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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sure the reliability of computer programs used for the post-closure safety assessment in the Wolsong LILW 
Center, the results from MASCOT, SAFE-ROCK and GOLDSIM programs are compared with a problem for 
degradatio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computer programs are individually analyzed. Effects on the 
individual dose are assessed with each computer programs. MASCOT and SAFE-ROCK showed similar results 
for 129I and 3H. However, GOLDSIM represented different results for 129I and 3H. It is analyzed further and com-
pared with the fluxes in each barrier of the disposal system. Througout the benchmarking testing of the computer 
program, the limitation of computer program can be continuously found out for the mature post-closure safety of 
Korean radwaste disposal system.

우리나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폐쇄 후 안전평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MASCOT와 검증프로그램으로 SAFE-ROCK와 GOLDSIM을 선정하여 정상시나리오에 대하여 안전평가를 수행

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각 프로그램 별 구획 간의 선량 및 누출량을 평가하였다. 그 중 방사성

핵종 129I와 3H가 MASCOT와 SAFE-ROCK 프로그램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GOLDSIM 프로그램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각 프로그램의 근계지역 내 핵종이동방정식의 해석과정의 차이와 개별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다른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OLDSIM 프로그램의 경우, 선원항 구획에서 초기 핵종누출량은 time-scale에 민감

하게 반응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평가 프로그램은 처분환경에서 발생하는 핵종거동 및 이동에 대한 실제현

상을 예측하기 위해 모델링을 거치지만, 전산프로그램의 특성과 실제현상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므로 결과에 차이가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와 상호비교를 통해 알아내며 그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개발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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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이 도입

된 이후 원자력시설에서 발생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로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Wolsong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

ity, 이하 월성처분시설)를 2008년 7월 건설 및 운영허가를 

취득한 이후 건설에 착수하여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월성처분시설은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에 

약 210만 m2의 면적에 총 80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의 처분을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10만 드럼을 동굴처분방식으로 건설하고 있다. Fig. 1과 

Fig. 2는 각각 월성처분시설의 조감도와 시설의 폐쇄 후 처

분개념을 나타내었다.

월성처분시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고시[1-2]에 따

라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허가신청서류뿐만 아니라 처

분시설 완공 이후에도 운영 중 주기적으로 안전평가를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성처분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를 수행하기 위

해 IAEA ISAM 방법론[3]에 기반으로 처분시설 안전평가 시

나리오를 위한 FEP(Features, Events and Processes)을 작성

하여 평가 시나리오를 선정한 후, 그에 따른 평가가정과 평

가도구를 설정하였다. 월성처분시설 안전평가에 적용되는 

입력변수들은 개별 실험 및 문헌결과들을 통해 확보하고 컴

퓨터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이용하여 수행하였

다[4-7]. 

월성처분시설은 최초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을 위한 폐

쇄 후 안전평가에서 MASCOT[8]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하매질에서 방사성핵종이동 해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핵

종이동 해석에는 월성처분시설의 주요 공학적방벽인 콘크

리트사일로의 열화 전후의 핵종재고량, 지하암반에서의 지

하수 Darcy 속도, 지하매질의 분배계수 등을 반영하였다. 특

히, 콘크리트사일로 방벽의 열화시점을 기준으로 열화 전과 

열화 후의 핵종이동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질량보존을 고려

한 최종평가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MASCOT[8] 프로그램 적용의 한계로 인

한 것으로 콘크리트사일로 방벽의 점진적 열화현상을 프로

그램 내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열화

시점 이전과 이후 콘크리트사일로 방벽의 변화된 두 개 특성 

값을 입력하게 되여 연속적인 열화현상을 컴퓨터 프로그램

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예측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을 포함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예측결과의 불확실성 저감 및 월성처분시설의 안전성증진

을 위해 기존 MASCOT[8] 프로그램 외에 처분시스템 내에

서의 질량전달을 모사하는 GOLDSIM[9]프로그램과 SAFE-

ROCK[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사일로 방벽의 열

화현상에 대한 핵종이동 예측결과를 상호비교하고 그 결과

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처분시설 안전평가

2.1 처분시설 안전평가 개요 

Fig. 1. Bird eye’s view of Wolsong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enter.

Fig. 2. Conceptual Plan of Disposal Facility Closure for of Wolsong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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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안전평가는 다른 원자

력시설과는 달리 시설의 폐쇄 후 먼 미래에 궁극의 목표를 두

며, 운영 중 단계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부지선정, 공

학적 방벽 및 제도적 관리의 설정 등 처분안전확보를 위한 단

계적 대책을 필요로 한다.

