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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complimentary indicators, other than radiation dose and risk, to assess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has been discussed in a number of publications for providing the reasonable assurance of disposal safety and convincing the 
public audience. In this study, the radionuclide flux was selected as performance indicator to appraise the performance of 
engineered barriers and natural barrier in the Wolsong low- and intermediate-level waste disposal facility. Radionuclide flux 
showing the retention capability by each compartment of the disposal system is independent of assumptions in biosphere 
model and exposure pathways. The scenario considered as the normal scenario of disposal facility has been divided into 
intact or degraded silo concrete conditions. In the intact silo concrete, the radionuclide flux has been assessed with respect 
to the radionuclide retardation performance of each engineered barrier. In the degraded silo concrete, the radionuclide flux 
has been explored based on the performance degradation of engineered barriers and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natural 
barrier quantitatively. The results can be used to optimally design the near-surface disposal facility being planned as the 
second project phase. In the future, additional complimentary indicators will be employed for strengthening the safety case 
for improving the public acceptance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waste disposal facility.

ORCID
Kang-Il Jung http://orcid.org/0000-0002-4655-3060 Mi-Seon Jeong http://orcid.org/0000-0001-6416-4790 
Jin Beak Park http://orcid.org/0000-0003-3050-2565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eywords:  Safety case, Complementary indicator, Lo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 (LILW),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Radionuclide flux

 ISSN 2287-5182(Online) ISSN 1738-1894(Print)

http://dx.doi.org/10.7733/jnfcwt.2015.13.1.73Technical Paper

*Corresponding Author. 
Kang-Il Jung,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E-mail: kangile@korad.or.kr, Tel: +82-42-601-5327



JNFCWT Vol.13 No.1 pp.73-86, March 2015

Kang-Il Jung et al. : Performance Assessment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Korea by Using Complementary 
Indicator: Case Study with Radionuclide Flux

74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시스템의 이해도 제고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처분시설에 적용되는 국외 처분시설의 보조지표들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월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 근계지역의 공학적 방벽과 원계지역의 자연방벽 성능평가를 위해 연

속적인 방벽에서의 방사성 핵종 이동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벽 간의 방사성 핵종 플럭스를 보조안전지표로 선정하여 적용하였

다. 처분시설의 정상시나리오를 콘크리트 사일로의 건전조건과 열화조건으로 나누어 방벽별 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방

사성 핵종에서 방벽별 지연성능 기여도를 확인하였다. 콘크리트가 건전한 경우에서 공학적 방벽의 방벽별 상세성능을 파악

하였으며, 열화콘크리트의 경우, 공학적 방벽의 성능저하도 및 자연암반과의 상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설계 최적화 및 방벽성능의 검증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에는 처분시설의 

Safety Case 구축과 안전성의 이해 제고 및 신뢰성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조지표를 추가 선정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중심단어: 안전사례, 보조지표, 중·저준위 폐기물, 폐기물 처분시설, 방사성 핵종 플럭스

1. 서 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서 각국은 자국에 적

합한 처분시설 Safety Case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AEA에서는 처분시설 Safety Case를 처분시설의 안전

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거와 증거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1].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부지특성, 처분시설의 공학적 특

성, 안전성평가 결과 등 Safety Case의 논거를 이용하여 입

증할 수 있다. Safety Case의 구성요소를 Fig. 1에 제시하였

다[2].

Safety Case는 처분시설의 개념화 단계부터 개발되어 폐

쇄 및 운영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전 영역에 적용되도록 요구된

다. 또한 Safety Case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

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는 처분시설 안전성을 입증하는 목적을 가지며, 안전성 

입증은 피폭집단에 대한 선량이나 위험도를 기반으로 평가

된다. 일반적으로 안전성평가 결과가 국제적 권고값이나 법

적으로 제시하는 제한치를 만족하는 경우에 처분시설이 안

전하다고 인식한다[3].

그러나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선량 및 위험도가 처분시설 

제한치를 만족하더라도 안전성평가의 가정에는 미래의 인간

행위 및 기후변화 등과 같은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평가함으로

써 비전문가나 국민들과의 의사소통 역할과 처분시스템의 

기능, 방벽 및 안전기능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3-5]. 

보조지표는 Safety Case의 구조 및 추론의 방향을 제시하며 

안전성 논쟁에 대한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처분시

설 개별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기능을 평가하여 시나리오 설

정에 사용된다. 최근에는 부지선정, 처분시설 설계의 옵션 

선정과 공학적 방벽의 성능 최적화, 처분시설의 모니터링 및 

성능유지 확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3, 4].

