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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s of Water Circulation and Pollutant 
Transport near a Coastal Area of Wolsung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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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simulation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the pollutant around a 
Wolsung coastal area at located nuclear power plants. Numerical experiments by using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showed good agreements by comparison with the time series and harmonic analysis 
of the tidal elevations. The released pollutants moved in north direction at flood tide and in south direction 
at ebb tide. The calculated salinity and temperatures showed good agreements with the observed results by 
NFRDI(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The water circulation due to the variations 
of the temperature, salinity and tidal components were analyzed to estimate the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the poll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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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이 위치한 동해 월성 연안역 주변에서 오염물 이동·확산에 대한 수치 모사를 수행하였다. 월성 연안역의 유속장 재현

을 위한 해수유동 수치모형 실험은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모델을 사용하여 조위 시계열 검증 및 조화

분석을 통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재현성을 나타내었다. 월성 주변해역의 유속장 산정 결과 창조류시에는 남향, 낙조

류 시에는 북향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측한 수온, 염분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모

델을 통한 계산값과 관측값을 비교한 결과 양호한 재현성을 나타내었다. 계산된 해수유동자료와 수온, 염분의 결과를 이용하

여 오염물질의 확산특성을 해석하였다.

중심단어: 월성, 환경유체역학코드, 해수유동, 조화분석

월성원전 연안역 해수유동 및 오염물 이동 수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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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수로 해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이용된 냉각수는 주변해역으로 흘러들

어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1][2][3]. 또한 주변 인

접국들의 활발한 원자력 이용과 방사능 물질의 수송 등으로 

인해 방사능 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원전 주변 연안역

의 해양 방사성물질 거동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안역 주변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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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환경의 변화는 단기간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가

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따

라서 월성 연안역의 해상지점에서 거리 및 방위별로 지점을 

선정하여 해수를 채취하여 조사한바 있다[4].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확산 특성

에 관한 연구는  1989년 “고리주변 환경 종합평가 및 관련

모델 개발”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작성시 처음으로 수

행되었다[5].  이 연구에서는 고리 해역에 우세히 작용하는 

해양 물리현상에 적합한 모델을 정립하여 해수유동과 이에 

의한 오염물의 해양 확산특성 평가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

에서는 2002년“해양환경 방사능 감시기술개발” 연구의 일

환으로 황해의 3차원 해수 순환모델과 해양 확산모델을 개

발한 바 있다[6]. 그러나 개발된 확산 모델은 3차원 유한차

분모델로 원전 사고시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농도

분포 계산을 위한 경우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약점을 

갖고 있고,  또한 입자추적 모델은 이론식의 제시와 이상화

된 해역에 대해 시험 계산만을 수행하였고, 실제 해역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연구원에서는 2006년 “원전 액

체방사성유출물 해양확산 평가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신고리, 신월성 해역에서 3차원 해양확산 특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7]. 이는 원전 건설에 대한 규제 기관의 기술기

준에 다른 연구로 해수순환과 액체 방사성유출물의 거동 특

성에 국한된 연구로 주로 동해안 전역에 대한 광역 및 중간

역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 연안의 해양환경의 조사·분석을 통

하여 월성 연안역 근방에서의 오염 해석을 위하여 상세 격

자망을 구성하여 농도를 산정하였다. 연안역에 유입된 오

염물질의 거동특성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EFDC의 

수치모델을 이용하였다.

2. 수치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된 EFDC (Environmental Fluid Dynam-

ics Code)모델은 연안, 하구, 호소, 습지 및 저수지 등의 유

동 및 물질수송을 모사하는 3차원 수치모델로서 미국 VIMS 

(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에서 개발되었다[8][9]. 