그로 인해 처분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 폐쇄, 제도적 관

리를 포함한 처분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 제반 안전확보 대책

의 타당성 제시를 위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처분시설

의 운영종료 후에도 시설특성에 따라 100 년 이상의 제도적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시설의 부지 및 환경감시, 시설의 유지

보수, 출입통제, 토지 사용제한 등 방사성물질과 인간의 접

촉을 제한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장기적 관점의 안전확

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11]에서는 처분시설의 

폐쇄 후 제도적 관리기간을 포함하여 1,000 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가능성이 있는 자연현상에 대

하여 인간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처분시설의 성능목표치로

서 연간 0.1 mSv 이하를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평가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2 처분시설 안전평가 대상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평가는 현재와 미래에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원항(Source Term), 인공방벽

(Engineered Barrier), 자연방벽(Natural Barrier) 및 생태계

(Biosphere)로 구분되는 처분시스템의 통합성능을 평가하

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는 먼 미래의 시점에 

개별 그리고 전체 처분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지

식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해석 내용과 결과에 불확실성을 내

포하게 된다[3].

처분시설 안전평가의 불확실성 관리방법으로 처분시스

템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의 도출과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결과의 분석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처분시설 안전평가를 위

한 시나리오 도출은 처분시설에서 발생이 가능한 적절한 요

인들(FEP목록이라 칭함)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논리적으

로 목록화하는 방법이 사용된다[6]. FEP목록은 안전평가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처분시스템 특성과 함께 폐쇄 후 안전평

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비교의 대상이 되는 안전평가 시

나리오는 지하 처분시설 주변의 위치한 암석/시멘트 혼합재

Fig. 3. Safety Assessment Normal Scenario for Computer Program Benchmarking [B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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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콘크리트 사일로 인공방벽의 시간에 따른 열화현상으로 

인하여 인공방벽 외부의 지하수가 침투하여 방사성폐기물 

포장용기와 접촉에 따른 핵종용해 현상을 고려한다. 핵종용

해 현상에 따른 핵종누출 현상은 콘크리트사일로 인공방벽 

내부의 뒷채움재와 콘크리트사일로 방벽을 통해 방사성핵종

이동 현상을 통해 인공방벽을 벗어나게 된다. 인공방벽에서 

누출된 방사성핵종은 처분부지에 존재하는 지하수유동에 의

해 자연방벽을 이동하며 생태계에 도달한 방사성물질은 생

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거주하는 개인에게 방사선피폭 현상

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4].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

비교를 위한 안전평가 시나리오 개념을 Fig. 3에 제시하였다.

2.3 처분시설 안전평가 결과 

Fig. 3에 제시한 월성처분시설 안전평가 시나리오에 대

한 폐쇄 후 안전평가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안전평가

에서는 월성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시 사용된 입력데

이터를 적용하였으며, 공학적사일로 방벽의 자연적열화와 

처분시설 폐쇄후 지하수 재포화를 고려한 보수적인 가정들

을 적용하였다. 평가결과로 주어진 3.74E-3 mSv/yr는 원자

력위원회 관련고시[11]에 제시된 성능목표치인 1.0E-1 mSv/

yr를 만족하고 있다.

 

3. 처분시설 안전평가 컴퓨터프로그램

3.1 MASCOT 프로그램 

MASCOT 프로그램[8]은 영국 AEA 사에서 개발한 방사

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평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은 3차원 지하매질에서의 방사성핵종이동을 평가하는데 수

치적인 Laplace 역변환법을 이용하여 핵종이동 현상을 1차

원으로 평가한다. MASCOT는 단위 방벽들을 통한 핵종이동 

현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각 단위 방벽들을 개별 모델로 표현

한다. 각 방벽에서는 핵종이동 현상을 모델별 응답함수로 설

정하여 다음 방벽의 출력함수로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방사성물질에 의한 선량평가는 최종 생태계에서 방사선 피

폭선량 또는 위험도로 평가된다.

MASCOT 프로그램[8]에서 질량보존을 고려하면서 콘크

리트사일로 방벽의 열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열화 후 핵종재

고량에 대하여 열화시점 이전기간 동안 근계지역에서 누출

된 핵종질량을 예측하여 차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10이라는 초기재고량이 열화시점까지 4가 누출되고 6

이 남는다면, 열화후의 재고량에서는 열화시점까지의 붕괴

를 반영한 재고량에 60%만 반영하여 열화후의 결과값은 예

측한다. 선원항영역의 방사성핵종의 시간에 대한 질량보존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제시된다[8]. 

여기서 Mn(t)은 선원항 영역에서 시간 t에서 방사성핵종 

n의 질량[mol]을 나타내며 λ는 핵종 붕괴상수 그리고 kn은 

핵종 n의 침출율을 나타낸다.

