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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study, the safety of the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LILW) is examined based on the fluid-flow simulation model. The effects of the structural design and

hydrological properties of the disposal system are quantitatively evaluated by estimating the flux of infiltrated water

at the boundary of the structure. Additionally, the safety margins of the disposal system, especially for the cover

layer and vault, are determined by applying the various scenarios with consideration of possible facility designs and

precipitation conditions. The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the disposal system used in this study is sufficiently

suitable for the safe operation of the facility. In addi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soundness of both the cover layer

and the vault have great impact on the safety of the facility. Especially, as shown in the vault degradation scenario,

capability of the concrete barrier of the vault make more positive contribution on the safe operation of the facility

compared to that of the cover layer.

Key words :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 safety assessment, fluid-

flow simulation, flux of infiltrated water

본 연구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의 방사성 핵종 누출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덮개층

및 처분고의 구조적 특성 및 물성이 고려된 유체거동 수치모사를 실시하였다. 유체거동 수치모사를 통해 시설 내 침

투수거동 양상을 모사한 후, 덮개층 및 처분고 구조물 경계면을 따라 침투수 흐름 선속을 정량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방사성 핵종 누출의 위험성이 평가되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시설 설계조건 및 외부 환경 변화가 고려된 다양한 시나

리오 기반 수치모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축된 표층처분시설의 안전여유도 평가 또한 실시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이용된 설계 구조가 표층처분시설의 안전적 운영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다중 수치모사

결과를 통해 덮개층과 처분고 수리특성의 건전성 유지 여부가 시설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처분고 콘크리트 벽체의 열화상황에서 처분고 내부로의 침투수 흐름을 관찰함으로써 처분고의 차수기능이 처분시설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안전성 평가, 유체거동 수치모사, 침투수 흐름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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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의 활용 영역이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로 확

장되고 이의 이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각종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이 불가피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방사성폐기물이 인체 건강 및 환

경에 미치는 잠재적 유해성은 오랫동안 주요 관심사가

되어져 왔고 이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

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준과 지침이 국내 및 국제적

으로 개발되었다(ICRP, 1985; Han et al., 1997; IAEA,

1996, 2007). 

방사성 폐기물 중,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LILW)은 주로

수 십 년 또는 수 세기 내 방사능이 미약한 수준으로

붕괴되는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을 지칭한다.

해당 폐기물의 경우,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고준위 방

사성 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표층처분 방식을 통해 생태계로부터 격리 시키고

있다(NRC, 2007). 특히, 미국의 경우 1944년 최초로

테네시, 오크리지 지역에 표층처분시설을 건립하였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일

본 등 전 세계적으로 표층처분방식이 적용되어졌다

(IAEA, 1996, 2007).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었다. 우리나

라의 경우 2014년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을 완공하여 현재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량과 앞으로의 발생

량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 처분시설 건립에 대한 필요

성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수요에 따

라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표층처분방식의 중·저준위 방

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

으며, 기존 경주 방폐장 부지 내 총 12.5만 드럼 규모로

2020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KORAD Website).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방사능 수치가 비교적 짧

은 기간 내 소실된다 할 지라도 방사성 핵종의 활동이

여전히 높은 초기 운영 및 관리 기간 동안에는 폐기물

이 반드시 효과적으로 인간 및 생태계로부터 격리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LILW을 외부 환경과 격리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내부 및 외부 구조물들의 기능이 건전하

게 유지되고 있는지, 제안된 구조물의 설계가 적절한지

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이다(NRC, 2007, Lemos

et al., 2003, Kozak, 2014, Kautsky, 2016; Kim et

al., 2017). 이 때, 안전성은 처분시설과 부속시설의 설

계, 건설,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모

든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특

히,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설계 조

건과 외부 환경적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에 고

려함으로써 충분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허용 한계

범위를 각 조건마다 산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표층처

분시설의 설계 특성이 반영된 정량적 안전성평가 수행

을 위한 수치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설계조건 및 외부 환경에서의 시설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표층처분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덮개

층과 처분고의 특정 설계 구조를 반영한 유체거동 수

치모사를 통해 강수로부터 발생하는 침투수의 거동 양

상을 파악함으로써 방사성핵종 누출에 대한 안전성 평

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덮개층 구성 매질 및 처분고

벽체의 수리특성과 강수 조건 변화에 따른 안전성 평

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덮개층 및 처분고의 기

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방법론 

표층처분시설의 방사성 핵종 누출 위험성은 처분시

설 내 강수의 침투수량과 침투선속에 영향을 받는다.

