에 한 유출농도비

(C/C0)의 최고값이 1.7×10-6으로 나타났다.루비듐의 경우 비수착성 용질의 최고농도

유출시간이 1.7∼1.8시간인데 비해 유출속도가 약 2배 정도 길게 나타났으며,니 ,

사마리움,그리고,지르코늄 등의 다가핵종들은 유출부에서 검출한계 이하로 확인되

었는데,이는 부분의 수착성 핵종들이 용질이동 실험 구간의 단열충 물과 반

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항목 설정 비고

주입공 YH3-1 9.32m

회수공 YH3-2 9.86m,10.08m

추 자
비수착성 Sodium Fluorescein(Uranine),EosinB,KBr

수착성 Rb,Sm,Zr,Ni

주입유량 20mL/min 주입시간:20∼40min

회수유량 1,300∼1,500mL/min 회수시간 :25시간∼60일

표 3.11.1. 장 용질이동 실험 조건

(a) (b)

그림.3.11.3.EosinB(a)와 Fluoresceinsodium(b)을 추 자로 한 장 용질이동

실험 과곡선 회수율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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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과 요약

KURT의 결정질 암반에서 용질의 이동 지연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장 실험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면을

확보하기 하여 시험공 시추 시험공 단열 특성을 평가하 으며, 장 용질이동

시험장치를 설계 설치하 다. 한 비수착성 수착성 추 자를 이용하여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 심부 지하환경에서 모의 핵종의 이동 지연 상에 한 장 실증을 한

목 으로 장 용질이동 시스템을 제작하 다. 장 용질이동 시스템은 주입

부,회수부,그리고,데이터 처리부로 구성하 다.

� 장 용질이동 실험 수행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로 연결된 시험

공을 확보하기 하여 시험공을 시추하 다.KURT 우측모듈 2공 막장부

에 3공 등 총 5공의 시험공을 시추하 으며,수압시험과 시추공 상촬 등을

통하여 시추공의 단열특성을 악하 다.

� 장 용질이동 실험 상 단열을 선정하기 하여 상호 연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YH 3,YH 3-1,그리고,YH 3-2시험공에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

으 며,YH 3-1시추공의 9.32m 깊이에 분포하는 단열과 YH 3-2시추공의

9.86m,10.08m 깊이에 분포하는 단열을 실험 상 구간으로 선정하 다.수

리시험 결과 YH3-1시험공의 깊이 9.0∼9.6m 구간의 투수계수는 1.46×10-5

m2/sec,수리 도도는 1.17×10-5m/sec로 측정되었으며,YH3-2시험공의 깊이

9.6∼10.2m 구간의 투수계수는 4.9×10-6m2/se,수리 도도는 2.7×10-6m/sec

로 측정되었다.

� 우라닌,에오신, 롬화합물 등의 비수착성 용질과 루비듐,니 ,사마리움,지

르코늄 등의 수착성 용질을 이용한 장 용질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단열 충

물과의 반응이 거의 없는 비수착성 용질의 경우,추 자 주입 후 2시간 이

내에 유출이 시작되었다.한편 수착성용질은 루비듐의 경우 3시간 후에 유출이

시작되었으며,니 ,사마리움,지르코늄 등의 다가 수착성 핵종들은 유출이 확

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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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KURT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규명

1.연구 개요

1980년 반 이후,지하매질을 통한 핵종이동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콜로이드와 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를 들면 방사성 콜로이드

의 발생,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이들 콜로이드의 방사성 핵종에 한 수착 특

성,콜로이드의 이동 특성 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3.12.1-3.12.4].하지만 그 요성이 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실제 처분장 안 성 평가에는 이런 내용이 여 히 극 으로 반 되

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고 폐기물 처분장 안 성 평가에서 콜로이드의 역할과 향을 평가하기 해

서는 가장 먼 콜로이드의 종류,크기,농도,조성 등과 같은 물리화학 기 특성

을 규명하여야 한다.특히 처분장 환경에서 이동하는 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

의 특성은 핵종과 결합하여 이동하는 의사콜로이드의 선원항으로 작용하므로 매우

요한 정보이다.해외에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심부지하

에 존재하는 자연콜로이드에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으나[3.12.5 -

3.12.9],국내에서는 소수의 연구결과들만 제시되었을 뿐 아직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가 없다[3.12.10-3.12.12].

본 연구에서는 KURT의 고심도 다 패커(multi-packer)가 설치된 시추공(DB-1)

을 이용하여 심도별로 지하수를 채취하고,지하수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기 특성

을 규명하고자 하 다. 한 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분석은 매우 민감하고 정교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만큼,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신뢰성을 높 을 뿐만 아니라,이동형 이 유도 괴검출 (LIBD,Laser-Induced

BreakdownDetection)장치와 같은 첨단의 분석방법을 자체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

하 다.본 연구의 결과들은 처분안 성 평가에서 콜로이드의 이동 향을 평가하

거나 KURT 장에서 콜로이드 이동 실험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되었다.아울

러 KURT 지하수 콜로이드에 한 측정결과를 스웨덴,스 스,캐나다 등의 타국

연구결과들과 비교·분석하 다.

2.KURT지하수 채취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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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KURT 내부에 설치된 DB-1시추공의 지하수를 상으로 지하

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규명하 다.DB-1시추공의 다 패커는 심도에 따라 총 8개

의 구간(I1:3-41m,I2:42-60m,I3:92-115m,I4:116-199m,I5:200-

229m,I6:230-246m,I7:247-300m,I8:301-500m)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수 있다.이러한 구간은 지하수 유동이 존재하는 단열들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지하수 채취는 장에서 공기와 하지 않도록 지하수 채취 용 용기를 사용

하 다.용기에는 99.999%의 질소를 채워서 공기와의 을 방지하고 지하수 용존

이온들의 화학 변화를 최소화하 다.유량이 무 높을 경우 지하수 채취 시에

콜로이드 이외에 다른 입자성 물질들이 함께 유출되기 때문에 지하수 채취 유량은

약 400mL/min정도로 유지하 다.

일반 으로 지하수에 존재하는 자연 콜로이드의 농도는 수십에서 수백 ppb정도

의 농도를 가지므로 보편 으로 사용되는 자상 분 학 (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PCS),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EM

(TransmissionElectronMicroscopy)등의 방법으로 콜로이드의 특성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보다 정확한 콜로이드의 기 특성 분석을 해서는 지하수에 존

재하는 콜로이드를 농축하여 농도를 높여야 한다.

지하수 콜로이드를 농축에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은 선흐름 한외여과(TFUF,

TangentialFlow UltraFiltration)방법이다[3.12.9,3.12.10].한외필터의 기공크기는

10,000NMWL(NominalMolecularWeightLimited)로 약 2nm 정도의 크기이다.

따라서 부분의 콜로이드들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순수한 지하수만 필터를 통

과하게 되며,콜로이드들이 계속 반복하여 순환하면서 농축되게 된다.농축을 수행

하기 에 모든 지하수는 450nm 필터(Millipak40,Millipore)로 입자성 물질들을

처리하 다.TFUF는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공기와의 을

최소화하기 해 질소로 충 된 로버박스 내에서 수행되었다.

