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CR-296/2007

 폐기물 처분시설의 방사선  

안 성 향평가 모델링  분석

Modeling and A nalysis on R adiological Safety A ssessment of

Low-  and I ntermediate Level R adioactive Waste R epository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원 자 력 발 기 술 원



제  출  문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 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과제명:  폐기물 처분시설의 방사선  안 성 

향평가 모델링  분석]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4.

작 성 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이연명

 책임연구원   정종태

책임연구원   강철형

책임연구원   황용수

책임연구원   최인길

책임연구원   황미정

책임연구원   이윤환

선임연구원   이성호

선임연구원   김민규

연구원   정미선



목  차

제 1 장  가스 발생  이동 평가 ························································································1

    제 1   가스 발생 평가 모델 ······················································································1

    제 2   가스 발생 평가 ······························································································11

    제 3   가스 발생 향 평가 ····················································································47

제 2 장  운송 험도  운  사고 시나리오 평가 ····················································55

    제 1   사고의 가정 ····································································································55

    제 2   방사선원 ··········································································································71

    제 3   평가 방법 ········································································································84

    제 4   피폭선량 평가 ································································································93

    제 5   주민보호 책 ································································································96

제 3 장  생태계 향 평가 ································································································104

    제 1   생태계 향 평가 모델 ··············································································104

    제 2   생태계 향 평가 ························································································131

    제 3   생태계 평가 모델의 신뢰도를 한 비교 검증 ····································161

제 4 장  지하수 유동 평가 ································································································166

    제 1   지하수 유동 모델링 ····················································································166

    제 2   역 지하수 유동 평가 ··············································································171

    제 3   국부 지하수 유동 평가 ··············································································188

부록: KAERI-JAEA 공동연구에 의한 생태계 모델 검증 결과 ·································200



- 1 -

제 1 장 가스 발생  이동 평가

제 1  가스발생 평가모델

1. SMOGG에서의 가스 생성 모델

가. 속 부식

방사선 조사된 속들은 부분 질소 활성화 생성물로서 
14
C을 포함하고 있다. 어

떤 속들은 한 고온에서 속으로 확산된 트리튬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속이 부식할 때 14C 치환된 작은 가스 상태 분자와 삼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유출의 비율은 속에 있는 이 방사성 원자의 분포에 의존할 것이다.  

를 들면 만약 속 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보다 속 표면 가까이 집

되어 있다면 방사성 가스는 훨씬 더 빨리 유출될 것이다.  이것이 부식의 결과로

서 방사성 가스의 유출을 모델링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일반 인 상이다.  

14
C이 가스 형태로 유출될 범 는 

14
C이 존재하고 있는 속의 분자 형태에 의존할 

것으로 생각된다.  속에 존재하는 트리튬은 한 고체 상태 확산에 의해 유출될 

것이다.

일반 으로 폐기물에는 스테인 스강과 탄소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가스 생성 

모델의 목 으로 같은 반응에 따라 부식되나 반응 속도는 다른 것으로 가정되었다.

다음은 가정된 철재에 한 표 인 부식 반응이다.

   a) 호기성 부식 : 4Fe + 3O2 → 2Fe2O3

   b) 기성 조건하에서의 산화막 환원 :  4Fe2O3 + Fe → 3Fe3O4

   c) 기성 부식 : 3Fe + 4H2O → Fe3O4 + 4H2

자철  (Fe3O4)이 되는 최종 변형이 동역학 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 하

에서는 기성 부식의 최종 생산물은 수산화제일철 (Fe(OH)3)이 된다.  그러나 간

단한 가스 생성 모델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부분은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출된 수소의 양에 은 향만을 끼치기 때문이다. 



- 2 -

식을 간단하게 하기 해 반응 b)와 기성 산소막 환원 반응은 제외되었다.  그

리고 부식의 최종 생산물은 항상 자철 으로 하여 반응 화학양론은 다음과 같이 고

려되었다. 

   a) 호기성 부식 :  3Fe + O2 → Fe3O4

   b) 기성 부식 :  3Fe + 4H2O → Fe3O4 + 4H2

이것은 체 가스 생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부식 속도(부식율)가 

히 선택된다면 부식에 의존하는 다른 평가 항목들에 요한 향을 끼치는 것으

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원자로에서 나온 철은 트리튬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속이 부식될 때 

유출될 것이다.  폐기물 포장물내 물 속에 존재하는 트리튬은 한 기성 부식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 내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14
C는 방사선 조사된 강철에 존재

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이 가스 유출과 함께 물과 반응할 지 어떨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기 한 포텐셜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해서는 신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강철이 부식할 때 
14
CH4와 

14
CO2로써 

14
C 유출을 모델링

하기 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방사분해

방사분해는 기에 폐기물로부터 가스 유출의 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모델에서 고려되었다.  두 가지 형태의 방사분해가 고려되었는데 물의 방사분해

와 수지(resin)을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의 방사분해가 그것이다. 

(1) 물과 수용액의 방사분해

물의 방사분해는 수소를 생산한다. 물이 약간의 트리튬을 포함하고 있다면 유출된 

수소에 상응하는 비율로 삼 수소가 발생될 것이다.  유출되는 수소의 양은 수용액 

상태의 화학  구성 요소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델링 하려는 것은 아

니다.  폐기물 package 내에 존재하는 물은  ,  ,   방사선으로부터 방사분해될 수 

있다.  package 외부, 완충재에 있는 물은 한  폐기물 포장물에서 새어 나간 감마 

방사선에 의해 방사분해될 수 있다. 



- 3 -

(2) 유기물의 방사분해

폐기물 내 존재하는 유기 화합물의 방사성 분해는 다양한 가스 생성을 야기할 수 

있다.  많은 유기 물질에 있어 수소가 부분의 가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유기 폐기물, 수지, 그리고 약간의 분류된 작은 분자들이 
14
C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재로서는 수지에 존재하는 14C가 방사선분해에 의해 가스 형태에서 유리

될 수 있을 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4
C를 포함하고 있는 작은 분자들의 방사

분해에 의한 
14
C의 유출은 상할 수 있다.  (가스는 사용자가 정하는 비율로 메탄

과 이산화탄소로 표되는 가스) 유기 물질의 4가지 그룹의 방사분해는 방사분해 

모델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 그룹들은 셀룰로오즈, 비 셀룰로오즈 합물질, oil, 그

리고 작은 분자들이다. 

다. 유기 물질의 미생물학 인 분해

셀룰로오즈와 작고 가용성의 유기 분자들의 두 개 그룹의 물질이 가스의 미생물

학  반응의 생성물로 생각되고 있다. 

셀룰로오즈는 기에 작은 유기 분자로 가수 분해된다.  그리고 기에 존재하는 

그러한 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생산하기 해 분해된다.  메

탄은 기성 조건과 질산염(nitrate)과 황산염(sulphate)이 없는 조건하에서만 생산

된다.

셀룰로오즈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가수분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는 

성 는 산성 조건 하에서 단량체인 루코즈로 두 번째는 알칼리 조건하에서 

ISA (isosaccharinic acid)가 주 구성 요소인 작은 분자들로 된다.  루코즈와 ISA

로부터의 가스 생성 메카니즘이 같이 고려된다. 

14C는 그 시간에 생성된 가스로부터 나온 작은 유기 분자들의 집합에 있는 14C와 

12
C의 비율에 비례하여 생성된 가스와 합쳐질 것이다. 

라. 가스 상태에서 유출될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의 붕괴 

가스 생성 모델은 일부 폐기물에 있는 방사성 핵종 
3
H와 

14
C 유출이 모델링된다. 

이들 핵종의 재고량은 폐기물로부터의 유출뿐만 아니라 방사성 붕괴의 결과로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어들 것이다.  가스 생성 모델은 이러한 붕괴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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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핵종의 붕괴 상수와 반감기는 표 1.1과 같다. 

핵종 붕괴 상수 [1/s] 반감기 [years]

3
H 1.781 × 10

-9
12.33

14C 3.833 × 10-12 5.73 × 103

표 1.1 가스 생성 모델에 필요한 방사성 핵종들의 반감기

2. 가스 생성 모델 입력 데이터

폐기물이 수송과 장을 하는 동안 기 폐기물 형태의 생성부터 약간의 물이 폐

기물 포장물내에 존재한다.  한 증기는 포장물 내부로 확산될 것이다.  처분장 폐

쇄 후 처분사일로에는 물의 포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충분한 재포화에 이르는 경

로는 모암의 성질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부분  포

화 기간 동안 사일로내의 습도는 100 %까지 될 것이나 포장물 안에서 (물이 아직 

침투하지 않은 곳으로의) 가스 생성이 물의 부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방해받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물이 처분장에서 어느 수 에 도달하기까지 용기가 차기 

시작하지 않을 것이지만 부분  포화는 바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처분장 

폐쇄 시 에는 뒷채움재(backfill)도 포화되어 있을 것이다.  폐기물 포장물이 부분

으로 물로 포화되었을 때 포장물 바닥에 공 되는 산소의 비율은 물 상태 확산에 

의해 제어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처분사일로내에 여 히 유용한 산소가 있더라

도 어떤 포장물은 기성 역으로 만들 것이다. 

가. 폐기물 포장물과 환경 특성 데이터

표 1.2는 폐기물 포장물과 환경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의 목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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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Item Reasons Required

Total mass of package contents [kg] Needed for internal radiolysis calculations

Mass of backfill associated with package [kg] Needed for external radiolysis calculations

Initial mass of water in package [kg]
To check for water exhaustion in pre-closure 
stages and, with resaturation data, after closure

Mass of water in backfill at closure [kg]
With definition of resaturation behaviour and pore 
volumes, to allow calculations of water availability 
after closure

Rate of diffusion of water into package pre-closure 
[kg a-1]

Control on gas generation of initial water present 
is exhausted

Oxygen content available to package at closure 
(includes share in void spaces outside packages) 
[moles]

To calculate time of transition from aerobic to 
anaerobic conditions

Pore Sapce [m3]
a) in package;
b) in share of backfill and crown-space void 
ascribed to package

With definition of resaturation behaviour and water 
content at closure, to allow calculations of water 
availability

Activity of tritium present in package porewater 
[TBq]

To allow calculation of incorporation of this 
tritium into H2 form corrosion and from radiolysis 
of water

Temperature evolution of waste package (a 
different profile will be allowed for each 
waste-stream)

Piecewise linear function of time for calculating 
effect of temperature on corrosion rates

Number of packages from waste stream added to 
vault of repository of interest at different 
emplacement times

To calculate total gas production from vault or 
repository

Fraction of CO2 generated that reacts with cement 
[-]

To take account of the carbonation reaction 
between CO2 and grout and backfill on the amount 
of gaseous CO2 (including 14CO2) released

Fro unvented container: time [a] at which 
containers are first breached and time [a] at which 
all containers are breached

To allow calculation of development of gas 
generation from within failing unvented canisters

For Magnox SF container: fraction of Magnox that 
must corrode to expose uranium

To take account of the protection of the uranium 
fuel provided by the Magnox fuel cladding

표 1.2 폐기물 포장물과 주  환경의 특성 정의를 한 데이터

나. 속 부식으로부터의 가스 생성

표 1.3은 속 부식으로부터의 가스 생성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들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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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Data

Stainless steel, carbon steel, 
Zircaloy, Magnox, 
uranium, aluminium

Density of metal [kg m-3]
Mass of metal present as spheres [kg];
Initial radius of spheres [m];
Mass of metal present as plates [kg];
Initial thickness of plates [m];
Temperature dependence of rate constants [piecewise linear 
function]; there could be a different function for each 
corrosion rate specified for a particular metal.

Stainless steel, carbon steel
Mass of steel making up the container walls(treated 
separately as plates) [kg];
Initial thickness of container walls [m].

Magnox, aluminium

Acute corrosion rate before resaturation [m a-1];
Chronic corrosion rate before resaturaion [m a-1];
Acute corrosion rate after resaturaion [m a-1];
Chronic corrosion rate after resaturation [m a-1];
Characteristic time for acute corrosion [a];
Characteristic time for chronic corrosion [a].

Stainless steel, carbon steel 
(steels inside container, 
including inner surface of 
containers), uranium

Acute aerobic corrosion rate [m a-1];
Characteristic time for acute aerobic corrosion [a];
Chronic aerobic corrosion rate [m a-1];
Chracteristic time for chronic aerobic corrosion [a].

Stainless steel, carbon steel, 
Zircaloy, U

Acute anaerobic corrosion rate not in contact with 
groundwater [m a-1];
Chronic anaerobic corrosion rate not in contact with 
goundwater [m a-1];
Acute anaerobic corrosion rate after resaturation [m a-1];
Chronic anaerobic corrosion rate after resaturation [m a-1];
Characteristic time for acute anaerobic corrosion [a];
Characteristic time for chronic anaerobic corrosion [a].

Stainless and carbon steel 
(used for outer surface of 
container walls)

Acute aerobic corrosion rate for outside of container [m a-1];
Characteristic time for acute aerobic corrosion of outer 
surface [a];
Chronic aerobic corrosion rate for outside of container
 [m a-1];
Characteristic time for chronic aerobic corrosion of outer 
surface [a].

Stainless and carbon steel, 
Zircaloy, Magnox, U, Al

Mass of 3H, 14C, 81Kr, 85KR 39Ar and 42Ar present in sphere 
and plate forms of metal [TBq]; optionally, distribution of 
radionuclide with distance from surface.

Stainless and carbon steel, 
Zircaloy, Magnox, U, Al

Fractions of 14C released as 14CH4 and as 14CO2 (sum to 
one)

표 1.3 속 부식으로부터의 가스 생성 모델 데이터

다. 방사분해

표 1.4는 방사분해에 의한 가스 생성모델에서 붕괴 에 지 계산에 이용된 방사성 

핵종의 특성 데이터를 나타낸다.



- 7 -

Radionuclide Half-life [a]
Active 

Daughters
Branching 

Ratio

Average Decay Energies
[J/decay]

  
H-3 1.233 101 - - 0.000 9.142 10-16 0.000

Be-10 1.600 106 - - 0.000 4.040 10-14 0.000
C-14 5.730 103 - - 0.000 7.926 10-15 0.000
S-35 2.396 10-1 - - 0.000 7.823 10-15 0.000
Cl-36 3.020 105 - - 0.000 4.382 10-14 3.800 10-18

Ca-41 1.030 105 - - 0.000 4.555 10-16 7.003 10-17

Ca-45 4.463 10-1 - - 0.000 3.364 10-18 0.000
Cr-51 7.585 10-2 - - 0.000 5.866 10-16 5.219 10-15

Mn-54 8.556 10-1 - - 0.000 6.439 10-16 1.339 10-13

Fe-55 2.700 - - 0.000 6.761 10-16 2.675 10-16

Co-58 1.938 10-1 - - 0.000 5.533 10-15 1.565 10-13

Co-60 5.268 - - 0.000 1.548 10-14 4.012 10-13

Ni-59 7.495 10-4 - - 0.000 6.953 10-16 3.803 10-16

Ni-63 1.000 102 - - 0.000 2.739 10-15 0.000
Zn-65 6.689 10-1 - - 0.000 1.123 10-15 9.360 10-14

Se-79 6.500 104 - - 0.000 8.309 10-15 7.957 10-15

Sr-89 1.383 10-1 - - 0.000 9.340 10-14 1.580 10-16

Y-91 1.602 10-1 - - 0.000 9.649 10-14 5.791 10-16

Nb-94 2.030 104 - - 0.000 2.336 10-14 2.521 10-13

Tc-99 2.129 105 - - 0.000 1.362 10-14 9.612 10-17

Ru-103 1.077 10-1 - - 0.000 1.540 10-14 7.967 10-14

Ru-106 1.008 - - 0.000 2.279 10-13 3.343 10-14

Pd-107 6.496 106 - - 0.000 1.490 10-15 0.000
Ag-108m 4.180 102 - - 0.000 1.104 10-14 2.611 10-13

Sn-121m 5.000 101 - - 0.000 3.592 10-14 3.890 10-15

Sn-126 1.000 105 - - 0.000 1.306 10-13 3.193 10-13

I-125 1.647 10-1 - - 0.000 2.636 10-15 6.744 10-15

I-129 1.569 107 - - 0.000 8.829 10-15 3.692 10-15

I-131 2.201 10-2 - - 0.000 3.092 10-14 6.116 10-14

Cs-134 2.062 - - 0.000 2.626 10-14 2.490 10-13

Cs-135 2.298 106 - - 0.000 9.019 10-15 0.000
Cs-137 3.000 101 - - 0.000 3.954 10-14 9.054 10-14

Ce-144 7.800 10-1 - - 0.000 2.083 10-13 7.768 10-15

Pm-147 2.623 - - 0.000 9.932 10-15 7.033 10-19

Sm-151 8.873 101 - - 0.000 4.074 10-15 2.099 10-18

표 1.4 방사분해로 인한 가스생성모델에서 붕괴 에 지 계산에 이용된 

방사성 핵종과 특성(3  1)



- 8 -

Radionuclide Half-life [a]
Active 

Daughters
Branching 

Ratio

Average Decay Energies
[J/decay]

  
Eu-152 1.332 101 - - 0.000 1.898 10-14 1.886 10-13
Eu-154 8.600 - - 0.000 4.466 10-14 1.971 10-13
Eu-155 4.957 - - 0.000 1.003 10-14 9.732 10-15
Ta-182 3.149 10-1 - - 0.000 3.294 10-14 2.085 10-13

Sr-90 2.912E+01 Y-90 1 0.000 3.134 10-14 0.000
Y-90 7.301E-03 0.000 1.496 10-13 4.966 10-20

Mo-93 3.500E+03 Nb-93m 0.960 0.000 9.043 10-16 1.751 10-15

Zr-93 1.529E+06 Nb-93m 1 0.000 3.140 10-15 3.311 10-15

Nb-93m 1.639E+01 0.000 4.493 10-15 3.020 10-16

Zr-95 1.752E-01 Nb-95 0.999 0.000 1.882 10-14 1.182 10-13

Nb-95 9.624E-02 0.000 6.941 10-15 1.227 10-13

Cm-243 3.000E+01 Pu-239 0.998 9.517 10-13 2.230 10-14 2.133 10-14

〃 Am-243 0.002
Am-243 7.365E+03 Pu-239 1 8.585 10-13 4.594 10-14 3.831 10-14

Pu-239 2.411E+04 U-235 1 8.389 10-13 1.195 10-15 1.255 10-16

U-235 7.038E+08 Pa-231 1 7.150 10-13 3.404 10-14 3.102 10-14 
Pa-231 3.276E+04 Ac-227 1 8.108 10-13 8.378 10-15 6.204 10-15

