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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ides Transport from the Hypothetical Disposal
Facility in the KURT Field Condition on the Tim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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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data observed and analyzed on a groundwater flow system in the KURT (KAERI Underground Re-
search Tunnel) site, the transport of radionuclides, which were assumed to be released at the supposed position, 
was calculated on the time-domain. A groundwater pathway from the release position to the surface was identi-
fied by simulating the groundwater flow model with the hydrogeological characteristics measured from the field 
tests in the KURT site. The elapsed time when the radionuclides moved through the pathway is evaluated using 
TDRW (Time Domain Random Walk) method for simulating the transport on the time-domain. Some retention 
mechanisms, such as radioactive decay, equilibrium sorption, and matrix diffusion, as well as the advection-
dispersion were selected as the factors to influence on the elapsed time. From the simulation results, the effects of 
the sorption and matrix diffusion, determined by the properties of the radionuclides and underground media, on 
the transport of the radionuclides were analyzed and a decay chain of the radionuclides was also examined. The 
radionuclide ratio of the mass discharge into the surface environment to the mass released from the supposed 
repository did not exceed 10-3, and it decreased when the matrix diffusion were considered.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could be used in preparing the data on radionuclide transport for a safety assessment of a geological 
disposal facility because the method could evaluate the travel time of the radionuclides considering the transport 
reten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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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인 KURT 주변의 지하수 유동 환경과 관련하여 수집 및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

상의 처분장에서 누출된 방사성 핵종의 이동 현상을 시간 영역(time domain)에서 계산하였다. KURT에서 실시된 현장 시험에

서 밝혀진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하수 유동 모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파악된 지하수 유동 경로를 따라 방

사성 핵종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 영역에서 용질 이동 모의를 하는 TDRW(Time Domain Random Walk) 방식을 통

해 평가하였다. 이류(advection)와 분산(dispersion) 현상 외에 방사성 핵종의 붕괴(decay), 평형 흡착(equilibrium sorption), 

암반 기질로의 확산(matrix diffusion) 현상이 용질의 이동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모의 결과를 통해 방사성 

핵종과 지하 매질의 특성에 의한 흡착 현상, 기질 확산 현상이 핵종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으며, 방사성 핵종의 연쇄

KURT 부지 환경에 위치한 가상의 처분 시설에서 누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Time Domain에서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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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전에 의해 생성되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

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 중,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결정질 암반의 지하 심부에 처분 시설을 건설하여 처

분하는 심지층 처분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처분장 건설 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 시설로 옮기는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폐쇄하고 주변 지하 환경을 처분 시설 건설 전으로 

되돌려놓게 된다. 이로 인해 처분 시설과 처분 용기가 지하

수와 접촉하게 되고, 처분 용기의 부식이 진행된다. 처분 용

기가 모두 부식되거나 부식된 틈으로 지하수가 유입되면 고

준위폐기물에 있는 방사성 핵종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누출

되기 시작하고, 누출된 핵종은 완충재와 뒷채움재 등의 공

학적 방벽을 거쳐 결정질 암반으로 되어 있는 천연 방벽을 

지나 최종적으로 생태계로 유출된다. 

  처분장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핵종의 이동 현상을 규명하

기 위해서는 지하수내 핵종의 다양한 수리지질학적 인자들

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핵종의 이류(advection), 

분산(dispersion)과 더불어 흡착(sorption)과 같이 이동을 

지연시키는 기작(mechanism)에 관한 특성들이 처분 시설

이 들어설 부지의 수리지질학적 특성화(characterization)

를 통해 측정되어 처분 시설에서 생태계로 유출되는 핵종

의 양과 이동 거리 및 시간에 관한 자료를 계산하는데 이

용된다.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관한 자료 중, 이동 경로가 정해

진 상황에서 주어진 경로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안

전성 평가에 중요한 입력 및 평가 자료로 활용되었고, 통

과 시간을 계산하는데 관심을 두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1,2]. 그리고 그러한 연구들 중에서 핵종의 이동 시간을 