3.KURT지하수 콜로이드 기 특성 분석

채취한 지하수 콜로이드를 농축하여 그 기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을 그림

3.12.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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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지하수 콜로이드의 기 특성 분석 차도.

지하수의 조성을 분석하기 하여 먼 콜로이드 농축 에 채취한 지하수와 농

축한 후의 지하수 조성을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scopy)로 원소 분석하 다.CF를 반 한 ICP-MS를 이용한 지하수 콜로이

드의 조성 분석 결과,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는 약 20ppb정도이며 주요 구성원

소는 Ca(13.5ppb),K (0.1ppb),Mg(3.4ppb),Na(1.8ppb),Si(1.7ppb)등 이

었다.

TEM EDS(Energy-dispersiveX-raySpectroscopy)를 활용하여 TFUF장치

로 농축한 I4,I5,I6,I7구간에 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크기분포 조성의

간 인 확인이 가능하 다.그림 3.12.2에 보 듯이,콜로이드들이 주로 약 100

n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나 약 5nm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의 콜로이드들도

존재함을 확인하 다.콜로이드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갖으며 결정성 비

결정성 콜로이드가 공존함을 확인하 다.더불어 결정성 콜로이드의 경우 도메인

크기가 약 5-10nm 이고 이들이 구성물(composite)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EDS측정결과 주요 구성 원소는 Al,Si,P,S,Ca,Fe등 이었고 ICP-MS분석 결

과와 유사하 다.

TFUF 장치로 농축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는 2- 4ppm 정도이며(이동형

LIBD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 농도는 PCS기술을 용하기에 합하다.그림

3.12.3에 각 지하수 시료를 PCS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보 다.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는 50nm에서 400nm에 걸쳐 분포되어있고,50-100nm의 크기를 갖는 콜로

이드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CS결과에 따른 지하수 콜로이드의

평균 크기는 KURT시추공 심도 구간에 큰 향없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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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TEM으로 촬 한 KURT지하수 콜로이드:(a)5nm 크기의 아주 작은

콜로이드들,(b)약 100nm 크기의 콜로이드들(빨간색 원은 EDS분석 지 ),(c)

(d)지하수 (I5)콜로이드의 형태,(e)결정성 콜로이드의 분포양상,(f)형성된

구성물의 형태,(g)EDS분석결과:Al(9.8Atomic%),Si(37.5%),P(30%),S(5.9%),

Ca(13.6%),Fe(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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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농축된 KURT DB-01시추공의 심도 116-199m

(4C),200-229m (5C),230-246m (6C),247-300m (7C)

구간의 지하수 콜로이드에 한 자상 분 학(PCS,Photon

CorrelationSpectroscopy)분석 결과.

4.LIBD를 이용한 KURT지하수 콜로이드 특성 분석

LIBD는 수 나노입자(즉,콜로이드)의 특성 농도와 크기에 한 정보를 제

공한다.콜로이드 입자의 농도와 크기에 한 LIBD의 측정범 는 농도가 1ng/L

(ppt)부터 수 mg/L(ppm)까지,크기가 10-1000nm 이다.이는 보편 인 비 괴

콜로이드 입자 분석방법인 PCS기술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크기 낮은 농도

의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 다.한 로,약 20nm 정도의 직경을 가진 입자에

한 LIBD의 민감도는 PCS에 비해 약 백만 배 이상 뛰어나다[3.12.13].

본 연구에서는 지하연구시설 등의 장에서 지하수 콜로이드의 on-line분석이

가능한 이동형 LIBD(mobile-LIBD)장치를 개발 제작하 고,그 성능 확인을

한 기 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3.12.4은 타과제(악티나이드 화학종 규명연구)의

지원과 력으로 구축된 이동형 LIBD장치의 모습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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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이동형 LIBD장치.

다른 분석방법들과 상호보완 결과 도출을 해 농축된 지하수 LIBD 분석

상 최 화된 농도의 콜로이드에 한 BDP(BreakdownProbability)를 측정하 고

S-곡선을 산출하 다.한 로 지하수 (I5)의 경우,0.4mJ에서 100배,10배,0배 농

축액의 BDP가 각각 60%,20%,5% 이었다.농축된 경우 지하수 (I5)와 (I7)이 지하

수 (I6)에 비해 상 으로 콜로이드의 농도가 높음을 확인하 다.더불어 농도 산

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농도를 표 콜로이드의 농도 검증 S-curve에 최 화하고

(그림 3.12.5참조)산출한 농도를 표 3.12.1에 정리하 다.KURT 지하수에 존재하

는 50-100nm 크기를 갖는 콜로이드가 다수라 가정하면,이동형 LIBD를 이용하

여 측정한 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는 지하수 (I4)는 40ppb,(I5)는 20ppb,(I6)은

20ppb,(I7)은 40ppb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12.1.표 콜로이드의 S-curve를 이용한 KURT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

크기
지하수 (I4)

농도 (ppb)

지하수 (I5)

농도 (ppb)

지하수 (I6)

농도 (ppb)

지하수 (I7)

농도 (ppb)

50nm 20-40 4-20 10-20 20-40

100nm 40-80 20-40 20-40 40-80

200nm n.a. n.a.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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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a)50nm,(b)100nm,(c)200nm 크기의 폴리스티 표

콜로이드 입자의 S-Curve를 이용한 농축된 KURT지하수 콜로이드의 농도 산출.

4C/40,5C/20,7C/40는 5배 농축된 지하수,6C/10는 10배 농축된 지하수를

나타낸다.(d)표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에 따른 유효 거리 (EFL,Effective

FocalLength)측정 검증선 산출.

KURT 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를 유추하기 해 각 지하수 시료의 유효 거

리를 측정하고 각각의 크기를 산출하 다(그림 3.12.5d,표 3.12.4참조).유효촛 거

리(EFL,EffectiveFocalLength)는 학 상길이(opticalimagelength)에 발생한

95% 열사건에 한 길이로 정의된다.EFL 측정시 지하수 콜로이드의 BDP가

30% 정도일 때의 값을 취하 으며,이동형 LIBD 장치의 조건과 지하수의 농도가

조화를 이루는 에 지값(즉,~0.4mJ과 ~0.6mJ)에서 측정하 다.