덮개층과 처분고는 저장된 폐기물과 우수의 접촉 기회

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이다. 일반적으로 폐

기물을 저장하는 처분고(vault)는 저투수성 매질로 구

성되며 처분고 상부에 위치하는 덮개층은 배수 및 차

수기능을 갖춘 여러 개의 층(silty sand, gravelly sand,

pea gravel, sand, clay, sand, clay)으로 구성된다(Fig. 1).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후 시나리오 및 덮개층과 처

분고의 수리물성변화에 따라 처분고 내 침투수량과 선

속을 정량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구축될 처분시설의 다

양한 조건 하에서의 폐기물 저장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침투수량 및 선속의 정량적인 수치

연산을 위해 유한요소 해석법에 기초한 다중물리 모사

코드인 COMSOL Multiphysics® 및 Subsurface Flow

모듈을 이용하였다. 지표에 건설되는 처분시설의 기하

적 위치를 고려하여 불포화 대수층에서의 침투수 흐름

을 가정하여 모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덮개층의 차수

효과를 위하여 실제 부지 설계에 반영되는 지오멤브래

인(Geomembrane)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high-density

polyethylene, HDPE)층에 의해 발생되는 침투수의 지

하심도방향 지연효과는 없음을 가정하였다. 증발산량과

강수량은 불포화대로의 최대 침투수량을 반영하기 위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유체거동 수치모사를 통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표층처분시설 안전성 평가 133

하여 최소 증발산률인 강수량의 30%를 가정하고 강수

량은 모사 기간 동안 상수의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되

도록 설정하였으며 덮개층 개개의 매질은 균질하게 분

포함을 가정 후 모사를 실시하였다. 

2.1. 수치모사에 고려된 시나리오

방사성 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은 구조물의 다양한 설

계 조건, 발생 가능한 최악의 기후 조건 등 다양한 구

조적 및 환경적 변화에서도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 수치모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 시,

침투수량 및 선속에 영향을 주는 모델 입력 인자들을

보수적으로 선정하여 수치모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층처분시설의 안전성을 보다 보수적

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층처분시설을 구성하

는 구조물들에 대하여 초기 설계 시 이상적으로 제시

된 입력값 외에 덮개층 및 처분고의 수리학적 물성 및

기후 조건에 대하여 다양한 변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수치모사를 실시한 후, 각 시나리오별 폐기물 저장 안

전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보수적 평가를 위해 고려된

추가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1) 점토층 물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침투수 유입 모사

2) 극한 강수 시나리오를 고려한 침투수 유입 모사

3) 처분고 콘크리트의 열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침투

수 유입 모사

4) 덮개층의 완전 열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침투수 유

입 모사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침투수를 저장된 방사

성 폐기물과 격리시키기 위해 설계된 점토층의 물성

값이 이상적인 값을 벗어나 다양하게 나타날 경우 침

투수의 유입 양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처분시설 안

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시

나리오는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의 강수현상이 일어났

을 때의 처분시설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되었으

며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폐기물을 저장하는 처분고

의 콘크리트가 열화 된 상황을 가정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덮개층을 구성하는 각 층이 배수

및 차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처분시

설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2.2.침투수 거동 방정식 및 압력-함수비-투수성 관

계식

불포화대 내에 존재하는 물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인 Richards 방정식을 이용하였

으며(Richards, 1931) 압력 수두를 기반으로 Richards

방정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위 식 (1)에서 C는 비수분용량[L-1], Se는 유효포화

도 [-], S는 저유계수 [L-1], Hp는 압력수두 [L], t는

시간 [T], K는 수리전도도 [LT-1], D는 수직고도 [L]

를 의미한다. 이 때, 비수분용량 C는 압력 수두에 따

른 체적함수비(θ)의 변화율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

는다. 

C SeS+( )
∂Hp

∂t
--------- ∇+ K∇ Hp D+( )–( )⋅ 0=

Fig. 1. Geometric information and material compositions of each disposal structure applied to numerical simulatio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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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질의 공극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체가 차지하는 부

피비를 의미하는 유효포화도 Se는 체적함수비를 포화

체적함수비(θs[-])와 잔류 체적함수비(θr[-])를 통해 정

규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비저유계수는 대수층의 단

위체적 내에 압력에 의해 저류되어 있던 지하수가 단

위 수두 변화에 따라 유출 또는 유입되는 양으로 포화

체적함수비와 잔류함수비에 의해 정의되며, 이는 아래

와 같은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3)

그리고 수리전도도(K )는 매질이 포화 상태일 때의

수리전도도인 고유수리전도도(Ks[LT-1])와 상대투수 계

수(kr[-])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식 (4)). 

(4)

압력수두 Hp는 압력 p[Pa/ML-1]와 물의 밀도

ρw[ML-3], 중력가속도 g[LT-2]를 이용하여 다음의 관계

식을 가지며, 

(5)

압력수두와 수직고도 D의 합은 수리수두 H[L]로

표현 할 수 있다(식 (6)). 

(6)

침투수 거동 모사를 위해 총 4가지 파라미터인 θ,

C, Se, kr이 압력수두 Hp에 의해 변하는 정도를 표현

하기 위해 van Genuchten 관계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7)

(8)

(9)

여기서 α, N, M, l은 불포화대 매질의 수리적 특

성을 나타내는 상수이며, M = 1−1/N으로 정의 된다

(van Genuchten, 1980).