3.1.1 선원항

MASCOT 프로그램[8]에서 사용되는 선원항모델은 단순

침출 모델과 용해도제한모델로 나누어진다. 단순침출 모델

은 방사성폐기물 고화체 내부에서 고체부분에 있던 방사성

핵종이 공극수를 이루고 있는 용액에 녹아 나올 때 흡착능에 

근거한 분배계수에 의해 일정한 비율로 침출된다고 가정한 

단순한 모델로써 식 (2)과 같은 지배 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kn는 핵종 n의 침출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q는 방사성폐기물 고화체를 통과하는 지하수의 

유속 [m/yr]이며, A는 선원항 영역의 면적 [m], V는 선원항 

영역의 체적 [m3]이며, ∅는 선원항의 공극률 [-] 그리고 β ρ 

Fig. 4. Example of result on benchmarking scenario by MASCOT 
computer program.

dt
dMn(t) = λnMn(t)+ λn-1Mn-1(t) knMn(t) (1)

qA
kn= v ( +β  ρ K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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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는 선원항의 흡착능 [m3/kg]을 나타내며, β는 흡착이 가능

한 고화체 물질의 분율, ρ는 밀도, Kn 는 핵종 n의  분배계수

를 나타낸다.

용해도제한 모델에서는 지연율(retardation rate)과 용해

도 제한치(solubility limit, mol/m3)를이용한 선원항 모델로

서 이 두 입력변수에 따라 근계지역 방사성핵종누출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월성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를 위한 폐쇄 후 안전평가에서는 지하수가 폐기물고화체와 

접촉시 모든 핵종이 순간적으로 용해되는 보수적 가정을 적

용하였다.

3.1.2 근계·원계지역

근계 및 원계지역의 방사성핵종 이동현상은 다공성매질

에서 이류, 확산, 분산, 평형상태의 핵종흡착과 방사성붕괴 

및 생성(ingrowth) 등을 고려하고 있다. 지하 다공성매질에

서 지하수유동 현상을 통한 방사성핵종농도(Cn)의 지배방정

식은 식 (3)과 같다.

여기서 Rn은 핵종 n에 대한 지연인자(retardation coef-

ficient) [-]이고, v는 지하수의 유동속도 [m/yr], D는 분산계

수 [m2/s]이다. MASCOT를 이용한 월성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를 위한 폐쇄 후 안전평가에서는 이류와 함께 분산

계수를 이용하여 평가하며, 분산계수가 유효확산계수와 방

벽의 길이분산계수의 1/10을 합한 후에 유속을 곱하여 모델

링에 반영하였다.

3.1.3 생태계

월성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를 위한 폐쇄 후 안전

평가에서 생태계 단위모델은 자연방벽과 생태계 접점의 핵

종별 누출량[Bq/yr]을 AMBER 컴퓨터 프로그램[9]을 이용한 

생태계 평가모델에서 도출된 선량환산인자[Sv/Bq]를 이용하

여 연간피폭선량[Sv/yr]을 도출하였다.

3.1.4 프로그램 구조

MASCOT 프로그램에서 적용한 핵종재고량, 선원항, 근

계/원계 그리고 생태계를 이용한 전체 폐쇄 후 안전평가 구

조를 Fig. 5에 나타내었다. MASCOT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

체 폐쇄후 안전평가는 평가 시나리오에서 고려한 핵종이동

현상에 따라 개별 사일로에 처분된 폐기물의 종류별 선원항

Fig. 5. Modeling Structure of MASCOT Computer Program.

+ λn-1Rn-1Cn-1

Rn ∂t
∂Cn

∂t
∂Cn

∂x2
∂2Cn= v + D λnRnC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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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였다. 단순침출모델(Simple leaching)과 용해도 제

한모델(Solubility Limited Source Term)을 적용하여 공학적 

방벽과 자연방벽 생태계를 통해서 방사성핵종이 이동되는 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단위 방벽들은 단위 모듈로 표현

하여 핵종이동 현상을 응답함수로 설정하여 다음 방벽의 출

력함수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3.2 GOLDSIM 프로그램

GOLDSIM은 GOLDSIM Technology Group에 의해 개발 상

용화된 범용 시뮬레이션 패키지로 유동이 존재하는 시스템

을 모사하는 경우라면 어느 경우에나 사용자 편의성을 지닌 

유용하게 그 모델링에 적용될 수 있는 개발도구 프로그램이

다. 특히, 사용자에게 편리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함

께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

설의 폐쇄후 안전평가를 수행하는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3.2.1 선원항 

GOLDSIM는 다양한 선원항 모델을 표현할 수 있지만 

MASCOT와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폐기물 종류에 따른 선

원항 모델인 용해도제한모델과 단순침출 모델로 나누어서 

적용하였다.

3.2.2 근계지역 

GOLDSIM에서는 방사성핵종의 질량이동을 모사 하기 

위해서는 주로 Cell pathway와 Pipe pathway를 사용한다. 