지하수 (I4),(I5),(I6),(I7)에 존재하는 콜로이드의 측정된 EFL의 평균을 통해 산

출된 콜로이드의 평균 크기는 각각 68±35,72±29,76±10,126±28nm이었

다.평균 EFL은 에 지 0.4mJ에서 243.6±186.2,249.5±169.0,253.8±80.1,

298.0±165.7μm인 반면,에 지 0.6mJ에선 353.7±295.0,359.7±277.4,364.1±

186.4,409.3±274.0μm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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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과 요약

지 까지 KURT DB-1시추공에서 심도별로 채취한 지하수를 상으로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분석하 다.지하수 콜로이드의 조성,크기,농도와 같은 기

특성 분석을 하여 채취한 지하수를 선 흐름 한외여과 방법을 이용하여 농축하

다.농축한 지하수를 이용하여,ICP-MS,TEM/EDS,PCS,LIBD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KURT지하수 콜로이드의 기 특성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 검증하

다.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KURT 지하수 콜로이드는 주로

aluminosilicate계열의 토 물,calcite 물, 속 산화물 유기물로 존재하며,

크기는 주로 50-200nm (일부는 5nm 정도의 작은 크기로도 존재),농도는 약

20-40ppb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2참조).PCS측정 결과에

따른 지하수 콜로이드의 평균 크기는 KURT 시추공 심도 구간에 큰 향 없이 비

슷한 값을 나타내며,이동형 LIBD 결과에 비해 상 으로 큼이 확인되었다.이는

LIBD 측정이 보다 작은 콜로이드에 더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아울러

KURT 측정결과를 외국 타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표 3.12.3에 나타내었으며,

체 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로는 아직도 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을 정확하고,신뢰성 있게 분석

할 수 있는 분석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이러한 분석기술의 발 이 더 있어

야 할 것이다.본 연구의 결과들은 처분안 성 평가에서 콜로이드의 이동 향을

평가하거나 KURT 장에서 콜로이드 이동실험에 필요한 기 자87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표 3.12.2.KURT지하수 콜로이드의 크기 농도 측정 결과 비교

Groundwater

(depth)

Size(nm) Concentration(ppb)

TEM PCS LIBD ICP-MS LIBD

I4

(115.7~198.7m)

50-200

259.8 68 analyzing 40

I5

(199.7~228.7m)
255.0 72 analyzing 20

I6

(229.7~245.7m)
248.9 76 20.5 20

I7

(246.7~299.7)
241.9 126 analyzing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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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3.지하수 콜로이드의 특성 비교

Sampling
site

Concentration
(ppb)

Size
(nm) Composition pH

Depth
(m)

Sweden

Non-saline

Saline

43±43

20±20
50~500

clay,silica

Fe(OH)3

8.0

7.9

275

500

Switzerland

Leuggern

Zurzach

20

10
10~1000 illite,silica

7.9

8.0

1650

500

Canada 300±300 5~1000
clay,organic

calcite
~8.0 500

Canada
1)

~264 1~450

organics

carbonates

aluminosilicates

~7.0 240

Korea

Yuseong2)
~200 400

aluminosilicates

Fe-oxides

calcite

~9.9 450

Korea

KURT
20 50-100

aluminosilicates

organics

Fe-oxides

calcite

8.5 240

1)CarriedoutjointlybyKAERIandAECL

2)CarriedoutjointlybyKAERIandINE

제 13 KURT에서 콜로이드 이동특성규명 이동모델 검증

1.연구 개요

심부 지하환경에서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은 지하수 흐름을 따라 이온형태,콜로

이드 는 복합체 형성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동할 수 있다.특히,방사성 콜로이드

의 형성이나 자연 으로 생성된 음으로 하 된 콜로이드성 물질에 한 방사성 핵

종의 수착 등의 상은 심부 지하환경에서 핵종들의 이동성을 증 시킬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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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3.13.1,3.13.2].

본 연구에서는 KURT에서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을 해 KURT 장에 실험

장치를 구축하고,비수착성 용질과 콜로이드를 추 자로 하여 암반 암반단열을 통

한 콜로이드 이동 상을 규명하고자 하 다.이를 하여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를 설계 설치하고 암반단열에서 콜로이드 이동 장 실험을 수행하고 콜로

이드 이동 모델을 개발 검증하 다.

2.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는 비수착성 염료 다양한 크기의 콜로이드를

추 자로 주입 회수하도록 구성하 다.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장치는 주입부,

회수부,그리고,콜로이드 측정부로 구성하 다.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장치의 각

각의 구성부의 사양을 표 3.13.1에 나타내었다.

구성부 구성요소 용 도

주입부

추 자 지하수 장용기 추 자 지하수 장

주입펌 추 자 주입

수 센서 실시간 지하수 기록

가스 분배시스템 패커 가스 주입 가스압 유지

회수부

수 센서 실시간 지하수 기록

지하수 유량 조 유닛 유출 지하수 유량 조

지하수 모니터링 유닛 실시간 지하수 물성 감시

회수펌 추 자 지하수 흡입․토출

시료 분취기 분석용 시료 분취

콜로이드

측정부

컴퓨터 측정 데이터 기록․처리

LIBD* 실시간 콜로이드 측정

표 3.13.1.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의 각 구성부 구성요소

3.시험공 시추 단열특성 악

시험공 시추를 하여 회 수세식(Rotarywashtype)시추기를 사용하여 시추

구경 Φ =76mm의 규격으로 시추하 다.시추공 상촬 육안 찰을 통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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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면과 과 충 물 등의 악을 통하여 시추공의 단열 특성을 확인하 다(그림

3.13.1,3.13.2).

그림 3.13.1.시험공 조사결과 모식도 (0.0～10.0m).

그림 3.13.2.시험공 조사결과 모식도 (10.0～20.0m).

4.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NYH를 시험공으로 하여 수 변화를 유발하 을 때,4.5～9.3,9.3～14.0,14.0～

18.7m의 시험공 구간에 하여 측공인 YH3-1 YH3-2에는 아주 미세한 반

응만 있을 뿐,상 성을 보일 정도의 수 변화는 찰되지 않았다.따라서 장 용

질이동 시험에 사용하 던 YH3-1,9.32m 깊이의 단열과 YH3-2,9.86 10.08m

깊이의 단열을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구간으로 선정하 다.

YH3-2를 주입공으로 하고 YH3-1을 회수공으로 하여 우라닌(fluoresceinsodium,

uranine) 평균입경이 각각 0.34와 1.0μm인 비반응성 라텍스 콜로이드를 혼합 추

자로 이용한 장 콜로이드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의

자세한 시험조건 방법에 하여 표 3.13.2에 나타내었다. 장 콜로이드 이동 실

험에서 비수착성 핵종(우라닌)과 비반응성 콜로이드의 추 자 혼합용액 주입은 20

mL/min의 유량으로 약 20분간 수행하 다.추 자 혼합용액의 우라닌 기농도는

1,000mg/L,그리고,비반응성 콜로이드들의 기농도는 각각 500mg/L로 주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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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혼합 추 자를 주입하 을 때, 기농도에 한 유출농도비(C/C0)최고값은

추 자 주입 후 약 70분이 경과할 때 확인 되었다(그림 3.13.3).