본 논문에서는 보조지표의 구성 및 정의, 국외 처분시설

의 적용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보조지표 중 방사성 핵

종 플럭스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Fig. 1. Component of the safety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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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의 콘크리트의 열화조건에 따른 방벽별 성능을 평

가하고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2. 보조지표의 구성

우리나라 처분시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56

호 제6조 성능목표치(연간 피폭선량 0.1 mSv이하)[6]를 기

본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IAEA 보고서에 의하면 보조지표

는 안전지표와 성능지표, 안전기능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안전기능지표는 처분시설의 구성요소의 안전기능을 설정할 

경우 사용된다[3, 4]. 각 지표의 정의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2.1보조지표의 정의 및 종류[3]

2.1.1 안전지표(SI : Safety Indicator)

전체 처분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위해서 측정된 값

들로 표현되며, 이들은 안전성을 위해 수용될 수 있는 최소범

위로 나타나는 기준값(Reference values)이다. 예를 들어, 처

분장으로부터 유출된 방사성 핵종들은 안전성평가 계산결과

와 자연적으로 발생한 방사성 핵종들의 측정값과 비교한다.

•개인선량률(Individual dose rate)[Sv/yr]

•집단선량률(Collective dose rate)[man-Sv/yr]

•식물 및 동물에 대한 선량률[Gy/yr]

•개인 위험도(Individual risk)[1/yr]

•사회 위험도(Societal risk)[1/yr]

•�지하수에서의 농도(Concentration in groundwater)

[Sv/m3]

•�수생권에서의 농도(Concentration in biosphere wa-

ter)[Sv/m3]

•�토지에서의 농도(Concentration in soil)[Sv/kg]

•�공기 중 농도(Concentration in air)[Sv/m3]

•�방사성 독성 유출(Radiotoxicity release)[Sv/yr]

2.1.2 성능지표(PI : Performance Indicator)

처분시설 구성 요소 및 세부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값이다. 즉, 처분시설은 처분된 폐기물로부터 방사선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각 방

벽들의 물리화학적 과정 및 방사성 핵종 이동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여 최적의 성능을 가진 설계가 가능토록 한다.

•플럭스 형태의 지표

•�방벽경계를 지나는(상대적) 방사능 플럭스[Bq/yr or 1/yr]

2.1.3 안전기능지표(SFI : Safety Function In-

dicator)

처분시설 요소들의 안전기능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분용기는 지하수의 산화환원 

조건에서 “물리적 밀폐”의 안전기능으로 할당되며, 지하수의 

산화 조건에서 철재 처분용기는 밀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부

식이 일어나 안전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안전기능지표는 처

분시설들의 설계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혹은 최대조건

과 비교될 수 있다.

2.2 국외 보조지표 활용사례

각 나라에서 적용하는 Safety Case의 보조지표를 Table 1

에 분류하여 정리하였다[3]. 한 예로 프랑스의 ANDRA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위한 Safety Case을 구축하는데 방

사성 핵종 플럭스를 활용하여 각 방벽간의 방사성 핵종 플럭

스를 평가하고 기반암의 핵종지연현상과 각 방벽간 효율을 

분석하였다[3]. 또한, 스위스 NAGRA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핵연료로부터 나오는 방사성독성(radiotoxicity)을 방벽별로 

측정함으로써 각 방벽의 성능을 분석하였다[3].

3. 국내처분시설의 보조지표 적용

지하처분시설은 지하암반에 위치하여 처분시설의 성능

이 근계지역의 공학적 방벽과 원계지역의 자연방벽에 의지

함에 따라, 폐기물의 방사선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방벽간의 물리화학적 과정이나 방사성 핵종 이동의 영향을 

비교하여 최적의 성능을 발휘해야 한다. 방사성 핵종 플럭

스 같은 경우 처분시설 내의 방사성 핵종의 연속적인 방벽

들 사이에서 붕괴 및 증가를 포함한 방벽간의 이동을 보여줌

으로써 생태계 모델 가정이나 방사성 핵종 유출경로와는 독

립적으로 방벽의 성능을 평가하는 성능지표로 이용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월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의 보조지표로서 성능지표인 방사성 핵종 플럭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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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ndicator Description Applied country

SI

Concentration

Groundwater in concentration Aquifer above host clay formation Belgium

Radiotoxicity concentration 
in biosphere water Near surface groundwater Germany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biosphere water In the water course used by the receptor (well or river) Spain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groundwater ≤ 5 km from repository (accessible environment) USA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groundwater ≤ 18 km from repository (accessible environment) USA