2.2. 침투수 거동 수치 모델 설계 및 구성

2.2.1. 수치모델에 반영된 표층처분시설의 기하학적

설계구조

처분고를 통한 침투수 투과량 및 침투선속 산정을

위해 고려된 수치모델의 기하학적 설계구조는 Fig. 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층처분시설은 처분

고(vault), 뒤채움재(backfill) 및 덮개층(cover layer)으

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고의 가로, 세로 및 높이는 각

각 20 m, 20 m, 및 10.55 m이며 처분고 상부 덮개는

중심을 기준으로 2.7%의 경사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덮개층의 상부는 3.5%의 경사를 가지며 측부는 50%

의 경사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는 총 7개

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의 구성 물질, 두께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층(최상부층): 2 m 두께의 실트질 모래(silty

sand)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이 성장 할 수 있는 층

으로써 증발산을 유도하고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 

2) 2층: 0.5 m 두께의 잔돌이 섞인 모래(gravelly

sand)이며, 해당 층은 1층으로부터 이동해온 침투수가

아래 덮개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3) 3층: 2층과 동일한 역할을 하여 침투수의 중력방

향으로의 배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0.5 m두

께의 잔자갈(pea gravel)로 구성됨 

4) 4층: 수평방향으로의 배수를 활성화 시키고 압력

수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0.3 m 두께

의 모래(sand)로 구성됨

5) 5층: 0.8 m의 점토(clay)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투

수의 중력방향으로의 배수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함 

6) 6층: 4층과 동일한 0.3 m 두께의 모래로 구성되

어 있으며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

7) 7층: 5층과 동일한 물성과 구조를 가지며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됨

2.2.2. 수치모델에 반영된 강수량 및 증발산량

강수량과 증발산량은 침투수량 및 침투선속을 결정

하므로 최대한 현실적인 수치 값을 고려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층처분시설이 설치 될 예정

지역인 울산의 강수량을 수치 모사에 반영하였다.

Table 1은 30년 동안의 울산지역 월 평균 강수량 및

이의 총합을 보여준다. 계절적 영향에 따라 7월과 8월에

C
∂θ
∂Hp

---------=

Se

θ θr–

θs θr–
------------=

K Kskr=

Hp

p

ρwg
--------=

H Hp D+=

θ
θr Se θs θr–( ) Hp 0<+

θs               Hp>=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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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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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α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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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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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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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00 mm가 넘는 강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를 위해 1985년에서 2014년에 걸친 총 30년 기간

동안의 울산지역 월별 평균 강수량을 산정하고 월별

평균 강수량의 총 합(1286.80 mm)을 해당 지역의 연

평균 강수량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총 강수량의 30%

가 증발산으로 소실됨을 가정하여 총 900.76 mm/year의

일정한 강수량이 처분시설 상부로 지속적으로 침투되

도록 수치모사를 실시하였다. 

2.2.3. 수치모델에 반영된 덮개층 물성

수치모델에 반영된 총 7개의 덮개층, 뒤채움재, 및

처분고의 물성은 Table 2와 같다. 뒤채움재의 경우

silty sand의 물성값을 동일하게 이용하였으며 처분고

는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용된 콘

크리트의 물성은 Schneider et al.(2012)가 제안한 콘

크리트 및 모타르 수리 특성상수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의한 콘크리트 및 모타르의 α값은 7.65×10-6 [cm-1]

및 3.23×10-6 [cm-1]이다.

 

2.2.4. 수치모사에 이용된 경계조건

본 연구에 이용된 수치모델에서는 일정 단위시간당

일정한 질량의 강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을 가정하였

다. 따라서 덮개층의 최상부(Fig. 2에서 보라색) 및 측

부(Fig. 2에서 푸른색)를 고정선속 경계로 설정하였다.

이 때, 유입되는 물의 선속은 지표의 경사에 따라 달라

짐을 가정하여,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덮개층 상부

Table 1. Monthly mean rainfall information obtained over a 30-year period from 1985 to 2014 in Ulsan, Korea.

J. F. M. A. M. J. J. A. S. O. N. D. Total

Mean

(mm/year)
35.8 45.5 70.6 89.7 112.9 178.0 229.4 240.6 155.6 60.4 43.0 25.3 1286.8

Table 2. Applied hydrological properties for each cover layer, vault and backfill in this study (NRC, 1993).