일반 으로 콜로이드는 지하수 흐름장에 있을 때 가속화 상을 나타내 비수착성

핵종보다 이동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3-3.13.7].그러나 장 콜로이드 이

동 실험에서는 입자 크기와 상 없이 콜로이드의 가속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이는

단열면을 따라 형성된 이동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주입 후 회수 시간이 짧아서 콜

로이드의 가속화 상이 찰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다만,혼합 추 자의 과

곡선 에서 평균 입경이 1.0μm인 콜로이드는 분산되어 회수 되었는데,이는 콜로

이드의 입경이 증가할수록 단열 충 물 등에 의한 여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콜로이드의 경우, 회수율 곡선이 추 자 주입 후 기 200분 동안 우라

닌 보다 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이는 비수착성 핵종과 콜로이드들이 함

께 있을 때,콜로이드들이 비수착성 핵종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간 으로 시

사한다(그림 3.13.3).

항 목 설 정 비 고

주입공 YH3-2 9.86m,10.08m

회수공 YH3-1 9.32m

추 자
비수착성 핵종 FluoresceinSodium (Uranine)

콜로이드 LatexColloid(평균입경:0.34,1.0μm)

주입유량 20mL/min 주입시간:20min

회수유량 410mL/min 회수시간 :30시간

표 3.13.2.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조건

그림 3.13.3.우라닌/콜로이드 혼합 추 자의 장 이동 실험 과곡선(좌)

회수율 곡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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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추 자 콜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을 한 균열망 이동모델 개

발 평가

KURT 장 용질이동 실험에 사용된 두 시추공인 YH3-1과 YH3-2의 시추공

상촬 분석결과와 시추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추공을 연결하는 균열망을 측하

다.본 연구에서는 최단 이동경로와 수평 이동경로가 각각 계산되었는데,그림

3.13.4에서 보듯이 최단 이동경로는 력과 반 방향으로 약 1m 정도 이동해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다음의 용질이동 모델링에서는 수평 이동경로만을 추

자와 콜로이드의 상 이동경로로 가정하 다.그림 3.13.4와 같이 수평 이동경로

를 통한 총 이동거리는 6.29m이었다.

그림 3.13.4.KURT 장 용질이동 실험에 한

모델링에서 가정된 균열망을 통한 상 이동경로

거리.

그림 3.13.4와 같은 균열망을 통한 용질 이동을 계산하기 하여 자체 으로 균열

망 이동모델을 개발하 다.이는 각각의 균열면을 통한 이동경로가 순차 으로 이

어져서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각 균열 이동경로에서 1차원 용질 이류-분산 방

정식을 각각 계산하 고,콜로이드의 경우는 입자 크기에 의한 필터링 효과를 추가

하 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추 자는 비반응성이기 때문에 흡착과 같은 지연 기작

들은 고려하지 않았다.각 균열에서의 평균 간극유속은 장실험조건을 감안하여

회수공에서의 회수유량과 주입공에서의 주입유량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장실험

에서 주입된 추 자나 콜로이드의 높은 회수율을 해 회수유량(Qout= 410

mL/min)을 주입유량(Qin=22mL/min)에 비해 매우 높게 설정하 기 때문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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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에서의 평균 간극유속은 회수유량에 크게 향을 받을 것으로 상하 다.따

라서 각 균열을 통한 유량은 회수유량으로부터 역으로 계산하 다.

→  ․
→  ․→
→  ․→

여기서,f2,f3,f4는 각 유량 Q2→3,Q3→4,Qout에 해 이 균열에서 유량 Q1→

2,Q2→3,Q3→4의 기여정도를 나타내는 fraction상수로 0에서 1의 범 를 갖는다.

비록 본 연구에서 균열면의 체 간극이 시추공 상촬 분석결과에서 얻은 간

극값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 지만,실제 균열면에서 간극 분포는 상당히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는데,여러 균열면이 망을 이루는 조건에서는 특히 이동경로가 꺾이는

균열면의 교차 에서 그 정도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따라서,각 이동경로에서 유량

계산에 있어서 의 fraction상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에서 개발된 균열망 이동모델의 검증을 하여 비반응성 용질인 우라닌과 라텍

스 콜로이드(1.0μm)의 장 이동실험 결과를 이용하 다.각 실험결과에 한 모델

검증에서 최 화된 모델 상수들은 표 3.13.3와 같다.

우라닌 용질 이동실험에 한 모델 검증에서는 각 균열망에서 유량 fraction상수

들과 우라닌의 분산도에 한 최 값을 계산하 다.그 결과,그림 3.13.5과 같이

장 실측치와 비교하여 높은 상 도를 보이는 모델링 결과를 도출하 다.라텍스 콜

로이드 이동실험에 한 모델 검증에서는 우라닌 이동모델 검증에서 도출된 각 균

열망에서의 유량 fraction상수들이 균열망 고유의 특성값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최

값을 상수로 용하 다.그리고,단지 콜로이드의 필터링 상수와 분산도에 한

최 값만을 계산하 다.그 결과,그림 3.13.5과 같이 우라닌의 경우보다는 다소 낮

지만 장 실측치와 비교하여 높은 상 도를 보이는 모델링 결과를 도출하 다.콜

로이드 이동 모델링의 상 으로 낮은 상 도는 최고 에서 변동이 큰 콜로이드의

실측치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3.13.3.균열망 이동모델 검증에 고려된 모델 상수 그들의 최 값

모델 상수 최소값 최 값 최 값

우라닌 용질 이동실험

f2 1/10 1 1/1.2

f3 1/10 1 1/4.7

f4 1/5 1 1/3.7

α (m) 0.0001 1 0.362
라텍스 콜로이드

이동실험

λ (1/m) 0.01 1 0.181

αc(m) 0.0001 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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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우라닌 라텍스 콜로이드 이동실험에 한 균열망 이동모델 검증

결과.

6.결과 요약

KURT의 결정질 암반 단열에서 콜로이드의 이동 특성을 이해하기 하여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을 수행하 다. 장 실험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

면을 확보하기 하여 추가 시험공을 시추하 고,단열 특성을 평가하 으며,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를 설계 설치하 다. 한 비수착성 핵종 평균 입경

크기를 두 종류로 한 콜로이드를 혼합 추 자로 하여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을 수

행하 으며,실험결과 해석을 하여 코롤이드 이동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 다.

� 심부 지하환경에서 모의 핵종 콜로이드의 이동 가속화 상에 한

장 실험을 한 목 으로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을 제작 설치하 다.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장치는 주입부,회수부,그리고,콜로이드 측정부로 구

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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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 수행을 목 으로 지하수 유동이 있는 단열로 연결된

시험공을 확보하기 하여 시험공을 추가 시추하 다.시추공 상촬 등을

통하여 시추공의 단열특성을 악하 다.

� 장 콜로이드 이동실험 상 단열을 선정하기 하여 상호 연 성이 높은 것

으로 측되는 YH3-1,YH3-2,그리고,NYH 시험공에 하여 패커시험을

수행하여 실험 상 주입공을 YH3-2,회수공을 YH3-1로 각각 선정하 다.

� 비수착성 모의핵종으로 우라닌을 사용하 고,평균 입경이 각각 0.34,1.0μm

인 비반응성 콜로이드를 혼합 추 자로 하여 장 콜로이드 이동 실험을 수행

하 다.입자가 큰 콜로이드의 경우,단열 충 물 등에 한 여과효과를 보

고, 회수율 측정결과를 통해 콜로이드의 가속화를 간 으로 확인하

다.

