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NFCWT Vol.15 No.3 pp.257-264, September 2017 257 eISSN 2287-5182 / pISSN 1738-1894

https://doi.org/10.7733/jnfcwt.2017.15.3.257Technical Paper

Determination of  Radionuclide Concentration Limit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 : Application 
of  IAEA Methodology for Underground Silo Type Dispos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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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afe disposal of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according to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s 
notice and KORAD’s management plan for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the disposal concentration limit 
was derived based on the IAEA methodology. The evaluation of the derived disposal concentration limit revealed that it 
is not suitable as a practical limit for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This is because the disposal concentration limit 
according to the IAEA methodology is derived using a single value of radioactive waste density and the disposal facil-
ity's volume. The IAEA methodology is suitable for setting the concentration limit for vault type disposal, which consists 
of a single type of waste, whereas an underground silo type disposal facility is composed of several types of radioactive 
waste, and thus the IAEA methodology has limitations in determining the disposal concentration limi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improved method to derive the disposal concentration limit for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by considering the radioactivity of various types of radioactive waste, the corresponding scenario evaluation results, and 
the regulatory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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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은 우리나라

에서 발생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하여 사용

승인('14.12) 이후 운영 중이며 현재 일부 중준위 방사성폐기

물을 제외하고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1]는 IAEA에서 제안한 방사성폐

기물의 처분방식과 연계된 방사성폐기물 신분류기준[2]과 향

후 국내 원자력시설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다양한 방사성폐

기물에 대한 관리계획[3], 그리고 경주 처분시설의 후속단계 

개발계획 등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처분현실에 

부합하기 위하여 2014년 9월에 제정되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1]에 따르면 국내 중저준

위 방사성폐기물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로 세분화하였으며(Fig. 1), 기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농도제한치값을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농도상한

값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2014년 

사용승인 내용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1]가 고려되지 못

하였고, 사용승인 당시 일부 제외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1]에 따라 중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여 처분시

설의 장기안전성 확보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3]

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의 개발을 위하여 IAEA 방법론[4]

에 따라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에 대하여 고

찰하고자 하였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 

결정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안전성평가를 위해서는 처분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평가시나

리오가 고려되어야 하며, 평가시나리오는 운영 중 시나리오

와 폐쇄 후 인간침입 시나리오가 사용되고 있다[5].

폐쇄 후 인간침입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목적은 미래 어

떤 시점에 처분시설 부지 내로 침입할 수도 있는 개인에 대

한 피폭선량이나 위험도를 예측하기 보다 처분부지에서 미

래인간 활동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방사성폐기

물의 인수기준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부주의한 침입자를 

적절히 방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침입 시나리오를 

중심단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지하 사일로 처분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 개발을 위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에 대하여 IAEA 방법론에 따라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IAEA 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1단

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농도제한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였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다양한 준위 및 

여러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이 처분 대상이 되나, IAEA 방법론은 본래 천층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서, 단일종류의 방사성폐기물로만 구성된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기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준위별 수량을 고려한 방사능 도출,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평가결과 및 성능목표치를 고려한 1단계 동굴처

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산출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동굴처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Fig. 1. Change of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based on NSSC 
Notice 201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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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처분농도제한치 결정은 폐쇄 후 관리기간에 대한 안

전성평가와 침입자에 대한 선량제약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다[5].

처분시설에 대한 처분농도제한치 관련 연구로 핵종별 결

과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외

국의 처분농도제한치와 비교를 통하여 표층처분시설의 핵종

별 처분농도제한치 설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5-6]. 또한, 인

간침입 관련 연구로 처분시설의 시추 후 거주시나리오를 통

하여 폐쇄 후 관리기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종류에 따

른 표층처분시설의 인간침입 성능평가를 수행하였고[7], 저

준위 및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의 인간침입 

시나리오 설정 및 평가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인간침입 시나리오 평가 측면에서 안전여유도를 높이

기 위한 방사성폐기물 정치방안을 제시하였다[8].

2. 처분농도제한치 도출을 위한 IAEA 방법론

IAEA[4]에서는 안전성평가를 처분시설에 대한 방사성폐

기물의 인수요건 중 특정 방사성핵종의 재고량과 농도한도

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보고 있으며, IAEA[4]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종별 처분농도제한치 및 총방사능 유도방

법은 Fig. 2와 같다.

그리고 부지 내 시나리오에서 고려되는 방사성폐기물 농

도는 다음과 같다[4] :

Conc = Doseiu × ρbd × Vw

Doselim × Aiu

여기서 Conc는 방사성폐기물의 제한농도(Bq·kg-1), 

Doselim은 선량제한치(Sv·yr-1), Aiu는 단일 처분고(disposal 

vault) 내 방사성폐기물의 초기방사능(Bq), Doseiu는 초기방

사능(Aiu)으로부터 구해진 선량(Sv·yr-1), ρbd는 방사성폐기

물의 건조단위중량(Kg·m-3), 그리고 Vw는 단일 처분고 내 

방사성폐기물의 체적(m3)을 나타낸다.