EFDC는 크게 유동, 퇴적물 이동, 수질의 세 요소로 구성되

어 있으며, 유동모델 부분은 수온과 염분이 함께 고려된 3

차원 천해방정식을 기본으로 한다. 해수유동 및 확산을 모

사하는 모델은 다수 존재하나, EFDC 모델은 수직·수평적

으로 2차원 및 3차원화가 용이하며, 수질 모델과 퇴적물 이

동 모델의 접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진다. 수평적으로 직교 

또는 구면좌표계를 사용하며, Arakawa C-grid로 구성되어 

있고 수직적으로는 -좌표계를 사용한다. 그리고 Galperin 

et al.[10]에 의해 수정된 Mellor-Yamada level 2.5 난류모델

[11]을 사용하여 수직혼합을 계산한다. EFDC 모델은 수직

방향으로 -좌표계를 사용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직선 또

는 직교곡선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다. 유체정역학적 근사와 

Boussinesq 근사를 적용하면 기본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연속방정식

        

(1)

  운동방정식                                                               

 

(2)

  상태방정식

                                          (3)

  물질보존식

                                                                      

                                                       
(4)

   여기서,

   ,  : 기준면하 수심(m), 기준면상 수위(m)

   ,  : 직교하는 곡선좌표계 x, y에서의 수평 유속 (m/s)



 : 임의거리 을 만족

시키는 metric tensor의 대각성분의 제곱근 

     : 변환된 연직좌표계 z에서의 수직유속성분 (m/s)

       : 총수심 ( = H +  ) (m)

      : 수심 z에서 기준수압 ( ) 과의 차를  로

            나눈값, 압력 

       : Coriolis parameter

     : 수직난류 점성계수 (㎡/s)

    : 수직난류 확산계수 (㎡/s)

    : 운동량 source-sink 항 (㎏·m/s)

           : 밀도

        : 수온, 염분

          : 침강속도 (m/s)

     : 생화학적 source-sink 항, 외부 source-sink 항

  지배방정식의 수치해법은 유한차분법 (finite difference 

method)과 질량 및 부피보존을 위한 유한체적법 (finite 

volume method)을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수치전개 기법

은 EFDC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12][13].

 

3. 수치실험

3.1 계산영역

   본 연구에서는 동해의 월성 연안역에 관한 해수유동을 재

현하기 위해 해수유동 수치실험을 수행하였다. 계산영역을 

동서방향 171 ㎞, 남북방향 235 ㎞로 영역을 구성하였고 격

자간격은 1 ㎞ × 1 ㎞의 정방향 격자를 사용하였고 수치실험

의 계산 영역은 Fig. 1과 같다. 해수유동 결과를 모사하기 위

해 모델의 계산시간은 2005년 1월 1일 ∼ 2005년 1월 31일까

지 약 30일간의 수치실험을 수행하였고, 모델의 계산시간 간

격은 CFL조건을 만족하는 5초로 설정하였다. 동 기간을 수치

실험의 기간으로 선정한 이유는 4개 검조소에서 조위의 시계

열 자료의 연속성이 존재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Table 1과 

Fig. 2에 각각 해수유동실험의 실험조건과 본 연구의 해당위

치와 모델영역에 해당하는 검조소 위치를 나타내었다.

3.2 해수유동 수치실험 검증

   해수유동 수치실험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Fig. 2와 같

이 모델 영역내의 4개 지점에 대한 조위비교를 실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해 2005년 1월 1일 ∼ 200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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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utational domain and basic parameters in numerical      
experiments.

Indexs Input value Remark

Model EFDC 3-D

Domain 171 km× 235 km = 40185 
km2

Grids 171  × 235,  ∆x=∆y=1000 m Active cells = 29821

Time step 5 sec CFL

Bounday 
Conditions Tidal Amplitudes and Phases M2, S2, K1, O1

Fig. 1. Calculated area in numerical experiments.

Fig. 2. Layout near a wolsung area and measured points of tidal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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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영역내 검조소에 해당하는 부산의 관측된 조위시계

열과 모델에서 계산된 조위시계열을 비교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외해경계조건으로 입력된 주요 4대 

분조 (M2, S2, K1, O1)에 대해 양호한 재현성을 타나내는 것으

로 판단된다. 4대 분조 (M2, S2, K1, O1)에 대한 진폭은 (Hm, 

Hs, H0, H )이고, 조석형태수는 일주조에 대한 반일주조의 

비로서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5)

    조석형태수 0∼0.25는 반일주조가 우세하고, 0.25∼1.5

는 반일주조가 우세한 혼합조, 1.5∼3.0은 일주조가 우

세한 혼합조, 3.0이상이면 일주조가 우세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델영역의 4개 지점 중 부산의 조석

형태수는 0.1로 반일 주조가 우세함으로 조석 시계열의 

흐름은 관측값과 EFDC의 모델 계산값과 유사한 패턴

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울산의 조석형태수

는 0.26으로서 반일주조가 우세한 혼합조이다. 반면에 

후포, 포항의 조석형태수는 1.64, 2.11로 큰 값을 나타

Table 2. Harmonic analysis for observed and calculated tidal elevations.