� KURT 장 용질이동 콜로이드 이동 실험의 상 이동경로는 7m 이내로

짧으며,높은 회수율을 얻기 하여 비교 빠른 유속에서 실험이 수행되었다.

따라서,고 폐기물 처분장의 환경에 KURT 장 실험결과를 용하기

해서는 향후 보다 긴 이동경로를 확보하여 다양한 유속조건에서 용질 콜로

이드 이동 지연 상에 한 장 실험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 균열망 이동모델 결과는 장 실측치와 비교하여 우라닌의 경우 r
2
=0.995이고,

콜로이드의 경우 r
2
=0.930으로 매우 높은 상 도를 보여,개발된 모델의 정확

성을 입증하 다.

� YH3-2와 YH3-1의 패커 치에 존재하는 두 균열면을 연결해주는 균열면에서

상 으로 높은 tortuosity등에 의해 지하수 흐름 지연 기작이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 14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콜로이드 형성 이동 실증

1.연구 개요

고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주요 선진 국가들에서는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지하 심부 지층에 건설하기 해 다양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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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처분장 운 방안에 한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데,이를 한 종합 실증 연

구시설로서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는 URF,

UndergroundResearchFacility)을 운 하거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실험실 수

연구와 이론 측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ÄspöHRL(HardRockLaboratory),스

스는 GrimselTestSite(GTS),미국은 YuccaMt.등을 건설해 다양한 장 실증실

험을 수행 이며,일본은 최근에 Mizunami,Honorobe등 심부지하연구시설(URL)

을 건설해 고 폐기물 처분개념의 실증을 한 장실험을 본격 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다[3.14.1].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6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한국형 고 폐

기물 처분시스템(KRS,KoreanReferenceSystem forHLW Disposal)의 장실증

다양한 처분기술의 확보를 한 소규모 지하연구시설인 KURT(KAERI

UndergroundResearchTunnel)가 건설되었다.그러나 KURT는 지하 약 100m 수

으로 심도가 낮고,방사성 물질을 이용할 수 없는 단 들을 가지고 있다. 실제

처분장 수 의 URL을 국내에 당장 건설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이러

한 문제 들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해서는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극 활용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은 투자로 국내에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들의 시설 황 핵종 콜로이

드 이동에 연구 황을 조사․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핵종 콜로이드 이동에 국

제공동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이러한 참여 타당성에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스 스 Nagra의 지하연구시설인 GTS에서 수행 인 CFM 국제공동연구 참여하

게 되었고,국제공동연구 참여에 따른 연구배경,연구 황 주요 연구결과 등을

정리하여 향후 보다 효율 이고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2.핵종 콜로이드 이동 련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 분석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 련 연구동향들을 바탕으

로 선정된 스웨덴의 ÄSPÖ 스 스의 GrimselTestSite(GTS)에서의 국제공동

의를 해 상 연구기 시설들을 방문하여 향후 국제공동연구 참여 가능 분

야 참여 방안 등에 해 의하고 검토하 다.

우선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 핵종 콜로이드 이동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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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황을 조사․분석하고,해외 지하연구시설을 방문하고 정보 자료

를 수집하여 국제공동연구 참여 타당성을 분석하 다[3.14.2].이러한 타당성 분석

결과,스 스 Nagra에서 운 인 GTS가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해

외의 많은 지하연구시설 에서 우리나라가 처분 암반층으로 잠정 으로 고려하고

있는 화강암 지역에 치한 스 스 Nagra의 GTS가 가장 활발하게 다양한 국제공

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사

용할 수 있는 실험환경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특히 2008년도부터 CFM 로젝

트 2단계 연구가 시작할 정이었기에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기엔 합한 시기

다.

스웨덴 Äspö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하여 2007년 6월에 스웨덴 SKB의 Äspö

시설을 방문하여,SKB 측과 ÄspöHRL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해 의를

진행하 다. 한 상호방문 자메일 등을 통한 SKB와 의를 통해 2008년 6월

에 약을 맺고,Task force on modeling of GW flow and transport of

solutes(Task7)에 참여하 다. 스 스 GTS에서 진행 인 CFM 로젝트 참여

를 해 KAERI는 Nagra와 GTS 로젝트 참여에 한 UmbrellaAgreement를 체

결하 다(2008년 11월 10일 최종 서명함).그리고 2009년 1월에는 구체 인 의를

통해 CFM 로젝트 2단계 연구 참여를 한 ExperimentalAgreement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공동연구 참여를 한 행정 인 차를 마무리 하 다.자세한 내용

은 1단계 보고서에 기술하 다[3.14.3].

3.GTS에서 콜로이드 형성 이동(CFM)국제공동연구

CFM 로젝트는 벤토나이트에 기 한 공학 방벽시스템으로부터의 콜로이드

발생을 연구하고,발생된 콜로이드가 이류흐름(advectiveflow)조건에서 균열 암반

에서 방사성핵종 이동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는 것이다[3.14.8].CFM 로젝트는

2004년에 Andra(Agencenationalepourlagestiondesdéechetsradioactifs,스페

인),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일본),FZK/INE(Forschungszentrun

Karlsruhe,Institut für Nukleare Entsorgungstechnik, 독일),Nagra(National

CooperativefortheDisposalofRadioactiveWaste,스 스)등이 참여하여 1단계

연구가 시작되었다. 나 에 AIST(Research Center for Deep Geological

Environments,AdvancedIndustrialScienceandTechnology,일본),SKB(Sve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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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ärnbränslehantering AB,스웨덴),CRIEPI(CentralResearch Institute ofthe

ElectricPowerIndustry,일본)등이 1단계 후반에 추가로 참여하 다. 재 2008년

부터 시작된 2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KAERI를 포함하여 스 스 Nagra,스웨덴

SKB,핀란드 PosivaOy,독일 FZK/INE,일본 JAEA,일본 CRIEPI 등 6개국 7개

기 이 참여 이다.