부지 외 시나리오의 경우 핵종들에 대한 총방사능은 다

음과 같다[4] :

Amouut = Dosei

Doselim × Ai

여기서 Amount는 방사성폐기물의 총방사능(Bq), Doselim

은 선량제한치(Sv·y-1), Ai는 처분시설 내 방사성폐기물의 

초기방사능(Bq), 그리고 Dosei는 처분시설 내 초기방사능

(Ai)으로부터 구해진 선량(Sv·y-1)을 나타낸다.

3.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도출을 
위한 평가시나리오

1단계 동굴처분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9]에서 고려된 운

영 중 시나리오 중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저장시설 화재 사고시나리오와 지진 사고시나리오를 선별하

여 해당 시나리오 및 입력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폐쇄 

후 안전성평가에서는 IAEA 방법론[4]에 따라 인간침입 시나

리오를 고려하며, 인간침입 시추 후 거주시나리오와 인간침

입 우물이용 시나리오를 선별하였다. 시추시나리오는 시추 

후 거주시나리오보다 피폭선량 결과가 낮으므로 배제하였다.

3.1 운영 중 저장시설 화재 사고시나리오

인수저장건물의 독립된 공간에 보관된 가연성물질이 

크레인이나 기타 잠재위험원에 의해 인화되어 저장중인 방

사성폐기물 포장물로 화재가 확산되어 방사성핵종이 공기 

Fig. 2. The approach used for deriving concentration limit of 
radioactive waste acceptance criteri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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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으로 누출되는 사건이다[9]. 

이 사고로 인해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흡입을 통한 내부

피폭과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이 발생하며 사고 시 처분

시설 성능목표치인 5 mSv를 만족해야 한다[9]. 

평가 시 고려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수저장건

물의 최대저장용량의 1%(70개)가 손상; 핵종별로 포장

물 재고량의 0.1%가 대기 중에 누출; 사고의 보수성을 고

려하여 누출량의 5배를 가정; 사고지점과 제한구역경계 

사이의 거리는 최대 110 m; 최대 대기확산인자(X/Q)는 

1.05×10-2 sec·m-3[9].

3.2 운영 중 지진 사고시나리오

지진의 충격으로 인해 사일로 및 지상건물에 저장 중인 

방사성폐기물 포장물이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

건이다[9]. 

처분시설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모두 적치된 조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일로, 

인수저장건물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의 파손된 자재가 방사

성폐기물로 낙하하여 포장물이 파손되는 사고이다.  이 사고

로 인해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흡입을 통한 내부피폭과, 방

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이 발생하며 사고 시 처분시설 성능

목표치인 5 mSv를 만족해야 한다[9]. 

평가 시 고려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수저장건

물의 최대저장용량의 1%(70개)가 손상; 핵종별로 포장

물 재고량의 0.1%가 대기 중에 누출; 사고의 보수성을 고

려하여 누출량의 5배를 가정; 사고지점과 제한구역경계 

사이의 거리는 최대 110 m; 최대 대기확산인자(X/Q)는 

1.05×10-2 sec·m-3[9].

3.3  폐쇄 후 인간침입 시나리오 : 시추 후 거주 

시나리오

폐쇄 후 인간침입 시나리오 중, 시추 후 거주시나리오는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 처분시설을 관통하는 시추(drilling)

작업과 더불어 시추부지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의 

Near-field parameter

Fraction of roots in upper soil (-) 1

Fraction of roots in deep soil (-) 0

Manual redistribution (m3·m-2) 1.06×10-4

Source area for external dose modification factor (m2) 2.50×103

Waste form

Waste form/package half-life (yr) 0

Waste thickness (m) 3.38×101

Depth of soil overburden (m) 1.80×102

External exposure
Plume (hr) 3.245×103

Soil contamination (hr) 3.245×103

Inhalation
Hours of exposure to contamination per year (hr·yr-1) 4.39×103

Mass loading factor (g·m-3) 1.00×10-4

Ingestion

Leaf (kg·yr-1) 1.329×102

Root (kg·yr-1) 8.71×101

Fruit (kg·yr-1) 1.765×102

Table 1. Input parameters for post-drilling scenari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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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영향을 고려한다. 이때, 시추작업으로 인해 방사성핵종

이 원계지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표면으로 유출되며 거주

민들은 오염된 토양에 의한 외부피폭, 부유물질 흡입과 음식

물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을 받게 된다[9].