(Radiotoxicity)
Flux

Flux out of host formation Aquifer above host clay formation Belgium

Radiotoxicity flux from 
the geosphere Interface host rock/overburden Germany

Radiotoxicity flux from geosphere Near-surface groundwater Germany

Radiotoxicity flux from 
the geosphere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geosphere and biosphere Spain

Flux across defined accessible 
environment boundary ≤ 5 km from repository (accessible environment) USA

Power density Power density in groundwater Near surface groundwater Germany

(Radiotoxicity)
Flux

Radionuclide molar flux 
(maximum)

Host rock, waste disposal tunnels, galleries, shaft
and access ramp France

Radiotoxicity flux from 
compartment Fluxes out of compartments above Germany

Integrated radiotoxicity flux from 
compartments Fluxes out of compartments above Germany

Relative integrated radiotoxicity 
flux from compartments System compartments Germany

Radiotoxicity flux from geosphere Near-surface groundwater Germany

Radionuclide fluxes between 
compartments

Fluxes are calculated at the interfaces between compart-
ments Spain

Time-integrated radionuclide flux 
from compartments

Time-integrated fluxes are calculated at the interfaces 
between compartments Spain

PI Time-integrated molar flux from 
compartments

Time-integrated fluxes are calculated at the interfaces 
between compartments Spain

Radionuclide mass transport 
rock v. shafts Host rock, waste disposal tunnels, shaft France

Inventory

Inventory of radionuclides in each 
compartment The inventories present in each compartment are Calculated Spain

Radionuclide inventory outside 
compartments

The system is divided into a set of consecutive compart-
ments, from the waste to the biosphere. This indicator pro-
vides the inventory that has moved beyond a given com-
partment.

Spain

Time

Engineered barrier containment 
time requirement USA

Transport time through clay barrier Belgium

Water travel time in the geosphere 
(granite)

The water travel time is calculated from the repository to 
the discharge point to the biosphere Spain

Table 1. List of the complementary indicators for a disposal syste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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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각 방벽별 성능평가를 통해 처분시스템의 방벽별 

방사성 핵종 이동지연특성을 비교하였다. 

3.1 평가 시나리오 설명 및 입력데이터

지하 처분시설 주변에 위치한 암석/시멘트 혼합재와 콘

크리트 사일로 등 공학적 방벽은 시간에 따라 열화되며, 이로 

인하여 공학적 방벽 외부의 지하수가 공학적 방벽내로 침투

한다. 침투한 지하수는 방사성폐기물 포장용기와 접촉하여  

방사성 핵종을 용해시킨다. 용해된 방사성 핵종은 콘크리트 

사일로 내부의 완충재와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을 통해 공학

적 방벽을 벗어나게 된다. 공학적 방벽에서 누출된 방사성 

핵종은 처분부지에 존재하는 지하수유동에 의해 자연방벽을 

통해 이동한다. 이후 방사성 핵종은 생태계에 도달하여 먹

이사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주하는 개인에게 방사선피

폭을 일으킨다[7]. 이런 일련의 사건 과정들을 정상시나리오

로 고려하였으며, 정상시나리오의 개념을 Fig. 2에 제시하였

다. 방사성 핵종의 방벽별 누출경로를 Fig. 3에 제시하였다.  

Type Indicator Description Applied country

PI

Time Solute transport time through 
the geosphere

A measure of the time necessary for a given solute to cross 
the geosphere from the outer surface of the near-field to the 
biosphere

Spain

Advection/
Diffusion

Advection / diffusion Host rock, waste disposal tunnels, galleries, shaft France

Diffusion process in rock and sea Host rock, waste disposal tunnels, galleries, shaft and 
access ramp France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activity 
concentration France

Etc.

Fraction of UO2 matrix 
altered v. time

UO2 becomes oxidised/altered due to the alpha radiolysis in 
the water in contact with it Spain

Canister failure distribution Carbon steel canisters fail due to generalized corrosion Spain

Post-containment engineered 
barrier release rate limit USA

SFI

Minimum copper thickness Canister Sweden

Ionic strength of groundwater Geosphere, near-field Sweden

A range in addition to the two above (see SRCan report) Either canister, buffer, deposition tunnel, geosphere Sweden

SI/PI

Concentration

Radionuclide concentrations in 
groundwater Generic site in Japan Japan

RTI concentration at top of host 
rock Top of host rock Swiss

Flux RTI flux to biosphere Geosphere/biosphere interface Swiss

Etc.