Type of soil θ
r
 [-] θ

s
 [-]

van Genuchten Param.
K

s
 [cms-1]

α [cm-1] N [-]

Silty Sand 0.1 0.47 0.044 1.523 1.010-4

Gravelly Sand 0.02 0.32 0.1008 2.922 1.010-2

Pea Gravel 0.03 0.26 4.695 2.572 1.0

Sand 0.045 0.37 0.0683 2.08 3.010-2

Clay 0.0001 0.36 0.0016 1.203 1.010-7

Vault 0.017 0.17 1.8510-5 1.52 1.010-9

Backfill 0.1 0.47 0.044 1.523 1.010-4

Fig. 2. Applied boundary conditio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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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덮개층 측부에 대해 각 각 2.85×10-5 [kgm-2s-1] 및

2.55×10-5 [kgm-2s-1]의 선속이 유지됨을 가정하였다.

해당 수치 값은 수치모사에 적용된 강수량(Table 1) 값

으로부터 환산되었다. 수치모델의 최하부 경계(Fig. 2에

서 붉은색 선)는 일정 압력수두(Hp= −50 [m])가 유지

되고 수치모사에 의해 계산되는 침투수의 수직방향으

로의 유속에 따라 선속이 달라짐을 가정하였으며 그

외 경계는 무흐름 경계로 설정하였다. 

3. 모사 결과

표층처분시설의 덮개층과 기후조건에 초기 설계 값

을 적용하여 침투수 거동 모사를 실시함으로써 제시된

설계구조가 방사성핵종 누출에 대하여 안전한지를 평

가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30년 동안의 침투수 거동

변화를 모사하였다. 또한, 지하 불균질성에 의해 기인

하는 불포화대 흐름 모사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류 모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두 종류의 모사 모두

덮개층 및 처분고의 열화가 발생하지 않아 구조물에

대한 건전성은 유지됨을 가정하였다. 

3.1. 부정류 침투수 거동 모사

Fig. 3은 부정류 모사를 통해 획득된 0년, 10년, 20

년, 30년 후의 압력수두분포를 보여준다. 압력수두가 약

–4 m (Hp=−4 m)인 선은 10년 후, 상부 silty sand층

을 통과하며 서서히 배수층에 압력 상승을 유도하며,

충분한 거동 동력을 확보한 후 움직이기 시작하여 20

년 이후의 그림에서는 좌측 경계면을 따라 흐름이 발

생하고 30년 후에는 경사면 하부까지 압력 프론트가

전개되어 정류상의 흐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30년 후 압력수두 분포(Fig. 3(d))에서

관찰 할 수 있듯이 30년 내에 덮개층 하부인 점토층에

이르는 침투수 흐름은 미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보다 상세한 침투수 거동을 특정 도메인 경계(Fig. 4

에서 (a) 경계 1, (b) 경계 2, (c) 경계 3 및 (d) 경계

4)에서의 1차원 통과유량으로 확인하였다. 수치 모사

기간 동안의 최대 침투수 유입량을 판단하기 위하여

Fig. 3. Distributions of pressure head after (a) 0, (b) 10, (c) 20, and (d) 30 years observed from the unsteady-state flow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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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후 침투수 유량을 산정하였으며, 네 가지 경계에

서의 선속 분포 결과는 Fig. 5와 같다. 먼저, 경계 1

인 지표에서의 선속 양상을 통해 연 평균 강수량의 약

4-11%에 해당하는 물이 최상부층인 silty sand를 통과

하여 덮개층으로 유입됨을 확인 할 수 있다(Fig. 5(a)).

그림에서 보여주는 비대칭적 침투수 유입 패턴은 지표

를 따른 우수의 흐름 또는 유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하류부로 갈수록 증가한 압력 수두로 인하여

침투수량이 증가하나 덮개층 좌측부의 50% 경사층 인

근에서는 빠른 지표유출로 인하여 압력 수두 손실이

발생하여 침투수량이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덮개층 최하부 바닥(경계 2)에서의 선속 분포 양상은

처분고 내로 유입되는 침투수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30년 이후 모사 결과는 그림5(b)

Fig. 5. Flux distribution of the infiltrated water observed after 30 years of unsteady-state flow simulation where each flux is

estimated on the corresponding boundary shown in Fig. 4.

Fig. 4. Four boundaries of (a) top of the cover layer, (b) bottom of the cover layer, (c) top of the vault, and (d) bottom of the

vault where infiltration flux are estima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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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이를 통해 30년 내 덮개층 하부를 통과하는 침

투수 흐름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0 mm/year).

처분고 상부(경계 3)에서의 침투수 선속은 처분고 상

부에 형성된 압력수두에 의해 결정되나, 해당 모사의

경우 30년 내에 수분 유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분

고로의 침투수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Fig. 5(c)). Fig. 5(d)는 경계 4에서의 침투수 선속 분포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고 하

부를 통과하는 침투수 흐름은 없음을 보여준다.