M2 S2 K1 O1

Amplitude (cm) Phase( °) Amplitude (cm) Phase( °) Amplitude (cm) Phase( °) Amplitude (cm) Phase( °)
Obs. Calc. Obs. Calc. Obs. Calc. Obs. Calc. Obs. Calc. Obs. Calc. Obs. Calc. Obs. Calc.

Hupo 4.10 4.06 92.30 90.35 1.10 1.05 117.80 113.86 4.20 4.19 356.80 352.25 4.10 4.17 322.90 319.42
Pohang 3.10 3.10 120.60 109.28 0.70 0.69 167.30 149.87 4.20 3.92 3.20 2.13 4.30 4.09 325.70 323.24
Ulsan 16.30 15.71 212.30 202.56 7.80 7.33 246.80 234.48 3.30 3.12 45.10 39.57 3.00 2.89 350.30 347.41
Pusan 40.00 37.92 232.80 232.64 18.90 17.73 261.30 259.60 4.40 4.41 137.10 138.13 1.60 1.59 112.20 107.86

Fig.  4.  Computed t idal  cur rents  at  maximum f lood and ebb t ides.

Fig. 3. Comparisons of observed and calculated tidal elevations at Busan.



내고 있다. 이는 일주조가 우세한 혼합조의 형태를 보인

다. 4개 지점에 대한 조화분해 비교결과를 Table 2에 제

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취합한 4개 지

점의 조화분해 결과와 모델에서 계산된 조화분해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오차범

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조위검증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EFDC 모델의 월성 연안역에 대

한 적용은 해수유동장 재현에 있어 양호한 재현성을 나

타내고 있다.

3.3 해수유동 수치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해수유동 수치실험의 유동장 재현 결과를 

이용하여 오염물 이동확산 수치실험을 통한 오염물 이동확

산 영향을 모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해수유동 수치 

실험은 2005년 1월 1일∼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를 최강 창·낙조류시의 조류벡터도로 Fig. 4에 나타내었

다. 먼저 조류의 유황을 살펴보면 동해 월성 원전 주변을 

중심으로 최강 창조류시에는 남향을 최강 낙조류시에는 북

향류 흐름으로 나타났다. 본 모델 영역내 유속범위 중 월성 

주변의 유속분포를 살펴보면 1월 1일의 최강 창조류시에는 

0.1∼0.36 m/sec이고, 최강 낙조류시는 0.1∼0.34 m/sec이

다. 또한 1월 10일의 최강 낙조류는  0.13∼0.58 m/sec이

고, 최강 낙조류는 0.12∼0.56 m/sec로 나타났다.

4. 수온·염분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http://www.nrfdi.

go.kr)의 정선해양 관측망과 기상청 (http://www.kma.

go.kr)의 일사량, 강우량 및 바람, 기압 자료 등을 참고 

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이 1961년부터 현재까지 본 연구

의 모델 영역과 일치하는 8 개 정선의 69개 정점에서 매

년 2월 간격으로 6회 실시하고 있는 관측점의 자료를 이

용하여 수온, 염분 자료를 초기 입력값으로 사용하였다. 

2005년 겨울철의 수온, 염분을 검증하기 위하여 1월부

터 약 60일 동안의 국립해양조사원(http://www.khoa.

go.kr)의 포항 관측소에서 측정된 수온, 염분값과 해수유

동모델로 계산되어진 수치해의 비교 시계열 결과를 Fig. 