4.CFM 국제공동연구 추진 황

GTS에서 상 암반 균열의 수력학 특성 핵종 콜로이드 특성을 측하

고 평가하기 한 장 이동실험이 다양한 추 자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2010년

도에는 유속흐름이 은 MigrationShearZone(MI)에서 총 4번에 걸쳐 장 추

자 실험이 수행되었다.GrimselTestSite에서 수행되는 CFM 장 실험과 련하

여 2011년에 수행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 모니터링 시료 채취 기구들을 한 추가 인 시험들

� 방사성 핵종 실험을 한 dummy-packer의 제작

� 자동시료채취기 배경시료 채취를 한 시험

� 추가 인 장 비:만약 packer가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 비한 추 자들

을 모을 수 있는 추가 인 수조의 설치

� 장 추 자 시험 수행:CFM 11-01,CFM 11-02,CFM 11-03

CFM 국제공동연구의 성공 인 연구를 해서는 장 실험 외에도 다양한 실험

실 연구가 필요하다.이를 해 각국에서 제안된 실험실 연구를 심으로 한

연구 로그램이 로젝트 시작과 함께 구성되었고 각 참여 기 들은 이를 한 독

자 인 실험실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그 결과를 트 회의 등을 통해 보고

하고 있다. 한 이와는 별도로 로젝트 수행에 꼭 필요한 자료 확보를 한 실험

실 실험과 Mock-up시험 등이 문 연구기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KAERI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실 연구를 수행하 으며,이러한 결과를

정리한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3.14.4].KAERI에서 수행한 실험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벤토나이트 완충재와 균열암반 경계에서 지하수에 의한 벤토나이트 침식

콜로이드 발생 특성

� 발생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의 다양한 지화학 조건에서의 안정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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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토나이트 콜로이드에 한 핵종 수착 특성

� 균열암반을 통한 벤토나이트 콜로이드 이동 특성 핵종 이동 향 평가

CFM 국제공동연구를 한 수행한 각 연구기 의 실험실 연구 결과들은 보고

서 발간을 한 제출되어 정리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기 한다.

CFM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한 회의는 매년 4-5에 개최되는 트 회의와

장 실험 회의,그리고 모델링 회의가 있다.이들 회의에는 서로 유기 인 정보

교류를 해 서로 교류하면서 참가하고 있다.KAERI에서는 2010년 4월 26-27일에

리베라 호텔에서 트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 다.

그 외에 2010년 6월 15-16일에 스 스 Olten에서 제 8차 GTS

ISCO(InternationalSteeringCommittee)회가 개최되어 GTS에서 수행되고 있는

로젝트들의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행정 인 문제들에 한 참 참여기 표들

의 결의가 있었다.2010년 10월 21-22에는 스 스에서 제 4차 모델링 회의가 개

최되어 CFM 09-01.CFM 10-01시험에 한 모델링 결과들을 보고하고,향후 일

정을 논의하 다.2011년도엔 5월 11-12일 동안 핀란드 Pori에서 POSIVA 주최로

트 회의가 개최되어 실험실 연구결과 보고, 장실험 결과 모델링 결과 들

을 보고하고,상호 정보교류 향후 일정 등에 해 논의하 다.2011년 6월 14-15

일는 스 스에서 제 9차 GTSISCO 회의가 개최되었다.본 회의에서 2013년 까지

로 계획된 CFM 2단계 연구를 2015년 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CFM 국제공동연

구 2단계 연구는 2015까지 연장되었다. 장실험 회의는 장실험이 지연됨에 따

라 장 실험이 끝나는 2011년 12월 이후에 개최 정이나 아직 구체 인 계획이

없다.실험실 모델링 회의는 2012년 6-7월 경에 스 스 PSI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하 다. 2012년 트 회의는 2012년 5월 8-9일에 다시 한국 부산에

서 KAERI가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기타 재 진행 인 행정 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벤토나이트 일본 JAEA의 연구담당자인 KazukiIijima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의 역할은 Dr.Ishidera가 인수하 음

�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실험을 한 인허가 신청은 2011년 10월에 신청하 으

며,스 스의 규제기 인 BAG와 의하 으며 12월 으로 허가가 나올 것을

상함

� 연간 장실험보고서가 재 최종 검토 이며 12월 으로 발간될 것으로

상됨

� 실험 보고서는 재 발간 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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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S웹사이트의 CFM 부분을 개선 보완할 정임

� CFM 로젝트의 새로운 트 로 USDOE의 참여에 해 재 의 이며

2012년 반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상됨

5.결과 요약

국내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고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장 때 지하에

서 일어날지도 모를 문제를 미리 연구하고자 지난 2006년 11월 지하 100m 깊이에

지하연구시설(KURT)을 건설하 다.이곳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심으로 여러

연구기 이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그러나 KURT는 지표에서

100m 정도로 비교 심도가 낮고,어떠한 방사성 물질도 사용할 수 없기에 다양한

방사성핵종의 실질 인 이동 특성을 연구할 수 없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서는 해외의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 방

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 의 달성을 해 세계의 주요 지하처분연구시설들에 한 황을

분석하여 재 국내 상황에서 참여 가능한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수행 인 로젝

트에 한 기술 황을 분석하 다.이러한 분석에 기 하여 스웨덴 SKB의 Äspö와

스 스 Nagra의 GTS를 직 방문하여 국제공동연구 참요 력에 한 의를

수행하고, 련 시설의 문가를 청하여 구체 인 참여시기 방안 등에

해 논의한 결과 다음의 두 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도출되었

고,2008년부터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 스웨덴 SKB가 운 하는 Äspö의 TaskForceonModellingofGroundwater

Flow andTransportofSolutes

� 스 스 Nagra가 운 하는 GTS의 CFM(ColloidFormationandMigration)

로젝트

특히,스 스 Nagra에서 운 인 GTS에서의 CFM 국제공동연구는 화강암 암반

층에서 다양한 실증연구를 국제공동연구 형식으로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실험환경

을 갖추고 있다.특히,GTS국제공동연구 참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지

하연구시설에 공식 인 트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650-

특히 GTS와 같은 세계 인 지하연구시설에서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고 폐기물 처분에 한 국내 기술의 기술력을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

고,해외 유수의 연구기 들과 긴 한 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아울

러 이러한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고 폐기물 처분

에 련된 선진 경험 기술 등을 효과 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

국제공동연구 참여에 따른 국내 기술력의 인정을 통해 고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안 리에 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제 15 결론 제언

처분장으로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특히 악틴족과 같은 고 핵종들)의 다양한

거동 특성과 복잡한 지구화학 지하수 환경,복합 인 지하매질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고 폐기물 처분연구의 가장 기본 인 목 이며,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안 성 평가( 는 좀 더 넓은 의미로는 SafetyCase개발)에 필요한 자료

와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평가에 불가피하게 내재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상의 제약과 기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지층 환원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실험시스템 장치를 설계․설치하고,분석방법과 해석기술을 개

발함으로써 심지층 처분환경에서의 고 핵종들의 복합한 거동특성을 성공 으로

규명하고,이를 국내․외 SCI 에 다수 게재하는 등 투자 비 우수한 연구 성

과를 도출하 다.

부족한 경험과 기술 지원,제한된 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균열 암반을 통한

핵종 이동 특성 규명을 해 KURT 장에 용질이동 실험시스템을 성공 으로 설

계 설치하고,다양한 용질을 이용하여 장실험을 수행하여 다수의 국내특허를

출원하고,우수한 SCI 논문을 다수 게재하고,향후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장실증을 한 요소기술을 확보하 다.