Ac-227 2.177E+01 5.269 10-12 1.761 10-13 6.714 10-14

Cm-244 1.810 101 Pu-240 1 9.439 10-13 1.380 10-15 2.083 10-16

Pu-240 6.563 103 U-236 1 8.399 10-13 1.781 10-15 2.183 10-16

U-236 2.342 107 Th-232 1 7.311 10-13 1.618 10-15 1.903 10-16 
Th-232 1.405 1010 Ra-228 1 6.532 10-13 2.088 10-15 1.991 10-16

Ra-228 5.750 Th-228 1 0.000 7.396 10-14 1.546 10-13

Pa-232 3.587 10-3 U-232 1 0.000 2.694 10-14 1.500 10-13

U-232 6.980 101 Th-228 1 8.646 10-13 2.698 10-15 2.700 10-16

Th-228 1.913 5.211 10-12 1.460 10-13 2.375 10-13

Cm-245 8.500 103 Pu-241 1 8.728 10-13 1.302 10-14 1.503 10-14

Pu-241 1.440 101 Am-241 1 1.922 10-17 8.391 10-16 2.648 10-19

Am-241 4.327 102 Np-237 1 8.926 10-13 6.292 10-15 4.518 10-15

Np-237 2.140 106 U-233 1 7.790 10-13 4.264 10-14 3.994 10-14

U-233 1.593 105 Th-229 1 7.856 10-13 1.217 10-15 1.963 10-16

Th-229 7.340 103 5.278 10-12 1.469 10-13 5.244 10-14

표 1.4 방사분해로 인한 가스생성모델에서 붕괴 에 지 계산에 이용된 

방사성 핵종과 특성(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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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uclide Half-life† [a]
Active 

Daughters
Branching 

Ratio

Average Decay Energies
[J/decay]

  
Cm-246 4.730 103 Pu-242 1 8.850 10-13 1.314 10-15 4.809 10-16

Am-242m 1.410 102 Cm-242 0.823 4.061 10-15 3.574 10-14 4.079 10-15

〃 Pu-242 0.172
〃 Pu-238 0.005

Pu-242 3.735 105 U-238 1 7.967 10-13 1.503 10-15 2.068 10-16

U-238 4.468 109 U-234 1 6.824 10-13 1.431 10-13 4.238 10-15

Cm-242 4.461 10-1 Pu-238 1 9.933 10-13 1.629 10-15 2.199 10-16

Pu-238 8.770 101 U-234 1 8.939 10-13 1.793 10-15 2.480 10-16

U-234 2.457 105 Th-230 1 7.757 10-13 2.266 10-15 2.323 10-16

Th-230 7.540 104 Ra-226 1 7.605 10-13 1.986 10-15 2.045 10-16

Ra-226 1.600 103 Pb-210 1 3.909 10-12 1.488 10-13 2.873 10-13

Pb-210 2.230 101 Pb-2101 1 1.001 10-18 6.850 10-14 9.163 10-16

Po-210 3.789 10-1 0.823 8.663 10-13 1.339 10-20 1.416 10-18

† In the computer implementation of SMOGG, decay constants rather than half-lives are included 
as part of the in-built data. The half-lives shown in this table are converted from these decay 
constants and rounded for presentational purpose.

표 1.4 방사분해로 인한 가스생성모델에서 붕괴 에 지 계산에 이용된 

방사성 핵종과 특성(3  3)

라. 유기물 분해 모델

표 1.5는 유기물 분해에 의한 가스생성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들을 나타낸다.

Conditions Data

Initial conditions

Mass of small organic molecules(glucose/ISA) initially present [kg];
Nitrate initially present [mol];
Sulphate initially present [mol];
14C present in degradable small organic molecules [TBq].

Aerobic conditions
Empirical rate constant for organic degradation [a-1];
Moles CO2 produced per mole of glucose/ISA degraded.

Anaerobic with 
nitrate present

Empirical rate constant for organic degradation by nitrate reduction [a-1];
Moles CO2 produced per mole of glucose/ISA degraded by nitrate 
reduction.

Anaerobic with 
sulphate present 
(no nitrate)

Empirical rate constant for organic degradation by sulphate reduction [a-1];
Moles CO2 produced per mole of glucose/ISA degraded by sulphate 
reduction.

Anaerobic with no 
nitrate or sulphate 
present

Empirical rate constant for organic degradation by methanogenic bacteria 
[a-1];
Moles CO2 produced per mole of glucose/ISA degraded anaerobically;
Moles CH4 produced per mole of glucose/ISA degraded anaerobically.

표 1.5 유기물 분해에 의한 가스 생성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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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속에서 트리튬의 확산

속으로부터 트리튬 확산의 간단한 모델은 각 속에 있는 트리튬의 양 (부식 

모델에 사용된 데이터를 참조)과 각 속에 해 고체상태 트리튬 확산계수 [m
2
/yr]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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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가스 발생 평가

처분된 폐기물의 부식 는 방사선 분해 등에 의하여 가스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러한 가스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해서 가스 발생량과 발생된 가스의 처분시설

에서 지표로의 이동 상 평가가 필요하다.  가스 발생에 해서는 처분되는 방사

성폐기물 고화체/포장용기별로 발생 메커니즘을 고려하 다.  즉, 크게 3가지 가스 

발생요인으로서 철제용기의 부식에 의한 수소(H2) 가스,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

해로 인한 수소(H2),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가스 등이 발생하며, 라핀 고

화체, 폐수지 등의 폐기물로부터는 방사분해에 의한 수소(H2) 가스가 발생한다.  가

스 발생률  발생량은 SMOGG 코드를 이용하여 표 인 폐기물 유형별로 평가

하 다.  속부식, 미생물 분해  방사분해 등 가스 발생 메커니즘 각각에 해 

SMOGG에서 용하는 가스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속 부식

일반 으로 폐기물에는 스테인 스강과 탄소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가스 생성 

모델링의 목 으로 같은 반응에 따라 부식되나 반응 속도는 다른 것으로 가정되었

다.

다음은 가정된 철재에 한 표 인 부식 반응이다.

   a) 호기성 부식 : 4Fe + 3O2 → 2Fe2O3

   b) 기성 조건하에서의 산화막 환원 :  4Fe2O3 + Fe → 3Fe3O4

   c) 기성 부식 : 3Fe + 4H2O → Fe3O4 + 4H2

원자로에서 나온 철은 트리튬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은 속이 부식될 때 

유출될 것이다.  폐기물 포장물내 물 속에 존재하는 트리튬은 한 기성 부식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 내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2. 유기 물질의 미생물학 인 분해

셀룰로오즈와 작고 가용성의 유기 분자들의 두 개 그룹의 물질이 가스의 미생물

학  반응의 생성물로 생각되고 있다.



- 12 -

셀룰로오즈는 기에 작은 유기 분자로 가수 분해된다. 그리고 기에 존재하는 

그러한 분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생산하기 해 분해된다.  메

탄은 기성 조건과 질산염(nitrate)과 황산염(sulphate)이 없는 조건하에서만 생산

된다.

셀룰로오즈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가수분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는 

성 는 산성 조건 하에서 단량체인 루코오즈로 두 번째는 알칼리 조건하에서 

ISA (isosaccharinic acid)가 주 구성 요소인 작은 분자들로 된다.  루코오즈와 

ISA로부터의 가스 생성 메커니즘이 같이 고려된다.

14C는 그 시간에 생성된 가스로부터 나온 작은 유기 분자들의 집합에 있는 14C와 

12
C의 비율에 비례하여 생성된 가스와 합쳐질 것이다.

3. 방사분해

방사분해는 기에 폐기물로부터 가스 유출의 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모델에서 고려되었다.  두 가지 형태의 방사분해가 고려되었는데 물의 방사분해

와 폐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물의 방사분해이다.

가. 물과 수용액의 방사분해

물의 방사분해는 수소를 생산한다.  물이 약간의 트리튬을 포함하고 있다면 유출

된 수소에 상응하는 비율로 삼 수소가 발생될 것이다.  유출되는 수소의 양은 수

용액 상태의 화학  구성 요소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모델링 하려는 것

은 아니다.  폐기물 포장물 내에 존재하는 물은  ,  ,   방사선으로부터 방사분해될 

수 있다.  포장물 외부, 완충재에 있는 물은 한  폐기물 포장물에서 새어 나간   

방사선에 의해 방사분해될 수 있다. 

나. 유기물의 방사분해

폐기물 내 존재하는 유기 화합물의 방사성 분해는 다양한 가스 생성을 야기할 수 

있다.  많은 유기 물질에 있어 수소가 부분의 가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유기 폐기물, 수지, 그리고 약간의 분류된 작은 분자들이 
14
C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재로서는 수지에 존재하는 
14
C가 방사선분해에 의해 가스 형태에서 유리

될 수 있을 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4C를 포함하고 있는 작은 분자들의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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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에 의한 
14
C의 유출은 상할 수 있다.  유기 물질의 4가지 그룹의 방사분해는 

방사분해 모델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 그룹들은 셀룰로오즈, 비 셀룰로오즈 합물

질, 오일, 그리고 작은 분자들이다.

SMOGG 코드에서 용하는 세부 인 개념모델과 입력자료 등은 본 장의 제 1 

(가스생성 평가모델)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처분되는 폐기물에는 수분증발을 

야기할 만한 열발생 폐기물이 없고 처분시설 폐쇄후 처분사일로 내부는 외부의 

향에 의한 온도 증가는 상되지 않으므로 증기압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 다.  

가스의 이동  방사성 가스에 의한 생태계의 향은 각각 본 장과 제 3 장에 기술

하 다.

4. 비방사성 가스 발생량

각 폐기물 유형별, 발생 메커니즘별 가스 발생량을 추정하기 하여 폐수지 폐기

물은 시멘트고화 드럼, 건조폐수지 드럼, 수로 건조폐수지 드럼, HIC 용기, 폴리

에틸  용기, C1 용기  C2 용기를 고려하 다.  농축폐액 폐기물은 시멘트고화 

드럼, 라핀고화 드럼, C1 용기, C2 용기를 상으로 하 고, 폐필터 폐기물 경우

는 콘크리트 차폐드럼, 수로 콘크리트 차폐드럼, C2 용기과 C4 용기를 고려하

다.  한 잡고체는 일반 드럼과 수로 일반 드럼, 차폐 드럼  수로 차폐드럼

을 고려하 으며, 우라늄을 함유한 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 폐기물도 고려하 다.  

폐기물 용기의 특성과 제원은 “한국 수력 원자력의 폐기물 포장물 특성”을 참조하

으며, 각 폐기물 용기 는 드럼 당 핵종재고량은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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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폐수지

시멘트 고

화

수로 건

조
건조

C1형 

콘크리트

C2형

콘크리트
HIC-FE

폴리

에틸

H-3 1.68E-04 1.94E-01 7.44E-05 7.34E-06 4.48E-05 4.42E-03 4.96E-04

C-14 2.01E-03 4.44E-02 8.83E-04 8.81E-05 5.38E-04 5.25E-02 5.97E-03

Fe-55 2.05E-01 4.17E-03 9.10E-02 9.01E-03 5.48E-02 5.40E+00 6.07E-01

Co-58 2.66E-02 3.80E-05 1.17E-02 1.16E-03 7.05E-03 6.95E-01 7.81E-02

Co-60 8.68E-02 6.64E-03 3.84E-02 3.79E-03 2.31E-02 2.28E+00 2.56E-01

Ni-59 3.11E-03 1.59E-04 1.08E-03 1.60E-04 9.78E-04 5.43E-02 1.05E-02

Ni-63 2.92E-01 8.36E-03 1.06E-01 1.36E-02 8.28E-02 5.88E+00 9.18E-01

Sr-90 2.91E-04 3.20E-05 1.29E-04 1.28E-05 7.76E-05 7.66E-03 8.61E-04

Nb-94 3.21E-06 9.68E-07 1.15E-06 1.52E-07 9.23E-07 6.31E-07 1.02E-05

Tc-99 5.97E-06 9.18E-07 2.66E-06 2.63E-07 1.59E-06 1.57E-04 1.77E-05

I-129 1.06E-06 2.42E-07 3.83E-07 5.07E-08 3.07E-07 2.09E-05 3.39E-06

Cs-137 5.93E-02 1.59E-03 2.09E-02 3.31E-03 2.00E-02 9.27E-01 2.08E-01

Ce-144 6.54E-04 2.38E-05 2.90E-04 2.87E-05 1.74E-04 1.71E-02 1.93E-03

 알 1.06E-06 1.46E-07 4.68E-07 4.63E-08 2.82E-07 2.78E-05 3.13E-06

표 1.6 용기 는 드럼 당 핵종재고량 (4  1)

(단 :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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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농축폐액

시멘트고화 라핀고화
C1형

콘크리트

C2형

콘크리트

H-3 1.56E-02 1.25E-02 8.77E-03 3.60E-03

C-14 4.96E-04 3.95E-04 2.78E-04 1.14E-04

Fe-55 2.10E-03 1.67E-03 1.18E-03 4.82E-04

Co-58 4.31E-03 3.42E-03 2.41E-03 9.89E-04

Co-60 1.37E-03 1.09E-03 7.69E-04 3.16E-04

Ni-59 6.56E-05 5.24E-05 3.68E-05 1.51E-05

Ni-63 1.52E-03 1.21E-03 8.54E-04 3.49E-04

Sr-90 1.82E-06 1.45E-06 1.02E-06 4.19E-07

Nb-94 1.15E-06 9.17E-07 6.45E-07 2.65E-07

Tc-99 2.76E-06 2.19E-06 1.54E-06 6.31E-07

I-129 6.24E-07 4.96E-07 3.49E-07 1.43E-07

Cs-137 9.95E-04 7.91E-04 5.56E-04 2.28E-04

Ce-144 5.79E-05 4.61E-05 3.25E-05 1.33E-05

 알 1.25E-07 9.95E-08 6.99E-08 2.87E-08

표 1.6 용기 는 드럼 당 핵종재고량 (4  2)

(단 :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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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폐필터

콘크리트

라이닝

수로

콘크리트

라이닝

C2형

콘크리트

C4형

콘크리트

H-3 2.74E-04 4.89E-01 4.72E-04 2.20E-04

C-14 1.69E-02 5.10E-02 4.21E-02 2.09E-02

Fe-55 2.94E-01 6.40E-01 5.06E-01 2.37E-01

Co-58 3.16E-02 2.22E-01 5.47E-02 2.56E-02

Co-60 7.98E-02 5.60E-01 1.37E-01 6.42E-02

Ni-59 9.88E-04 3.28E-03 1.89E-03 8.81E-04

Ni-63 8.62E-02 4.76E-02 1.53E-01 7.12E-02

Sr-90 2.41E-03 2.28E-02 5.64E-03 2.64E-03

Nb-94 4.34E-06 4.43E-05 1.06E-05 4.97E-06

Tc-99 3.29E-04 3.36E-04 6.05E-04 3.81E-04

I-129 4.13E-06 3.42E-06 8.76E-06 4.93E-06

Cs-137 3.33E-02 1.63E-01 7.63E-02 3.57E-02

Ce-144 2.38E-03 1.67E-02 4.10E-03 1.92E-03

 알 3.31E-06 2.27E-04 5.69E-06 2.66E-06

표 1.6 용기 는 드럼 당 핵종재고량 (4  3)

(단 :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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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잡고체
한 원자력연료(주)

폐기물일반
수로 

일반
차폐

수로

차폐

H-3 8.47E-04 2.60E-03 1.07E-03 3.79E-02 0.00E+00

C-14 3.37E-05 3.00E-06 4.51E-05 4.91E-05 0.00E+00

Fe-55 4.89E-03 1.91E-04 6.55E-03 3.12E-03 0.00E+00

Co-58 2.21E-03 8.33E-06 2.98E-03 1.37E-04 0.00E+00

Co-60 2.49E-03 9.39E-06 3.35E-03 1.54E-04 0.00E+00

Ni-59 1.25E-04 4.62E-06 1.48E-04 7.58E-05 0.00E+00

Ni-63 6.38E-04 7.91E-07 8.55E-04 1.30E-05 0.00E+00

Sr-90 4.85E-06 3.53E-07 6.48E-06 5.77E-06 0.00E+00

Nb-94 9.20E-06 3.02E-07 7.67E-06 4.20E-06 0.00E+00

Tc-99 3.18E-06 1.36E-07 3.85E-06 2.23E-06 0.00E+00

I-129 2.20E-07 2.83E-07 2.82E-07 2.12E-06 0.00E+00

Cs-137 4.88E-04 1.84E-06 6.52E-04 3.00E-05 0.00E+00

Ce-144 3.41E-04 1.28E-06 4.57E-04 2.10E-05 0.00E+00

 알 9.44E-07 3.25E-08 1.27E-06 5.33E-07 5.40E-05

표 1.6 용기 는 드럼 당 핵종재고량 (4  4)

(단 : TBq)

가. 폐수지의 가스 발생

폐수지에서의 가스 발생 요인은 폐기물의 용기의 부식과 폐수지의 방사 분해에 

의한 수소 가스의 발생이다.

(1) 시멘트 고화 200L 드럼

• 상 폐기물 고화체/포장 용기 :

- 고화체 : 폐이온교환수지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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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폐수지의 도는 1,052.4kg/m
3
이며, 고화체 혼합량을 더하여 고화체 무게

는 338kg

- 시멘트 고화체는 0.204m3의 드럼 내에 90% (0.184m3)까지 채움

- 시멘트 고화체에 한 G값은 0.24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1과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1.75m
3
/드럼 정도이다.

Resi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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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L 시멘트 폐수지 드럼 당 수소 기체 발생량

(2) 건조 200L 드럼

• 상 폐기물 내용물/포장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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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 : 폐이온교환수지

-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폐수지는 0.136m
3
의 드럼 내에 0.110m

3
까지 채움

- 건조 폐수지 무게는 73.9kg

- 건조 폐수지에 한 G값은 0.424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2와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1.74m
3
/드럼 정도이다.

Resi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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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건조 폐수지 드럼 당 수소 기체 발생량

(3) 수로 건조 200L 드럼

• 상 폐기물 내용물/포장 용기 :

- 내용물 : 폐이온교환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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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폐수지는 0.136m
3
의 드럼 내에 0.110m

3
까지 채움

- 건조 폐수지 무게는 73.9kg

- 건조 폐수지에 한 G값은 0.424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3과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1.79m
3
/드럼 정도이다.