Containment factor Ratio of released radiotoxicity/initial radiotoxicity at time 
of disposal Belgium

RTI of waste on ingestion Throughout the system (once the waste starts to disperse) Swiss

RTI distribution Within each of the main system compartments Swiss

Diffusive transport time through 
host rock: half life Outer boundary of host rock Swiss

Steady state transport distance Across buffer and host rock Swiss

* SI=Safety Indicator / PI=Performance Indicator / SFI=Safety Function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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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프로그램은 영국 AEA사에서 개발한 방사성폐기물 처

분시설의 안전성평가 프로그램으로 MASCOT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3차원 지하매질에서의 방사성 핵종 이동을 

평가하는데 수치적인 Laplace 역변환법을 이용하여 핵종이

동 현상을 1차원으로 평가한다. 정상시나리오의 평가에 사

용되는 입력데이터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의 콘

크리트 열화후 입력데이터(공극률, 유효확산계수, 수착분배

계수)는 콘크리트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여 완충재

와 동일한 입력값을 적용하였다. 특히, 수착분배계수는 방사

성 핵종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착의 대표적인 입력변수

로,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입

력변수이다.

3.2 방사성 핵종 플럭스 보조지표

처분시설 Safety Case을 위한 보조지표 중 성능지표인 

방벽별 방사성 핵종 플럭스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를 

수행하였다. 

1) 방사성 핵종별 초기재고량을 확인하였다. 

2) 방사성 핵종 누출 경로와 시간에 대한 해당 방벽(폐

기물고화체-처분용기-완충재-콘크리트 사일로-자연

방벽)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방사성 핵종 플럭스를 

확인하였다.

- 폐기물고화체, 처분용기, 완충재, 콘크리트 사일로 

및 자연방벽으로부터 누출되는 시간에 따른 방사성 

핵종별 플럭스를 안전성평가 전산코드(MASCOT)

[8]의 결과물로 확인하였다.

- MASCOT에서 평가된 시간에 따른 방사성 핵종별 

플럭스의 단위를 비방사능(Bq/mol)을 이용하여 

[mol/yr]에서 [Bq/yr]로 변환하였다.

flux(mol/yr)(in MASCOT) × specific activity(Bq/mol) 

=flux(Bq/yr)                                                        (1)

3) 방사성 핵종별로 각 방벽을 통과한 전체 방사성 핵종의 

양을 누출된 시간에 대한 적분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Fig. 2. Normal scenario of safety assessment for Wolsong LILW disposal facility [7].

Surface facility(m EL)

20

- 80

- 130

Normal groundwater flow scenario - BS1

Operation Tunnel

Waste matrix

Engineered
Barrier

5) Ocean Biosphere
6) Exposures

1) As the concrete engineered barrier degrades, groundwater in 
the bedrock start to intrude into disposal silo

4) Radionuclide transport along the groundwater flow in 
porous feosphere

2) Radionuclide dissolution/Ieaching processes start to occur

3) Radionuclides released from 
the waste matrix migrate in the 
near field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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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는 방사성 핵종에 대한 각 방벽별 핵종누출

의 결과를 바탕으로 누출시작시점과 누출종료시점을 

제시하였다. 

-  시간에 따른 방사성 핵종 플럭스[Bq/yr]를 평가기간

(핵종유출기간)동안 적분을 통하여 각 방벽별로 누

출된 방사성물질의 누적총량(cumulative amount 

of radionuclide)을 도출하였다. 

Fig. 3. Release pathway of radionuclide through the disposal system. 

Kd(m
3/kg)

Solubility Limit
(mol/m3)Waste Drum Buffer

Concrete
(Before 

degradation)

Concrete
(After 

degradation)
Granite

3H 0 0 0 0 0 0 No limit

14C 1.43E-03 1.43E-03 1.43E-03 5.10E-02 1.43E-03 1.60E-03 6.62E-03

59Ni 1.82E-02 1.82E-02 1.82E-02 4.99E+00 1.82E-01 3.30E-02 4.01E-03

94Nb 1.18E+00 1.18E+00 1.18E+00 1.09E-01 1.18E+00 1.38E-01 3.22E-06

99Tc 0 0 0 0 0 0 No limit

129I 0 0 0 1.00E-03 0 0 3.64E-05

Total
Alpha 1.26E+01 1.26E+01 1.26E+01 4.27E+00 1.26E+01 8.70E-01 9.99E-08

Porosity(-) Bulk Density(kg/m3) Effective
Diffusivity(m2/s)