30년에 걸친 덮개층 및 처분고에 대한 부정류 모사

및 그 결과를 통해 덮개층 최상부를 통과하여 유입된

침투수는 대부분 배수층을 통하여 도메인 외부로 배출

됨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덮개층의 구조가 이상적으

로 시공되었을 경우, 본래의 설계 목적인 침투수의 배

수(gravelly sand, pea gravel, 및 sand 층) 및 지수(하

부 clay 층)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여 표층처분시설 내 방

사성핵종 누출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3.2. 정류 모사 

실제 표층처분 부지 내 존재할 수 있는 대형 공극

(macropore), 물성 불균질성 등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침투수의 우선적 거동 경로(preferential flow)는

실제 불포화대 흐름에 있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수

치 모사를 통하여 모사 될 수 없다는 제한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보다 빠른 침투수 거동 등 덮개층 및 처분

고 건전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

기 위해서는 부정류 모사보다 오히려 정류 모사가 타

당할 수 있다. 

Fig. 6은 정류 모사 결과 얻어진 압력수두(Hp)의 분

포 양상을 보여준다. 배수층 및 하부 점토층을 따라

높게 형성된 압력수두는 배수층 바닥층에 침투수가 고

이면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

류 모사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침투수는 배수층을 통하

여 도메인 외부로 유출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고 내부의 압력수두는 정류임에도 불구하

고 주변 뒤채움재 부분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며, 이

는 처분고 내로의 침투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부정류 모사와 동일하게 최대 침투수 유입량을 판단

하기 위하여 네 가지 경계에서의 침투수 선속 분포를

산정하였다(Fig. 7). Fig. 7(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표

에서의 선속은 연 평균 강수량의 약 4-11%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강수가 덮개층의 최상부

층을 통과하여 덮개층으로 유입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류 모사와 일치하며 이는 덮개층

상부를 통한 침투수의 유입이 30년 내 정류 상태에 도

달함을 의미한다. 경계 2를 통과하는 침투수 선속은 앞

서 부정류 모사 결과와 매우 다르며, 장기간 침투수가

유입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선속의 양상이다. 침투수

선속은 최소 6.5 mm/year 에서 최대 8.8 mm/year 이

며, 최대 선속이 나타나는 지점은 좌측 및 우측 처분

고 사이 뒤채움재에 의해 충진 된 부분이다. 해당 위

치에서는 주변에 비하여 원활한 배수가 하부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어 가파른 압력 수두 구배가 유지되므로

보다 큰 침투수 하향 거동 선속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처분고 상부(경계 3)에서의 침투수 선속은 실

제 수분의 유입 및 누적이 매우 오랜 기간을 가정한

정류 모사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0.96 mm/year로 미약

한 흐름이 관찰된다. 이는 침투수에 의한 흐름이 아닌

처분고의 높은 모세관력에 의한 유량이 포함된 현상으

로 판단된다. 처분고의 높은 모세관력에 의한 흐름은

Fig. 7(d)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고 하부에서의 선속 분포 양상이 음의 값을

가지며 거동이 처분고 방향(즉, 상부방향)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처분고 내에 유지

되는 낮은 압력 및 모세관력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침투수 유입에 기인하는 현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정류 모사를 통해 앞서 30년 동안의 부정류

모사와 마찬가지로 덮개층 설계 목적에 따른 침투수의

배수 및 지수가 유효하게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류 모사결과를 통해서 처분고의 건전성이 지속되는

한 덮개층을 통과한 침투수가 처분고 내로 유입될 가능

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덮개층의 건전

Fig. 6. Distributions of pressure head observed from the

steady-state flow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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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뿐 만 아니라 처분고의 건전성이 침투수의 유입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점토층 물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침투수 유입

모사

앞선 부정류 및 정류 모사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침투수가 처분고 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

한 것으로 판단되나 각 덮개층이 가지는 수리물성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각 덮개층의 매질이

의도하지 않은 타 매질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을 경우

수리적 특성이 예상된 값보다 매우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강수에 의한 물이 불포화대로 침투 된 후

의 거동 특성은 불포화대 구성 토양의 물리 및 화학적

특성 및 기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덮개층 및 처분고의 수리적 물성에 따른 침투수

유입량의 불확실성을 평가할 필요가 제기되며, 특히 침

투수의 유입을 억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덮개층 하부 점토층의 수리적 물성 변화에 따른 침투

수 거동양상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토층 수리물성에 기초한 제한적 몬테카

를로 모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침투수 유량의

불확실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점토층 불확실성 평가를

위해 설계된 몬테카를로 모사의 개념은 Fig. 8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토층의 수리학적 특성 인

자들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점토층 물성에 대한 다

중 입력인자를 발생시켰다. 이 때, 다양한 토양에 대한

특성 값들의 확률론적 분포형태 및 각 값들 간의 공분

산 특성(Carsel and Parrish, 1998)에 근거하여 총

10세트(Table 3)의 점토층 수리특성인자들을 생성하였

으며 이를 침투수 거동 수치 모델에 입력하여 총 10회

의 침투수 거동 모사를 실시하였다. 