Resin-dry-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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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수로 건조 폐수지 드럼 당 수소 기체 발생량

(4) C1 콘크리트 용기

• 상 폐기물 고화체/포장 용기 :

- 고화체 : 폐이온교환수지 + 시멘트

- 포장용기 : C1  콘크리트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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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조건 :

- 폐수지의 도는 1,052.4kg/m3이며, 고화재 혼합량을 더하여 고화체 무게

는 881.7kg

- 시멘트 고화체는 0.90m
3
의 용기 내에 99% (0.890m

3
)까지 채움

- 시멘트 고화체에 한 G값은 0.24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4와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4.71m
3
/용기 정도이다.

Resin-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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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1콘크리트 폐수지 드럼 당 수소 기체 발생량

(5) C2 콘크리트 용기

• 상 폐기물 고화체/포장 용기 :

- 고화체 : 폐이온교환수지 + 시멘트

- 포장용기 : C2 콘크리트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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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조건 :

- 폐수지의 도는 1,052.4kg/m3이며, 고화재 혼합량을 더하여 고화체 무게는 

384kg으로 가정

- 시멘트 고화체는 0.468m
3
의 용기 내에 99% (0.464m

3
)까지 채움

- 시멘트 고화체에 한 G값은 0.24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5와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

소가스 발생량은 3.02m
3
/용기 정도이다.

Resin-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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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C2콘크리트 폐수지 드럼 당 수소 기체 발생량

(6) HIC 용기

• 상 폐기물 내용물/포장용기 :

- 내용물 : 폐이온교환수지 IRN-150 (mixed resin)

- 포장용기 : HIC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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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조건 :

- 건조 수지에 한 G값은 양이온 수지와 음이온 수지가 각각 무게비로 2:3

으로 존재하는 혼합수지를 가정하여 가  평균한 0.424를 사용

- 건조수지는 1.274m
3
 부피의 용기 내에 1.133m

3
까지 채움

- 폐기물의 무게는 680.4kg

• 계산 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6과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1.17m
3
/용기이다.

Resin-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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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HIC 폐수지 드럼당 수소 기체 발생량

(7) 폴리에틸  용기

• 상 폐기물 내용물/포장용기 :

- 내용물 : 폐이온교환수지 IRN-150 (mixed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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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용기 : 폴리에틸  용기

• 평가조건 :

- 건조 수지에 한 G값은 양이온 수지와 음이온 수지가 각각 무게비로 2:3

으로 존재하는 혼합수지를 가정하여 가  평균한 0.424를 사용

- 건조수지는 1.158m3 부피의 용기 내에 1.042m3까지 채움

- 폐기물의 무게는 227kg

• 계산 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7과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0.074m
3
/용기이다.

Resin-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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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폴리에틸  폐수지 드럼당 수소 기체 발생량

나. 농축폐액의 가스 발생

농축폐액에서의 가스 발생 요인은 고화된 농축폐액 폐기물의 방사 분해와 용기의 

부식에 의한 수소 가스의 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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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멘트고화 드럼

• 상 폐기물 고화체/포장용기 :

- 고화체 : 농축폐액 + 시멘트

-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농축폐액의 도는 1,030kg/m3이며, 고화재 혼합량을 더하여 내부 고화체 

무게는 328.2kg

- 시멘트 고화 농축폐액에 한 G값은 0.24

- 시멘트 고화체는 드럼 내에 90%까지 채움

• 계산 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8과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1.74m
3
/드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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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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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시멘트 농축폐액 드럼당 수소 기체 발생량

(2) 라핀 고화 드럼

• 상 폐기물 고화체/포장용기 :

- 고화체 : 농축폐액 + 라핀 왁스

-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주입 라핀의 양은 47kg이며 드럼내 폐기물 부피는 수축 후 0.166m
3

- 라핀에 한 G값은 4.0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9와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1.74m
3
/드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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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paraf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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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라핀 농축폐액 드럼당 수소 기체 발생량

(3) C1 콘크리트 용기

• 상 폐기물 고화체/포장 용기 :

- 고화체 : 농축폐액 + 시멘트

- 포장용기 : C1 콘크리트 용기

• 평가조건 :

- 농축폐액의 도는 1,030kg/m3이며, 고화재 혼합량을 더하여 고화체 무게

는 1,196.3kg

- 시멘트 고화체는 0.90m
3
의 용기 내에 99% (0.890m

3
)까지 채움

- 시멘트 고화체에 한 G값은 0.24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10과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4.71m
3
/용기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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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농축폐액 C1 콘크리트 드럼 당 수소 기체 발생량

(4) C2 콘크리트 용기

• 상 폐기물 고화체/포장용기 :

- 고화체 : 농축폐액 + 시멘트

- 포장용기 : C2 콘크리트 용기

• 평가조건 :

- 폐수지의 도는 1,030kg/m3이며, 고화재 혼합량을 더하여 고화체 무게는 

448.2kg

- 시멘트 고화체는 0.468m
3
의 용기 내에 99% (0.464m

3
)까지 채움

- 시멘트 고화체에 한 G값은 0.24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11과 같으며 10,000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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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가스 발생량은 3.01m
3
/용기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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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농축폐액 C2 콘크리트 드럼 당 수소 기체 발생량

다. 폐필터의 가스 발생

폐필터 폐기물에서의 가스 발생 요인은 폐필터의 방사 분해와 용기의 부식에 의

한 수소 가스의 발생이다.

(1) 콘크리트 차폐 200L 드럼

• 상 폐기물 내용물/포장용기 :

- 내용물 : 폐필터

-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폐필터의 무게는 2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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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용기 내부 체 은 0.136m
3

- 폐필터 한 G값은 0.424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12와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1.76m3/드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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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콘크리트 차폐 폐필터 드럼 당 수소 기체 발생량

(2) 수로 콘크리트 차폐 200L 드럼

• 상 폐기물 내용물/포장용기 :

- 내용물 : 폐필터

-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폐필터의 무게는 2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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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용기 내부 체 은 0.136m
3

- 폐필터 한 G값은 0.424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13과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1.86m3/드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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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수로 콘크리트 차폐 폐필터 드럼 당 수소 기체 발생량

(3) C2 콘크리트 용기

• 상 폐기물 고화체/포장용기 :

- 고화체 : 폐필터 + 시멘트

- 포장용기 : C2 콘크리트 용기

• 평가조건 :

- 폐필터의 무게는 20kg이며, 고화재 혼합량을 더하여 고화체 무게는 220kg

- 시멘트 고화체는 0.468m
3
의 용기 내에 99% (0.464m

3
)까지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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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고화체에 한 G값은 시멘트고화 필터 슬러지에 한 값인 0.17로 

설정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14와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3.06m3/용기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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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C2콘크리트 폐필터 드럼 당 수소 기체 발생량

(4) C4 콘크리트 용기

• 상 폐기물 고화체/포장용기 :

- 고화체 : 폐필터 + 시멘트

- 포장용기 : C4 콘크리트 용기

• 평가조건 :

- 폐필터의 무게는 20kg이며, 고화재 혼합량을 더하여 고화체 무게는 220kg

- 시멘트 고화체는 0.468m
3
의 용기 내에 99% (0.464m

3
)까지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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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고화체에 한 G값은 시멘트 고화 필터 슬러지에 한 값인 0.17

로 설정.

• 계산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15와 같으며 10,000년 후의 

수소가스 발생량은 3.03m3/용기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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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C4콘크리트 폐필터 드럼 당 수소 기체 발생량

상기 가. 폐수지, 나. 농축폐액  다. 폐필터의 가스발생 부분에서 방사분해에 의

한 가스발생과 폐기물내에 흡수된 에 지사이의 계를 나타내는 G값에 해서는 

표 인 고체폐기물과 고화체의 수소가스에 한 G(H2)값을 제시하고 있는 EPRI

자료(EPRI-NP-5977, Radwaste Radiolytic Gas Generation Literature Review, 

1988)를 참고하 다.

라. 잡고체의 가스 발생

잡고체폐기물 드럼에서는 속폐기물의 부식과 라스틱류의 방사 분해과정에서 

수소 가스가 발생될 것이며 면이나 지류 등의 셀룰로오즈의 가수분해와 미생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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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분해로 이산화탄소 가스와 메탄 가스 등이 발생된다.

잡고체폐기물의 경우 그 조성이 다양하다.  가스 발생 평가를 하여 기  잡고체 

드럼의 조성을 표 1.7과 같이 가정하 다.

잡고체 무게 (kg) 량비(Wt. %)

셀룰로오즈 계열 45.6 31.2

면류 17.8

목재 2.0

종이 25.8

속 계열 41.8 28.7

철재 41.1

은박지 0.2

선 0.5

라스틱/고무 42.6 29.2

라스틱 4.2

비닐 32.3

고무 6.1

기타 16.0 10.9

석고 1.4

석면 0.8

소각재 1.0

슬러지 0.1

유리 1.7

콘크리트 2.2

토양 3.1

활성탄 3.3

기타 2.5

합계 146 100.0

표 1.7 기  잡고체폐기물 드럼 조성

(1) 일반 잡고체 드럼

• 상 폐기물 내용물/포장용기 :

- 내용물 : 잡고체

-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폐기물 조성은 표 1.7의 기  잡고체폐기물 드럼 조성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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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류는 모두 탄소강으로 가정

- 라스틱, 비닐  고무의 G값은 0.4

- 포장용기 체 은 0.204m3

• 계산 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16과 같으며 10,000년 후에 

수소 가스 2.63m
3
/드럼, 이산화탄소 가스 0.25m

3
/드럼, 메탄 가스 8.16×10

-2
m
3
/

드럼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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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발생메커니즘별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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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발생가스별 발생량

그림 1.16 일반 잡고체폐기물 드럼당 기체 발생량

(2) 수로 일반 잡고체 드럼

• 상 폐기물 내용물/포장용기 :

- 내용물 : 잡고체

-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폐기물 조성은 표 1.7의 기  잡고체폐기물 드럼 조성을 따름

- 속류는 모두 탄소강으로 가정

- 라스틱, 비닐  고무의 G값은 0.4

- 포장용기 체 은 0.204m3

• 계산 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17과 같으며 10,000년 후에 

수소 가스 2.62m
3
/드럼, 이산화탄소 가스 0.25m

3
/드럼, 메탄 가스 8.16×10

-2
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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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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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발생가스별 발생량

그림 1.17 수로 일반 잡고체폐기물 드럼당 기체 발생량

(3) 차폐 잡고체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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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폐기물 내용물/포장용기 :

- 내용물 : 잡고체

-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폐기물 조성은 표 1.7의 기  잡고체폐기물 드럼 조성을 따름

- 속류는 모두 탄소강으로 가정

- 라스틱, 비닐  고무의 G값은 0.4

- 포장용기 체 은 0.136m
3

• 계산 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18과 같으며 10,000년 후에 

수소 가스 2.63m
3
/드럼, 이산화탄소 가스 0.25m

3
/드럼, 메탄 가스 8.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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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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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차폐 잡고체폐기물 드럼 당 기체 발생량

(4) 수로 차폐 잡고체 드럼

• 상 폐기물 내용물/포장용기 :

- 내용물 : 잡고체

-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폐기물 조성은 표 1.7의 기  잡고체폐기물 드럼 조성을 따름

- 속류는 모두 탄소강으로 가정

- 라스틱, 비닐  고무의 G값은 0.4

- 포장용기 체 은 0.136m3

• 계산 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19와 같으며 10,000년 후에 

수소 가스 2.62m
3
/드럼, 이산화탄소 가스 0.25m

3
/드럼, 메탄 가스 8.16×10

-2
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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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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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9 수로 차폐 잡고체폐기물 드럼 당 기체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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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 폐기물의 가스 발생

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 폐기물의 핵종재고량은 다른 폐기물과는 달리 알 핵종

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 폐기물의 가스 발생을 평

가하기 하여 폐기물 조성은 일반 잡고체폐기물과 같고 핵종재고량만 다르다고 가

정하 다. 

• 상 폐기물 내용물/포장용기 :

- 내용물 : 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 폐기물

- 포장용기 : 200L 드럼 (DOT-17H) 

• 평가조건 :

- 폐기물 조성은 표 1.7의 기  잡고체폐기물 드럼 조성을 따름

- 속류는 모두 탄소강으로 가정

- 라스틱, 비닐  고무의 G값은 0.4

- 포장용기 체 은 0.204m3

• 계산 결과 :

시간에 따른 수소 가스의  발생량은 그림 1.20과 같으며 10,000년 후에 

수소 가스 2.64m
3
/드럼, 이산화탄소 가스 0.25m

3
/드럼, 메탄 가스 8.15×10

-2
m
3
/드

럼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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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발생가스별 발생량

그림 1.20 한 원자력연료(주) 폐기물 드럼당 기체 발생량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사일로 체의 가스 발생량을 계산하여 보면 표 1.8과 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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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표 1.8은 방사성 가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구  분 사일로 #1 사일로 #2 사일로#3 사일로 #4 사일로 #5 사일로 #6

수소 7.23E+04 3.13E+04 6.20E+04 3.21E+04 3.28E+04 3.34E+04

이산화탄소 2.53E+01 4.71E+00 2.02E+01 1.74E+01 1.77E+01 1.23E+01

메탄 8.03E+03 1.49E+03 6.42E+03 5.51E+03 5.60E+03 3.32E+03

표 1.8 각 사일로의 10,000년 후 가스 발생 량

(단  : ㎥ )

5. 방사성 가스 발생량

가. 방사성 수소  방사성 탄소 발생량 평가

3
H-와 

14
C-를 포함하는 방사성 가스의 발생은 속 폐기물의 부식이나 셀룰로오

즈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셀룰로오즈를 포함하는 고압 압축 잡고체폐

기물이 모든 사일로에 처분되므로 사일로별로 
3
H와 

14
C 등을 포함한 방사성가스 발

생량을 평가하 다.

평가에 사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3
H는 잡고체의 핵종 재고량이 모두 가스로 방출된다.  

- 14C는 mC14/mC12의 분율로 발생되며 잡고체와 폐필터의 
14C의 양을 고려한다.

여기서 mC14는 사일로내의 분해될 수 있는 
14
C의 양 (잡고체와 폐필터에 있는 

14C), mC14=(분해될 수 있는 
14C의 총 재고량)/(14C의 비방사능, 1.65×1014 Bq/kg), 

mC12는 사일로내의 분해될 수 있는 
12
C의 양이며, mC12=잡고체폐기물의 무게 × 셀룰

로오즈의 비율 × 셀룰로오즈내의 탄소의 비로 정의된다.

14C의 발생분율 값은 사일로별로 표 1.9와 같다. 평가 결과 처분사일로별 폐쇄후 

방사성 가스 발생량은 생성가스에 따라 표 1.9A와 같으며, 시간에 따른 방사성 가

스 발생률은 그림 1.21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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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로 #1 사일로 #2 사일로#3 사일로 #4 사일로 #5 사일로 #6

C-14/C-12 6.90E-11 1.54E-10 1.77E-07 9.29E-08 2.62E-07 4.47E-09

표 1.9 각 사일로의 C-14/C-12 비율

방사성핵종
방사성 가스 발생량

합계
사일로 #1 사일로 #2 사일로 #3 사일로 #4 사일로 #5 사일로 #6

수소 6.70E-05 6.74E-05 2.97E-04 2.52E-04 2.66E-04 3.81E-04 1.33E-03

이산화탄소 3.75E-08 1.68E-08 7.24E-08 6.21E-08 6.31E-08 9.06E-08 3.43E-07

메탄 6.40E-08 2.88E-08 1.24E-07 1.06E-07 1.08E-07 1.55E-07 5.85E-07

표 1.9A 처분사일로별 폐쇄 후 방사성가스 발생량 

(단  : TBq/yr)

핵종 사일로 #1 사일로 #4 사일로 #5

U-234 3.04E+11 1.29E+08 1.04E+08

U-238 - 1.29E+08 1.04E+08

표 1.9B 처분사일로 내에서의 라돈가스 발생량 추정을 한 핵종 재고량 

(단  : Bq)

폐쇄후 경과시간 Silo #1 Silo #4 Silo #5

10,000년 4.11E-5 2.08E-10 1.68E-10

표 1.9C 처분사일로별 라돈가스  발생량

(단 :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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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체 사일로의 시간에 따른 방사성 기체 발생율

나. 처분시설 원계(geosphere)에서 생성되는 라돈 발생량 평가

그 밖에 폐기물 포장물 내에 포함되어 있던 방사성 핵종이 붕괴를 통해 생성되는 경우로

서 226Ra, 238U, 230Th가 들어있는 폐기물에 딸핵종으로 존재할 수 있는 라돈(222Rn)가스 발생

량을 평가하 다.

라돈은 처분시설 내의 폐기물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한 원계

(geosphere)의 암반내 천연 무기물(natural mineral)과  지하수 내에 녹아 있는 자연

발생  라듐염(naturally occurring radium salt)의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도 지하수

에 라돈이 존재할 수 있다.

처분사일로 내에 포함되어 있는 
238
U의 방사성 붕괴를 통해 생성되는 라돈(

222
Rn)

가스 발생량은 SMOGG코드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처분된 폐기물 내에 포함된 방

사성핵종으로서 붕괴를 통해 라돈(222Rn)가스 생성에 기여할 수 있는 238U의 재고량

을 처분사일로별로 표 1.9B에 나타내었다. 재고량 추정에는 RI폐기물 내의 
238
U 재

고량 (표 1.7 참조)과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폐기물내의  알  방사능량 (표 

1.6)을 모두 234U로 가정한 값을 사용하 다. 이를 입력으로 하여 SMOGG코드를 사

용하여 폐쇄후 10,000년까지 계산한  발생량은 처분 사일로별로 표 1.9C에 나

타내었다.

부지 내 자연 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핵종과 지하수 에 용해된 라듐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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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붕괴의 결과로 존재할 수 있는 라돈가스에 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지

하처분연구시설(KURT)에서의 측정결과를 토 로 발생량을 추정하 다. 측정결과에 

의하면, 지하 약 100 m의 화강암반 에 설치된 터 형 연구시설 내에서 측정된 공

기  라돈 농도 값은 략 100 Bq/m
3
 정도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심도

와 암질을 갖는 본 처분시설에서의 라돈 가스 농도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상하

면, 처분 사일로 내의 라돈가스 발생량은 사일로내부 공간의 부피를 약 22,000 m3으

로 가정하면 약 2.2E-6 TBq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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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가스발생 향 평가

1. 처분시설에서의 가스압력상승 검토

처분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처분시설이 폐쇄된 이후에 한하여 그 발생과 이동 상

을 평가할 수 있다.  처분시설의 운   발생하는 가스는 운   배기계통을 통하여 

처리된다.  처분시설의 가스는 제도  리기간을 포함하여 폐쇄 후에 처분사일로가 지

하수로 포화된 후 기체의 발생  이동을 평가한다.  지하 환경에서 일반 인 가스

련 상은 가스의 발생과 발생된 가스의 침 , 반응  변환, 화합물이 형성된 후 

남은 기체에 하여 출이 일어난다.  본 가스평가는 이러한 발생된 가스의 반응

을 고려하지 않고 보수 으로 모두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달톤의 분압 법칙에 의하면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종류 이상의 기체 혼합물 속

의 각 성분 기체의 압력에 한한 독립 으로 행동한다.  즉 기체의 압력은 혼합기

체의 각 성분의 분압과 같다.  방사성핵종은 비방사성핵종에 비해 그 양이 매우 

으므로 방사성가스에 의한 분압은 매우 다.  따라서 가스 상태 내 방사성핵종은 

체 가스와 함께 분압을 유지하며 이동하게 된다.  가스압이 커지면 이로 인해 지

하수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제 4 장 지하수 이동시간의 

변화에 의한 향에서 그 향을 자세히 평가하 으므로 여기에서는 가스 자체의 

이동만을 고려한다.