처분 안 성 평가 자료의 활용성 신뢰성 증진을 해 OECD/NEA Sorption

Project에 참여하고,국내 문가들과의 Workshop개최 연구 력을 추진하 고,

제한된 직 비 내에서 산의 효율 사용을 통해(국제공동연구 분담 이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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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천원 수 )스웨덴 Äspö 스 스 GTS등 주요 해외지하연구시설에서의

국제공동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 지식을 습득하고,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

력 국제 상제고에 기여하 다.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은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첨단 융합과학 연구 분

야로 국내 학의 련 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3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들 선진

국의 기술 수 에 거의 도달하 고,이를 바탕으로 생산된 논문들이 SCI 에 게

재되었거나 출 이다.따라서 연구 인력이나 연구 산 비 우수한 실 과 성과

를 도출하 다.

우리나라도 재 · 폐기물 처분사업이 착수되고 있지만 실제 처분사업의

성공 인 수행을 해서는 기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고 련 기술들이 충분히

실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만약 이러한 기술들이 자체 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외

국에 의존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경제 가를 치르게 되고 외국 기술에 종속되

는 결과를 래할지도 모른다.우리나라의 고 폐기물 처분도 선진 외국에 비해

처분연구의 착수시 이나 진도는 많이 늦었지만,국내 처분환경에 한 체계 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기술 자료를 축 하고 처분기술 자립을 이루어 간다면 실제 처

분장운 은 유럽이나 일본보다 많이 늦지 않은 시 에서 시행될 것으로 기 된다.

안 한 고 폐기물 처분을 해서는 고 핵종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나라 고

유의 지질조건,자연환경,인문사회조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 이

에 합당한 연구항목을 설정하고 연구결과를 체계 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장 합당한 처분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이 게 생산된 연구결과들은 결국,국

내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한 과학기술 안 성 입증을 한 다양한 기술 자료와

기술실증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 으로써,향후 고 폐기물처분에 한 측 가능

한 국가정책 수립과 국민 신뢰도 증진,나아가 원자력산업 반에 한 정 인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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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

목표

달성

도(%

)

비고

이로폐기물

용출특성 조사

분석

․ 이로공정 폐기물의 종류 특성,

그리고 건 성 조사

․타 고화체 사용후핵연료와 용출

률 비교

.처분조건에서 수행할 이로고화체

의 용출시험 방법을 제시

5 100

이로폐기물의

재 연구 황

을 악하고 향

후 시험방법을

제시함

심부처분환경

에서 고 핵

종들의 지화학

반응 수착

특성 규명

․심부 처부 환원환경(-400mV이하)

실험을 한 방사화학 실험실

로 박스, 기환원셀 등 장비 구축

․KURT지하수를 이용한 고 핵종

(U,Th,Np,Am)들의 용해도 측정

D/B자료 추가

․KURT지하수 암석을 이용한 고

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Kd)측

정 D/B자료 추가

․고 핵종들의 지화학반응에 의한

화학종 변화 물조성 변화 등에

의한 수착 특성 규명

․pH,Eh,탄산염 등 지화학변수 향

규명

15 100

실험실 실험

장비를 성공

으로 구축하고,

실험 모델링

을 수행하여 해

당 D/B에 자료

를 추가하고,

생산된 연구결

과를 국내외 우

수 논문에 게재

하고,안 성

평가를 해 제

공하 음

심부처분환경

에서 고이동성

핵종들의 지화

학반응 수

착특성 규명

․KURT지하수를 이용한 고이동성핵

종들(I,Se,Tc)들의 용해도 측정

D/B자료 추가

․KURT지하수 암석을 이용한 고

이동성핵종들의 수착분배계수(Kd)

측정 D/B자료 추가

․이들 핵종의 지화학반응에 의한 화

학종 변화 물조성 변화 등에

15 100

생산된 연구결

과를 국외 우수

논문에 게재하

여 신뢰성을 확

보하 고,안

성 평가 자료로

제공하 음

표 4.1.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4장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에서의 주요 연구개발 목표들에 한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

도를 표 4.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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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수착 특성 규명

․처분용기 재질 그 부식생성물에

한 이들 핵종의 거동을 조사

처분 안 성평

가를 한 지

화학반응

수착 D/B구

축

․주요 핵종들에 한 지화학반응 열

역학 자료 용해도 D/B구축

․Web기반 수착자료 D/B개발

수착자료 D/B구축

․OECD/NEASorptionProject참여

를 통해 안 성 평가를 한 수착자

료 활용방법론 개발

․국제공동연구 참여 국내 문가

Workshop등을 통한 평가자료의 신

뢰도 확보

10 100

해당 D/B를 개

발 구축하

고,안 성 평

가 활용을 한

방법론 개발을

한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

고,자료의 신

뢰성 확보를

한 국내 문가

Workshop등을

개최함

암반을 통한

핵종확산 깊이

측정 확산

특성 평가

․KURT암석을 이용한 내부확산 실

험장치의 설계,설치 기 특성 측

정

․ 기 환원 조건에서 다양한 비수

착성 수착성 핵종들의 암반 확산

깊이 확산계수 측정

․확산깊이 측정 표면 반응 분석을

한 자기방사분석장치,연차 추출

법,EPMA등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결과 해석

10 100

내부확산 실험

장비를 설계/

설치하고,

KURT 장 시

료를 이용한 실

험을 수행하

고,다양한 분

석방법을 개발

하여 결과를 해

석/평가하 음

심부 처분환경

에서 미생물

향 평가

․KURT지하미생물 채취 단독배

양 성공

․ 물/미생물 상호작용에 의한 미생

물의 핵종 수착 향 평가

․미생물에 의한 핵종 물화

(Bio-mineralization) 상 메커니즘

규명 우라늄 이동 지연효과 평가

․미생물에 의한 KURT환원지하수

형성 작용 핵종이동 향 평가

․미생물에 의한 처분용기재료 부식

향 평가가

15 100

KURT지하수

미생물의 특성

분석과 핵종/

물/미생물 상호

작용에 한 연

구를 심도있게

수행하여 우수

한 연구성과를

도출하 고,핵

종거동에 한

미생물 향 분

석을 통해 처분

안 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소

에 기여하 음

지하연구시설

(KURT)에서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KURT 장 용질이동 실험시스템

설계,개발 구축(균열 길이:3∼5

m 규모)

․용질이동 실험을 한 암반 단열 특

15 100

용질이동 실험

시스템을

KURT 장에

성공 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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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단열연결성 분석 방법론 정

립(BIPS Waterpressuretest)

․암반 단열을 통한 비수착성(Eosin,

Uranine,Br
-
) 수착성(Rb,Ni,

Sm,Zr)용질 이동 실험 수행 이

동특성 분석

․균열 충 물과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핵종 이동 지연특성 규명

․열린계에서의 장 용질 이동모델의

자체 개발 검증

계 설치하

고,다양한 용

질을 이용하여

장이동 실험

을 수행하고 자

체 자료를 생산

함으로서 암반

단열을 통한 핵

종이동 실증을

한 요소기술

들을 확보하

음

국내외 지하연

구시설에서 콜

로이드 이동

특성 규명

․국내 KURT지하수 콜로이드의 기

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명함

․KURT에서 암반 단열을 통한 콜로

이드 장 이동실험을 수행하고,실

험자료를 바탕으로 콜로이드 이동모

델을 검증함

․스웨덴 Äspö지하수 유동 Task

Force국제공동연구 참여(2008.5

약) 자체 개발한 DFN모델을

용함

․스 스 GTS에서 CFM(Colloid

FormationandMigration)II국제공

동연구 참여하고(2008.11 약) 련

자체연구 수행하여 기여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Know-how 정보를 취득하고,우