폐쇄 후 관리기간은 동굴처분시설에 해당하는 100년이

며, 그 외 입력자료는 Table 1과 같다[9].

3.4  폐쇄 후 인간침입 시나리오 : 우물이용 시나리오

폐쇄 후 인간침입 시나리오 중, 우물이용 시나리오는 처

분시설의 폐쇄 후 지하수 이용을 목적으로 굴착된 우물이 

처분부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로서, 처분시설 근계지역에서 

누출된 방사성핵종이 원계지역 암반을 흐르는 지하수를 따

라 이동하여 우물 굴착지점에서 지표로 유출되며 오염된 우

물물을 거주민이 이용하여 피폭을 유발하게 된다[9]. 

우물의 위치는 사일로 주변 관정분석을 통해 선정된 양

수정 두 곳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지하수유동 입

자추적기법을 이용하여 보수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간 5만톤 

양수 시 6개 사일로에서 유출되는 오염원의 입자가 가장 보

수적으로 유입되는 사일로 포함구역 내 위치를 양수정 1로, 

사일로 제외구역의 위치를 양수정 2로 설정하였다[9]. 본 논

문에서는 양수정 2 보다 피폭선량값이 더 높은 사일로 포함

구역 내 위치인 양수정 1을 평가하였다.

우물의 시추는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로 발생하는 것으로 

Scenarios

Nuclide

Fire accident scenario 
at storage facility

(in operational period)

Earthquake accident 
scenario at 1st silo 

type disposal facility
(in operational 

period)

Post-drilling
scenario Well scenario Max inventory

of radionuclides

(Bq) (Bq) (Bq) (Bq) (Bq)

3H 1.96×1018 1.37×1017 1.53×1025 2.17×1017 1.37×1017

14C 8.79×1016 6.15×1015 2.90×1020 3.20×1014 3.2×1014

55Fe 6.62×1017 - 1.05×1029 - 6.62×1017

58Co 2.29×1017 - - - 2.29×1017

60Co 1.63×1016 - 7.01×1019 - 1.63×1016

59Ni 1.16×1018 - 4.28×1017 5.99×1016 5.99×1016

63Ni 3.92×1017 - 3.83×1017 - 3.83×1017

90Sr 3.19×1015 - 6.14×1014 6.21×1021 6.14×1014

94Nb 1.04×1016 - 2.33×1014 8.85×1015 2.33×1014

99Tc 3.92×1016 - 2.38×1014 2.24×1014 2.24×1014

129I 1.42×1016 - 1.44×1014 5.85×1011 5.85×1011

137Cs 1.31×1016 - 5.75×1015 2.65×1023 5.75×1015

144Ce 9.62×1015 - 1.64×1055 1.22×1018 9.62×1015

Gross alpha 4.25×1012 - 5.96×1015 8.55×1015 4.25×1012

Total Inventory 4.60×1018 1.43×1017 1.64×1055 2.71×1023 1.50×1018

Table 2. Maximum inventory of radionuclides: 1st stage silo type dispos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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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으며, 근계지역의 유속 및 이동거리를 제외하고는 정

상시나리오에 적용된 입력데이터[9]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4.  IAEA 방법론에 의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 
최대방사능 및 처분농도제한치 도출

먼저 평가시나리오의 단위 방사능(1 Bq)에 대한 피폭

선량(X mSv(·yr-1))을 산출하고, 평가시나리오 성능목표

치(mSv(·yr-1))를 만족하는 최대 핵종재고량(Y Bq)을 산

출하였다. 방사성폐기물의 밀도(A g·m-3)와 처분시설의 

부피(B m3)를 반영하여 처분농도제한치(Z Bq·g-1)를 다음 

비례관계식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1 Bq : X mSv(·yr-1) = Y Bq : Regulatory limit mSv(·yr-1) 

 Y Bq / (A g·m-3×B m3) = Z Bq·g-1 (Waste concen-

tration limit)

여기서 X는 단위 방사능(1 Bq)에 대한 피폭선량이며, Y는 각 

시나리오의 성능목표치를 만족하는 최대 핵종재고량이다. A

는 방사성폐기물의 밀도(g·m-3)이며, B는 처분시설의 부피

(m3), 그리고 Z는 처분농도제한치(Bq·g-1)이다.