처분시설로부터 생태계로의 가스 유출  이동을 분석하기 한 간단한 해석해를 

사용하여 평가하 다.  이러한 평가의 주된 목 은 처분시설 내 압력 과도 상에 

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서이다.  만일 처분시설 내의 가스압이 많이 올라간다

면 비록 상 으로 높은 물의 도로 인하여 가스에 비해선 그 유출량이 미소하겠

지만, 오염되었을 수도 있는 물이 사일로로부터 유출될 수도 있다.  뒤채움재로 분

쇄석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는 가스 투수계수가 증가할 것이고, 가스 이동이 더욱 

쉬워질 것이다. 

평가 방법으로 사일로 내에서 발생된 가스가 사일로 내의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

하는 상 없이 가스가 지표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처분시설 주변 암반의 

투수계수를 평가하여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압축성 가스에 한 Darcy 법칙을 이

용하여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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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여기서   는 가스 flux (
  )

    는 사일로 깊이 ()

    는 가스에 한 유효 투수계수()

    는 가스 성계수 ( )

      는 사일로 내부압  지표면의 압력, 그리고 기 압 ( Pa)

가스 유출률(gas flux) 계산을 하여 가스 발생률은 가장 가스발생량이 많은 사

일로 #6의 각 폐기물에 한 가스 발생률의 최고값의 합, 9.90m
3
/yr로 가정하 다.  

그리고 가스는 처분시설로부터 지표면까지 수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사일로의 

단면 (지름 23.3m)을 사용하 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유출률은 7.37×10
-10 
m
3 

m
-2
s
-1
 이다.

평가에서는 다음의 물성 값이 사용되었다.

(a)    

(b)     ( 기압)

(c)   ×
   (가스는 모두 수소라 가정함)

(d)  

따라서 가스 이동을 해 필요한 투수계수는 사일로 #6에 해서는 1.65×10-19m2 

로 계산된다.  처분시설 주변의 주 암종인 화강암에 한 투수계수는 1.0×10
-15
m
2
로 

가정되었으며, 이 값은 필요한 가스 투수계수에 비해 략 10
4
배 이상 큰 값이다.   

이러한 계산으로부터 처분시설 내 압력과도 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한 그림 1.22와 같이 사일로의 덮개 상부에는 가스가 통과하기 쉬운 분

쇄석으로 채우고 가스벤트(gas vent) 등을 설치한 처분시스템에서는 발생된 가스는 

지하수의 흐름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고 부력에 의해 사일로 상부로 이동되고 가

스벤트를 통하여 주변 암반으로 확산되어 나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 50 -

않기 때문에 매우 낮은 방사성 독성을 갖는다.  그러나 H
3
H가 생태계로 유입되면 

훨씬 독성이 강한 H
3
HO로 환될 수 있다.  

14
C은 매우 낮은 에 지의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외부 피폭은 요하지 않아 피부를 통한 흡수는 호흡에 의한 효과

보다 상 으로 덜 요하다. 

방사성 가스의 생태계로의 이동에는 다양한 노출 경로가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처분시설이 치한 지 에 건설된 지상 건축물 내에서 호흡으로 인한 노출과 외부 

기로 유출되어 동식물의 먹이사슬을 통한 섭취로 인한 노출에 하여 방사선  

향을 평가하 다.  그리고 방사선 가스는 암반의 공극을 따라 이동하거나 처분장 

주변에 치하고 있는 균열을 따라 생태계로 이동한다.  처분장 주변에는 크고 작

은 많은 균열이 있으며, 기체의 특성상 기체 투수계수가 높으며 짧은 이동경로의 

균열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복잡한 이동 경로를 따라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가정보다는 짧은 경로인 직 상부로 이동한다고 보았다.  방사선가스의 

흡입으로 인한 향으로서 가스방출지역 상부에 건설될 주택으로의 방사성 가스

출은 방사선  향이 클 것이므로, 처분시설이 치한 지역에 건설된 지상 건축물 

내에서 호흡으로 인한 피폭에 한 방사선  향을 평가하 다.

특히 
222
Rn 가스의 이동평가에 있어서는 라돈(Rn-222)의 반감기가 3.82일로서 짧

기 때문에 매우 빠른 이동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발생한 라돈가스는 처분사일로 

내에서 붕괴되어 소멸될 것으로 상되나, 본 평가에서는 이들 발생가스가 지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가스유동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라돈가스가 지표

로 방출되었을 경우 거주시의 흡입에 의한 방사선  향을 평가하 다.

건물 내부를 하나의 평형 상태의 공간으로 나타낼 경우 건물 내부의 농도는 다음

과 같다.

C h=
μRα

kA RV h

(1.2)

여기서  은 생태계로의 가스 유출률 (Bq s-1),

        는 가스 유입을 제한 혹은 강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능성을 고려하기 

한 인자,

         는 건물 평면  (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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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건물 공기 교환율 즉, 단 시간당 외부로 유출되는 내부 공기 비율

(s
-1
),

        는 가스의 유출 체 면  (m2),

        는 건물 체 이며,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 다.

  = 0.5 (UK Nirex Science Report S/97/012에서의 값을 용)

  = 0.4 m
-1
(UK Nirex Science Report S/97/012에서의 값을 용)

  = 2.78×10
-4 
s
-1
(UK Nirex Science Report S/97/012에서의 값을 용)

  = 6×10
5
 m

2
 (생태계 향평가에서의 경작면 )

본 평가에서는 처분시설로부터 생태계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무시하고 가

스의 생성율을 가스 유출률로 가정하 다.  이러한 가정은 폐쇄 후 기에는 매우 

보수 이며, 일단 지표까지의 가스 이동 경로가 생성된다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H
3
H와 H

3
HO의 생성률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  생성률

을 가스 유출률로 가정한 것은 폐쇄 기 이후에도 보수 이라 할 수 있다.  사일

로 체에서 H3H와 H3HO의 생성률은 폐쇄 직후에 최  1.33×10-3 TBq/yr이 되며 

이 값을 유출율로 가정하 다. 건물 내 H
3
H와 H

3
HO의 최  농도는 5.06×10

-2
 

Bq/m
3
이 되며, 이 최  농도와 건물 내에 머무르는 비율(0.95, UK Nirex Science 

Report S/97/012에서의 값을 용)과 유효 선량 인자(H3H: 1.04x10-11 Sv/yr per 

Bq/m
3
, H

3
HO: 1.8x10

-7
 Sv/yr per Bq/m

3
)와의 곱에 의해 연간 개인선량은 최  

8.65×10
-6 
mSv/yr로 된다.  계산 결과 H

3
H 가스에 의한 방사선  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C에 해서도 

3
H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면 

14
CO2의 최  유출률은 3.43×10

-7
 

TBq/yr에 이른다.  따라서 건물 내 
14
CO2의 최  농도는 1.31×10

-5 
Bq/m

3
이다.  

14CO2의 유효 선량 인자 (성인: 4.00×10
-8 Sv/yr per Bq/m3)에 의해 연간 개인선량

은 4.96×10
-10 
mSv/yr가 된다.  

14
CH4의 경우는 폐쇄후 10,000년까지의 최 유출률

은 2.28×10
-6 
TBq/yr가 된다.  건물 내 최  농도는 8.65×10

-5 
Bq/m

3
이며 유효 선량 

인자 (성인: 9.00×10-10 Sv/yr per Bq/m3)를 고려하면 연간 개인선량은 7.42×10-11 

mSv/yr가 된다.  따라서 
14
C 가스에 의한 방사선  향도 역시 크지 않다.

222
Rn 가스의 경우 폐쇄후 10,000년까지의 최  유출률은 3.24×10

-5
 TBq/yr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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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222
Rn의 최  농도는 1.65×10

-7 
Bq/m

3
이다.  

222
Rn의 유효 선량 인자 (성인: 

2.10×10
-5 
Sv/yr per Bq/m

3
)를 고려하면 연간 개인선량은 최  2.46×10

-5 
mSv/yr가 

된다.

방사성가스가 외부 기환경으로 유출되는 경우, 공기  농도는 실내에서의 경우

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며 따라서 먹이사슬(food-chain)을 매개로 한 경로를 고려하

다.  3H을 포함한 방사성 핵종  3HH만이 자연방벽(geosphere)을 통해 생태계

(biosphere)로 빠져나가는 화학성분이다.  본 평가에서는 
3
HH가 토양층으로 유입되

어 산화과정을 겪게 되고 미생물학  신진 사에 의해 모두 
3
HHO(삼 수)로 변환

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토양내 공극수 의 3H 농도, Cw [Bq/m
3]는 다음 식 (1.3)

과 같다.

   (1.3)

여기서 R : 방사성가스의 유출율 (Bq/yr)

       I : 침투율(infiltration rate) (m/yr)

       A : 가스유출면  (m
2
)

토양수 의 
3
H 농도와 동식물내의 

3
H 농도사이의 계식에는 IAEA 등에서 용

하고 있는 단순 평형모델을 사용하 으며, 유효선량율은 이러한 환경매체내에서의 

농도에 연간섭취율과 한 섭취선량계수를 곱하여 계산하 다.  여기서 핵종의 

출율은 지상 건축물 내부에서의 피폭평가에서와 같이 가스의 최 생성율을 가스 

유출율(1.33×10
-3
 TBq/yr)로 가정하 으며, 가스 유출면 은 생태계 향평가에서의 

경작면 에 상당하는 면 으로 가스가 방출된다고 가정(6.0x105 m2)하 다.  토양 

으로의 지하수 침투율도 생태계 향평가에서 사용한 0.7 m/yr로 가정하 다. 

3
HHO의 섭취선량계수는 ICRP 72를 근거로 1.8x10

-11
 Sv/Bq을 사용하 다.  계산 

결과 3H가스가 모두 삼 수로 변환된다고 가정하여 생태계로 유출된 경우의 연간 

개인 피폭선량은 5.38x10
-5
 mSv/yr가 된다.

14
C에 해서는 마찬가지로 

14
CH4가 토양층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14
CO2를 생성하

는 것으로 가정하 다.  지상 건축물 내부에서의 피폭평가에서와 같이 14CH4의 최

 유출율은 2.28x10
-6
 TBq/yr, 

14
CO2의 최  유출율은 3.43x10

-7
 TBq/yr을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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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
CO2가 토양층으로 유출되었을 때의 식물내의 

14
C 농도에 한 계식은 

국 Nirex에서의 방법론(UK Nirex Science Report S/97/012)을 용하여 평가를 수

행하 으며, 14C에 한 섭취선량계수는 ICRP 72를 근거로 5.8x10-10 Sv/Bq을 사용

하 다.  계산 결과 
14
CH4가스에 의한 연간 개인선량은 3.46x10

-6 
mSv/yr로, 

14
CO2

에 의한 연간 개인 피폭선량은 5.20x10
-7
 mSv/yr가 된다.  따라서 

14
C 가스의 생태

계 유출에 따른 섭취 경로에 의한 방사선  향은 3H가스에 의한 것보다 게 나

타나고 있다.

본 평가에서 가스의 이동시간을 무시하는 등 건물로의 최  유출률이 매우 보수

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처분시설에서 가스에 의한 방사선  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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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운송 험도  운  사고 시나리오 평가

제 1  사고의 가정 

1. 사고의 유형

본 장에서는 처분시설의 각 운 단계별 발생 가능한 여러 유형의 사고에 의한 환

경 향을 실 으로 분석한다.  분석 상 사고는 기존 외국 처분시설의 안 성평

가보고서 검토를 기 로 운반을 포함한 처분시설의 운  에 발생 가능한 사고발

생 확률을 제시한다.  기존 외국 처분시설의 안 성평가에서 고려한 사고 시나리오

와 비교하면 경주 방폐장의 운   사고해석에 용한 사고시나리오들은 상 으로 

충분한 보수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한, 력계통의 고장, 환기계통의 고장, 배

수펌 의 고장, 화재 소화펌 의 고장, 시설내 운송차량의 화재, 폐기물 정치  사

건 등은 스웨덴의 처분장 안 성평가에서는 별도의 사고로 구분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 규제기 에서도 와 같은 사건들에 한 충분한 책이 설계에 반

되었다는 것으로 단하고 있다.  특히, 경주처분장의 경우에는 처분장에서의 배

수계통은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일로 외부 동굴벽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경

우는 사일로 내부와는 완 히 격리되기 때문에 비방사능이며 외부에 설치된 충분한 용

량의 펌 에 의하여 처분시설 외부로 배출된다.  사일로 내부에 발생하는 결로 등에 

의한 미량의 침출수는 사일로 내부에서 력에 의하여 집수조로 떨어지며 이후 일정량

의 수 가 다다르면 집수조의 펌 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때 방사능을 검하여 요염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단순배수를 하고 오염이 된 경우는 장탱크로 배수하여 일정용량

이 되면 처리계통으로 이송하여 배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분석내용을 토 로 본 장

에서 분석된 사고유형은 표 2.1에 요약되어 있다.  각 사고별 방사선원 분석을 한 

가정 사항과 피폭선량 계산 등의 상세한 사항은 각 사고분석 항에서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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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유 형 사  고  설  명

1.0

   1.1

   1.2

   1.3

   1.4

   1.5

   1.6

  낙하

  선박으로부터 운반트럭으로 이동  운반용기 낙하 

  하역장에서 장시설로 운반 의 운반용기 낙하

  인수시설에서 검사  처분용기로 이동  드럼 낙하

  트럭으로 지하 사일로로 운반 의 낙하

  사일로 재 과정에서 처분용기의 낙하

  사일로 내에 재되어 있던 처분용기의 낙하

2.0

   2.1

   2.2

   2.3

   2.4

   2.5

  화재

  인수시설 도착 후 인수시설로 옮기기 의 화재

  인수시설 내에서의 화재 

  처리시설 내에서의 화재

  사일로로 운반 도 의 화재

  물량장 정박  선박화재

3.0

   3.1

   3.2

   3.3

   3.4

   3.5

  운반  사고

  트럭을 이용한 운반  충돌

  트럭을 이용한 운반  충돌로 인한 화재

  선박을 이용한 운반  충돌

  선박을 이용한 운반  화재

  선박을 이용한 운반  침수  침몰

4.0

   4.1

   4.2

  소외사고

  비행기 추락

  지진

5.0

   5.1

   5.2

핵임계사고

  정상운   핵임계 사고

  운   사고로 인한 핵임계 사고

표 2.1 사고유형의 분류

2. 사고유형별 발생확률  

가. 사고유형 1 : 낙하



- 57 -

(1) 선박으로부터 운반트럭으로 이동  운반용기 낙하

선박으로부터 운반용기들이 트럭으로 하역되는 과정에서 크 인의 이상이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운반 용기의 추락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역 작업에는 선상 크

인이 사용될 것이고, 선상 크 인의 높이가 5m 정도이다.  IP-2형 운반 용기 하나

의 최  총 량이 5.8톤으로 매우 무겁기 때문에 운반용기가 추락하면 방사능 물질

이 출되어 작업자  일반 에 향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에 따라 선

박으로부터 하역 작업 의 낙하에 한 빈도 분석이 필요하다. 

하역 작업 의 낙하사고는 크 인의 고장  운  조작 실패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본 시설에서 사용되는 양 장치와 부품들은 안  고리 설치, 크 인으로 들

어 올리는 높이 제한, 크 인 이동 범  제한, 사용 시설에 한 정기 인 검사  

유지보수 등과 같은 안 조치들이 취해진 것으로 가정하 다.  본 평가에서는 크

인 낙하빈도를 이용하여 낙하사고 빈도를 평가하 다.  사용된 낙하빈도는 원자력

발 소에서의 하물에 한 낙하빈도로 1.1×10
-5
 낙하/인양(lift)이다.  처분장에서 

처리될 연간 드럼 수는 10,000～15,000 드럼이다.  하나의 IP-2형 운반용기에 8개의 

드럼이 재되므로, 연간 처리되는 운반용기의 수는 1,250～1,875개이다.  그러므로 

연간 크 인 인양의 수는 1,250～1,875번이 된다.  이에 따라, 포장물 낙하사고 빈도

는 연간 10,000드럼 처리 시에는 1.37×10
-2
 낙하/년(drop/yr), 연간 15,000드럼 처리 

시에는 2.06×10-2 낙하/년이다. 

(2) 하역장에서 장시설로 운반 의 운반용기 낙하

운반용기를 운송하는 차량용 용기는 덮개를 덮는 특수 용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운송 트럭의 운행속도 제한 등의 안 조치로 인해 운행 인 다른 트

럭과의  사고 는 운 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에 의해 차량용 용기의 복에 

의한 낙하사고의 발생은 매우 낮을 것으로 단된다.  뿐만 아니라 사고에 의해 차

량이 복되더라도 운반용기들이 차량용 용기 밖으로 튕겨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한, 운반용기가 차량용 용기 밖으로 나온다 하더라

도 높은 곳에서의 낙하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장 입구의 인

수시설까지의 운반 에 낙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반용기가 건 성을 유지하여 

방사능 물질의 출은 없을 것으로 단되므로 운반  낙하에 한 확률평가는 제

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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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수시설에서 검사  처분용기로 이동 의 드럼 낙하

인수시설에서는 검사를 해 운반용기에서 드럼을 꺼내 건 성  규정만족 여부

를 확인한 후 처분용기에 재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크 인을 이

용하여 드럼을 꺼낸다고 가정하 다.  크 인의 높이가 비교  낮을 것으로 단되

어 드럼의 낙하에 의한 손상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 다.  그러므로 드럼 낙하에 

한 확률평가는 제외하 다.

(4) 트럭으로 지하 사일로로 운반 의 낙하

처분용기는 트럭에 의해 지하 사일로로 이송된다.  운반 의 낙하사고에 한 분

석은 하역장에서 장시설로 운반 의 운반용기 낙하사고 가정과 같은 근거 하에 

확률평가는 제외하 다.