공간 영역이 아닌 시간 영역에서 계산하려는 연구도 수행

되었다[3-5]. Banton 등[3]은 공간 영역에서 지하수 내 용

질의 이동을 Lagrangian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용되는 

Random Walk 방법을 시간 영역으로 변환하여 계산하

는 TDRW(Time Domain Random Walk) 방법으로 변환

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는데, 유체에서 움직이는 입자의 운

동 상태를 묘사하는 브라운 운동(Brownian motion)에 의

한 입자의 변화를 미분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는 Fokker-

Planck 방정식을 이용하여 공간 영역의 용질이동 방정식

에서 시간 영역의 TDRW 관련 식을 도출하는 방식이었

다. Painter 등[4]은 1차원의 일정한 거리를 지나는 용질

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경과 시간을 이류와 분산에 의한 체

류 시간(residence time)과 흡착, 암반으로의 확산(matrix 

diffusion)과 같은 이동 지연 효과에 의한 시간(retention 

time)으로 나누고, 용질 입자의 총 이동 경과 시간을 각각 

따로 구해진 두 시간을 합산하여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 방

사성붕괴가 일어나는 단일 핵종과 붕괴사슬(decay chain)

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의 이동 양상을 모의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용질의 지연 효과에 주목하여 지하수 유동로 

표면에서의 흡착, 암반 기질로의 확산과 기질 내의 흡착, 

일차 반응(fisrt-order reaction) 등을 고려한 용질의 이동 

지연 모델을 제시하고 그것을 방사성 핵종의 이동 모의에 

적용하였다[5].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영

역에 대한 부지특성조사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의 결정질 암반 지역을 대

상으로 지질, 수리지질, 지화학 및 지질역학 조사 등을 수

행하였으며, 2006년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가 준공된 이후 지하 환경에 대한 다양한 부지특성

조사를 수행해 왔다[6-8].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KURT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하수 유동 환경이 분석되었

다[9].

  본 논문의 목적은 KURT 부근의 가상의 방사성폐기물 처

분장으로부터 누출된 핵종의 이동 현상을 시간 영역(Time 

Domain)에서 계산해보고 그 결과를 도시하는 것이다. 계

산에 필요한 지하수 유동과 관련된 자료는 KURT에서 이

전에 수행된 지하수 유동 관련 측정값 및 모의 결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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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의한 영향도 평가하였다. KURT 부지 환경에서 지표로 유출될 수 있다고 계산된 방사성 핵종의 유출량은 처분장에서 

누출될 수 있는 양의 10-3배 미만이었고, 암반 기질로의 확산 및 흡착이 고려되면 그 비율이 더욱 낮아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핵종 이동 모의 방법은 방사성붕괴나 흡착, 확산 등 이동 지연 현상을 고려하면서 핵종의 이동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 안전

성 평가에서 요구되는 심부 지하에서의 방사성 핵종 이동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단어: 입자 추적 모의, 지하수 유동 경로, 방사성 핵종의 이동, 시간 차원 랜덤 워크



용하였다. 자료를 통해 도출된 지하수의 유동 경로를 통해 

핵종이 누출 위치에서 지표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DRW(Time Domain Random Walk) 방법을 이용하여 계

산, 분석하였다.

 2. 연구 지역

  용질 이동 모의에 이용된 지하수 유동 자료는 KURT 지하

의 지하수 유동 자료를 이용하였다. KURT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 연구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부

지 내에 설치한 지하 연구 시설이며, 주변 지하 환경의 특성

화를 위해 지질학적, 수리지질학적 측정 및 연구가 수년 전

부터 실시되고 있다[6-9]. 본 논문에서는 지하수 유동과 관련

된 사항만을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였다.

2.1 KURT 주변 수리지질학적 특성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심지층 처분 연구를 위한 지하 환

경 연구 시설인 KURT 부근은 갑천이 서남쪽에서 북동쪽

으로 흐르며 계룡산으로 이어지는 대전 분지의 서북부에 

해당한다(Fig. 1). 분지 지형으로 인해 보덕봉, 금병산, 

도덕봉 등이 서북부 지역의 분수령을 이루고 있으며, 수

계는 전형적인 수지상 분포를 보인다. 유성천 등의 소규

모 하천이 북쪽 또는 서쪽으로 흘러가는 금강 본류와 합

류한다[7].

   KURT 부근 지질의 광역적 특성은 기존 문헌[11]을 통해

서 파악하였고, 본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지적 지질 특성은 현장에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7,9]. 이 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이 주

로 분포하는 경기육괴에 속하며 중생대의 복운모화강암도 

관찰된다.