Drum 0.3 1890 6.00E-10

Buffer 0.45 1890 6.00E-10

Concrete
(Before 

degradation)
0.15 2389 2.60E-12

Concrete
(After 

degradation)
0.45 1890 6.00E-10

Granite 2.0E-02 2590 -

Table 2. 1nput parameter of each component for the post closure safety assessment
(Distribution coefficient Kd/ Solubility Limit/ Porosity/ Density/ Effective Diffu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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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ct Case of Concrete Silo (yr)

Waste Drum Buffer Concrete Silo Granite

H-3
ti = 1 ti = 1 ti = 1 ti = 4.6 ti = 4.8

te = 1.2E+03 te = 1.2E+03 te = 1.2E+03 te = 9.2E+02 te = 9.2E+02

C-14
ti = 1 ti = 1 ti = 1.6E+01 ti = 4.8E+04 ti = 5.4E+04

te = 1.2E+05 te = 1.2E+05 te = 1.2E+05 te = 1.2E+05 te = 1.2E+05

Ni-59
ti = 1 ti = 1 ti = 1.4E+02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Nb-94
ti = 1 ti = 4 ti = 7.2E+03 ti = 1.6E+05 ti = 2.0E+05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c-99
ti = 1 ti = 1 ti = 2.2 ti = 1.4E+02 ti = 1.4E+02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I-129
ti = 1 ti = 1 ti = 2.2 ti = 1.8E+03 ti = 1.8E+03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otal Alpha
ti = 1 ti = 4.4E+02 ti = 4.6E+04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Degraded Case of Concrete Silo (yr)

Waste Drum Buffer Concrete Silo Granite

H-3
ti = 1 ti = 1 ti = 1 ti = 1 ti = 1

te = 1.2E+03 te = 1.2E+03 te = 1.2E+03 te = 1.2E+03 te = 1.2E+03

C-14
ti = 1 ti = 1 ti = 1 ti = 1 ti = 1.6E+02

te = 5.0E+04 te = 5.0E+04 te = 5.0E+04 te = 5.0E+04 te = 2.0E+05

Ni-59
ti = 1 ti = 1 ti = 1.8 ti = 2.8 ti = 3.0E+03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Nb-94
ti = 1 ti = 4.2 ti = 1.2E+02 ti = 1.6E+02 ti = 1.4E+04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c-99
ti = 1 ti = 1 ti = 1 ti = 1 ti = 1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I-129
ti = 1 ti = 1 ti = 1 ti = 1 ti = 1

te = 1.2E+04 te = 1.2E+04 te = 1.2E+04 te = 1.2E+04 te = 1.2E+04

Total Alpha
ti = 1 ti = 3.6E+01 ti = 1.2E+03 ti = 3.0E+03 ti = 6.8E+04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e = 1.0E+06

Table 3. Applied initial time and end time in MASCOT program for performance assessment at each compartment of the dispo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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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ct Case of Concrete Silo (Bq)

Inventory Waste Drum Buffer Concrete Silo Granite

H-3
1.30E+15 2.82E+12 2.45E+12 1.94E+11 1.11E+06 2.55E+05

100% < 1% < 1% < 1% < 1% < 1%

C-14
1.35E+14 2.54E+13 2.50E+13 1.86E+13 1.26E+06 2.35E+05

100% 18.81% 18.52% 13.78% < 1% < 1%

Ni-59
2.70E+13 1.96E+13 1.94E+13 1.48E+13 0.00E+00 0.00E+00

100% 72.59% 71.85% 54.81% < 1% < 1%

Nb-94
8.35E+10 3.73E+10 2.63E+10 3.07E+08 7.91E+02 1.99E-01

100% 44.67% 31.50% < 1% < 1% < 1%

Tc-99
5.91E+11 5.90E+11 5.90E+11 5.90E+11 5.90E+11 5.90E+11

100% 99.83% 99.83% 99.83% 99.83% 99.83%

I-129
8.41E+08 8.41E+08 8.41E+08 8.41E+08 8.41E+08 8.41E+08

100% 100% 100% 100% 100% 100%

Total Alpha
5.02E+11 1.12E+10 3.82E+09 5.79E+03 0.00E+00 0.00E+00

100% 2.23% < 1% < 1% 0 % 0 %

Total
1.46E+15 4.84E+13 4.74E+13 3.41E+13 5.20E+11 5.20E+11

100% 3.09% 3.05% 2.29% < 1% 0.01

 Degraded Case of Concrete Silo (Bq)