(5) 사일로 재 과정에서 처분용기의 낙하

트럭에 의해 운반되어 온 처분용기는 크 인에 의해 사일로 내에 재된다.  처분 

용기에는 9개의 드럼이 들어가므로 320리터 드럼의 경우, 처분용기 내 드럼의 무게

는 3.6톤으로 매우 무겁다.  그러므로 처분용기의 재 과정에서 크 인의 고장 

는 조작 실수로 인해 처분용기가 낙하되는 사고는 크 인의 높이를 감안할 때, 처

분용기  내부 드럼의 손상을 래할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 빈도

의 평가가 필요하다. 

(1)항의 선박으로부터 운반트럭으로 이동 과정에서의 운반용기 낙하사고 빈도 평

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하사고 빈도를 평가하 다.  처분용기에는 9개의 드럼이 

재되므로 연간 처리되는 처분용기의 수는 약 1,111～1,666개이다.  그러므로 연간 

사일로 크 인 인양수는 1,111～1,666번이 된다.  이에 따라, 사일로 재 시의 낙하 

빈도는 연간 10,000드럼 처리 시에는 1.22×10
-2
 낙하/년, 연간 15,000드럼 처리 시에

는 1.83×10
-2
 낙하/년이다.

(6) 사일로 내에 재되어 있던 처분용기의 낙하

사일로 내에 재하는 과정은 아래에서부터 한 단씩 재하는 방법이 이용될 것

이며 재되는 처분용기도 선박으로 운송되는 운반용기의 코 피 과 유사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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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사용될 것으로 단된다.  그러므로 재되어 있는 처분용기의 낙하사고 발

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사일로 내에 재된 처분 용기

의 낙하사고로 인한 향은 없을 것으로 단되기 때문에 확률평가는 제외하 다. 

나. 사고유형 2 : 화재

(1) 인수시설 도착후 인수시설로 옮기기 의 화재

차량에 재된 폐기물 운반용기를 인수시설로 옮기기 에 발생 가능한 화재사고

를 개발하 으며, 개발된 화재사고의 발생 빈도를 측하 다.  인수시설 주 의 야

외 공간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원인은 차량의 연료, 이크  베어링, 오일  

그리스 등이며, 한 그 주 의 외부 화재로부터 화염이 된 경우이다.  이곳에

서 발생한 화재는 물리 으로 격리된 지역이 아니라서 화재가 성장하기 해 충분

한 산소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처분장 시설의 기본 인 안  수칙인 가연성 물질

의 최소한 보   유지라는 에서 볼 때 화재가 충분히 성장하기에는 가연성 

물질이 부족할 것으로 단된다.  단,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화재사고는 

방사성 폐기물을 재한 차량 자체의 화재이다.  이로 인한 향은 먼  화재발생

으로 인해 방사성 폐기물 패키지  드럼의 온도 상승, 운반용기  드럼의 성능 

하  이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출이다.  그러나 인수시설 주 에는 차량 운

원 뿐만 아니라 처분장 운 원도 있으므로 발생한 화재를 감지하여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로 차량 여러 로 화재가 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폐기물 처분장 운  경험이 없는 계로 이러한 사고의 발생 

빈도를 구할 수 없으므로, 국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성평가 보고서를 참고하

여 화재 발생빈도를 2.0×10
-2
/yr로 측하 다. 

(2) 인수시설 내에서의 화재

인수시설 내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사고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폐기물 드럼 보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이며, 이 사고의 화재 화원은 폐기물 드럼을 운반용기에서 처분용

기로 옮기는 장비의 기 스 크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설 내에 보

된 가연성 물질 화재로 인해 폐기물 드럼에 열  향을 주는 경우이다.

먼  첫 번째 화재사고의 경우,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자체 폭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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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도달하여 폭발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은 발생되는 가스양과 재 기간으로 

보아 매우 희박하며, 단지 크 인의 기 스 크 등에 의해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시설 내 처분용기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곳

은 독립된 방으로 일단 다른 곳으로의 방사성 물질의 출은 매우 힘들며, 한 화

재감지  진압계통이 설치되어 있어 조기 감지  진압이 가능하다.  따라서 독립

된 방에 재된 폐기물 드럼의 일부만이 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발생빈도는 국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성평가 보고서에서 

사용한 발생빈도를 참고하여 1.6×10
-4
/yr로 측하 다. 

두 번째 화재사고의 경우 독립된 방에 보 된 가연성 물질이 크 인 등의 기 

스 크 등에 의해 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 역시 상기 사고와 

마찬가지로 시설 내 화재감지  진압계통이 설치되어 있어 조기 감지  진압이 

가능하다.  따라서 독립된 방에 재된 폐기물 드럼의 일부만이 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발생빈도는 국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성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여 1.0×10
-2
/yr로 측하 다. 

두 가지 화재사고의 발생빈도를 비교해 볼 때, 후자의 화재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재 발생 빈도는 

상 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처리시설 내에서의 화재

인수시설과 함께 지상에 설치될 처리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으로 RI 

액상 폐기물을 처분장에서 일 처리하기 해서 여과기  이온교환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며, 처리된 폐수는 검사 후 방류 그리고 여과기  이온교환기에 설치된 매

체는 정 기간 사용 후 고형화하여 처분한다.  한, 속류 등 압축을 필요로 하

는 고체방사성 폐기물을 압축기를 사용하여 감용하거나 뚜껑이 있는 콘크리트 처분

용기에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재하고 빈 공간을 채우는 그라우  작업을 수행한

다.  이들 작업은 지상에 설치될 처리시설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서로 독립된 구

역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 

첫 번째로 RI 액상 폐기물의 처리시 사용되는 기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화

재 화원으로서는 소용량의 펌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기 스 크 등으로 인해 

펌  자체의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으며, 인수시설과 마찬가지로 화재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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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압계통이 설치되어 조기 감지  진압이 가능하므로 이는 분석에서 선별 제거

하 다. 

두 번째, 속류  콘크리트 등의 압축을 해서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 인수시

설에서의 크 인과 마찬가지로 기 스 크 등에 의해 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화재감지  진압계통이 설치되어 있어 조기 감지  진압이 

가능하다.  한 압축기가 설치된 방에는 주로 비가연성 물질인 속류, 콘크리트 

 유리류 등이 주종을 이루므로 가연성 물질의 양이 극히 제한 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인수시설에서 사용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성평가 보고서를 참고하

여 화재발생 빈도를 1.0×10-2/yr로 측하 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처분 용기에 그라우  작업을 하는 과정 에 발생 가능한 

화재는 폐기물 드럼 보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이

며, 이 사고의 화재 화원은 그라우  작업에 사용되는 기 설비이다.  인수시설

에서와 마찬가지로,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자체 폭발압력에 도달하여 

폭발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은 발생되는 가스양과 재 기간으로 보아 매우 희박

하므로, 기설비의 스 크에 의해 가연성 가스가 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를 고려하 다.  이러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발생빈도는 국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성평가 보고서에서 사용한 발생빈도를 참고하여 1.6x10
-4
/yr로 측하 다. 

(4) 사일로로 운반 도 의 화재

인수시설에서 폐기물 드럼을 운반용기에서 처분용기로 교체한 후, 처분장 내 운반 

용차량을 이용하여 사일로까지 운반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사고 시

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디젤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화재 사고이다.  두 번째로 폐기물 드럼 보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가연

성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이다. 

먼  첫 번째 화재사고의 경우, 운반 용차량의 화재로 인해 폐기물 처분용기  

드럼이 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발생빈도는 국 방

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성평가 보고서에서 사용한 발생빈도를 참고하여 3.7×10-4/yr

로 측하 다.  

두 번째 화재사고의 경우, 인수시설에서의 화재사고와 같은 경우이며, 이러한 화

재사고가 발생할 발생빈도는 국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성평가 보고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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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발생빈도를 참고하여 1.6×10
-4
/yr로 측하 다.  

(5) 물량장에 정박  선박화재

국내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한 2007년도 해양수산통계연보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총 선박화재 건수는 569건으로 연평균 

56.9건 선박화재가 발생한다.  한, 이 기간 동안 입출항 총 선박 수는 3,454,924 

척이다.  정박  화재발생 확률을 계산하기 해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정박을 

한다고 가정하 으며 국내 선박화재 통계자료가 정박 과 항해 으로 구분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체 선박화재사고 모두 정박 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정박  선

박화재 발생확률은 1.65E-04/yr가 된다.  그러나 모든 선박화재가 정박 에 발생한

다는 가정은 비 실 이기 때문에 체 선박화재 발생 건수  반정도가 정박 에 

발생하고 나머지 반은 항해 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정박  선박화재 발생확률

은 8.23E-05/yr가 된다.  따라서, 정박  선박화재 발생확률은 1.65E-04/yr ~ 

8.23E-05/yr 범 의 값을 갖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 사고유형 3 : 운반  사고

본 유형의 사고는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분장으로 운반하는 과정 에 이용 가

능한 운반수단과 운반수단별 발생 가능한 사고를 선정하여 사고 확률을 평가하

다.  재 국내에서 발생한 ․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장으로 운반할 경우 

이용할 것으로 상되는 운반수단은 트럭과 선박이다.  트럭을 이용할 경우 발생 

가능한 사고로는 폐기물 운반용 트럭과 다른 교통수단  일반시설물과의 충돌, 충

돌이후에 화재 발생이 있다.  한,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운항 의 충돌, 화재, 

침수 는 침몰 사고가 있다. 

(1) 트럭을 이용한 운반  충돌

일반 으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반에 련된 안 규정을 수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인 교통사고에 비해서는 그 발생확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향에 한 보수 인 평가를 하여 국내의 교

통사고 발생빈도를 고려한 주행거리당 사고율을 조사하여 확률로써 이용하고 비교

를 하여 외국의 사고율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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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국내의 교통안 공단 통계자료  교통사고 국제비교에 한 자료에 의

하면 1억 주행 킬로미터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5.2건이며 미국은 45.8건, 일본은 

119.8건, 국은 48.8건이다.  이를 주행거리별 사고율로 환산하면 미국은 4.59×10-7

사고/km, 일본은 1.20×10
-6
사고/km, 국은 4.88×10

-7
사고/km가 되며 우리나라는 

9.52×10
-7
사고/km가 된다.  따라서 국내의 트럭을 이용한 운반  충돌 사고를 일으

킬 확률은 9.52×10-7사고/km이다. 

(2) 트럭을 이용한 운반  충돌로 인한 화재

일반 으로 트럭을 이용한 운반도  사고에 의하지 않고 트럭자체에서 화재가 발

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  따라서 트럭을 이용한 운반 도  충돌사고로 인해 이차

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트럭을 이용한 운반  충돌로 인한 화재 확률을 평가

하 다.  최근의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트럭

의 경우 연료로써 주로 디젤을 이용하며 용량이 커서 연료 보유량도 많기 때문에 

충돌사고  약 20%정도는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 경우, 운반  

충돌로 인한 화재발생 확률은 5.70×10-8사고/km이다. 

(3) 선박을 이용한 운반  충돌

국내의 선박사고 통계는 체선박 척수당 사고발생 확률 자료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운반  사고로 인한 향평가를 해서는 운항거리당 사고 확률 자료가 필

요하기 때문에 참고문헌의 자료를 이용하여 충돌사고의 확률을 추정하 다.  IAEA

의 보고서에 의하면 1979년부터 1993년까지의 15년 동안 세계의 주요 해역에 

한 선박충돌 사고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운항거리당 충돌사고 확률을 제시하

다.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충돌사고 확률이 제시되어 있는

데 황해에서는 충돌사고 확률이 5.18×10-8사고/km, 동해에서는 1.78×10-7사고/km로 

제시되어 있으며 공해상에서는 3.67×10
-9
사고/km로 제시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  안 성평가 보고서에서 이

용한 사고/용기운반(package-voyage) 자료값과 선박으로 폐기물을 운반해야하는 3

개 국내 발 소 부지인 고리, , 울진의 운항 거리 평균값을 이용하여 사고확률

을 추정하 다.  국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  안 성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선박의 운항  충돌 사고율은 1.68×10-4사고/package-voyage이다.  따라서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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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거리 평균값을 이용하여 추정한 선박을 이용한 운반  충돌사고 확률은 

6.22×10
-7
사고/km이다. 

한, 해양수산부에서 수집한 국내 연근해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총 선박 충돌사고 건수는 

1,687건으로 연평균 168.7건의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입

출항 총 선박 수는 3,454,924 척이다.  이를 선박 항해거리당 사고 발생확률을 구하

기 해서는 총 항해거리를 구해야하는데 국내에서는 항해거리에 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며 다만 정기여객선에 해서만 항해거리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006년도 국내 여객선 항로 황 자료에 의하면 평균 54 km 정도이다.  정기여객선

을 제외한 항로가 일정하지 않은 어선이나 화물선에 한 항해거리를 추정할 수 없

기 때문에 모든 선박의 항해거리를 여객선 평균 항해거리인 50 km를 최소값으로 

하고 100 km를 최  항해거리로 가정한다면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은 

9.77E-07사고/km와 4.88E-07사고/km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이 사고발생 확

률 추정에는 어선에 의한 사고도 포함되어 있는데 국내 통계자료에 의하면 체 해

양사고  어선에 의한 사고가 약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 사고확률을 추정한다면 사고발생 확률은 약간 낮아질 수 있다. 

(4) 선박을 이용한 운반  화재

선박을 이용한 운반  화재사고 발생확률도 1979년부터 1993년까지의 15년 동안 

세계의 주요 해역에 한 선박 사고에 한 자료를 수집하여 운항거리당 화재사

고 확률을 제시한 IAEA의 보고서에 의하면 5.18×10-8사고/km이다.  따라서, 선박을 

이용한 운반  화재사고의 확률도 선박을 이용한 운반  충돌의 경우에서와 마찬가

지로 국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  안 성평가보고서에서 이용한 사고/용기

운반 자료값과 선박으로 폐기물을 운반해야 하는 3개 국내 발 소 부지인 고리, 

, 울진의 운항 거리 평균값을 이용하여 사고확률을 추정하 다.  이에 의하면 선

박을 이용한 운반  화재사고 확률은 6.59×10
-8
사고/km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집한 국내 연근해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7년

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총 선박 화재사고 건수는 569건

으로 연평균 56.9건의 선박 화재사고가 발생한다.  충돌사고의 발생확률 추정시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입출항 총 선박 수 3,454,924 척과 모든 선박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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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거리를 여객선 평균 항해거리인 50 km를 최소값으로 하고 100 km를 최  항해

거리로 가정한다면 선박 화재사고 발생 확률은 3.29E-07사고/km와 1.65E-07사고

/km 사이의 값을 갖는다. 

(5) 선박을 이용한 운반  침수  침몰

선박을 이용한 운반  침수  침몰사고 확률도 같은 가정과 자료를 이용하여 사

고확률을 추정하 다.  이에 의하면 선박을 이용한 운반  화재사고 확률은 

4.78×10
-7 
사고/km이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집한 국내 연근해에서 발생한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7년

부터 2006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총 침수  침몰사고 건수는 653

건으로 연평균 65.3건의 선박 화재사고가 발생한다.  충돌사고의 발생확률 추정시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입출항 총 선박 수 3,454,924 척과 모든 선박의 항

해거리를 여객선 평균 항해거리인 50 km를 최소값으로 하고 100 km를 최  항해

거리로 가정한다면 선박 침수  침몰사고 발생 확률은 3.78E-07사고/km와 

1.89E-07사고/km 사이의 값을 갖는다.  

라. 사고유형 4 : 소외사고

본 유형의 사고는 폐기물 처분시설의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처분시설의 

안 에 향을 미치는 경우의 사고이다.  본 사고에서 취 한 사고로는 지진과 비

행기 추락사고이다. 

(1) 지진

표 인 처분시설의 안 성평가보고서인 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성 평

가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설계기  지진(DBE: Design Basis Earthquake)은 그 지진

이 발생하 을 때 으로 처분시설이나 처분용기에서 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는 안되는 규모의 지진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발생빈도는 1.0×10
-4
보다 작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성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설계기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단하고 있

다. 

이러한 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성 평가 보고서의 가정을 국내의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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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는 없으며 국내의 경우 원 의 설계기 지진은 지반최 가속도 0.2g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지에서의 지반최 가속도가 0.2g이 되는 지진의 발생빈도

를 구할 수 밖에 없다.  력연구원(1999)에서 발간한 ‘지진재해도 평가의 불확실성 

개선에 한 연구’에 의하면, 처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월성원 의 지진재해도 

곡선은 그림 2.1과 같으며, 수평가속도에 따른 발생확률의 값을 표 2.2에 정리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0.2g에 해당하는 확률은 평균값의 경우 5.4×10-4이므

로 처분시설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유발 사고빈도는 5.4×10
-4
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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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월성원  부지의 지진재해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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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수평가속도

(gal)
평균 15% 50% 85%

49.01 4.40E-03 1.77E-03 2.26E-03 6.84E-03

98 1.72E-03 5.99E-04 8.91E-04 2.20E-03

146.94 9.05E-04 2.98E-04 4.62E-04 1.24E-03

195.98 5.43E-04 1.77E-04 2.73E-04 7.73E-04

244.94 3.53E-04 1.16E-04 1.73E-04 5.12E-04

343.44 1.74E-04 5.65E-05 7.86E-05 2.54E-04

550.04 5.71E-05 1.73E-05 2.33E-05 8.01E-05

981.42 1.20E-05 2.32E-06 4.37E-06 1.42E-05

표 2.2 월성원  부지의 지진재해도 결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운   지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는 

아래의 표 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원인 결과

지표면의 시설에 향을 미치는 
지진사건

건물의 괴, 장용기의 충격, 
화재가능성과 용기로부터 내용물의 

유출

터 로 운송 에 발생하는 지진사건 기차의 탈선, 충격, 장용기의 깨짐

삽입물 cell에 미치는 지진사건 충격, 용기의 깨짐

장실에 미치는 지진사건
치물의 쓰러짐. 장용기의 깨짐. 

장용기 내용물의 유출

되메움 작업 의 지진사건
치물의 쓰러짐. 용기의 깨짐. 꾸러미 

내용의 유출

표 2.3 지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

한 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안 성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는 그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경미한 사건, 한 사건 그리고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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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사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구분과 지진사건에 따른 결과를 다음의 표 

2.4에 정리하 다. 