Fig. 9는 몬테카를로 재현을 통해 생성된 총 10세트

의 점토층 물성값을 이용하여 모사 된 총 10개의 몬테

카를로 압력수두(Hp)의 분포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수치 모사 결과에서 처분고

주변 압력 수두가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는 점토층의 물성 값에 따라 지표로부터의 침투

수가 뒤채움재까지 유입될 가능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Fig. 7. Flux distribution of the infiltrated water observed in steady-state flow simulation where the flux in each figure is

estimated on the corresponding boundary shown in Fig. 4.



140 정진아 ·권미진 ·박은규

침투수가 뒤채움재까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고 내 압력수두는 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낮게 형

성되고 있으며 점토층의 기능이 유지되는 정류 모사

결과 (Fig. 6)와 유사한 분포 값을 보여준다. 따라서 점토

층이 다른 토질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에도 처분고 내

부로의 침투수 유입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총 10회의 몬테카를로 모사 결과에 대한 각 경계에

서의 선속 양상은 Fig. 10과 같다. 점토층의 물성 값

과 관계없이 지표에서 유입되는 침투수의 유량은 모두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정류 모사 결과와 동일하게 연

평균 강수량의 약 4-11%에 해당하는 물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10(a)). 점토층의 물성 값

에 따라 경계 2에서 관측되는 침투수량이 상당한 차이

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10(b)). 이를 통

해, 점토층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대부분의 침투

수가 점토층 바닥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모사에서 경계 2에

서의 침투수량이 비교적 크게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

고 처분고 상부(경계 3)에서는 그 차이가 미미하게 나

타났다. 이는 비록 점토층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지표로부터 대부분의 침투수가 최하부 점토층 바닥까

지 도달하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수성의 뒤채움재로

인해 처분고 상부에 압력수두 형성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고 하부(경계 4)에서의 선

Fig. 8. Concept of Monte-Carlo numerical simulation for assessment of uncertainty caused by clay layer.

Table 3. Generated 10 hydrological properties based on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of clay water retention characteristics. 

Parameter θ
r
 [-] θ

s
 [-] α [cm-1] N [-] K

s
 [cms-1]

Real 01 0.43 0.0738 0.00357 1.0107 1.0410-7

Real 02 0.43 0.0748 0.003039 1.0043 9.8910-8

Real 03 0.43 0.0713 0.00251 1.0021 8.3410-8

Real 04 0.43 0.0787 0.004309 1.0431 3.3010-7

Real 05 0.43 0.0567 0.002128 1.0062 2.4610-8

Real 06 0.43 0.0565 0.002307 1.0254 1.1210-8

Real 07 0.43 0.0676 0.003309 1.0128 5.5810-8

Real 08 0.43 0.075 0.00291 1.0232 1.0010-7

Real 09 0.43 0.0845 0.003588 1.0517 3.5910-7

Real 10 0.43 0.0696 0.00219 1.0238 6.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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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stribution of pressure head estimated based on Monte-Carlo simulations results for clay layer with 10 type of

hydrolog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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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분포 양상을 통해서도 점토층이 오염으로 인해 기

능이 상실되어도 처분고를 관통하는 침투수 흐름이 발

생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Fig. 10(d)).

3.4.극한 강수 시나리오를 고려한 침투수 유입 모사

앞서 실시한 모든 모사의 경우 30년 평균 강수량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30년의 기간을 고려할 경

우 극한의 강수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극한의 기후

변동은 지구 온난화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강수

극한치를 고려하여 덮개층 및 처분고가 침투수를 효과

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

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극한 강수 시나리오

를 위하여 과거 30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0년

내 각 월별 강수량 중 극값을 모두 더하여 연간 강수

량을 구성하였다. 1987년부터 2016년 까지 30년 기간

동안 얻어진 월 강수량의 극값은 Table 4와 같다. 따라

서 본 시나리오에서는 총 강수량인 3581.0 mm/year에

30%의 잠재 증발산량을 고려한 2867.4 mm/year의 물

이 덮개층으로 지속적으로 침투됨을 가정하였다.

Fig. 11는 극한 강수 시나리오를 고려한 침투수 유입

모사 결과 얻어진 압력수두(Hp)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침투수는 배수층을

통하여 도메인 외부로 유출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배수층 및 하부층 압력수두 증가 양상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비록 이전 모사 결과에 이용한 강수량의

약 3배의 양에 달하는 극한 강수량을 이용한 모사임에

Fig. 10. Flux distribution of the infiltrated water observed in 10 Monte-Carlo simulation results for clay layer where the flux

in each figure is estimated on the corresponding boundary shown in Fig. 4.

Table 4. The extreme rate of monthly precipitation obtained over a 30-year period from 1987 to 2016.

J. F. M. A. M. J. J. A. S. O. N. D.

Max.

Rainfall

[mm/year]

119.6 128.1 160.1 182 352.8 371 543.2 698.7 392.6 358.7 151.6 122.6

sum 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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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처분고 내부의 압력 수두는 주변 뒤채움

재 부분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며, 이는 처분고 내로

의 침투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음을 지시한다.