  KURT에서 이루어진 지질 조사를 통해 지질 모델이 구축

되었다[7,8]. 이 지질 모델에서는 지표 조사 자료와 시추공 

조사 자료를 통해 상부 토양층과 풍화대, 단열대, 기반암으

로 지질을 구분하고, 각각의 수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수리

지질 개념모델을 수리토양대, 수리투수대, 수리암반대로 나

누었다. 이렇게 분류된 수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지하수 유

동 모델을 작성하였다[9,12].

   작성된 지하수 유동 모델을 이용하여 지하수 유동 모의를 

실시하였다[10,12]. KURT 주변의 지하수 유동에 대한 경계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 지하수 유동 모의 영역을 광역 모델

에서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국지 규모 모델의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KURT 주변의 국지적 지하수 유동 양

상을 모의하였다. 모의 결과를 보면 지하수는 대체로 지형

의 구배를 반영하여 유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지 규

모에서는 단열대가 수위 분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Fig. 2).

2.2 KURT 환경을 이용한 가상의 핵종 누출 위치 

설정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처분 시설의 

안전성 평가 방법을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기 위해 K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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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KUR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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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포함된 국지 규모의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를 이

용하여 가상의 처분 부지 위치를 선정하고, 그 위치에서

의 입자 추적 모의를 실시하였다[12]. 단열대와의 거리 등

의 제한 조건을 이용하여 심도 -500 m에 처분 위치를 선정

하고, 처분 시설에서 누출되었다고 가정된 핵종이 단열 암

반과 투수성이 큰 단열을 통과하여 지표로 유출되는 상황

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Fig. 3의 “R”의 위치

를 대표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R” 위치에서 입자 추적 모

의를 수행하여 지하수가 지표까지 흐르는 유동 경로를 계

산한 결과, Fig. 3과 같이 나타났다[12]. 계산된 유동 경로

는 누출된다고 가정되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었다.

3. 용질 이동 모의 방법

3.1 TDRW 모의 방법

  공간 영역을 계산하는 지하수내 용질 이동 모의 방법이 특

정 시각에서 용질의 농도나 양에 대한 공간적 분포를 계산

하는 것에 유리한데 반해, TDRW 방법은 지정된 공간 또는 

배출 지점에서의 용질 이동량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시간 

영역에서 계산하는데 유리하다[3-5]. 

   TDRW 방법에서는 입자의 임의적인 운동(Brown mo-

tion)을 확률밀도함수를 통해 나타내는 Fokker-Planck식

을 이용하여 시간 영역에서 1차원의 이류-분산 방정식을 

풀어낸다[3]. 1차원적인 유동 경로를 따라 흐르는 지하수에 

의한 이류현상과 흐름 방향으로의 분산(longitudinal dis-

persion) 현상에 의해 계산되는 지하수내 용질의 이동 시

간을 τ 라고 하면, 용질이 순간적으로 이동 경로의 입구에

서 주입될 때(instantaneous injection) 출구로 나오는 용질

의 양을 표준화(normalization)한 이력곡선(breakthrough 

curve)은 τ에 대한 확률밀도함수가 된다[4]. 그 때, 이 확

률밀도함수의 누적 분포 F(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3-

14].

            

                                                                             

(1) 

   단, 은 ,  는 이동 경로를 이류만으로 움직일 

때의 경과 시간으로 지하수의 유동 시간과 동일하고, 는 

L/a, L은 이동 경로의 길이, a 는 이동 방향으로의 분산도

(dispersivity)를 나타낸다.

Fig. 3. Results of particle tracking simulations for releases from the hy-
pothetical repository (represented as the small rectangle filled with red 
color) and a representative position (“R”) [10].

Fig. 2. Hydraulic head distributions of (a) the regional and local scales, and 
of (b) the surface and (c) the depth of -500 m for the local scale [10].

( c )

( b )

( a )



  이류와 분산 이외에 지하수내 용질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용질의 이동 지연 현상도 시간 영역에서 계산하였다. 용질

의 이동 경로와 암반간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평형 흡착

(equilibrium sorption)만을 고려하는 경우, 흡착에 의한 이

동 지연 시간 tre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4].

                                                                          (2)                                                 

   이 때, 는 분배계수(distribution coefficient), 는 주어

진 기질의 단위 부피당 고체 입자의 질량(bulk density)이다. 