실제 지진이 발생하 을 경우, 단계 장시설에만 향을 미치고 처분장 표면의 차

폐된 장용기에는 치명 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면에서 처분용기에 미치는 

결과는 충격과 화재사건에 련된 것과 유사하며, 표면에서 많은 수의 장용기가 

같이 붕괴되는 범 에 국한된다.  따라서 작업자에게 방사능이 유출되는 험한 상

태는 아니다.  경미한 사건과 한 사건의 경우 지표면이건 지하에서건 작업자에

게 방사능이 유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수송 사건평가에서 장실이나 출

입구에 들어있는 장용기들이 지진사건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것은 발생할 수 있

다.  심지어 지진으로 인해 장실 천정이 무 져 내리는 사건도 발생가능하다.  그

지만 장실 천정이 무 져 내린다고 하더라도 장용기는 큰 여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장용기 안의 고형 폐기물

이 경미한 변형을 겪게 된다.  다만 극심한 지진의 발생으로 차폐벽이 붕괴되는 경

우 크 인 운 원은 차폐없이 방사선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나 지진에 의해서 방

사능에 노출되는 것보다 지진자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작업자에게 더 험한 상

황이 될 수 있다. 

한, 작업자에게 미치는 향과 마찬가지로 지표면에 있는 일반 의 경우는 지

진에 의해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극심한 지진사건에 의해

서 장실의 천정이 무 지고 장용기에 변형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

지만 그로 인해서 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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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사건의 종류 결 과

경미한 사건

￭ 장용기로부터 유출된 흔 이 없는 경우

￭ 장용기의 재배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지진사건 는 사건의 결과가 명백하게 험한 상태가 아

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한 사건

￭ 장용기에 충격  낙하하 이 작용하거나 화재를 일으키

고 제한된 유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진사건

￭ 지진사건의 결과는 충격, 화재등에 의해 향을 받는다.

￭ 험한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다.

극심한 사건

￭ 큰 피해를 유발시키는 지진사건

￭ 극심한 지진사건은 용기의 변형으로부터 괴하 으로 작

용할 수 있다. 장실내에서 장용기들은 장용기들과 운

반도구에 의해서 압축당할 수 있다. 

￭ 장용기 내부의 갈라지기 쉬운 물질은 독성물질이나 희석

제와 함께 손될 수 있으나 자연 인 지진사건은 물질 자

체를 분리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제공하지 않는다. 

￭ 극심한 지진사건이 지표면에서의 험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메커니즘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 2.4 지진에 의한 사건의 종류  결과

(2) 비행기 추락 

 세계 으로 기술발 으로 인해 비행기 사고빈도는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 본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 국 항공사의 사고 발생건수는 하나도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내

선의 경우, 90년  사고발생확률이 1.09×10
-7
/yr에서 2000년 에는 4.39×10

-8
/yr로 감

소하 다.  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 ~ 2004년 연평균 

1억 여객 키로미터당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0.048건으로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4.8×10
-8
/km가 된다.  미국 원자력규제 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비행기 추락사고 확

률은 9.7×10-9/yr이며 원자력시설에 피폭기 치 이상의 피폭을 야기하는 비행기 추

락사고 확률은 1.0×10
-7
/yr 이하로 평가되고 있다.  한,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장의 안 성평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행기 추락사고 확률은 1.59×10
-7
/yr ~ 

2.8×10-7/yr 범 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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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고유형 5 : 핵임계 사고

(1) 정상운  핵임계 사고

처분장으로 운반되는 운반용기 내의 폐기물은 운반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핵임계 으로 안 함을 만족해야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운반 

에는 핵임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며 작업종사자나 주변주민들에게 핵임계 사고

로 인한 피폭선량은 없다.  인수시설에서는 규정만족 여부를 검사하기 때문에 인수

시설에서 핵임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 처분 동굴로 이동하

여 처분하는 동안에도 성자와 반응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에 핵임계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되메움 과정에서는 처분동굴 

내의 공기가 되메움 물질로 체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으로 되메움 물질보다

는 공기가 더 반응성이 크다.  따라서 되메움 과정에서는 핵임계 사고 발생 확률이 

되메움 이 보다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폐쇄 과정에서도 핵

임계 사고 발생 확률이 더욱 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운반을 포함한 처분장의 

정상 운 시에는 핵임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작

업종사자나 일반주민들이 받게 되는 피폭선량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운  사고로 인한 핵임계 사고

처분장 운  에 발생 가능한 사고는 낙하, 화재  폭발, 지진이나 비행기 추락

과 같은 외부 인 요인에 기인한 화재나 폭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에서 핵임

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고는 설계지진 이상의 지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있지만 국의 Nirex 안 성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Nirex 처분장에는 

비교  방사능 가 높은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용

기 내 핵분열성 물질의 함유량이 을 뿐만 아니라 처분용기의 견고한 설계와 제작

으로 인하여 모든 화재 시나리오에 해 핵임계 시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런 평가 결과를 토 로 핵임계 사고를 감지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을 설

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처분시설 운 시 핵임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없으며 핵임계 사고를 감지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의 설치도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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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방사선원

1. 사고유형 1 :  낙하

가. 선박으로부터 운반트럭으로 이동 과정에서의 운반용기 낙하

(1) 사고개요

크 인을 사용하여 운반트럭으로 이동  보수 인 피폭선량 평가를 하여 고

압 압축용기의 낙하와 폐수지용 폴리에틸  용기를 재한 운반용기의 낙하사고를 

각각 평가하 다.

(2) 계산가정

(가) 고압 압축용기가 낙하하여 드럼 2 개가 손되어 기체상 방사성 물질의 

0.1%가 출 되었다. 

(나) 폴리에틸  용기 2드럼 드럼 2 개가 손되어 기체상 방사성 물질의 0.1%가 

출 되었다. 

이상과 같은 가정에 의해 계산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5와 같으며 크 인 

재결속 작업시 작업자의 피폭선량 평가를 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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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사고유형별 핵종농도 (Bq)

선박에서 이동  
낙하

사일로 재  
낙하 인수시설 내 화재 화재

지진
폴리에틸
용기

고압압
축용기 HIC-FE

폴리에틸
용기

고압압
축용기 체평균

처리시설 
내 화재

정박  
선박화재

H-3 9.92E+05 1.04E+05 4.96E+05 4.40E+06 2.08E+06 2.10E+08 3.59E+07 3.96E+06 5.25E+09

C-14 1.19E+07 4.14E+03 5.96E+06 5.25E+07 8.29E+04 5.22E+07 2.80E+07 4.77E+07 1.31E+09

Fe-55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20E+07 6.70E+08 0.00E+00 4.85E+09 0.00E+00

Co-58 0.00E+00 0.00E+00 0.00E+00 0.00E+00 5.44E+06 1.02E+08 0.00E+00 6.25E+08 0.00E+00

Co-6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6.14E+06 2.89E+08 3.11E+03 2.05E+09 0.00E+00

Ni-59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06E+05 8.47E+06 0.00E+00 8.40E+07 0.00E+00

Ni-63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57E+06 7.40E+08 7.18E+06 7.36E+09 0.00E+00

Sr-9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19E+06 3.22E+06 0.00E+00 6.88E+06 0.00E+00

Nb-94 0.00E+00 0.00E+00 0.00E+00 0.00E+00 4.40E+04 3.44E+04 0.00E+00 8.18E+04 0.00E+00

Tc-99 0.00E+00 0.00E+00 0.00E+00 0.00E+00 8.10E+03 2.03E+05 0.00E+00 1.41E+05 0.00E+00

I-129 0.00E+00 0.00E+00 0.00E+00 0.00E+00 6.44E+02 7.10E+03 0.00E+00 2.71E+04 0.00E+00

Cs-137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20E+06 1.71E+08 0.00E+00 1.67E+09 0.00E+00

Ce-144 0.00E+00 0.00E+00 0.00E+00 0.00E+00 8.40E+05 4.18E+06 0.00E+00 1.54E+07 0.00E+00

알 0.00E+00 0.00E+00 0.00E+00 0.00E+00 2.32E+03 1.41E+05 0.00E+00 2.50E+04 0.00E+00

P-32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4.48E+08 2.83E+03 0.00E+00 0.00E+00

S-35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2.61E+03 2.12E+04 0.00E+00 0.00E+00

Cr-5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7.88E+01 6.40E+02 0.00E+00 0.00E+00

Co-57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18E+05 9.58E+02 0.00E+00 0.00E+00

Fe-59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48E+02 1.20E+03 0.00E+00 0.00E+00

Zn-65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18E+02 9.58E+02 0.00E+00 0.00E+00

Ag-11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49E+02 2.83E+03 0.00E+00 0.00E+00

I-125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92E+06 1.56E+07 0.00E+00 0.00E+00

Pm-147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7.36E+04 5.99E+05 0.00E+00 0.00E+00

Hg-203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15E+01 2.55E+02 0.00E+00 0.00E+00

Tl-204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4.81E+04 3.92E+05 0.00E+00 0.00E+00

Pb-21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9.84E+01 7.99E+02 0.00E+00 0.00E+00

Po-21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6.40E+05 5.18E+06 0.00E+00 0.00E+00

U-238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9.36E+01 7.59E+02 0.00E+00 0.00E+00

Am-24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6.40E+02 5.18E+03 0.00E+00 0.00E+00

표 2.5 사고유형별 방사선원 (내부피폭)



- 73 -

핵종

사고유형별 핵종농도 (Bq)

선박에서 이동  낙하 사일로 재  낙하 화재

폴리에틸
용기

고압압축
용기 HIC-FE 폴리에틸

용기 화재
정박

선박화재

H-3 4.40E+09 5.22E+07 4.96E+08 4.40E+09 2.10E+12 3.96E+09

C-14 5.25E+10 2.07E+06 5.96E+09 5.25E+10 5.22E+11 4.77E+10

Fe-55 5.40E+12 3.01E+08 6.07E+11 5.40E+12 6.70E+12 4.85E+12

Co-58 6.96E+11 1.36E+08 7.81E+10 6.96E+11 1.02E+12 6.25E+11

Co-60 2.28E+12 1.53E+08 2.56E+11 2.28E+12 2.89E+12 2.05E+12

Ni-59 5.44E+10 7.66E+06 1.05E+10 5.44E+10 8.47E+10 8.40E+10

Ni-63 5.88E+12 3.92E+07 9.18E+11 5.88E+12 7.40E+12 7.36E+12

Sr-90 7.66E+09 2.98E+05 8.62E+08 7.66E+09 3.22E+10 6.88E+09

Nb-94 6.33E+05 1.10E+06 1.02E+07 6.33E+05 3.44E+08 8.18E+07

Tc-99 1.57E+08 2.03E+05 1.76E+07 1.57E+08 2.03E+09 1.41E+08

I-129 2.09E+07 1.61E+04 3.39E+06 2.09E+07 7.10E+07 2.71E+07

Cs-137 9.25E+11 3.00E+07 2.08E+11 9.25E+11 1.71E+12 1.67E+12

Ce-144 1.71E+10 2.09E+07 1.93E+09 1.71E+10 4.18E+10 1.54E+10

알 2.79E+07 5.81E+04 3.13E+06 2.79E+07 1.41E+09 2.50E+07

P-32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21E+02 0.00E+00

S-35 0.00E+00 0.00E+00 0.00E+00 0.00E+00 2.61E+07 0.00E+00

Cr-5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7.88E+05 0.00E+00

Co-57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18E+09 0.00E+00

Fe-59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48E+06 0.00E+00

Zn-65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18E+06 0.00E+00

Ag-11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49E+06 0.00E+00

I-125 0.00E+00 0.00E+00 0.00E+00 0.00E+00 1.92E+10 0.00E+00

Pm-147 0.00E+00 0.00E+00 0.00E+00 0.00E+00 7.36E+08 0.00E+00

Hg-203 0.00E+00 0.00E+00 0.00E+00 0.00E+00 3.15E+05 0.00E+00

Tl-204 0.00E+00 0.00E+00 0.00E+00 0.00E+00 4.81E+08 0.00E+00

Pb-21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9.84E+05 0.00E+00

Po-210 0.00E+00 0.00E+00 0.00E+00 0.00E+00 6.40E+09 0.00E+00

U-238 0.00E+00 0.00E+00 0.00E+00 0.00E+00 9.36E+05 0.00E+00

Am-241 0.00E+00 0.00E+00 0.00E+00 0.00E+00 6.40E+06 0.00E+00

표 2.6 사고유형별 방사선원 (외부피폭)

나. 하역장에서 인수시설로 운반 의 운반용기 낙하

낙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반용기의 건 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방사선원은 없다. 

다. 인수시설에서 검사  처분용기로 이동 의 드럼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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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드럼의 손상이 없을 것으로 단되기 때문에 방사선원

은 없다. 

라. 트럭으로 사일로로 운반 의 낙하

낙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운반용기의 건 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방사선원은 없다. 

마. 사일로 재 과정에서 낙하

(1) 사고개요

크 인을 사용하여 사일로에 처분용기의 재 과정에서 크 인의 고장 는 조작 

실수로 인해 처분용기가 낙하되는 사고로 보수 인 피폭선량 평가를 하여 

HIC-FE의 낙하와 폐수지용 폴리에틸  용기를 재한 운반용기의 낙하사고를 각

각 평가하 다.

(2) 계산가정

(가) HIC-FE 낙하로 인한 드럼 손

1) HIC-FE가 낙하하여 충돌로 낙하된 HIC-FE 1개와 사일로 내의 HIC-FE  

1개 등 드럼 2 개가 손되었다. 

2) 기체상 방사성 물질의 0.1%가 출 되었다.

(나) 폴리에틸  용기 낙하로 인한 손

1) 폴리에틸  용기 1개가 낙하하여 충돌로 낙하된 폴리에틸  용기 1개와 사

일로 내의 폴리에틸  용기 1개 등 폴리에틸  용기 2 개가 손되었다. 

2) 기체상 방사성 물질의 0.1%가 출 되었다.

이상과 같은 가정에 의해 계산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5와 같으며 크 인 

재결속 작업시 작업자의 피폭선량 평가를 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6과 

같다.

바. 사일로 내에 재되어 있던 처분용기의 낙하

사일로 내에 재된 처분 용기의 낙하사고로 인한 향은 없을 것으로 단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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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방사선원은 없다. 

2. 사고유형 2 : 화재 

가. 인수시설 도착 후 인수시설로 옮기기 의 화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다른 차량으로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폭선량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 

나. 인수시설 내에서의 화재

(1) 사고개요

지상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고압 압축드럼과 처분될 용기의 체 평균

값을 이용한 향을 각각 평가하 다.

(2) 계산가정

고압 압축용기로 장시설의 채워졌을 경우 연간 장용량의 1%인 고압 압

축용기 40드럼이 화재로 인해 향을 받아 핵종의 1%가 출되었다. 

이상과 같은 가정에 의해 계산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5와 같으며 화재진

압시 작업자의 피폭선량 평가를 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6과 같다.

 

다. 처리시설 내에서의 화재

(1) 사고개요

지상에 치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처리를 해 장

인 RI폐기물로부터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다.

(2) 계산가정

(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연간 처리용량인 2,000 드럼의 1%인 20 드럼이 화재

의 향을 받아 핵종의 0.1%가 출 되었다.  이와 같은 가정에 의해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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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5와 같으며 화재진압시 작업자의 피폭선량 평가를 

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6과 같다. 

라. 사일로로 운반 도 의 화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다른 차량으로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폭선량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 

마. 물량장에 정박  선박화재

(1) 사고개요

방사성폐기물이 선 된 선박이 월성원  물량장에 정박  선박화재가 발생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일부가 출되었다. 

(2) 계산가정

선박화재가 발생하여 폴리에틸  용기를 운반하는 운반용기 1개 즉, 폴리에틸  

용기 8드럼이 화재로 인해 향을 받아 핵종의 0.1%가 출되었다. 이와 같은 가

정에 의해 계산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5와 같으며 화재진압시 작업자의 

피폭선량 평가를 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6과 같다. 

3. 사고유형 3 : 운반  사고 

가. 트럭을 이용한 운반  충돌

(1) 사고개요

트럭을 이용하여 각 부지의 장고에서 물량장으로 이동하거나 RI 폐기물의 트럭

으로 처분장으로의 운반 도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방사성 물질이 기 으로 방

출되었다. 

(2) 계산가정

(가) 각 발 소 부지의 장고에서 물량장으로의 이동시 A형 운반용기로는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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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용기, B형 운반용기로는 폴리에틸  용기를 선정하 으며 고압압축용기 

16 드럼, 폴리에틸  용기 2 드럼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다. 

(나) RI 폐기물의 운반시 보수 인 피폭선량 평가를 하여 운반용기 2개 즉 16드

럼이 손상을 입어 방사성 물질이 출되었다. 

(다) 운반경로 내의 인구 도는 통계청 인구 도 자료를 이용하 다.

(라) 트럭의 속도는 발 소 부지 내의 경우에는 30km/hr, RI 폐기물 운반의 경우에

는 60km/hr이다.

(마) 사고시 방출 분율은 미국 DOE의 “A Resource Handbook on DOE 

Transportation Risk Assessment"의 방출분율 자료를 이용하 다.  이 자료에 

의하면 방사성 물질을 기체, 요오드, 세슘, 루테늄, 입자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 

방출분율을 정의하 다.  자료에 의하면 기체는 9.9E-03 ~ 6.3E-01, 요오드는 

1.1E-07 ~ 4.3E-02, 세슘은 3.0E-08 ~ 2.0E-03, 루테늄은 4.1E-09 ~ 4.8E-04, 입

자는 3.0E-10 ~ 2.0E-05 사이의 값을 가진다.  본 평가에서는 보수 인 평가결과

를 얻기 하여 기체는 6.3E-01, 요오드는 4.3E-02, 세슘은 2.0E-03, 루테늄은 

4.8E-04, 입자는 2.0E-05의 값을 이용하 다. 

이상과 같은 가정에 의해 계산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7과 같다.

나. 트럭을 이용한 운반  화재

(1) 사고개요

트럭을 이용하여 각 부지의 장고에서 물량장으로 이동하거나 RI 폐기물의 트럭

으로 처분장으로의 운반 도  트럭의 충돌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방사성 물

질이 기 으로 방출되었다. 

(2) 계산가정

(가) 발 소내 장고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소내 속도제한 등으

로 인하여 운반 에 화재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트럭을 이용한 운반  화재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는 RI 페기물의 운반시에만 

평가하며 운반  충돌사고와 동일한 가정을 이용하 다. 이와 같은 가정에 의해 

피폭선량 계산에 이용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트럭을 이용한 운반  충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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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동일하며 표 2.8과 같다.

다. 선박을 이용한 운반  충돌

(1) 사고개요

선박을 이용하여 처분장으로 이동하는 도  항만 시설이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이 기 으로 방출되었다. 

(2) 계산가정

(가) 방사성폐기물 수송선박 설계지침서의 방문시나리오 1을 기 으로 한다.

(나) 선박의 항해속도는 최  12노트 (1노트: 1.852km)로 한다. 