Cell pathway는 확산과 이류에 의한 물질이동을, Pipe path-

way는 이류와 분산에 의한 물질이동을 기술하는데 적합하

다. 따라서, 근계지역에서는 주로 확산과 이류가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Fig. 6처럼 Cell pathway를 이용하여 모

델링을 하였다. Cell 내의 핵종질량보존식은 식 (4)과 같이 시

간에 대하여 1차 상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다[12-13].

여기서 ms
i는 Cell I의 핵종질량[kg], p는 모핵종을 의미, 

λs, λp는 붕괴상수[1/yr], Np는 모핵종 원자량, fp
s는 붕괴에 

의한 분율, Sp→s는 모핵종 붕괴 시 생성되는 mol량의 비율, 

Ws, Wp는 핵종와 모핵종의 분자량[kg/mol], Nl는 Cell i로부

터 이동하는 질량누출량 수, φs
l→i는 이류나 확산을 통해 유

입된 누출량 비율[kg/yr], Si
s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유입률

[kg/yr]이다.

3.2.3 원계지역

원계지역 모델에서는 이류가 지배적이므로 Fig. 7처럼 

Pipe pathway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하는데 Pipe pathway

를 나가는 핵종누출량은 시간과 Pipe출구에서 지하수에 용

해된 농도의 함수로 아래의 식 (5)와 같이 표시된다.

여기서 φs는 Pipe pathway로부터 빠져나가는 누출량 

[kg/yr], Css는 균열에서 오염물질의 농도 [kg/m3], Q 는 유

동로의 유동량 [m3/yr], Ks
ss는 오염물질과 유체간의 흡착계

수 [m3/yr], Ds 는 유효확산계수 [m2/yr] α는 유동로의 분산도 

[m],  L 는 유동로의 길이 [m],  x 는 유동로의 거리 [m],  cs

는 유동로의 균열내의 용해된 농도 [kg/m3]이다. 이는 아래

의 식 (6)으로 기술할 수 있다.

Fig. 6. Cell pathway of GOLDSIM Program.

Fig. 7. Pipe pathway of GOLDSIM Program.

φN1

c=1 1=i
s +Si

s+
dt
dmi

s

= mi
s λs+ N

p

p=1mip λp fp
s Sp→s

Wp
Ws

(4)

X=L∂x
∂c2

φs=(1+CssKs
ss)Qcs (Ds+α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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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s
im는 균열에서의 유효확산도 [m2/yr], θim는 균열

의 공극률, Rp
im, Rs

im균열내의 핵종과 모핵종의 지연인자, Aim

는 균열의 단위거리당 확산면적 [m2]이다.

3.2.4 생태계

GOLDSIM에서는 생태계 모델링을 평가할 수 있지만, 

MASCOT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각 핵종별 단위 누출

량 [Bq/yr]을 생태계 평가프로그램으로부터 평가된 선량환산

인자 [Sv/Bq]를 이용하여 선량 [Sv/yr]으로 변환시킨다. 

3.2.5 프로그램 구조

Fig. 8는 GOLDSIM의 모델링 구조이다. GOLDSIM도 다

른 전산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구획모델로 적용하고 있다. 

MASCOT에서처럼 개별적인 각 선원항을 모델링하며, 자연

암반으로 누출되기 전에 파쇄대를 적용한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이동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3.3 SAFE-ROCK 프로그램

SAFE-ROCK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천층처분시설에 대

한 폐쇄후 안전평가를 위하여 KAERI-KHNP와 미국 Monitor 

Scientific 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동굴처분시설의 폐쇄후 

안전평가를 목적으로 보완한 프로그램이다[6]. 동굴처분시

스템의 각 요소를 통과하는 방사성핵종이동을 평가하기 위

해 근계와 원계모델 구획으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다.

3.3.1 선원항

선원항 모델링을 위해 처분시설을 통과하는 유량은 균

등하고 시간에 따라 일정(steady)하다고 보았으며, 파손 시

Fig. 8. Modeling Structure of GOLDSI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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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시점(tfi)과 완료시점(tfe) 사이에 처분고 또는 사일로를 포

함한 처분시스템은 유동에 대한 투수성이 생기게 되어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투수율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수리학적 진행과정은 함수로 표현되며, 이 함수는 시간에 대

한 선형 함수(linear function) 혹은 불연속 단계 함수(piece-

wise step function)로 개략화되어 있다.

방사성핵종 용해는 총 세 가지의 유형으로 고려되며, 첫 

번째 유형으로는 순간용해이며, 이는 MASCOT의 용해도 제

한모델과 동일방식으로 적용된다. 두 번째는 조화용해로, 단

순침출모델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마지막으로 확산누출로 

고화된 폐기물 고화체 내 방사성핵종 누출로, 이는 고화체

에서 주변 침투수로의 확산율에 의해 제한되는 모델이다. 처

분구획에서 i번째 핵종에 대한 질량보존식은 식 (7)과 같다.