  지하수 유동 및 용질의 이동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

는 암반 기질로의 확산(matrix diffusion)과 흡착을 고려하

는 경우에는, 용질의 지연된 이동 시간의 누적 분포는 용질

의 지연 기작에 따라 식 (1)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5].

                         

 (3)

   이 때, 이며, 는 용질 이

동 경로의 간극(aperture) 크기의 절반, nm은 기질(ma-

trix)의 공극률, D*는 기질로의 확산 계수(matrix diffu-

sion coefficient), Rim은 기질에서의 지연 계수(retarda-

tion factor)이다.

   주어진 경로를 이동하는 지하수내 입자의 경로 통과 시간

은 이류와 분산 현상에 의해 경과된 시간과 흡착 및 확산 등

의 지연 효과에 의해 경과되는 시간을 합쳐서 계산하게 된

다. 식 (1)을 통해 이류와 분산에 의한 경과 시간을, 그리고 

식 (2) 또는 (3)을 통해 용질 이동의 지연 효과에 의해 경과

된 시간을 계산한다.

3.2 TDRW를 이용한 용질의 통과 시간 계산 방법

  방사성 붕괴 후에 B로 변하는 방사성 핵종 A의 입자(par-

ticle) 하나가 이동 경로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4,5].
 

  ① 인 임의의 변수  을 추출하여 식 (1)에서 

 을 만족하는 를 구한다.

   ② 분산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를 

계산한다. 이 때, 는 이류 현상만 있을 경우, 즉 주어

진 경로의 통과 시간이 일 때의 이동 저항(transport 

resistance)이다.

  ③  를 계산한다. 평형 흡착만 있는 경우에는 

 와 , 기질로의 확산 및 

흡착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인 임의의 변수 

를 추출하여 핵종 A와 B 각각에 대해 식 (3)을 이용

해 를 계산한다.

   ④ 1과 3에서 계산된 시간을 통해 주어진 이동 경로를 방

사성 핵종 A와 B가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tA, tB)

을 계산한다.  

가 된다.

   ⑤  인  임의의  변수  을  추출하여   방

사성  붕괴 로  인한 영향을 반영한다. 붕괴 시간 

로 계산된다. 이 때, 는 붕괴 상

수(decay consta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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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alues of decay constant (λ) and distribution coefficient (Kd ) used 
in this study.

Nuclide
Decay constant, 

λ (yr-1)
Distribution coefficient, Kd (m3/kg)

KURT [10] SKB [18]
129I 4.415 × 10-8 0.0 0.0
135Cs 3.014 × 10-7 5.2 × 10-2 3.5 × 10-4

241Am 1.605 × 10-3 1.0 × 101 1.5 × 10-2

237Np 3.239 × 10-7 1.7 × 10-1 5.3 × 10-2

233U 4.387 × 10-6 4.3 × 10-2 5.3 × 10-2

229Th 9.445 × 10-5 5.0 × 100 5.3 × 10-2

Fig. 4. Results of the transport for 129I and 135Cs using the data from SKB 
and KURT site under the equilibrium sorp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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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tA < td  이면, 주어진 이동 경로에서는 방사성붕괴가 

일어나지 않게 되므로 방사성 핵종 A는 붕괴되지 않고 

주어진 경로의 유출 지점에 도착한다.

   ⑦ tA ≥ td   이면 방사성 붕괴로 인해 입자가 A에서 B로 

변하게 된다. td 가 되기 전까지는 A로, 그 이후로는 B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어진 경로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

은 td  +(1-(td  / tA ))tB 가 된다.

  위의 계산 과정을 미리 정해놓은 입자의 수만큼 시행하

면 유입된 방사성 핵종이 주어진 이동 경로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경과 시간의 누적 분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입자 하나가 나타내는 양은 유입된 방사성 핵종

의 전체 양을 입자의 수로 나눈 만큼의 것이 된다. 위에

서 기술한 방식으로 TDRW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하수를 따라 흐르는 가상의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모

의하였다[16].