수치 모사 기간 동안의 최대 침투수 유입량을 보다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네 가지 경계에서의 선속

분포 결과를 산정하였다. 최상부층인 silty sand를 통과

하여 덮개층으로 유입되는 선속 양상은 그림12(a)와 같

으며, 극한 강수량(3581.0 mm/year)의 약 3-10%에 해

당하는 100-350 mm/year로 비율 상 앞서 정류 모사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가 의미하는 바는 강

수량의 증가가 우수의 덮개층 침투량과 비례하지 않음

을 의미한다. 덮개층 최하층, 처분고 상부 및 처분고

하부에서의 침투수 선속(Fig. 12(b-d))은 3배가량의 강

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앞선 정류 모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Fig. 7(b-d)). 이와 같은 결

과를 통해 처분고의 건전성이 지속되는 한 30년 연평

균 강수량의 3배가량 증가하여도 덮개층을 통과한 침

투수가 처분고 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또한 덮개층의 건전성과 함께 처분고

의 건전성이 침투수의 유입을 억제하는 중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5.처분고 콘크리트의 열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침

투수 유입 모사

처분고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화되어 투

수성이 증가하면 이의 차수 기능이 저하 되고 결과적

Fig. 11. Distributions of pressure head observed from the

extreme precipitation scenario results.

Fig. 12. Flux distribution of the infiltrated water observed from the extreme precipitation scenario results where the flux in

each figure is estimated on the corresponding boundary shown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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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침투수를 효과적으로 저장 폐기물과 격리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처분고 열화에 따른

첨투수 거동 양상을 모사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덮개층의 성능은 지속

적으로 유지됨을 가정하고 처분고 수리특성에 silty

sand의 특성을 반영하여 침투수가 처분고 상부로 유입

되었을 경우 처분고 외부 구성체인 콘크리트가 차수체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가정하였다. Table 5는

콘크리트의 열화가 일어나기 전 처분고의 물성과 열화

를 고려하였을 경우 입력된 처분고의 물성을 보여준다.

처분고 콘크리트 열화에 따른 압력수두(Hp)분포는

Fig. 13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덮개층에서

대부분의 압력 수두가 높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침투수가 덮개층 내 배수층을

Table 5. Applied hydrological properties of concrete barrier assumed to be normal and deterioration case.

θ
r
 [-] θ

s
 [-] α [cm-1] N [-] K

s
 [cms-1]

Normal case 0.017 0.17 1.8510-5 1.52 1.010-9

Deterioration case 0.1 0.47 0.044 1.523 1.010-4

Fig. 13. Distributions of pressure head observed in the

degradation scenario results for the concrete barrier of the

vault.

Fig. 14. Flux distribution of the infiltrated water observed from the degradation scenario results for the concrete barrier of

the vault where the flux in each figure is estimated on the corresponding boundary shown in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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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배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고

콘크리트 열화가 발생하기 전 결과인 정류 모사결과

(Fig. 6)와 비교하였을 때, 처분고 내에서 비교적 높은

압력수두가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정류

모사 결과에서는 뒤채움재 부분과 처분고 내부 간의

압력 수두 차가 명확하게 나타났으나 콘크리트 열화

결과에서는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침투수

가 처분고 내로 유입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지표에서의 선속 양상은 Fig. 14(a)와 같으며 해당

결과의 경우 덮개층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류

모사 결과(Fig. 7(a))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덮개층 최하

부 점토층 바닥에서의 선속 분포 양상은 Fig. 14(b)와

같이 나타난다. Fig. 7(b)의 정류 모사 결과와 비교하였

을 때, 처분고 왼쪽 상부와 인접해 있는 점토층 바닥

에서의 침투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는 처분고 열화 전 낮게 형성되던 압력 수두의 영향으로

해당 위치에서의 침투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처분고가 열화되어 투수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부분

의 흐름이 원활해짐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고 상부에서의 침투수 선속(Fig. 14(c))은 덮개층

최하부 점토층 바닥에서의 선속 분포 양상(Fig. 7(b))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처분고 상부에서 약

8 mm/year의 침투수량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처분고가 열화에 의해 차수체의 기능을 상실함

에 따라 처분고 내부로의 침투수 흐름이 발생하게 되

어 그림14(d)와 같이 처분고 하부에서의 선속 또한 상

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의

결과를 통해 덮개층의 기능이 유지되더라도 처분고의

차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침투수의 유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6.덮개층의 완전 열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침투수

유입 모사 

본 시나리오에서는 덮개층의 열화가 발생하여 그 기

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지수 및 배수 기능을 효과적으

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덮개층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덮개층

의 기능이 모두 상실됨을 가정하여 덮개층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층의 수리특성에 silty sand의 특성을 반영

하였으며, 처분고 성능은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가정하

여 기존 콘크리트의 수리물성을 반영하였다. 