(다) 승선 인원은 방사선 안 리자 2명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한다. 

(라) 연간 운반할 운반용기는 총 1,085개로 고리,  울진 순으로 각각 505개, 210

개, 370개로 한다. 

(마) 이 경우 각 부지의 연간 운반횟수는 고리,  울진 순으로 각각 4회, 2회, 3

회로 한다. 

(바) 각 부지의 1회 운반할 운반용기는 고리,  울진 순으로 각각 127개, 105개, 

124개로 한다. 

(사) A형 운반용기로는 고압압축용기를, B형 운반용기로는 폴리에틸  용기를 선

정하 으며 각각의 용기 운반시에 해서 평가를 수행한다.

(아) 출된 방사성 물질의 침 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사고시 방출분율은 트럭을 이용한 운반사고와 동일하게 기체는 6.3E-01, 요오

드는 4.3E-02, 세슘은 2.0E-03, 루테늄은 4.8E-04, 입자는 2.0E-05의 값을 이용

하 다. 

이상과 같은 가정에 의해 계산된 선박 운반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9와 

같다.

라. 선박을 이용한 운반  화재

(1) 사고개요

선박을 이용하여 처분장으로 이동하는 도  선박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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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었다. 

(2) 계산가정

선박을 이용한 운반  충돌사고와 동일한 가정을 이용하 으며 출량은 표 2-9

와 같다. 

마. 선박을 이용한 운반  침수나 침몰

(1) 사고개요

선박을 이용하여 처분장으로 이동하는 도  사고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하거나 선

박의 침몰로 인하여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다. 

(2) 계산가정

선박을 이용한 운반  충돌사고와 동일한 가정을 이용하 으며 출량은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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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폴리에틸  용기 고압 압축용기

H-3 5.56E+09 1.26E+08

C-14 6.62E+10 1.50E+09

Fe-55 2.16E+08 4.86E+06

Co-58 2.78E+07 6.28E+05

Co-60 9.12E+07 2.05E+06

Ni-59 2.17E+06 7.53E+04

Ni-63 2.35E+08 6.98E+06

Sr-90 3.06E+05 6.89E+03

Nb-94 2.53E+01 7.68E+01

Tc-99 6.30E+03 1.41E+02

I-129 1.80E+06 5.47E+04

Cs-137 3.70E+09 1.46E+08

Ce-144 6.87E+05 1.55E+04

알 1.11E+03 2.50E+01

표 2.7 부지내 운반시 방사선원 (Bq)



- 81 -

핵종 방사능량

H-3 1.80E+10

C-14 1.41E+10

Co-60 4.98E+01

Ni-63 1.15E+05

Pb-210 1.28E+01

U-238 1.21E+01

Am-241 8.32E+01

P-32 4.53E+01

S-35 3.38E+02

Cr-51 1.02E+01

Co-57 1.53E+04

Fe-59 1.92E+01

Zn-65 1.53E+01

Ag-110 4.53E+01

I-125 5.35E+08

Pm-147 9.58E+03

Hg-203 4.09E+00

Tl-204 6.28E+03

Po-210 8.32E+04

표 2.8 RI 폐기물 트럭 운반시 방사선원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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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고리 울진

폴리에틸
용기

고압
압축용기

폴리에틸
용기

고압
압축용기

폴리에틸
용기

고압
압축용기

H-3 5.97E+08 5.97E+06 4.93E+08 4.93E+06 5.83E+08 5.83E+06

C-14 7.10E+09 7.15E+07 5.87E+09 5.91E+07 6.94E+09 6.98E+07

Fe-55 1.39E+09 1.39E+07 1.15E+09 1.15E+07 1.36E+09 1.36E+07

Co-58 1.80E+08 1.79E+06 1.48E+08 1.48E+06 1.75E+08 1.74E+06

Co-60 5.88E+08 5.86E+06 4.86E+08 4.84E+06 5.74E+08 5.72E+06

Ni-59 1.40E+07 2.06E+05 1.16E+07 1.70E+05 1.37E+07 2.01E+05

Ni-63 1.52E+09 1.95E+07 1.25E+09 1.61E+07 1.48E+09 1.90E+07

Sr-90 1.98E+06 1.97E+04 1.63E+06 1.63E+04 1.93E+06 1.92E+04

Nb-94 1.62E+04 2.14E+02 1.34E+04 1.77E+02 1.59E+04 2.09E+02

Tc-99 4.05E+04 4.03E+02 3.35E+04 3.33E+02 3.96E+04 3.94E+02

I-129 4.53E+05 2.03E+04 3.74E+05 1.68E+04 4.42E+05 1.99E+04

Cs-137 3.98E+08 6.51E+06 3.29E+08 5.38E+06 3.89E+08 6.36E+06

Ce-144 4.42E+06 4.40E+04 3.66E+06 3.64E+04 4.32E+06 4.30E+04

알 5.30E-02 5.26E-04 4.38E-02 4.35E-04 5.18E-02 5.14E-04

표 2.9 선박 운반시 방사선원 (Bq)

4. 사고유형 4 : 소외 사고 

가. 지진

(1) 사고개요

지진이 발생하여 체 사일로 내의 1차 처분용량의 일부가 손되어 방사성 물질

의 출이 발생하 다. 

(2) 계산가정

(가) 국내 원 의 설계지진을 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5.4×10
-4
으로 평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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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가정에 의하여 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1차 처분용량 10만 드럼의 1%인 

1,000 드럼이 손되어 방사성 물질의 출이 발생하 다. 

(다) 기체상 방사성물질의 0.1%가 출 되었다.

(라) 일반핵종의 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가정에 의해 계산된 방사성 물질의 출량은 표 2-5와 같다.

나. 비행기 추락

(1) 사고개요

미국 원자력규제 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비행기 추락사고 확률은 9.7×10
-9
/yr이며 

원자력시설에 피폭기 치 이상의 피폭을 야기하는 비행기 추락사고 확률은 

1.0×10-7/yr 이하로 평가되고 있다.  한, 미국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의 안 성평

가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행기 추락사고 확률은 1.59×10
-7
/yr ~ 2.8×10

-7
/yr 범 의 

값을 갖는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력발 소의 경우 사고확률이 

1.0×10-6/yr 이하인 외부사건의 경우에는 그 향 평가를 하지 않으며 격납건물도 

같은 이유로 인하여 설계시 항공기 충격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행기 추락

에 의한 인수시설 내 방사성폐기물 드럼의 손에 의한 향 평가는 하지 않는다. 

5. 사고유형 5 : 핵임계 사고 

가. 정상운  핵임계 사고

정상운  핵임계 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방사선원이 없으며 이로 인한 피폭

선량도 없다. 

나. 운  사고로 인한 핵임계 사고

운  사고로 인한 핵임계 사고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방사선원이 없으며 이로 

인한 피폭선량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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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평가 방법 

사고시 방사능 환경 향평가에는 기상  인구 분포 모델과 선량 평가 모델이 필

요하다.  기상  인구 분포 모델은 사고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확산방식과 확

산거리를 결정지어주며 발 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집단선량계산

에 필수 이다.  선량평가 모델은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떤 경로

로 신체에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필요하며 개인유효선량 계산모델과 주민

집단 신선량 계산모델 등이 있다.

1. 기상  인구모델

가. 기상 모델

사고후 2시간 동안 처분장 부지경계에서의 개인선량  사고기간 동안 부지 반

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집단선량 계산에 사용되는 기확산인자(χ/Q) 

값을 구하기 해 처분장 부지 주변 기상자료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지상 10m의 기상 측소에서 측정, 정리한 자료)를 사용하 다.  본 평가에서는 

기확산인자를 계산하기 하여 TEDII-60 산 로그램을 이용하 다.  TEDII-60 

산 로그램은 미국의 규제지침서 1.145, “Atmospheric Dispersion Models for 

Potential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at Nuclear Power Plants”에서 제시

하는 기확산인자 평가에 용가능하며 재까지 상용 원   원자로가 없는 다

른 원자력시설의 평가에 사용되었다.  이 산 로그램은 선량계산은 수행하지 않

으며 풍향, 풍속, 기안정도를 고려한 빈도분포를 바탕으로 제한구역 경계나 인

구지역의 기확산인자를 결정한다.  기확산인자는 지표면방출을 고려하며 

Gaussian 륨모델을 사용한다.  부지경계에서의 개인선량  사고기간 동안 주민

의 집단피폭선량 평가를 한 기확산인자는 확률분포 50% 값을 이용하 다. 

나. 인구 모델

인구모델은 부지반경 10km까지의  지역을 16개 방 각으로 나 고 다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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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5개의 거리 구간으로 나 어 총 80개의 소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소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를 입력시킨 모델이다.  이 인구모델은 본 보고서 2.7 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는 각 시․군 통계연보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로부터 산출된 인구 변

화율을 토 로 추정된 자료를 이용하 다.  사고로 인한 방사능 향평가를 한 

주민분포 자료는 처분장 운 기간  인구수가 최 가 되는 2009년의 주민분포자

료를 이용하 다. 

2. 선량평가 모델

사고후 2시간 동안 처분장 부지경계에서의 개인선량  사고기간 동안 주민 피

폭선량 계산을 해 미국 규제지침서 1.145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확산인자(χ/Q)

를 구하 으며 그 식들은 다음과 같다.

 


(2.1)

 


(2.2)

 


(2.3)

여기서, χ/Q : 기확산인자 (sec/㎥),

U10 : 지상 10 m에서의 평균풍속 (m/sec)

σx, σy : 수평  수직 확산계수 (m)

A : 건물의 최소 단면  (㎡)

Σy : 기안정도, 풍속, 풍하거리의 함수로 사행효과를 고려한 수평확산 보

정인자

지표면 방출에 있어서 기안정도가 립 는 안정이고 풍속이 6 m/sec 이하일 

때는 식 (2.1)과 (2.2)에서 계산된 χ/Q값  높은 값을 선택하여 이것과 식 (2.3)에

서 계산된 값을 비교, 작은 값을 사고후 2시간내의 χ/Q 값으로 결정한다.  그 외의 

기상조건의 경우에는 식 (2.1)과 (2.2)에서 계산된 χ/Q값  높은 값을 사고후 2시

간 내의 χ/Q 값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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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일반인 피폭의 경우, 장시설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부지경계 거리로써 

89m,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50m, 사일로 출입 수직구는 110m의 거리에서 0-2시간

의 기확산인자 값을 용하 다.  반경 10km 내 집단선량계산에서는 연간평균 

기확산인자를 용하 다. 

선량평가에는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과 내부피폭만을 고려한다.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2.4)

여기서 DP :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mSv)

I : 핵종

j : 방출 시간


 


 : 기확산인자 (sec/m
2
)

f : 방출량 보정인자

Qij : 방출량 (Bq)

DFPi :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 선량 환산 인자 (mSv/hr per Bq/m
3
)

방출량 보정인자 f는 시간 별 기확산인자에 해당하는 핵종의 방출량을 보정하

기 한 것으로 해당 시간 에서 방출률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한 호흡에 의

한 내부 피폭선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2.5)

여기서, DH :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 (mSv)

Bri : 호흡률 (m
3
/sec)

DFHi :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선량환산인자 (mSv/Bq)

호흡률은 미국 원자력규제 원회 (U. S. NRC)의 규제지침 1.8에 따라 사고 후 

0～8시간에 해 3.47×10
-4
 m

3
/sec, 그 이상의 시간에 해 1.75×10

-4
 m

3
/sec을 용

하 다.  선량환산인자는 국제방사선방호 원회의 신권고(ICRP-60)에 근거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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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에 의한 내부피폭 선량환산인자는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에서 개

발한 DFINT 코드,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 선량환산인자는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에서 개발한 DFEXT 코드를 사용하여 평가된 값을 용하

다.  사고 기단계에서 모든 경로에 의한 피폭선량(DT)은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과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DT = DP + DH

피폭선량 평가에서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평가에 이용한 장기별 선량환산인자는 

ICRP 72의 일반 의 호흡에 의한 선량환산인자이며 유효선량은 ICRP 60의 방법

을 이용하 다.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평가에 이용한 장기별 선량환산인자는 

FGR 12에서 제시하는 값을 이용하여 ICRP 60의 방법으로 유효선량을 평가하 다. 

다음 표 2.10과 표 2.11에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선량환산인자와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 선량환산인자를 각각 나타내었다.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에 있어 ICRP 72 

일반인, ICRP 68 작업자, ICRP 30의 장기별 인자를 ICRP 60과 ICRP 30의 유효선

량방법에 해 각각 나타내었으며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의 경우 FGR 12에서 

제시한 장기별 인자를 ICRP 60과 ICRP 30의 유효선량방법에 해 각각 나타내었

다. 

한, 호흡에 한 선량환산인자 용시 핵종별로 고려한 사형태( : M)를 병기

한 표는 아래의 표 2.12와 같다.  원 이외 폐기물의 경우 동 원소 사용방법에 따

라 그 화학  조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한 화재, 낙하 등 사고형태에 따라 

출되는 핵종의 화학  조성을 설정하기 어렵다.  ICRP 68, Annexe F에 의하면 불

명확한 화학조성의 경우, 상당수의 핵종에 하여 사형태를 F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이외 폐기물의 경우 핵종을 F로 설정하 으며 원 폐기물의 경우

에는 F와 M  그 값이 큰 것을 사용하 다.  I-129의 경우 핵종의 특성을 고려하

여  사모델  가장 큰 값인 V형태를 사용하 다. IAEA  ICRP 권고 형태보

다 훨씬 큰 값들을 상당수의 핵종에 용함으로써 상 으로 소량인 원 이외 폐

기물 평가의 불확실성을 상회하는 보수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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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mSv/Bq]

핵종별

선량환산인자

ICRP 72

일반인

ICRP 68
작업자

ICRP 30 ICRP 30

유효선량 ICRP 60 ICRP 60 ICRP 60 ICRP 26

H-3 4.50E-08 4.10E-08 1.73E-08 1.73E-08

C-14 2.00E-06 6.50E-09 5.64E-07 5.64E-07

Fe-55 7.70E-07 9.20E-07 7.83E-07 7.83E-07

Co-58 1.60E-06 1.40E-06 1.75E-06 1.72E-06

Co-60 5.20E-06 3.40E-06 8.92E-06 8.94E-06

Ni-59 1.80E-07 2.20E-07 3.56E-07 3.58E-07

Ni-63 4.80E-07 5.20E-07 8.44E-10 8.39E-07

Sr-90 3.60E-05 3.00E-05 5.04E-05 6.47E-05

Nb-94 1.10E-05 7.20E-06 9.23E-06 9.76E-06

Tc-99 4.00E-06 4.00E-07 4.51E-07 2.77E-07

I-129 9.60E-05 7.40E-05 7.81E-05 4.69E-05

Cs-137 4.60E-06 6.70E-06 8.56E-06 8.63E-06

Ce-144 4.00E-05 2.30E-05 4.38E-05 5.84E-08

Pu-239 1.20E-01 3.20E-02 6.87E-02 1.16E-01

P-32 7.70E-07 1.10E-06 1.57E-06 1.64E-06

S-35 5.10E-08 8.00E-08 8.48E-08 8.15E-08

Cr-51 2.00E-08 3.00E-08 3.00E-08 2.95E-08

Co-57 1.90E-07 3.90E-07 7.24E-07 7.12E-07

Fe-59 2.20E-06 3.00E-06 3.78E-06 4.00E-06

Zn-65 2.20E-06 2.80E-06 5.27E-06 5.51E-06

Ag-110m 5.50E-06 6.70E-06 8.27E-06 1.07E-05

I-125 5.10E-06 7.30E-06 1.08E-05 6.53E-06

Pm-147 5.00E-06 3.50E-06 4.72E-06 6.97E-06

Hg-203 5.60E-07 5.90E-07 9.09E-07 1.10E-06

Tl-204 3.90E-07 6.20E-07 5.66E-07 6.50E-07

Pb-210 9.00E-04 1.10E-03 2.03E-06 3.67E-03

Po-210 6.10E-04 7.10E-04 1.06E-03 2.54E-03

U-238 5.00E-04 5.80E-04 2.30E-04 6.62E-04

Am-241 9.60E-02 2.70E-02 7.08E-02 1.20E-01

표 2.10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선량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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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 [mSv/Bq-h/m3]

핵종별

선량환산인자
FGR12 FGR12

유효선량 ICRP 60 ICRP 26

H-3 0.00E+00 0.00E+00

C-14 9.36E-12 8.64E-13

Fe-55 0.00E+00 0.00E+00

Co-58 1.60E-07 1.71E-07

Co-60 4.28E-07 4.54E-07

Ni-59 0.00E+00 0.00E+00

Ni-63 0.00E+00 0.00E+00

Sr-90 3.54E-10 2.71E-11

Nb-94 2.59E-07 2.77E-07

Tc-99 1.03E-10 5.83E-12

I-129 1.01E-09 1.37E-09

Cs-137 3.34E-10 2.79E-11

Ce-144 2.75E-09 3.07E-09

Pu-239 1.25E-11 1.53E-11

P-32 1.93E-09 3.56E-10

S-35 1.12E-11 8.75E-13

Cr-51 4.97E-09 5.44E-09

Co-57 1.79E-08 2.02E-08

Fe-59 2.02E-07 2.15E-07

Zn-65 9.79E-08 1.04E-07

Ag-110m 4.57E-07 4.90E-07

I-125 1.34E-09 1.88E-09

Pm-147 3.12E-11 2.49E-12

Hg-203 3.74E-08 4.07E-08

Tl-204 6.16E-10 2.01E-10

Pb-210 1.61E-10 2.03E-10

Po-210 1.40E-12 1.50E-12

U-238 9.00E-12 1.23E-11

Am-241 2.43E-09 2.94E-09

표 2.11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 선량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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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종

(원 폐기물)
사형태

핵 종

(원 이외폐기물)
사형태

H-3 M P-32 F

C-14 M S-35 F

Fe-55 F Cr-51 F

Co-58 M Co-57 F

Co-60 F Fe-59 F

Ni-59 F Zn-65 F

Ni-63 M Ag-110m F

Sr-90 M I-125 F

Nb-94 M Pm-147 F

Tc-99 M Hg-203 F

I-129 V Tl-204 F

Cs-137 F Pb-210 F

Ce-144 F Po-210 F

알 F U-238 F

Am-241 F

표 2.12 호흡에 한 선량환산인자 용시 고려한 핵종별 사형태

3. 주요 피폭경로

가. 사고별 작업자 피폭선량 평가

사고별 작업자 피폭선량은 운반사고의 경우에는 RADTRAN을 이용하 으며 이

외의 사고의 경우에는 MICROSHIELD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낙하사고의 경우 

크 인 재결속을 한 작업자의 작업시간은 5분 ∼ 15분 정도로 상하 으며 화재

진압은 장 작업종사자가 화재진압 작업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작업시간은 

20분으로 가정하 다.  크 인 재결속을 한 작업의 경우 일반인의 심장이 치하

는 약 120cm 정도에서 받는 피폭선량을 계산하 으며 운반용기 내의 이격거리는 

10cm로 가정하 다.  화재진압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심장이 치하는 약 120cm 정

도에서 받는 피폭선량을 계산하 으며 재장소에서 100cm 떨어진 곳에서 화재진

압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나. 사고별 일반인 피폭선량 평가

사고별 일반인 피폭선량은 운반사고의 경우에는 RADTRAN을 이용하 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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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사고의 경우에는 TEDII-60 산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기확산 인자

와 선량환산인자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운반사고 이외의 경우 일반인 방사선 피

폭은 장시설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부지경계 거리로써 89m, 처리시설의 경우에

는 150m, 사일로 출입 수직구는 110m로 하여 이 지 에서 피폭받는 것으로 가정

하 으며 체장기가 받는 피폭선량을 평가하 다. 