4. 모의 결과

4.1 TDRW 모의를 위한 입력값

  지하수 유동 모의를 통해 구성한 지하수의 유동 경로를 이

용하여 TDRW 방법을 적용해 평형 흡착과 암반 기질 확산 및 

기질 내 흡착을 반영하는 방사성 핵종 이동 모의를 수행하였

다. 분산도( )는 각 이동 경로 길이의 0.1배로 하였고[17], 

암반 기질의 고체 입자의 밀도( )는 2,650 kg/m3, 공극률

(nm)은 0.002, 간극의 크기( )는 핵종의 이동 구간에 따라 

0.0001 m와 0.002 m로, 암반 기질에서의 확산 계수(D*)는 

모든 핵종에 대해 10-6 m2/yr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값들은 

KURT의 현장 조사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나, 공극률은 

스웨덴의 SKB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자료를 구하기 어려

운 수치들은 가정하여 모의에 이용하였다[10,11,18]. 가정

된 공극률 값을 이용해서, 이류만으로 움직이게 되는 지하

수의 유동 시간은 2.32 × 103 년이 걸리는 것으로 계산되었

다. 각 핵종에 대한 붕괴 상수(decay constant)와 분배 계

수(Kd )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분배 계수의 경우, KURT 

기반 연구에서 이용된 수치[10]와 스웨덴의 SKB에서 결정

론적 안전성 평가에 쓰인 수치[18]를 사용하여 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방사성 핵종 이동의 지연 기작을 나타

내는 모델로는 지하수 유동 경로와 주변 암반의 표면에서

만 일어나는 흡착만을 고려하는 평형 흡착 모델(equilib-

rium sorption model)과 암반의 기질 안으로 지하수 유동 

방향에 수직 방향의 확산과 기질에서의 흡착을 고려하는 

Fig. 5. Results of the transport for 129I and 135Cs using the data from SKB 
and KURT site under the matrix diffusion model.

( a )

Fig. 6. Results of the transport of the radionuclides included in a four-
member decay chain with 241Am, 237Np, 233U and 229Th using the data 
from (a) KURT and (b) SKB under the equilibrium sorption model.

( b )



기질 확산 모델(matrix diffu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4.2 방사성 핵종의 붕괴와 평형 흡착 모의

   일반적인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모의하기 위해 흡착이 거

의 일어나지 않는 129I와 123Cs를 이용하여 KURT 환경에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핵종의 이동을 모의하였다. 붕괴 

상수와 분배 계수는 Table 1의 값을 이용하였다. 핵종 각각

의 초기 시간당 누출량은 0.001 mole/yr로 하였고, 10,000

년간 누출이 일어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0.001 yr-1의 

비율로 지수함수적으로 시간당 누출량이 감소하여 총 1.0 

mole이 누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형 흡착 모델에서의 모의결과를 보면, 129I는 KURT와 

SKB 자료 모두에서 같은 이동 양상을 보였다(Fig. 4). 이는 

양쪽의 자료 모두에서 129I가 흡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35Cs의 경우는 분배 계수의 차이로 인해 KURT의 

분배 계수 자료를 이용한 경우의 이동 지연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나고, 지표로 유출되는 시간당 유출량의 최대값도 SKB

의 흡착 자료에 비해 더 낮게 계산되었다.

  기질 확산 모델에서의 모의 결과를 보면, 129I는 유출되는 시

점은 평형 흡착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지만, 시간당 유출량은 

확산의 영향에 의해 앞의 결과에 비해 낮은 최대값을 보이고, 

유출되는 기간도 길어지는 tailing 현상이 보인다(Fig. 5). 135Cs

의 경우 기질 내 흡착으로 인해 누출 시간마저 크게 지연되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KURT 부지의 환경에서는 시간당 유출량

이 10-9 mole/yr 를 넘지 않으며, 평형 흡착 환경에 비해 10배 

정도 늦은 시간에 유출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방사성 핵종의 연쇄반응 모의

   처분되는 방사성 핵종의 일부는 붕괴사슬(decay chain)에 

포함되어 방사성붕괴에 의해 다른 핵종으로 변환하기도 한

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에 대한 이동 모의도 필요하며, 여기

에서는 241Am → 237Np → 233U → 229Th 순서의 붕괴사슬을 

선택하여 모의하였다. 핵종이 누출되는 위치에서는 241Am

만이 누출된다고 하고, 초기 시간당 누출량은 0.001 mole/

yr, 10,000년간 누출이 일어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0.001 

yr-1의 비율로 지수함수적으로  241Am의 시간당 누출량이 감

소하여 총 1.0 mole이 누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형 흡착 모델에서의 모의결과를 보면, KURT 기반 안전