Scenarios

Nuclide

Fire accident scenario 
at storage facility

(in operational period)

Earthquake accident 
scenario at 1st silo 

type disposal facility
(in operational 

period)

Post-drilling 
scenario Well scenario Waste concentration 

limit

(Bq·g-1) (Bq·g-1) (Bq·g-1) (Bq·g-1) (Bq·g-1)

3H 5.20×107 3.64×106 4.06×1014 5.76×106 3.64×106

14C 2.33×106 1.63×105 7.70×109 8.50×103 8.50×103

55Fe 1.76×107 - 2.79×1018 - 1.76×107

58Co 6.08×106 - - - 6.08×106

60Co 4.33×105 - 1.86×109 - 4.33×105

59Ni 3.08×107 - 1.14×107 1.59×106 1.59×106

63Ni 1.04×107 - 1.02×107 - 1.02×107

90Sr 8.47×104 - 1.63×104 1.65×1011 1.63×104

94Nb 2.76×105 - 6.19×103 2.35×105 6.19×103

99Tc 1.04×106 - 6.32×103 5.95×103 5.95×103

129I 3.77×105 - 3.82×103 1.55×101 1.55×101

137Cs 3.48×105 - 1.53×105 7.04×1012 1.53×105

144Ce 2.55×105 - 4.35×1044 3.24×107 2.55×105

Gross alpha 1.13×102 - 1.58×105 2.27×105 1.13×102

Table 3. Derived waste concentration limit of radionuclides from expected scenarios: 1st silo type dispos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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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IAEA 방법론에 의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 

최대방사능

IAEA 방법론[4]을 적용한 1단계 처분시설의 운영 중 및 

폐쇄 후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처분가능한 핵종별 최대방사

능(Bq)을 도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4.2  IAEA 방법론에 의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 

처분농도제한치

Table 2의 최대 방사능에서 처분시설의 부피(35,200 m3)

와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가중평균 밀도(1,070 kg·m-3)

를 적용하여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산출

하였다(Table 3). 1단계 처분시설 처분농도제한치는 개별시

나리오의 결과 중 가장 낮은 값을 적용하였다.

5.  IAEA 방법론에 의해 도출된 처분농도 
제한치의 1단계 동굴처분시설 적용여부 검토

Table 3의 도출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

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1]의 핵종별 처분농도제한치값

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비교한 결과 4개 핵종(3H, 59Ni, 94Nb, 99Tc)

의 처분농도제한치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보다 컸으나 나머지 10개 핵종의 처분농도제한치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에 해당하였다.

즉, IAEA[4]에서 제시한 처분농도제한치 산출방법은 천

층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를 도출하기 위

한 방법으로 동굴처분시설의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

제한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일값의 방사성폐기

물 밀도와 부피가 고려되는 단일 방사성폐기물로만 구성된 

Nuclides

Notice of NSSC[1] Concentration limit 
by IAEA [4]
in this study

(Bq·g-1)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1]Clearance level

(Bq·g-1)
Very low level

(Bq·g-1)
Low level
(Bq·g-1)

3H 1.00×102 1.00×104 1.11×106 3.64×106 Intermediate

14C 1.00×100 1.00×102 2.22×105 8.50×103 Low

55Fe 1.00×103 1.00×105 - 1.76×107 Low

58Co 1.00×100 1.00×102 - 6.08×106 Low

60Co 1.00×10-1 1.00×101 3.70×107 4.33×105 Low

59Ni 1.00×102 1.00×104 7.40×104 1.59×106 Intermediate

63Ni 1.00×102 1.00×104 1.11×107 1.02×107 Low

90Sr 1.00×100 1.00×102 7.40×104 1.63×104 Low

94Nb 1.00×10-1 1.00×101 1.11×102 6.19×103 Intermediate

99Tc 1.00×100 1.00×102 1.11×103 5.95×103 Intermediate

129I 1.00×10-2 1.00×100 3.70×101 1.55×101 Low

137Cs 1.00×10-1 1.00×101 1.11×106 1.53×105 Low

144Ce 1.00×101 1.00×103 - 2.55×105 Low

Gross alpha 1.00×10-1 1.00×101 3.70×103 1.13×102 Low

Table 4. Comparison of derived concentration limit by IAEA methodology and by notice of NSS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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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는 것에 적합하다. 따

라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과 같이 다

양한 포장물 및 준위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

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

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3]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

시설의 개발을 위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설정에 대하여 IAEA 방법론[4]에 따라 고찰하였다.

IAEA 방법론[4]에 의한 고찰결과를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적용여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1단계 동굴

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농도제한치로서는 현

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이것은 IAEA 방법론[4]이 단일값

의 방사성폐기물 밀도와 부피를 이용하여 처분농도제한치를 

산출하므로, 단일 종류의 방사성폐기물로만 구성된 처분시

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기에 적합하나 다양한 포장물 

및 준위로 구성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1]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시행계획[3]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 개발을 위하여 

IAEA 방법론[4]과는 다른 별도의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 처분대상인 200리터 기준 중

준위 5만, 저준위 5만, 극저준위 3만 포장물의 방사능 도출,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평가결과와 성능목표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단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

도제한치를 도출한 연구결과는 본 논문의 후편인 별도의 논

문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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