여기서 Vv는 처분고의 총 체적 [m3], Av,i 는 처분고 구획

에서 i번째 핵종의 총 농도 [mol/m3], λ는 붕괴상수 [1/yr], 

m·
d,l(t)는 확산누출 폐기물 고화체로부터 i번째 핵종의 누출

율 [mol/yr], tfi는 침투수가 처분고 또는 사일로 내부 폐기

물 고화체와 처음으로 접촉하는 시간 [yr], Mi(t)는 처분고 또

는 사일로 내 i번째 핵종의 총 방사능재고량 [mol], fs는 순간

누출 유형을 갖는 폐기물고화체 내 i번째 핵종의 분율, δ 는 

Dirac 델타 함수 [1/yr], fu,i는 균일누출 유형을 갖는 폐기물고

화체 내 i번째 핵종의 분율, q·nf (t)는 처분고 또는 사일로 침투

수량 [m3/yr], Tv→E 는 처분고 또는 사일로에서 인공방벽으로

의 확산계수 [m3/yr], Cv,i는 처분고 또는 사일로 내의 지하수

의 핵종 농도 [mol/m3], CE,i는 인공방벽 내의 지하수의 핵종 

농도 [mol/m3], Nn 은 총 핵종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3.3.2 근계지역

SAFE-ROCK에서는 인공방벽에서의 방사성핵종이동을 

모델링하기 위해 근계에서의 이동길이는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분산은 무시되며, 고체 구획상의 방사성핵종 흡착반

응은 선형 평형 흡착 모델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j번째 구획 

Fig. 9. Modeling Structure of SAFE-ROCK Program.

dt
dAv,i = λiVvAv,i+λ i-1VvAv,i+ m·d,1(t)Vv

tu
Mi(t)fu,i+ Mi(tfail)fs δ(tfail)+ q·n,f (t)Cv,i

TV→E(Cv,i CE,i),t≥tfi, i=1,2,.....N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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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i번째 핵종에 대한 질량보존식은 식 (8)과 같다. 

여기서 Vj는 고체와 빈 공간을 포함하는 j번째 구획의 체

적 [m3], Ai,j는 이 구획에서 i번째 핵종의 총 농도 [mol/m3], 

Tj→j+1, Tj-1→j는 각각 j와 (j+1)번째 구획 사이의 및 j와 (j-1)번

째 구획 사이의 질량전달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 [m3/

yr], Ci,j는 구획 내의 핵종에 대한 수용성 농도(aqueous con-

centration) [mol/m3]이다.

3.3.3 원계지역

방사성핵종의 이동양상은 매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원계지역 모델링에서는 다공성 암반을 매질로 고려하였으

며, 분자 확산과 종분산(longitudinal dispersion)은 이류 선

단(advection front)에 앞서서 방사성핵종 plume을 확산시

키며, 방사성핵종은 포화대에서 흡착되고, 지하수는 일정한 

속도로 수평적으로 흐른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방사성핵종

이 용해도 제한을 받으며 근계를 떠나 원계에서 일정하고 균

일하며, 방사성핵종의 흡착은 선형평형모델(linear equilibri-

um model)을 따르고 공극률, 흡착계수, 확산/분산계수 등의 

입력변수들은 원계 내에서 일정하고 균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원계의 마지막 경계 부분에서의 농도는 0인 것으로 

가정한다. 이 조건은 생태계와의 경계부분에서 누출량(flux)

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확산보다 이류가 지배적으

로 일어날 경우 이러한 가정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포화 

암반에서의 핵종이동 방정식은 식 (9)과 같다.

여기서 Vi는 i번째 구획의 체적 [m3], Ai는 i번째 구획에서

의 핵종의 총 농도 [mol/m3], λ 는 붕괴상수 [1/yr], "P"는 모

핵종(parent nuclide), Ci는 i번째 구획에서의 핵종에 대한 수

용액 농도(aqueous concentration) [mol/m3], vff는 포화대의 

Darcy 속도 [m/yr], α는 두 개의 인접 구획 사이의 경계면적 

[m2]을 나타내고 있다.

3.3.4 생태계

생태계 단위 모델에서는 각 핵종 별 누출량 [Bq/yr]을 생

태계 평가모델에서부터 평가된 선량환산인자 [Sv/Bq]을 통

해 선량 [Sv/yr]으로 변환시킨다.

3.3.5 프로그램 구조

SAFE-ROCK의 프로그램 구조를 Fig. 9와 같이 표현하였

다. MASCOT와 같이 SAFE-ROCK도 구획 모델을 적용한다. 