성 평가와 SKB의 안전성 평가에서 쓰인 각 핵종의 분배 계

수값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Fig. 6). 241Am은 상

대적으로 매우 짧은 반감기 때문에 두 개의 모의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반감기가 매우 긴 237Np는 두 모의에서 모

두 나타나지만, KURT에서 이용된 분배 계수값이 훨씬 커서 

그로 인한 지연 효과에 의해 지표에 더 늦게 유출되는 것으

로 계산되었다(Fig. 6(a)). 또한 KURT 자료에서 233U의 분

배 계수가 237Np보다 작아 흡착이 적게 일어나고, 그로 인

한 지연 효과도 더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방사성붕괴에 의

해 237Np로부터 생성된 233U가 237Np보다 앞서 지표에 유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a)). 233U의 시간당 유출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237Np의 방사성 붕괴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SKB의 자료에서는 237Np, 
233U, 229Th의 분배 계수가 동일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서

로 비슷한 시각에서 시간당 유출량의 최대값을 보이며, 각

각의 분배 계수가 KURT 자료보다 작기 때문에 지표로의 유

출 시점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Fig. 6(b)).

   기질 확산 모델의 결과에서, KURT의 분배 계수 자료를 

이용할 경우 지표로 유출되는 방사성 핵종은 237Np와 233U뿐

( a )

Fig. 7. Results of the transport of the radionuclides included in a four-
member decay chain with 241Am, 237Np, 233U and 229Th using the data 
from (a) KURT and (b) SKB under the matrix diffusion model.

( b )

Youngtaek Hwang. et al : Radionuclides Transport from the Hypothetical Disposal Facility in the KURT Field Condition on 
the Time Domain

J. Korean Radioact.Waste Soc. Vol.10 No.4   p.295-303, December 2012                                                        301



이였으며, 시간당 질량 유출량은 10-10 mole/yr 이하였다(Fig. 

7(a)). 또한 229Th은 시간당 유출량이 10-15 mole/yr를 넘지 않

았다. SKB의 자료를 이용한 모의에서는 암반 기질의 영향

에 의해 평형 흡착 모형에 비해 237Np가 유출되는 시각이 

약 10배 정도 지연되고, 그 양도 104배 이상의 비율로 감

소하였다(Fig. 7(b)). SKB의 분배 계수 자료에서 동일한 값

을 갖는 세 핵종의 시간당 유출량은 비슷한 시각에서 최대

값을 보였다.

5. 결 론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건설된 KURT 환경을 이용

한 안전성 평가에 이용된 수리지질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KURT 기반의 가상의 처분 부지에서 누출되었다고 가정한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시간 영역에서 계산하는 TDRW 방

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계산에 필요한 지하수 유동 경

로에 관한 정보는 KURT 자료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가상

의 누출 위치에서 방사성 핵종이 누출되었을 때, 이송과 분

산에 의한 이동 이외에 이동 시간을 지연시키는 모델로 평

형 흡착과 암반 기질 확산 모델을 선정하고, 그로 인한 영향

을 평가하였다. 방사성 핵종은 흡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종류와, 연쇄 반응으로 핵종의 붕괴와 생성이 동시에 일어

나는 종류를 선정하여 모의하였다.

 모의에 사용된 TDRW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사성 

핵종의 붕괴와 흡착 양상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착의 정도를 표현하는 분배 계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

는 핵종 도달 시각의 지연 효과를 잘 표현하였다. 연쇄 반

응에서는 분배 계수의 차이로 인해 더 늦게 생성되는 핵종

이 더 먼저 생성되는 핵종보다 빨리 유출되는 양상도 보여

주었다. 이는 이 연구에서 이용된 방사성 핵종의 모의 방법

이 지하 환경을 통과하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 양상을 잘 보

여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의 결과를 비교하면, 암반 기질로의 확산을 고려하는 모

델에서 매우 큰 시간 지연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는 기질로의 확산 외에 기질에서의 흡착 반응에 의한 것으

로 보이며, 유출 시각의 지연으로 인해 방사성 붕괴가 더 많

이 일어나서 핵종이 유출 지점에 다다르기 전에 모두 붕괴

되는 현상도 보여주었다. 이는 암반의 기질이 자연방벽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용된 모의 방법이 그런 현

상을 잘 나타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방벽의 역할

을 보다 의미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핵종의 확산 계수

나 분배 계수와 같은 핵종과 암반의 상호 작용에 대한 자료

가 보다 정밀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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