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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s influenced on the performance and safety of a repository are classified as units of 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FEP), for the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related to the permanent disposal of HLW. The

importance is evaluated in consideration of the frequency, consequence, regulation, suitability of a specific site, etc. and

then these are grouped as a similar FEP. A scenario describing the migration of radionuclide from the repository to the

biosphere is derived from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among these groups. KAERI has developed the KAERI FEP lists

by review and collation of the foreign studies. The KAERI FEP list has been reviewed by several Korean experts. The five

major scenarios describing possible future evolutions of the geological disposal system have been developed by RES and

PID methods. Also the CYPRUS which is a KAERI integrated database management system for the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TSPA) related to the permanent disposal of HLW has been developed and the results of the

FEP and scenario development have been uploaded in th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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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종합 성능 평가를 위해 처분장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향들을 단

위 현상, 사건, 공정 (FEP)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발생 가능성, 결과 향, 규제, 특정 부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평가한 후 유사한 FEP들을 그룹화하여 이들 FEP 그룹들 간의 상호 반응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처분장으로부터 최종 생태계에 이르는 방사성 핵종들이 이동을 기술하는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

여 국내 처분 환경에 적합한 FEP들을 380 여개 포함하는 KAERI FEP List를 개발하 다. RES와 PID방법

을 사용하여 처분장 방사선적 종합 안전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될 5 가지 시나리오들을 도출하 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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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AERI FEP 목록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격리하여 구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 시설의 안

전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심지층 암반에 처분된

방사성 핵종들이 처분 용기 내로 침투한 지하수에 용해되어

공학적 방벽과 천연 방벽을 거쳐 생태계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식화 및 종합 안전성/성능 평가 코드

와 관련 입력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종합 성능 평가 (Total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 TSPA)를 위해서는 처분

장 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향들을 독립적인 단위 현상,

사건, 공정 (Features, Events, Processes; FEP)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국내

처분 환경과 NEA[1], IAEA [2], Sandia [3], NIREX[4],

POSIVA [5] 및 SKB [6] 등의 FEP을 기초로 FEP 목록 초안

[7]을 작성하 다. 이와 같은 FEP 목록 초안으로부터 처분 성

능 평가에 중요한 FEP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선

별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FEP 선별을 위한 기준으로

는 FEP 발생에 따른 위해도 발생 향, 발생 확률, 그리고 부

지 특성 등과 같은 기준이 고려된다. 

- 발생확률 : 발생 확률이 낮은 FEP은 제외한다. 그러나 발생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잠정적인 연간 위험도

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면 포함되어야 한다. 

- 향 : 안전성에 미치는 향이 낮은 FEP는 제외한다.

- 특정 부지 연관성 : 특정 FEP이 고려하는 처분장과 연관이

없다면 제외한다.

- 규 제 : 처분장 부지 선정 기준에 의거하면 처분 부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 있을 경우 부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가령 고준

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활발한 단층 활

동이나 화산 활동이 있는 부지는 처분장 후보 부

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특정 부지가

처분장 후보 부지로 선정되었다는 말은 이러한

활성 단층이나 화산 향과 관련된 FEP들의 발생

확률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

한 규제 기준에 의하여 일부 FEP들은 제외된다.

그림 1은 위와 같은 선별 기준을 개념적으로 도시한 것이

다. 이와 같은 4 가지 선별 기준 이외에도 FEP 선정 시 고려

해야 할 사항의 하나가 일반 대중들의 처분장 안전성에 관한

관념이다. 예를 들어 활성 단층의 경우 발생 확률은 미미하

므로 인허가를 위한 평가 시에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

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활성 단층으로 인한 지진은

발생 확률은 미약하더라도 사고 발생으로 인한 향이 심대

하므로, 처분장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량적인

향 평가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FEP들은 발생

확률이 미미하다라도 따로 분류하여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 시나리오들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FEP 목록 초안을 국내 여러 분야 전

문가의견을수렴하여 380여개의 FEP의 KAERI FEP 목록을개발

하 다. KAERI FEP 목록의 FEP들은처분장안전성평가에있어

서 중요한 시나리오들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

다. FEP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FEP들의 중요도를 1 점부터

5 점까지의 가중치로서 평가하도록 하 다. 가중치가 높은 FEP

들은 시나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시나리오

내에서의각사건들의상호반응을기술하는 RES 구축연구에서

RES 구성요소들을표현하는데활용된다.  KAERI  FEP 목록에서

는 FEP을 Table 1과같이분류하 다. 