해당 시나리오 반영 모사 결과 얻어진 압력수두(Hp)

의 분포는 Fig. 15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력수두는 처분고 상부가 물에 의해 포화됨에 따라 0

의 값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기존 모사 결과에 비하여

높은 값 이다. 또한 이전 모사 결과들과 달리 배수층

을 따른 압력의 증가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Fig. 16은 최대 침투수 유입량을 정량적으로 판단하

기 위해 네 가지 경계에서의 침투수 선속 분포를 도시

한 그림이다. 지표에서의 침투수 선속 양상은 그림

16(a)와 같으며, 연 평균 강수량의 약 15-33% (190-

425 mm/year)에 해당하는 물이 silty sand 층 상부를

통과하여 덮개층으로 유입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덮개층 열화 이전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양이며,

침투수 거동에 장애요인인 점토층의 기능이 사라져 수

직적 물의 흐름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또한 덮개층 최하부에서 나타나는 침투수 선속량

도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Fig. 16(b)). 그러나

처분고 상부 및 하부에서의 침투수 선속은 이전 정류

모사 결과(Fig. 7(c-d))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줌을 통해

서 처분고 내부로의 침투수 유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전 다수의 시나리

오 결과가 지시하는 바와 같이 처분고의 건전성이 유

지되는 한 침투수 유입이 차단될 수 있음을 지시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표층처분시

설의 설계 구조가 방사성핵종 누출에 대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계 구

조와 기후변화를 고려한 유체 거동 수치 모사를 실시

하였다. 덮개층 및 처분고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

고 있는 경우에 대한 수치 모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Fig. 15. Distributions of pressure head observed from the

degradation scenario results for the cove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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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의 추가적 수치모사를 통해 표층

처분시설의 각 구조물 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시나리오는 점토층 물성의 불확실

성, 극한 강수, 처분고 콘크리트의 열화 및 덮개층의

완전 열화 상황이다. 

Table 6은 본 연구에서 이행된 정상상황(시나리오 1)

및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상황에 대한 수치모사 결과

를 종합하여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표층처분시설의 안

전 기준으로 제시된 조건은 덮개층의 최하부층인 점토

층(경계 2)에서의 침투수 선속이 연간 32 mm 이하이

다. 상황 1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이용된 덮개층

및 처분고의 물성 및 구조가 표층처분시설의 안전적

운영에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극한 강수조건이 고려된 상황 3의 결과는 덮개층으

로의 침투수량(100-350 mm/year)이 다른 경우 보다 2

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덮개층의 기능이 건

Fig. 16. Flux distribution of the infiltrated water observed from the degradation scenario results for the cover layer where the

flux in each figure is estimated on the corresponding boundary shown in Fig. 4.

Table 6. Summary of the overall simulation results based on the assumed scenarios in this study.

Scenario

1 2 3 4 5

Steady 

State

Monte-Carlo 

Sim.

Extreme 

Climate

Vault 

Degrad.

Cover

 Degrad.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mm/year] 1286.80 1286.80 3518 1286.80 1286.80

Annual average evapotranspiration [mm/year] 386.04 386.04 713.63 386.04 386.04

Flux at boundary 1 [mm/year] 50 – 144 50 – 144 100 – 350 50 – 144 190 – 425

Flux at boundary 2 [mm/year] 8.8 21.15±38.77 9.1 8.8 150 – 650

Safety consideration ○ △ ○ ○ ×

○ – Satisfactory; △ – Semi-satisfactory; × – Not satis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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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유지된다면 상황 1과 유사한 안전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상황 4 또한 비록 처분고 콘크리트가 열화

되어 이의 기능을 상실했더라도 덮개층의 기능이 유지

되는 경우 안전기준을 통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와는 반대로 상황 2와 상황 5를 통해 처분고의 차수

기능은 유지되더라도 덮개층의 배수 및 지수 기능이

일부 상실되거나 완전히 상실될 경우, 안전기준을 만

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황 2와 상황 5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표층처분시설의 안전기준은 통과

하지는 못하나 처분고 콘크리트 벽체가 침투수를 효과

적으로 차단하여 침투수가 처분고 내부를 통과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표층처분시설의 덮개층과 처

분고의 건전성 유지 여부가 시설 안전성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특히, 처분고 콘크리트 벽체

가 열화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4)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덮개층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처분고 내부로의 일부 침투수 흐름을 관찰함에 따라

처분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처분고 콘크리트 벽체

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는 덮개층 구성매질특성의 불확실성

에 따른 덮개층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점토층의

지수기능에 대한 불확실성만을 고려한 바 있다. 그러

나 덮개층은 배수와 지수효과를 가져오는 다양한 매질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매질의 불확실성을 복합적

으로 고려하여 덮개층의 기능을 평가하고 허용 매질

특성 범위를 산정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매질층

의 덮개층 기능에의 영향력 또한 평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덮개층과 처분고의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

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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