MASCOT에서 선원항을 각 사일로의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누출모델로 구분하였지만, SAFE-ROCK는 사일로 한 개당 하

나의 선원항으로만 누출모델을 표현한다. 누출경로는 폐기

물(Waste forms) → 처분용기(Overpack) → 쇄석(Crushed 

Inventory (Bq) Silo1 Silo2 Silo3 Silo4 Silo5 Silo6

3H 3.10E+14 1.04E+14 3.44E+14 1.12E+14 7.77E+13 1.83E+14

14C 4.01E+13 1.66E+13 3.62E+13 7.30E+12 3.17E+13 2.76E+12

59Ni 6.40E+12 1.14E+13 3.79E+12 1.12E+12 1.34E+12 2.38E+12

94Nb 2.83E+10 2.12E+10 9.09E+09 7.80E+09 9.79E+09 6.28E+09

99Tc 5.99E+10 4.36E+10 7.73E+10 2.98E+10 3.57E+11 2.53E+10

129I 2.15E+08 1.76E+07 5.08E+08 1.26E+07 6.58E+07 2.14E+07

Alpha 3.14E+11 1.12E+10 1.09E+11 4.29E+09 4.42E+10 2.23E+10

Table 1. Input Parameter of Post-Closure Safety Assessment Program (INVENTORY)

dt
dAv,i =λi-1VjAi,j λ iVjAi,j+[Tj-1m·d,1→j (Ci,j-1 Ci,j)Vv

+ qCi,j-1] [Tj→j+1(Ci,j-1 Ci,j+1)+ qCi,j-1] t＞tfi· ·

 Ai,j (t=0)=0

(8)
=λpVjAi,p λ VjAi+[Ti-1(Ci-1 Ci)+vff α i-1→idt

dAiVi

Ci-1] [T1→i+1(Ci Ci+1)+vff α i→i+1] t＞tfai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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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 사일로(Concrete lining) → 자연방벽(Granite) → 

생태계(Biosphere)로 구획화하였다.

4. 상호비교를 위한 문제 설정

세 가지의 폐쇄후 안전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일한 시나리오에 대해 동일한 입력값을 

적용하여 결과값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

핵종이 폐기물에 침투한 지하수에 의해 용해되며, 용해된 핵

종은 폐기물포장물, 처분용기, 뒷채움재, 콘크리트 사일로를 

통해 원계지역으로 이동하며, 또 다시 생태계로 이동하는 정

상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콘크리트 열화시점을 처분시설 폐쇄 후 1645년 이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완전히 열화 되는 것으로 모델링에 반영

하였다. 또한, 총 6 개 사일로에 처분된 1단계 폐기물 부피

기준 35,200 m3(포장물 단위 10만 개)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사성핵종은 공학적 방벽과 자연방벽을 통

해 생태계로 핵종누출을 제한하게 된다. 공학적방벽은 폐기

물포장물, 처분용기, 뒷채움재, 콘크리트사일로 방벽으로 구

성되며, 자연방벽은 천연암반으로 구성하였다. 

MASCOT 프로그램을 이용한 폐쇄 후 안전평가 모델링

에서는 콘크리트사일로 방벽의 열화 이후 처분용기의 연속

적인 열화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폐쇄후 지하수를 통한 핵종

누출 평가에서는 콘크리트 열화기간 동안 선형적인 콘크리

트 방벽의 특성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 열화시점 이후에

는 방벽역할을 상실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Table 1은 폐쇄 후 안전평가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사일

로 별 핵종재고량을 나열하였으며, Table 2은 각 구획 별로 

입력되는 핵종별 분배계수를 나열하였다. Table 3에서는 구

획별로 입력되는 공극률, 밀도, 유효확산계수, 수리전도도를 

각각 나열하였다.

5. 상호비교를 위한 문제의 결과 및 고찰

설정된 문제에 대하여 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Fig. 10은 각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상시나리오의 선량

Kd (m3/kg) Waste Drum Backfill
Concrete
(Before 

degradation)

Concrete
(After 

degradation)
Granite

3H 0 0 0 0 0 0

14C 1.44E-03 1.44E-03 1.44E-03 5.00E-02 1.44E-03 2.50E-03

59Ni 1.60E-01 1.60E-01 1.60E-01 5.00E-01 1.60E-01 3.50E-02

94Nb 1.23E+00 1.23E+00 1.23E+00 5.00E-02 1.23E+00 1.38E-01

99Tc 0 0 0 0 0 1.00E-03

129I 0 0 0 1.00E-03 0 0

Alpha 1.39E+01 1.39E+01 1.39E+01 1.00E+00 1.39E+01 1.18E+00

Table 2. Input Parameter of Post-Closure Safety Assessment Program (Kd)