KAERI FEP 목록의 FEP 분류체계는 Fig. 2와같으며각 FE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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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 처분안전성평가를 종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인 KAERI CYPRUS를 개발하고 이들 결

과물을 CYPRUS 내에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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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reening of the F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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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ategory, FEP 명칭, FEP ID, Process, Influence, 평가결과,

Related RES, Reference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Process 및

Influence에 담긴 내용들을 분석하여 FEP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전문가들의 평가 점수이며 FEP의 중

요도를의미한다.  

II. 시나리오 개발

가. 시나리오 개발 방법
①① RES (Rock Engineering System) 방법론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RES 방법

론 [8, 9]은 top-down  방식에 의거하여 주요 FEP들이 모두

RES 행렬 내 인자들로 포함되도록 한다. 각 FEP들은 상호 반

응 행렬 (interactive matrix)의 구성 요소로 표시되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물리적 방벽들인 폐기물, 용기, 완충재, 암

반, 생태계들과 핵심 현상인 지하수 및 용질 이동 등 핵심

FEP들은 행렬의 대각선 요소 (Leading Diagonal Element :

LDE)들로 표시된다. 각 FEP들의 상호 반응들은 ODE (Off

Diagonal Element)로 나타낸다. 

RES 방법론은 요소들 간의 상호 반응을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고 시나리오를 객관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각

FEP들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될 수

있어 자료 검색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FEP and Scenario for 

Fig. 2. KAERI FEP (example).

Table 1. KAERI FEP classification.

Major category

1. Waste

2. Container

3. Buffer/Backfill

4. Host Rock

5. Biosphere

6. Environmental Effect

Category
1.1 Characteristics
1.2. Radiological/Radiation
1.3. Thermo-Mechanical Effects
1.4. Degradation/Corrosion/Dissolution
2.1. Characteristics
2.2. Corrosion/Degradation Processes
2.3. Gas Production and Effects
2.4. Stress/Mechanical Effects
3.1. characteristics
3.2. Thermal Effects
3.3. Gas Effects
3.4. Degradation
3.5. Radionuclide Transport Processes
3.6. Radionuclide Chemistry
3.7. Specific Factors
4.1. Rock Properties
4.2. Thermal Effect
4.3. Groundwater Flow
4.4. Physical/Mechanical Effects
4.5. Gas Effects and Transport
4.6. Radionuclide Chemistry
4.7. Construction
5.1. Ecological Factors
5.2. Climate
5.3. Soil/Sediment Effect
5.4. Surface/Near Surface Water Processes
5.5. Coastal Water/Ocean Processes
5.6. Gas Effects
5.7. Radiological Factors
5.8. PEG
5.9. Flora
5.10. Fauna
5.11. Weather
6.1. Inadvertent Intrusion into Repository
6.2. Subsurface Activities
6.3. Water Use
6.4.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actices
6.5. Specific Factors
6.6. Storage of Other Waste



그러나 RES 방법은 표현은 용이하나 행렬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상세한 정보를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모든 주

요 FEP들을 하나의 행렬로 표시하려면 행렬의 규모가 상당히

커져야 하고, 큰 규모의 행렬이 포함하고 있는 FEP들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FEP들을 하나의 행렬로 나타내는 것 보다 다수의 행렬로 나

누어 각 행렬이 작은 규모의 주제를 가진 집단으로 묶어 표현

하는 것이 유리하다.

Fig. 3과 같이 각 FEP들의 상호 반응을 조합하여 단위 시나

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여기서 화살표는 P4에서 P1으로, 다

시 P3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P2에 도달한다. 이를 보다 알

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P4를 빙하 주기라

고 하고 P1을 처분장에 미치는 역학적 힘, P3을 지하수의 유

동과 지화학 P4를 확산이라고 정의하자. 이 경우 M4132로 표

시되는 반응은 빙하 주기 변화로 인하여 빙하가 용해되기 시

작하여 처분장의 역학적 응력 (mechanical loading)의 변화를

초래하여 단열과 암반의 활성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지하

수의 유동과 지화학 조성에 향을 미쳐 처분장 경계 조건과

핵종 이동 농도를 변화하여 핵종 확산 기구에 향을 주어 핵

종 이동을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이 각 FEP들의 향을

조합하면 시나리오가 된다. 이 예의 시나리오는 전체 시나리

오는 아닌 부 시나리오(sub-scenario)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부 시나리오들을 조합하여 처분장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다.