리나라의 원자력 국제 력 상

제고에 기여

15 100

국내 KURT에

서의 장 실험

해외 지하연

구시설의 국제

공동연구 참여

등을 통해 처분

안 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

지식을 습득하

고,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

력 증진 국

제 상 제고

에 기여하 음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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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고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한 심부 처분환경에서 다

양하고 복잡한 화학 특성을 가진 핵종들의 이동 특성을 규명하기 해서는 련

기술 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이 게 습득된 기술과 자료들은 폐기물

리방안 수립,고 폐기물의 안 성 평가,처분부지 선정,처분장 설계 등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고,처분의 기술 타당성 safetycase개발을 포함하는 안 성

평가의 불확실성 감 등에 기여할 것이다.본 과제의 결과물들은 주로 선진핵주기

의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안 성 평가 safetycase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심부 처분 환원환경에서의 핵종거동과 련하여 생산된 분석기술 자료들은 고

폐기물뿐만 아니라 ․ 폐기물의 처분안 성평가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일반환경,지구화학,방사화학 등 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 향후 고 폐기물 처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처분안

성평가를 한 국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선행 연구를 통해 충분한 자료들을 확

보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아울러 처분안 성 확보를 한 과학기술 연구 활동 기술 자료의 확

보를 통해 고 폐기물 처분안 성에 한 국민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다.

심부 처분 환원환경에서의 핵종거동과 련하여 생산된 분석기술 자료들은 고

폐기물뿐만 아니라 ․ 폐기물의 처분안 성평가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일반환경,지구화학,방사화학 등 타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특히,1단계 연구를 통해 본 과제에서 생산된 핵종 거동 특성

해석기술과 자료들은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인․허가에 유용하

게 사용되었고,신고리 1,2호기 원자력발 소의 인․허가에도 일부 활용되었다.향

후 추가 인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원자력발 소의 건설 인․허가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좀 더 장기 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한

국방사성폐기물 리공단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 폐

기물 처분 사업의 부지선정,처분시스템의 성능 평가 안 성 평가 등의 사업 추

진에 필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아울러 국가 차원으로는

고 폐기물 련 국가정책 수립,원자력 국제 력 추진 등 국가 주도 인 원자력

진흥계획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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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핵종 이동 특성 규명과 련한 해외 연구 동향을 기술보고서로 정리하여 발간

하 다(참고문헌 [1.3]).본 기술보고서에서는 핵종이동 특성 규명과 련된 다양한

연구 분야에 한 국내 해외의 연구동향과 주요 연구 내용 결과들에 해 기

술하 다.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들의 지화학반응 수착특성 규명 처분안 성 평가

자료 구축과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 다.

� JAEA,DATABASE Version :011213c2.tdb,Waste Isolation Research

Division,Waste Managementand FuelCycle Research Center,Tokai

Works,Copyright2003-2004.:일본 JAEA발간,핵종들의 열역학 D/B수록.

� L.Duro,M.Grivé,E.Cera,C.Domènech,J.Bruno,Update of a

Thermodynamic database for radionuclides to assist solubility limits

calculation forperformanceassessment,SKB-TR-06-17,SKB,Stockholm

(2006):스웨덴 SKB발간,핵종들의 열역학 D/B 해설이 수록.

� W.Hummel,U.Berner,E.Curti,F.J.Pearson,T.Thoenen,Nagra/PSI

Chemical Thermodynamic Data base 01/01, Universal Publishers,

Florida(2002)pp564:스 스 Nagra에서 후원하여 국제 으로 연구한 핵종들

의 열역학 D/B 해설집.

� B.Nolang,E.G.Osadchi,L.O.Ohman,ChemicalThermodynamicsof

Selenium,editedF.J.Mompean,OECD/NEA(2005)pp851:OECD/NEA 발

간,셀 늄의 D/B 해설이 수록.

� J.Bruno,D.Bosbach,D.Kulik,A.Navrotsky,ChemicalThermodynamics

ofsolidSolutionofInterestinRadioactiveWasteManagement,editedF.J.

Mompean,OECD/NEA,Paris(2007)pp247:OECD/NEA 발간,핵종들과 주

변매질과의 반응에 한 기술 황자료 수록.

� MRSSymposium ProceedingVol.1193,ScientificBasisforNuclearWaste

management XXXIII, edited B. E. Burakov and A. S. Aloy,

Pennsylvania(2009):2009년 5월 24-29일 러시아 Petersburg에 개최된 방사성

폐기물 련 MRS심포지움 로시딩.

해외 지하연구시설에서의 핵종 콜로이드 이동 공동연구와 련하여 수집한 자

료 정보들을 정리하여 기술보고서로 발간하 다(참고문헌 [3.14.10]).본 기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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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에서는 해외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황 연구내용에 해 기술하고,분석하

다.스 스 GrimselTestSite에서의 CFM 국제공동연구와 련하여 수집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F.B.Neall,A.Martin,I.Blechschmidt,G.W.Lanyon and A.Möri,

Considerations for the 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CFM) in-situ

experiment:Thesourceterm,NAB07-14,Nagra,Wettingen(2007).

• Th.SchäferandK.Iijima,CFM PhaseI-Statusreportofthelaboratory

programme,NAB07-41,Nagra,Wettingen(2007).

• G.W.LanyonandI.Blechschmidt,HydraulicinterferencebetweenCFM and

LTDexperiments,NAB08-11,Nagra,Wettingen(2008).

• I.Gausand P.Smith,Modellersdatasetforthecolloid formation and

migration projectstatus:End ofCFM phase 1,NAB 08-27,Nagra,

Wettingen(2008).

• P.A.Smith,I.Blechschmidt,V.Cvetkovic,D.Degueldre,I.Gaus,K.Iijima,

M.Kuentzel,G.W.Lanyon,I.Neretnieks,U.Noseck,A.Pudewills,T.

SchaeferandP.Reimus,CFM phaseImodellingreport,NAB08-31,Nagra,

Wettingen(2008).

심부 처분환경에서 핵종/ 물/미생물 복합반응 특성 분석과 련해서는 방사성폐

기물 처분에서의 미생물 련 연구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기술보고서를 발간하 다

(참고문헌 [3.7.18]). 특히 미국 워싱턴주 PNNL(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연구소 주변의 세계최 핵무기 제조를 한 핵발 소 핵폐기물 오

염지인 “Hanford”site의 폐기물 분포,오염 황 분석,그리고 오염정화과정 등

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자를(Roy E.Gephart,Hanford - A conversation

aboutnuclearwasteandcleanup.BattellePress,Columbus,USA.p.196.,2003)

입수하여 련 연구에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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