Porosity(-) Density(kg/m3)
Effective

Diffusivity
(m2/s)

Hydraulic
Conductivity

(m/s)

 Drum 0.3 1890 6.00E-10 1.00E-04

 Backfill 0.45 1890 6.00E-10 1.00E-04

 Concrete (Before degradation) 0.1 2389 1.00E-11 6.47E-12

 Concrete (After degradation) 0.3 1890 6.00E-10 1.00E-04

 Granite 2.70E-03 2590 3.10E-13 6.00E-08

Table 3. Input Parameter of Post-Closure Safety Assessment Program (Porosity/Density/ Effective Diffusivity/ Hydraulic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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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다. 3H과 129I 핵종의 경우, 열화시점 이

전에 MASCOT와 SAFE-ROCK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지만, GOLDSIM에서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프로그램별 추가 분석을 위해, 3H 핵종을 대상으로 사

일로 5번에 대해서 MASCOT와 GOLDSIM을 이용하여 각 구

획별로의 누출량을 평가하였다. GOLDSIM의 경우 근계모델

에 쓰인 cell pathway를 적용하여 누출량을 평가하였을 때, 

MASCOT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

으로 원계에서 쓰이는 Pipe pathway를 근계지역에서 적용하

여 구획별로 누출량을 평가해 보았다.

Fig. 11에서는 근계지역의 MASCOT의 결과는 GOLDSIM

의 근계지역의 Cell pathway로 모델링하였을 때보다 

원계지역의 Pipe pathway로 표현할 때에 가장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로 MASCOT와 GOLDSIM

의 Pipe pathway는 모두 핵종이동 방정식을 푸는 방식이 

Laplace 변환방법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Laplace 변환방법을 통한 핵종이동 방정식을 평

가할 때 이류와 확산을 고르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근계지역에서 나오는 3H의 반감기(12.3년)를 장반감기

(1.233E+8년)로 변경하여 방사성붕괴 현상으로 사라지는 핵

종재고량을 인위적으로 배제하였다. 먼저 이류현상의 대표

적인 인자인 지하수 유동속도를 0으로 설정하여 평가한 결

Fig. 10. Expected Dose Result of Post-Closure Safety Assessment
Programs(Normal scenario [BS-1]).

Fig. 12. Comparison of the 3H(modified Half-life:1.233E8) Results of 
Various Flow velocity in MASCOT on Normal scenario [BS-1].

Fig. 11. Comparison of the 3H Results of MASCOT, GOLDSIM(Cell 
Pathway)and GOLDSIM(Pipe  Pathway) on Normal scenario [BS-1].

Fig. 13. Comparison of the 3H Results of MASCOT and GOLDSIM(Pipe 
pathway) on Normal scenario [B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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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량 및 누출량이 평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확산의 대표

적인 인자인 유효확산계수를 0으로 설정하여도 선량과 누출

량에 대해서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동속도를 다양하게 나누어 평가를 수행하였

을 때, Fig. 12와 같이 그에 따라 MASCOT의 공학적방벽에

서의 유동속도를 나누어 계산해본 결과 일정속도 이하로 떨

어지게 되면 누출량의 결과가 수렴하게 되는 걸 알 수 있다. 

공학적방벽에서의 핵종이동 방정식은 식 (3)과 같은 방식으

로 풀어가는데, 유동속도가 무시할 만큼 작아지게 되면 분산

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MASCOT에서의 핵종이동 방정식을 평가하

는데 분산보다는 이류가 지배적으로 적용되며, MASCOT 프

로그램 특성상 유효확산계수와 달리 유동속도가 0으로 설정

되면 다음 구획으로 누출량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MASCOT 모델링에서는 Laplace 변환법을 통해 핵종이

동 방정식을 평가함으로 확산보다는 이류에 영향을 많이 반

영하여 평가하는 걸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이류가 존재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MASCOT 평가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된다.

Fig. 13에서는 MASCOT와 GOLDSIM의 Pipe pathway로 

핵종누출량을 비교하였다. 폐기물에서부터 핵종 초기 누출

량은 다르게 표현되는데, 이는 프로그램별 누출량의 Time-

scale을 다르게 평가하여서 폐기물에서의 초기 누출량이 다

르게 나타났다.