②② Process Influence Diagram (PID) 방법론
시나리오 개발에 사용되어 왔던 Sandia 방식 [3]은 산업 공

학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는 수형도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와 같이 대상 평가 기간이

길고 발생 확률 및 향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기가

힘든 분야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Sandia 방법론에서 제기

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rocess System (PS)를 구축

하여 PS의 PID [8, 10]를 만드는 것이 편리하다. PID는 RES

(Rock Engineering System) 방법론과 함께 평가 대상 시나리

오를 선정하는데 적용되는데 PID는 RES보다 더 상세하게

FEP들 간의 상호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FEP들의

중요도를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PS 내에서의 FEP은 상자 안에 표시되며, 여러 FEP 사이의

상호 반응은 각 상자들 간의 선으로 나타난다. 이 방법론은 체

계적인 시나리오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처분장 성능평가에

향을 미치는 FEP 및 각 FEP 간의 상호 작용과 통합을 체계

적으로 인지하고 검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나리오 개발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문서화 작업이 용이하다. 

PID 방식을 이용한 시나리오 개발에서는 먼저 문서화 작업

에 착수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작

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처분 계통에 대한 정의

2) 정의된 계통에 적합한 FEP 선별

3) FEP 간의 상호 향 반응 인지

나. RES 방법을 통한 고준위 처분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선별된 FEP들을 조합하여 주요 시나리오 5개를 구성하

다. 시나리오 도출 방법론으로는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

는 RES 방법론을 적용하 다. 

①① 정상 시나리오
정상 시나리오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폐쇄 후 장기 방사

선적 종합 안전성 및 성능 평가에 있어서 기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나리오로 발생 확률이 1인 FEP 들로 구성된 것이다.

최종 생태계를 음용수 채취를 위한 소규모 우물을 화강암반

내 대수대로 굴착하는 시나리오와 공학적 방벽을 따라 유출

된 방사성 핵종들이 단열 암반 내 단열망을 타고 유동하다가

주요 투수대 (major water conducting feature)에 유입된 후

지표면까지 이동 후 강이나 샘으로 용출되어 음용수, 관개수

등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직접 해양 생태계로 유입되는 시나

리오이다. 

Fig. 4는 정상 시나리오를 나타내는 RES를 보여 준다. 6.6

지하수가 처분 용기 내로 침투하여 6.1 핵종을 용해 침전시키

고 용해되어 용기 밖으로 유출된 핵종이 3.3 공학적 방벽, 4.4

굴착 교란 지역 (excavation disturbed zone) 등의 물리적 방

벽으로 3.7, 4.7 흡착, 확산, 이류 등으로 이동하여 6.6 지하수

흐름을 따라 6.7 분산 이류 등의 작용으로 7.7 용질 이동을 하

여 최종적으로 7.8 오염이라는 향을 8.8 생태계에 끼친다.

②② 초기 파손 용기 시나리오
용기 초기 손상 시나리오 [11]는 용기 제작 불량으로 처분

초기부터 일부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로, 다른 조건은 정상 시

나리오와 동일하다. 실제로 처분 용기의 엄격한 제조 과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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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enario development with RES (예 )



사후 품질 보증 과정을 통하여 실제 불량 용기가 사용될 확률

은 매우 낮으나 만일 이렇게 파손된 용기가 사용될 경우 핵종

유출이 정상 시나리오보다 빨라져 전체 처분 안전성에 향

을 줄 수 있다. 스웨덴은 구리 용기 제작 공정상의 오류 등으

로 인한 불량 용기 발생 확률을 0.1%로 가정하고 용기의 초기

파손률을 1/1,000로 평가하 다 [6]. 초기 파손 용기 시나리오

의 경우 RES 상의 대부분 요소들은 정상 시나리오와 동일하

나 Fig. 4의 2.2 용기 부분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 정상 시나리

오의 경우 용기 수명 시간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반면 초기 파손 용기 경우 용기 수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

에 2.2 LDE가 초기 파손 용기로 바뀌게 한다. 이로 인해 정상

시나리오에서 고려하는 정상적인 시간보다 더 일찍 2.1 일부

용기로부터 핵종 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1.1 유출된 폐기물

(핵종)들은 6.6 지하수에 보다 높은 1.6 방사성 열 향을 주

게 되고 정상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6.7 지하수의 분산,  이류

등을 통한 7.7 용질 이동으로 7.8 오염물이 8.8 생태계에 도달

할 수 있다.

③③ 기후 변화 시나리오 RES 
기후 변화 시나리오는 미래에는 현재 기후와는 달리 변한

다는 시나리오로 기후 변화로 인한 지하수 유동의 변화, 생태

계 특성 변화 등이 처분장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예측할 수 있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는 단기적으

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빙하 시대 도

래가 있다. Fig. 5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RES이

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빙하 형성 등)에 의해 6.6 지하수는

6.3 지하수량이 저감하여 재포화 시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른

지하수면 변화로 인해 3.3 공학적 방벽 벤토나이트 층의 3.5

팽윤압 (Swelling pressure)이 변하여 5.5 암반과 공학적 방벽

간의 역학적 상호 반응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④④ 자연 재해 시나리오 RES 
자연 재해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지질 구조의 변화로 인하

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로 인한 시나리오이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지질 구조의 변화로 인한 암반의 융기, 침식과

단층의 재 활성화, 지진 등이 있다. Fig. 6 자연 재해 RES에서

5.5 암반 내 지진으로 인한 갑작스런 응력 변화에 따라 5.6 추

가적인 단열이 발생하고 단열 폭 변화 등으로 인해 6.6 지하

수의 6.7 이류 속도의 변화로 용질 이동 가속화 현상이 발생

하게 되어 7.8 오염 형태 등의 변화로 8.8 생태계에 향을 끼

칠 수 있다. 