Inventory Waste Drum Buffer Concrete Silo Granite

H-3
1.30E+15 3.92E+14 3.92E+14 3.92E+14 3.92E+14 3.92E+14

100% 30.15% 30.15% 30.15% 30.15% 30.15%

C-14
1.35E+14 1.17E+14 1.17E+14 1.17E+14 1.17E+14 7.17E+13

100% 86.67% 86.67% 86.67% 86.67% 53.11%

Ni-59
2.70E+13 2.59E+13 2.59E+13 2.59E+13 2.59E+13 1.26E+13

100% 95.93% 95.93% 95.93% 95.93% 46.67%

Nb-94
8.35E+10 6.10E+10 6.10E+10 5.72E+10 5.35E+10 6.48E+08

100% 73.05% 73.05% 73.05% 73.05% < 1%

Tc-99
5.91E+11 5.91E+11 5.91E+11 5.91E+11 5.91E+11 5.91E+11

100% 100% 100% 100% 100% 100%

I-129
8.41E+08 8.41E+08 8.41E+08 8.41E+08 8.41E+08 8.41E+08

100% 100% 100% 100% 100% 100%

Total Alpha
5.02E+11 3.85E+11 3.66E+11 2.53E+11 1.87E+11 8.12E+05

100% 76.69% 72.91% 50.40% 37.25% < 1%

Total
1.46E+15 5.36E+14 5.36E+14 5.36E+14 5.36E+14 4.77E+14

100% 36.62% 36.62% 36.62% 36.62% 32.60%

* Release flux percent in each barrier(%) = Release flux in each barrier(Bq) / Inventory(Bq)

Table 4. Performance assessment result of important radionuclides at each compartment of the dispo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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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ulative amount of radilradionuclide 

                                      = 




flux(Bq/yr)dt         (2)

∵t
i
=initial time,   t

e
=end time 

4) 방사성 핵종별 처분 재고량 대비 방벽성능(예: 방사

성붕괴 및 흡착현상)에 의해 방사성 핵종이동이 지연

된 방사성물질의 누적총량을 방벽별로 비교하고 분

석하였다.

5)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의 건전한 조건과 열화된 조건으

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콘크리트의 조건에 따른 각 방

사성 핵종별, 방벽별 지연성능기여도를 통해 전체시

스템의 방사성 핵종 이동지연특성을 확인하였다. 

3.3 보조지표 평가결과

폐쇄후 정상시나리오에 대하여 방사성 핵종 플럭스를 이

용한 방벽별 성능비교 결과를 Table 4에 요약하였으며, 방벽

별 상대적 성능평가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일로 열화조건별 방벽에 따른 보조지표 평가결과를 Fig. 4 

(콘크리트 건전조건)과 Fig. 5(콘크리트 열화조건)에 각각 

제시하였다.

3.4 방사성 핵종별 보조지표 결과분석

3.4.1 3H
3H 핵종의 누출량은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이 건전한 조

건에서는 폐기물고화체, 처분용기 및 완충재, 사일로 방벽에

서 순차적으로 감소하였다. 폐기물고화체 방벽으로부터 핵

종재고량(1.35E+15 Bq)대비 누출되는 누적 총량(2.82E+12 

Bq)과 사일로 방벽에서 누출되는 누적총량(1.11E+06 Bq)은 

Intact Case of Concrete Silo 

Inventory Waste Drum Buffer Concrete Silo Granite Leakage

H-3 100% 100% 0% 0% 0% 0% 0%

C-14 100% 81.19% 0.3% 4.74% 13.78% 0% 0%

Ni-59 100% 27.41% 0.74% 17.04% 54.81% 0% 0%

Nb-94 100% 55.33% 13.17% 31.13% 0.37% 0% 0%

Tc-99 100% 0% 0% 0% 0% 0% 100%

I-129 100% 0% 0% 0% 0% 0% 100%

Total Alpha 100% 97.77% 1.47% 0.76% 0% 0% 0%

Degraded Case of Concrete Silo 

Inventory Waste Drum Buffer Concrete Silo Granite Leakage

H-3 100% 69.85% 0% 0% 0% 0% 30%

C-14 100% 13.33% 0% 0% 0% 33.56% 53%

Ni-59 100% 4.07% 0% 0% 0% 49.26% 47%

Nb-94 100% 26.95% 0% 4.55% 4.43% 63.30% 1%

Tc-99 100% 0% 0% 0% 0% 0% 100%

I-129 100% 0% 0% 0% 0% 0% 100%

Total Alpha 100% 23.31% 3.78% 22.51% 13.15% 37.25% 0%

Table 5. Related performance assessment result at each compartment of the dispos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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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formance assessment result at each compartment for the intact case of the concrete s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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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erformance assessment result at each compartment for the degraded case of the concrete s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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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붕괴에 의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사일