5, Fig. 6에 나타내었다. 이때 수온은 7.09∼9.31oC, 염분

은 33.61∼34.00 0/0 0 에 해당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고, 관

측값과 모델의 결과값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본 

오염물의 이동·확산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5. 오염물 이동 확산

  
   동해에 위치한 월성 원전은 기체 및 액체 유출물 방출시 예

상되는 방사성 핵종에 대한 방출량을 제한하고 있고 일반인

의 선량한도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방출 제한치를 

유도방출기준 (DRL, Derived Release Limits) 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2000년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기 중 및 수중 최

대허용농도 (Water Maximum Permissible Concentration)”

를 반영하여 월성 연안역에서의 유도방출기준을 설정한 값

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11].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 이동·확산을 평가하기에 앞서 2005

년의 관측된 조위자료로 해수유동모델을 통해 관측값과 모

델의 결과값을 비교 검증하였다. 또한 수온, 염분의 관측값

과 모델의 결과값을 비교 검증하여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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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calculated temperature at Po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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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동해 월성 연안에서 사고를 가정한 오

염물 이동·확산을 평가하기 위해 10일간 확산모델 계산을 

수행하였다.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흡착, 침전 등을 고려

하여 해양확산을 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월성원전의 액체방출물 유도 방출기준에 근거한 137Cs 핵종

의 연간 유도방출 기준치값을 적용하여 오염물 이동확산 평

가를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137Cs 핵종

의 유도방출치가 년간 1.3×1013 Bq 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는 초당 방출량으로 환산하여 4.12×105 Bq/s 로 

모델의 초기 방류량으로 가정하여 수치모델을 수행하였다. 

동해 월성 원전 연안역의 액체 방사성 유출 특성의 확산도

는 Fig. 7에 제시하였다. Fig. 7에서와 같이 10일간의 오염

물 이동확산 실험을 살펴보면, 월성 연안역의 오염물의 이

동흐름은 겨울철에 북∼북동향으로 이동되어 확산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측으로의 확산을 거리에 따른 최대농도

Fig. 6. Comparison of the observed and calculated salinity at Pohang.

Table 3. Released limit of liquid effluents at Wolsung NPPs. (Do not in-
clude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near Wolsung NPPs)

Nuclide Water MPC (Bq/month)
DRL

Bq/month Bq/year
3H 2×108 1×1016 1.8×1017

131I 1×104 8.1×1011 9.6×1012

137Cs 7×105 1.1×1012 1.3×1013

134Cs 3×105 8.1×1011 9.6×1012

60Co 2×106 4×1013 4.8×1014

Table 4. Travel time of released pollutant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Wolsung NPPs

Index Model results (hours)

North

110 km 174.96
100 km 157.15
90 km 124.00
80 km 111.00
70 km 102.00
60 km 78.96
50 km 75.00
40 km 72.99
30 km 70.99
20 km 61.00
10 km 28.70

Fig. 7. Advection and diffusion during the experiment period(after 3, 5, 6, 
8, 10days).

       (a) initial          (b) after 3days       (c) after 5days

   (d) after 6days        (e) after 8days     (f) after 10 days



의 도달시간의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의 확산결과는 동한난류의 방향과 일치하는 북측방향의 확

산이 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6. 결 론

  
   본 연구는 월성원전 부근해역의 EFDC모델을 적용하여 월

성 연안역의 해수유동장을 재현하고, 오염물 이동확산현상 

모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월성 연안역의 오염물 확산

수치실험은 월성 원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변의 방사

성폐기물처분장의 유출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EFDC모

델을 통한 해수유동장 검증과 수온, 염분의 검증을 통해 본 

모형이 양호한 재현성을 나타냄으로써 월성 연안역으로 유

입된 오염물 확산형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월성 연안역의 

해수유동 수치실험을 결과 유동장은 창조류시에는 남향, 낙

조류시에는 북향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고, 겨울철 수온은 

7.09∼9.31°C, 염분은 33.61∼34.00  0/0 0 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월성 원전을 중심으로 오염물 이동 확산을 살펴

보면 북∼북동향으로 확산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한난류의 흐름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는 월성 원전 연안역의 해수유동은 조석 영향보

다는 동한난류와 같은 밀도류가 더 지배적임을 의미한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월성 연안역 외의 다른 지역에

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나아가 방사성 핵종

의 흡착, 침전을 고려하여 연안의 오염물 이동확산을 평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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