⑤⑤ 인간 침입 시나리오
인간 침입 시나리오는 처분장 혹은 처분장 인근 지역을 고

의적이던 아니던 인간이 침입하는 시나리오이다. 인간 침입

은 지질 조사나 음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추와 같은 소규모

인간 침입과 관개/음용수 확보나 지하 공간 활용 및 자원 굴

착 등을 위한 대규모 인간 침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고준위 처분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PID
방법론 구축

PID 방식은 FEP간 구체적인 연결과정을 통하여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시나리오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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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 for normal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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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 for climate change scenario.

Fig. 6. RES for earthquak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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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게 되는 장점이 있다. RES를 통한 시나리오 개발과 병

행하여 PID 형태의 시나리오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 할 수 있

는 PID 개발 모듈을 구축하 다 [11]. FEP은 Box로 표기하고,

FEP의 중요도는 Box 색상으로 구분하 다. FEP의 중요도는

FEP record에 포함된 FEP 우선순위이며, FEP box의 색상은

FEP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FEP에 흑색을 적용하고 그 다음부

터 순차적으로 적색, 청색, 녹색, 황색 순으로 적용하 다.

FEP간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Influence는 화살표로 표기하

으며, 상호 향을 주고받는 경우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하

다. 이 모듈을 이용하여 용기부식, 역학적 변화, 핵종이동, 방

사분해 및 지하수 이동의 세부 PID를 구축한 후 이들 세부

PID를 통합함으로써 PID 형태의 정상 시나리오를 구축하

다 [12]. 이와 같이 5 가지 세부 PID들을 통합하여 Fig. 8과 같

이 정상 시나리오에 대한 Full PID를 구축하 다. 예로 Fig. 7

은 용기부식에 대한 세부 PID를 보여 주며 Fig. 8은 5개의 세

부 PID를 통합하여 만들어진 정상 시나리오의 Full PID를 나

타낸다.

III. KAERI CYPRUS 개발

KAERI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종합 데이터베이스 관

리시스템인 CYPRUS (CYBER R&D Platform for Radwaste

Disposal in Underground System)를 개발하 다 [13, 14].

CYPRUS에는 Fig. 2에서와 같이 자세한 설명이 포한된 FEP

목록, RES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는 FEAS, PID

개발 Tool, 안전성 평가 입력자료 Data base인 PAID와 QA

모듈 등이 탑재되어 있다. 특히 RES 방식으로 개발한 시나

리오에서는 체크박스를 통하여 세부 시나리오 RES와 각각

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관련된 FEP 항목과 그 연계성 등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CYPRUS는 안전성 평가 관련

전문가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안전성 평가 입력자료를 찾

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FEP과

시나리오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다.

IV. 결 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종합 안전성/성능을 체계적

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처분장으로부터 인간 생태계에 이르는 방사성 핵종들의 유

출 경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사성 핵종들의 처분장으로부터 인간 생태계 사이의 긴 여

행과 관련된“이야기”를 구성하는 단위 사건들인 FEP들을

수집하여 주요 선정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 후 선별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FEP and Scenario for 

Fig. 7. Sub PID for canister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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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hul-Hyung Kang et al., Normal Scenario

된 FEP들에 관해 우선 순위도를 조사하 다. RES 행렬의 상

호 반응을 연결하여 핵종 이동과 관련된 정상 시나리오, 초

기용기파손,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시나리오와 용기 부식 등

5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하 다. 이와 병행하여 PID 개발 모

듈을 개발하고 정상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세부 PID를 구축

한 후 이들 세부 PID를 통합함으로써 Full PID를 구축하

다. KAERI 고준위폐기물 처분 종합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

스템인 CYPRUS는 FEP 목록과 RES 시나리오의 연계 개발

모듈인 FEAS, RES 시나리오 및 PID 방식의 시나리오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사용에 편리한 GUI 제공함으로써 처분안

전성 평가 입력 자료 등 기본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다. 또한

CYPRUS는 일반인들에게 FEP과 시나리오 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처분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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