로 방벽이 열화된 조건에서는 3H 핵종은 폐기물고화체 방벽

으로부터 초기 핵종재고량(1.35E+15 Bq) 대비 2.53%가 누

출되었으며, 이는 폐기물고화체의 핵종붕괴(반감기: 12.3yr)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4.2 14C
14C은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이 건전한 조건에서는 폐기

물고화체, 처분용기, 완충재 방벽으로부터 각각 핵종재고량 

대비 18.81%, 18.52%, 13.78%가 누출되는 지연성능기여도

를 가지며, 폐기물고화체에서 지연성능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폐기물고화체의 지연성능기여도는 수착분배계수

와 용해도 제한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콘크리

트 사일로 방벽이 열화된 조건에서는 폐기물고화체, 처분용

기, 완충재, 사일로 방벽에서 재고량 대비 86.67% 누출되

어 폐기물고화체 방벽에서의 지연성능기여도가 크게 나타

났다. 암반방벽에서는 53.11%로 지연성능기여도가 나타났

으며, 이는 암반 방벽에서의 수착분배계수에 의한 핵종지연

으로 판단된다.

3.4.3 59Ni
59Ni은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이 건전한 조건에서는 폐

기물고화체, 처분용기, 완충재 방벽으로부터 각 핵종재고량 

대비 72.59%, 71.85%, 54.81%가 누출되는 지연성능기여도

를 가지며, 폐기물고화체 방벽에 의한 지연성능기여도가 가

장 크게 나타났다. 폐기물고화체 방벽에서의 지연성능기여

도는 수착분배계수와 용해도 제한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이 열화된 조건에서는 암반

방벽에서 핵종재고량 대비 46.67%의 핵종누출량이 관찰되

어 암반수착에 의한 지연성능기여도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암반방벽의 수착분배계수에 의한 핵종지연으로 판단된다.

3.4.4 94Nb
94Nb은 콘크리트 사일로의 방벽이 건전한 조건에서는 폐

기물고화체, 처분용기, 완충재, 사일로 및 암반방벽에서 각각 

핵종재고량 대비 44.67%, 31.50%, 0.37%의 핵종이 누출되는 

지연성능기여도를 보여 폐기물고화체(용해도 제한 및 수착

분배계수), 처분용기(수착분배계수) 및 완충재(수착분배계

수)를 비롯한 근계지역의 공학적 방벽에 의한 핵종지연으로  

판단된다. 사일로와 암반으로부터 각각 7.9E+02 Bq 및 

1.99E-01 Bq의 핵종누출이 관찰되어 수착분배계수에 의한 

추가적인 핵종지연이 나타났다.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의 열

화된 조건에서는 폐기물고화체, 처분용기, 완충재 및 사일

로 방벽에서 각각 73.05%의 방사성 핵종이 누출되어 폐기

물고화체 방벽에서 의한 지연성능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으

며, 이는 폐기물고화체 방벽에서의 용해도 제한과 방벽의 수

착분배계수에 의한 핵종지연 영향으로 판단된다. 암반에서

는 6.48E+08 Bq(핵종재고량 대비 0.78%)의 방사성 핵종 누

출이 관찰되어 암반방벽의 수착분배계수에 의한 핵종지연

으로 판단된다.

3.4.5 99Tc
99Tc은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이 건전한 조건에서는 폐기

물고화체, 처분용기, 완충재, 사일로 및 암반방벽을 포함하

여 핵종재고량 대비 약 99%의 핵종이 누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이 열화된 조건에서도 폐기물고

화체, 처분용기, 완충재, 사일로 및 암반방벽을 포함하여 핵

종재고량 대비 약 100%의 핵종이 누출되는 것으로 관찰되

어 방벽에 의한 핵종지연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4.6 129I

129I은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이 건전한 조건과 열화된 조

건에서 폐기물고화체, 처분용기, 완충재, 사일로 방벽 및 암

반방벽에서 거의 모든 129I 핵종이 누출되는 것으로 관찰되

었으며, 이는 99Tc와 동일하게 방벽별 수착분배계수가 0이

거나 매우 작아서 핵종이동지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3.4.7 전알파(239Pu)

전알파 핵종은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이 건전한 조건에

서는 폐기물고화체, 처분용기에서 각각 재고량 대비 2.23%, 

0.76%의 핵종이 누출되어 폐기물고화체 방벽에 의한 지연성

능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고화체의 지연성능

기여도는 수착분배계수와 용해도 제한에 의한 핵종지연으로 

판단된다.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이 열화된 조건에서는 폐기

물고화체, 처분용기, 완충재 및 사일로 방벽에서 핵종재고량 

대비 76.69%, 72.91%, 50.40% 및 37.25%의 핵종이 누출되

어 각 방벽별 수착분배계수에 의한 핵종지연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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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방벽에서는 8.12E+05 Bq로 수착분배계수에 의한 핵종

지연으로 판단된다.