이에 각 프로그램의 Time-scale를 유사하게 설정하여 초

기 누출량을 비교해보니, Fig. 14와 같이 각 프로그램의 시간

에 따른 누출량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핵

종들과 달리 3H 핵종과 같이 단반감기(12.3 년)이며 흡착계

수가 매우 적은 핵종은 어떤 범위로 Time-scale을 나누느냐

에 따라 초기 핵종누출량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9I의 경우, 열화시점 이후에도 누출되는 핵종으로, 

각 프로그램의 콘크리트 열화시점에 대한 평가방법이 달라 

모두 다른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MASCOT의 경우 콘크리

트 열화시점에 핵종들이 한꺼번에 누출된다고 가정하고, 열

화시점 이전의 핵종재고량을 평가하여 초기 핵종재고량와 

비교하여 열화시점 이전까지 핵종누출량을 평가한 후 열화

시점 이후의 재고량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SAFE-ROCK의 경우 처분용기의 연속적인 열화를 적용

하여, 열화시점(1,645 년)과 열화 완료시점(1,645.01 년) 사

이에 지하수의 침투율을 선형적인 함수로 표현된다고 가정

한다. 또한, 근계지역의 핵종누출에서 식 (7)처럼 이루어지

는데 확산누출, 순간누출, 균일누출, 이류까지 모두 반영함

으로써, 누출의 시점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일찍 나타나는 

걸로 판단된다. GOLDSIM 경우 MASCOT처럼 열화전·후의 

재고량을 재계산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핵종재고량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각 프로그램에 따른 열화시점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다른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사일로 5번에 대해서만 열화시점 이후에도 누출되

는 핵종을 GOLDSIM(근계지역에 Pipe pathway 적용 시)과 

MASCOT, SAFFE-ROCK를 이용하여 누출량을 평가한 결과, 

Fig. 15. Flux(14C, 99Tc, 129I) Result of Silo 5 on Normal scenario 
[BS-1].

Fig. 14. Comparison of the 3H Revised Results of MASCOT and 
GOLDSIM(Pipe  Pathway) on Normal scenario [B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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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와 같이 열화시점 이전까지는 MASCOT와 GOLDSIM

의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열화시점 이후의 핵종에 대

한 누출시간이 MASCOT나 SAFE-ROCK과 달리 GOLDSIM에

서는 선원항부터 열화시점 당시 지점까지 재고량을 반영하

는 만큼 핵종누출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폐쇄 후 안전평가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

로그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으로써 사용된 

MASCOT와 검증프로그램으로 SAFE-ROCK와 GOLDSIM을 

선정하여 정상시나리오에 대하여 안전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각 프로그램별 

구획간의 선량 및 누출량을 평가하였다. 그 중 방사성핵종 
129I와 3H가 MASCOT와 SAFE-ROCK 프로그램에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지만, GOLDSIM 프로그램에서는 상이한 결

과를 나타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에 따른 구획별로 누출량을 

평가해 보았을 때, 근계지역에서 누출되는 핵종(3H, 129I)에 

대한 이류와 수리분산이 지배되는 조건하에 거동하기 때문

에, 핵종거동에 이류와 분산이 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

러나 각 프로그램의 근계지역 내 핵종이동방정식의 해석과

정이 확산보다 이류를 지배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129I같은 경

우, 열화시점 이후에도 누출되는 핵종으로 근계지역의 핵종

이동방정식의 해석과정의 차이와 함께 열화시점에 대한 평

가시 MASCOT에서는 연속적인 방정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추가적으

로 GOLDSIM 프로그램의 경우, 선원항 구획에서의 초기 핵

종누출량은 time-scale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외의 핵종 같은 경우 대부분의 결과값이 콘크리트 

열화시점 이후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평가범위안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원계지역에서 핵종누출이 근계지역보다 영향

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GOLDSIM과 MASCOT의 원계지역

에서 핵종누출이 Laplace 변환법으로 동일하게 사용함으로

써 콘크리트 열화시점 이후의 핵종에 대해서는 GOLDSIM과 

MASCOT가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MASCOT와 SAFE-ROCK는 실제 지하수에서 일

어나는 방사성핵종 거동을 단순히 모사하여 평가하는 모델

로서 이류-분산 이동방정식을 uniform한 1차원적 유동으로

만 가정하여 핵종거동을 평가한다. 또한 MASCOT의 경우, 

추가적인 열화후의 재고량 적용 및 근계지역의 확산보다는 

이류를 지배적으로 반영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안전평가 프로그램은 처분환경에서 발생하는 핵종거동 

및 이동에 대한 실제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모델링을 거치지

만, 전산프로그램의 특성과 실제현상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

적이므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

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와 상호비교를 통해 알아내며 

그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개발과정을 필요로 하

고 있다. 

향후, GOLDSIM와 MASCOT의 근계지역의 핵종이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GOLDSIM의 근계지역 평가에 사용

되는 Cell pathway 개수에 따른 합리적인 설정 및 검증과 더

불어 추가 입력변수의 수집 및 다른 시나리오를 수행하면서 

각 프로그램의 핵종이동 모델링 보완을 꾸준히 수행할 계획

이다. 또한 천층처분시설 안전성평가를 위한 천층처분에 대

한 핵종이동 모델링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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