3.4.8 종합평가

처분시설의 방벽에 대한 핵종별 지연성능기여도를 정량

적으로 평가하였다.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이 건전한 경우, 방

벽별 수착분배계수에 의한 지연성능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확

인하였으며, 폐기물고화체의 용해도 제한 방사성 핵종(14C, 
59Ni, 94Nb 및 전알파 핵종)의 경우는 핵종 누출의 용해도를 

제한함으로써 용해도 제한치 이상일 경우는 침출이 제어되

어 자연성능기여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공학적 방벽 및 자

연암반에서는 수착분배계수에 의한 핵종지연을 확인하였다. 

특히, 콘크리트 사일로 방벽이 열화된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 지연기능을 자연암반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렇지만 3H, 99Tc, 129I는 수착분배계수에 의한 방

벽별 지연성능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99Tc은 자연암반 

수착분배계수에 대한 선정시 Table 7에 제시한 국내외문헌

의 값[9]을 참고하였지만,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0”으로  

설정하여 평가함으로써 방벽에 대한 방사성 핵종 지연효과

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국

내외문헌 값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면 자연암반에서 핵종 지

연성능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H와 129I는 자연암반 수착분배계수(0 m3/kg)로 인한 방

벽별 지연성능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129I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의 수착분배계수(1.0E-03 m3/kg)로 인해 공학적 방

벽에서는 지연성능기여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위 3개의(99Tc, 3H, 129I) 방사성 핵종은 보조지표결

과를 반영하여 폐기물 처분시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확

보를 위해 폐기물별 핵종재고량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요약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안전지

표는 일반적으로 선량 및 위험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Radionuclide
Kd of Concrete in Reference Reports

Applied Value
NIREXa) UK DOEa) NAGRAa) TVOb) SKBb) KAERIb)

Tc 1.00E-01 1.00E-03 (1.00E-03) 2.00E-01
(0.00E+00)

1.00E-01
(1.00E-03) 0.00E+00 0.00E+00

I 1.00E-04 1.00E-03 3.00E-02 1.00E-03 3.00E-03 1.00E-03 1.00E-03

H 1.00E-04 0.00E+00 0.00E+00

a) Cement material, 
b) Concrete material (value of oxidation condition)

Table 6. List of Kd(Concrete) values of Concrete in various reference reports[9][10]

Table 7. List of Kd (Natural barrier) value of natural barrier in various reference reports[9][10]

Radionuclide
Kd of natural barrier in Reference Reports

Applied Value
Moscow Univ.a) KAERIb) 

Tc 3.16E-01 1.00E-03 0.00E+00

I - - 0.00E+00

H - - 0.00E+00

a) Average value about groundwater of pH 8 condition 
b) Average value about Wolsong dispos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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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의 안전성을 대중이나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선량

과 위험도만으로는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로 인해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해당사

자들에게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설명하거나 처분시설의 이해

증진 및 Safety Case 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보조지표를 활

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처분시설의 주위환경 및 사례별

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처분시설의 보조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시설의 개발단계 설계 및 세부기능을 반영하

여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성평가의 지표로 사용되는 선량 및 

위해도 외, 국외에서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보조지

표로써 안전지표, 성능지표 및 안전기능지표 등을 정리하였

다. 또한 보조지표 중 방사성 핵종 플럭스를 국내 월성 처분

시설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콘크리트 사일로의 건전 및 열

화된 조건에서의 방사성 핵종별, 방벽별 시간에 따른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처분시스템의 특성을 비교/분석하

였다. 콘크리트가 건전한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방벽별 핵종

지연성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고, 콘크리트가 열화된 경

우에는 공학적 방벽의 성능저하의 정도 및 자연암반과의 상

대적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설계시 처

분시설의 방벽성능 검증을 통한 설계의 최적화와 이해당사

자에 대한 처분시설의 방벽기능을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처분시설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

진하고, 처분시설 Safety Case 구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향

후 효과적인 보조지표를 추가로 선정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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