다. 사고별 집단피폭선량 평가

사고별 집단피폭선량은 운반사고 이외의 경우에는 TEDII-60 산 로그램을 이

용하여 계산한 기확산 인자와 선량환산인자를 이용하여 평가하 으며 운반사고의 

경우에는 RADTRAN을 이용하 다.  운반사고 이외의 경우에는 방사성 륨에 의

한 외부피폭, 침 에 의한 외부피폭,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재부유 물질의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경로와 섭식경로를 고려하 다.  집단피폭선량 평가를 하여 16개 

방 각별 평균풍속과 인구분포를 이용하 다.  처분장 주변 10 km에서의 인구분포

를 이용하여 집단피폭선량을 평가하 다. 

운반사고의 경우에는 트럭을 이용하는 도로운반의 경우에는 방사성 륨에 의한 

외부피폭, 침 에 의한 외부피폭,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재부유 물질의 호흡에 의

한 내부피폭 경로를 고려하여 평가하 다.  그러나 선박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침 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방사성 륨에 의한 외부피폭과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 경로를 고려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 다. 

라. 기확산인자

TEDII-60 산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사고 유형별 작업자  일반인의 

선량평가에 용한 기확산인자는 다음 표 2.13과 같다.  사고시 피폭평가를 하

여 0～2시간 의 기확산인자 값을 용하 다.  작업자의 경우 30m 거리의 기

확산인자를 용하 다.  기타 방사성폐기물 건물과 장시설과 같은 지상시설지상

시설에서 제한구역경계까지의 거리는 운  정상시의 이격거리와 동일하다.  즉, 

페기물 장을 하는 장시설에서는 89m, 동 원소를 처리하는 설비를 가진 방사성

폐기물건물에서는 150m이다.  처분 시설 입구의 수직출입구에서 제한구역경계까지

의 거리는 110m 이다.  일반인의 경우 제한구역 경계까지의 거리에 따라 아래 표에

서의 사고유형 1, 3, 4의 경우 지상시설에서의 사고이므로 89m 거리의 기확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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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용하 고, RER에서의 사고유형 2, 5의 경우 처분 지하시설에서의 사고이므

로 110m 거리의 기확산인자를 용하 다. 

사 고 유 형
기확산인자

작업자 일반인

1. 선박으로부터 운반트럭으로 이동 

과정에서의 운반용기 낙하  
3.88E-02 5.63E-03

2. 사일로 재과정에서 처분용기의 낙하  3.88E-02 3.83E-03

3. 인수시설 내에서의 화재  3.88E-02 5.63E-03

4. 처리시설 내에서의 화재 3.88E-02 5.63E-03

5. 지진 3.88E-02 3.83E-03

표 2-13. 사고로 인한 향평가시 고려한 기확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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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피폭선량 평가 

개인유효선량  처분시설 부지 반경 10 km 이내 주민집단 유효선량을 내부피폭

과 외부피폭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여 표 2.14에 수록하 다.  한, 운반사고에 한 

피폭선량을 운반 작업자와 운반 경로내 집단피폭선량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표 

2.15에 수록하 다. 

표 2.14와 2.15에 요약 수록된 사고유형별 일반인의 피폭선량 결과에 의하면 과기

부 고시에 규정된 제한치인 정상운  0.1 mSv/yr, 사고시 처분장 성능목표치 5 

mSv를 과하지 않는다.  한, 작업자의 경우에도 규정 제한치인 정상운  20 

mSv/yr, 사고시 처분장 성능목표치 50 mSv를 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시설

의 운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유형에 해서 제한치를 과하는 피폭선량은 발

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표 2.15에 요약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RI 폐

기물의 트럭으로의 운반시 운반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

난다.  이는 각 발 소의 임시 장고에서 물량장으로의 이동 거리는 약 2km 정도인 

반면에 RI 폐기물의 총 운반거리는 약 300km에 달한다.  따라서, 각 발 소 부지의 

임시 장고에서 물량장으로의 이동과 비교해서 RI 폐기물의 운반시 오랜 시간 동안 

피폭을 받기 때문이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주변의 연간 평균 주민유효선량은 신월성 방사선환경

향평가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1.2 mSv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부지반경 10 km 내

의 2009년 상 총 주민 16,389 명이 받는 집단유효선량은 1.97×10
1
 person-Sv/yr가 

된다.  그러므로 각 사고유형별로 평가된 주민집단 유효선량은 자연방사능에 의한 

주민집단 선량보다 은 값임을 알 수 있다.  결론 으로 처분시설이 건설되어 정

상 운 되더라고 사고시 방출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주변주민의 방사능에 의한 

향은 무시할 만한 수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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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피폭구분 작업자 일반인
집단피폭

(person-Sv)

1.1 선박으로부터 운반트럭으로 

이동 과정에서의 운반용기 낙하

  - 폴리에틸  용기

내부피폭(mSv) 3.21E-04 4.67E-05

1.04E-02외부피폭(mSv) 2.25E-05 0.00E+00

합(mSv) 3.44E-04 4.67E-05

  - 고압 압축용기 내부피폭(mSv) 1.74E-07 2.53E-08

5.64E-06외부피폭(mSv) 4.52E-05 0.00E+00

합(mSv) 4.52E-05 2.53E-08

1.5 사일로 재과정에서 

처분용기의 낙하

  - HIC-FE

내부피폭(mSv) 1.16E-04 1.59E-05

5.20E-03외부피폭(Sv) 3.83E-02 0.00E+00

합(mSv) 3.85E-02 1.59E-05

  - HIC-PE 내부피폭(mSv) 1.41E-03 1.40E-04

4.57E-02외부피폭(mSv) 2.90E-03 0.00E+00

합(mSv) 4.31E-03 1.40E-04

2.2 인수시설 내에서의 화재

  - 체평균 

내부피폭(mSv) 2.90E-01 4.21E-02

9.39E+00외부피폭(mSv) 0.00E+00 0.00E+00

합(mSv) 2.90E-01 4.21E-02

  - 고압 압축용기 내부피폭(mSv) 5.01E-03 7.27E-04

1.62E-01외부피폭(mSv) 0.00E+00 0.00E+00

합(mSv) 5.01E-03 7.27E-04

2.3 처리시설 내에서의 화재

  

내부피폭(mSv) 1.09E-01 7.42E-02

1.66E+00외부피폭(mSv) 5.11E+00 0.00E+00

합(mSv) 5.12E+00 7.42E-02

  - 화재진압 

내부피폭(mSv) 0.00E+00 0.00E+00

-외부피폭(mSv) 1.40E-04 0.00E+00

합(mSv) 1.40E-04 0.00E+00

2.5 정박  선박화재 내부피폭(mSv) 4.21E-01 2.40E-02

1.36E+01외부피폭(mSv) 1.08E-03 0.00E+00

합(mSv) 4.22E-01 2.40E-02

4.2 지진

내부피폭(mSv) 2.83E-01 1.93E-01

1.24E+00외부피폭(mSv) 0.00E+00 0.00E+00

합(mSv) 2.83E-01 1.93E-01

표 2.14 사고유형별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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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운반작업

종사자

주민 

집단피폭선량

포리에텔

용기

고압

압축용기

3.1 트럭을 이용한 운반  충돌

- 고리 물량장으로의 이동

-  물량장으로의 이동

- 울진 물량장으로의 이동

- 월성 부지 처분장으로의 이동

- RI 폐기물

3.09E-06

4.70E-06

4.30E-06

2.69E-06

2.00E-04

3.48E-04

3.01E-04

7.86E-04

2.85E-04

2.56E-06

1.45E-05

1.55E-05

4.04E-05

1.45E-05

-

3.2 트럭을 이용한 운반  화재

   RI 폐기물 2.00E-04 9.09E-06

3.3 선박을 이용한 운반  충돌

- 고리 

-  

- 울진 

5.51E-07

2.98E-06

1.09E-06

1.88E-06

1.67E-05

9.15E-06

5.63E-08

2.57E-07

1.40E-07

3.4 선박을 이용한 운반  화재

- 고리 

-  

- 울진 

5.51E-07

2.98E-06

1.09E-06

4.10E-06

1.68E-05

9.14E-06

6.31E-08

2.58E-07

1.41E-07

3.5 선박을 이용한 운반  침수  침몰

- 고리 

-  

- 울진 

5.51E-07

2.98E-06

1.09E-06

4.00E-06

1.52E-05

9.14E-06

6.15E-08

2.34E-07

1.40E-07

표 2.15 운반사고 유형별 피폭선량 (person-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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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주민보호 책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방사선 비상계획은 처분시설의 안 성이나 

방사선에 련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 을 때, 방사선이나 기타 장

애로부터 처분시설 종사자와 처분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과 인 사고확  방지  최선의 사고수습을 한 정한 비와 책

을 강구하기 하여 처분시설 종사자  외부 지원기구의 활동과 책임을 기술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처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다. 

1. 운 방법

주민보호를 한 비상계획 수행의 주요 차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 인 차는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방사선 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체화해야 한

다. 

가. 비상 응 리 

(1) 방사선 비상 응기구  비상요원 임무

(2) 비상요원 소집 차

(3) 방사선 사고 보고체계

(4) 비상 응 설비  장비의 운 리

나. 긴  비상조치  

(1) 비상발령  비상해제

(2) 작업종사자 비상조치

(3) 비상경보  비상방송

(4) 출입자 통제

(5) 긴 작업 종사자

(6) 잔류자 수색, 구호  후송

(7) 방사선 피폭 리

(8) 직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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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 측정평가  

(1) 방사선원 방출량 평가

(2) 시설내 방사능 측정

(3) 비상계획구역 평가

(4) 환경방사능 측정

(5) 제염  오염 리

(6) 오염지역 평가 

라. 주민 보호조치 권고  유 기  조  

(1) 주민 보호조치 권고

(2) 유 기  조체제 

2.  비상조직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자연재해나 인공재해가 발생하여 방사성 물

질이 환경으로 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사선으

로부터 작업종사자  인근 주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 하기 하여 “방사선비상

책본부”를 설치하고 운 한다. “방사선비상 책본부”의 주요조직은 그림 2.2에 도

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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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방사선비상 책본부 조직도

3.  주민보호활동 

주민보호활동은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주변 환경 방사능 탐사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수 있으나, 환경 탐사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당량의 방사

능이 유출되어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피해가 심각하여 긴 한 조치가 요구될 

경우에는 기술지원반의 지원을 받아 환경감시소의 방사선 와 풍향  풍속 자

료에 따른 상피폭선량과 방사성 구름 피폭경로를 악하여 한 주민보호 책

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피  소개는 표 2.16에 정리된 민방  기본계획에 따른 

“방사능 재해 책 계획”에 기술된 주민보호조치기 에 따라 수행한다.  그러나 상 

피폭선량이 주민보호기 의 소개단계이거나 는 방사성 물질의 확산시간이 방재

계자 동원 지시  주민 이동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는 동요, 혼란을 래할 

험성이 높은 소개조치에 우선하여 옥내 피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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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피폭선량 (mSv)
방호 책

신피폭 갑상선피폭

10 100
∙ 유아, 아동, 임부는 옥내에 피하되 창문 
등은 꼭 닫아 기 성을 유지한다. 

50 - 100 500 - 1000

∙ 유아, 아동, 콘트리트 건물 내로 피하거나 
소개한다.   

∙ 성인은 옥내로 피하되 창문 등은 꼭 닫아 
기 성을 유지한다.

100 이상 1000 이상
∙ 유아, 아동, 임부, 성인 모두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건물 내로 피하거나 소개한다.  

표 2.16 주민보호조치기

4.  환경감시계획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환경감시는 주변주민의 건강과 안 을 도모

하기 하여 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주변주민이 받는 피폭선량이 허

용 피폭선량을 충분히 돌고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다.  즉, 방사성 물질에 한 감

시를 통하여 처분시설의 주변주민이 실제로 받는 피폭선량을 추정, 평가하여 처분

시설의 주변 환경에 있어서의 방사성 물질의 축  경향을 악하여 처분시설로부터 

기치 못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주변 환경의 향을 단하는 일이다. 

처분시설에 한 환경감시는 운  감시와 운  감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운

 환경감시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 방사선의 특성과 부지주변의 

자연방사능 를 밝히는 것이고, 운  환경감시는 처분시설이 가동된 이후의 

주변 환경의 방사성 물질의 축   분포 황을 악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환경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처분시설의 안 성을 확신하거나 는 미비 을 수정, 보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운  환경감시는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25호(‘01.9.19)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의 방사선 환경조사  방사선 환경 향에 한 규정”과 자체계획에 의거 부지 주

변의 인구분포, 해상조건, 지형, 방 , 기상조건, 기확산인자 등을 고려하여 실시

한다.  그러나, 처분시설에 인 한 월성 원자력발 소 부지주변에 한 환경방사능 

조사  평가업무는 월성 원자력발 소 1호기 건설 기부터 수행한 운  조사를 

시작으로 재까지 부지주변 환경조사를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행한 

시료별 채취시 ․시기, 측정항목  조사계획으로써 체할 수 있다. 

운  환경감시도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25호(‘01.9.19)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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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사선 환경조사  방사선 환경 향에 한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분시설의 

운 으로 인한 방사능 향을 평가하고 가동 이 의 측수 과 비교하게 된다.  

운  환경감시도 월성 원자력발 소 1∼4호기의 환경감시계획에 포함되어 수행되

어도 충분하다고 단되며 조사결과의 분석  평가결과에 따라 미비 이 발견되면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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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생태계 향 평가

제 1  생태계 향 평가 모델

1. 생태계 평가를 한 기본 개념과 가정

평가 상으로서 생태계는, 비교  정 이며 상 으로 단순한 지하매질에 비해

서 그 자체로서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변동이 심하고, 장기간이 지난 후의 처분환경

과 생태환경에 한 평가가 되어 측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한 미래의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필연 으로 내재하게 되어  시 에서는 측하기도 어렵

고 정확하게 모델링하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시스템이다.

생태계 모델링에 한 이러한 보편 인 특성 때문에 새로운 기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어 국제공동연구로 진행되었던 IAEA의 BIOMASS연구를 통하여 기

생태계 (Reference Biosphere)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기

 생태계는 “처분시설에서 장기간에 걸쳐 생태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핵종으로 

인한 방사선  향을 평가하기 한 일 된 개념을 마련하기 해 요구되는 합리

인 가정과 가설의 집합 (The set of assumptions and hypotheses that i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a consistent basis for calculations of the 

radiological impact arising from long‐term release of repository derived 

radionuclides into the biosphere)”으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1996년 BIOMOVS II를 

통해 도출된 생태계 FEP 리스트, 국제방사선방호 원회(ICRP)의 처분시설에 련

된 제 원칙 등을 고려한, 생태계에 한 기  시스템을 제시하는 보편 인 방법론

(Reference Biosphere Methodology)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

다.

고 방사성폐기물처분에 한 기술  근거를 제시하기 해 1999년 JNC(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에 의해 마련된 일본의 H12 보고서(H12)나 

스웨덴의 여러 보고서 등 여러 나라에서 리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그 이다.  

본 평가를 통해서도 이러한 기  생태계를 가정하여 용하는데 이는 생태계 조건

들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더라도 재 시 의 조건  환경들이 

변화하지 않고 그 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확한 입력 자료가 없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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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없는  시 에서는 가장 합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의 도표는 기  생태 환경에 한 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 기  생태환경에 한 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생태계 평가에 한 평가개요(assessment context)가 만들어지면 표 3.12과 같은 

지질환경과 지하수의 유동과 조건이나 지표의 지형지세(topography) 등 처분 시스

템이 상세히 악되어야 하고 합한 가정을 통해 지질-생태계 경계(GBI; 

Geosphere-Biosphere Interface)와 피폭 집단을 정하게 된다.

이를 해 BIOMOVS II와 같은 국제공동연구 등에서 개발된 FEP 리스트를 선별

하여 평가 상 생태계에 합하고 가능한 리스트가 도출되어야 한다.

피폭 상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핵종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최종 인 피폭 

상으로서의 피폭 집단과 피폭 치를 먼  선정하여 이들을 처음부터 결정집단으

로 가정하여 이들 집단에 해서만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 한편, 개개의 핵종의 지

하  생태환경에서의 특성 인 거동과 여러 섭생경로에 따라 상이한 피폭경로와 

섭생경로에 노출되어 있을 다양한 피폭 집단들이 서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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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부지주변 생태 향권내의 가능한 각 피폭집단을 미리 

설정하여 이들 각 집단에 한 배타 인 섭생  피폭경로를 상정하여 각각에 한 

평가를 수행한 후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가장 피폭을 많이 받는 결정피폭집단을 찾아

내게 된다.

자의 경우는 핵종이 피폭경로를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피폭 상이 있는 

치를 찾아가 그 집단에게 주게 되는 피폭선량을 계산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 해당 

피폭집단이 갖는 고유한 피폭  섭생경로를 효율 으로 고려할 수는 없게 된다.  

가령 실제 섭생에 계없는 일반 인 피폭경로도 무조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그 

일례가 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특정 방사성 핵종들이 특정한 피폭경로를 

따라 이동해 나가 최종 으로 도달되는 곳에 그 핵종에 의해 향을 받게 될 피폭 

상과 피폭 집단의 종류를 치시키는 방안으로 되는 것이어서 이 방안이 보다 합

리 인 것으로 간주된다.  를 들어 해양어업 피폭집단인 경우 평가 상 생태계내

의 곡류를 반드시 먹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게 되고 농축피폭집단의 피폭 상도 그 

생태계 내의 해산물을 반드시 먹는다고 볼 필요가 없게 되어 보다 합리 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본 평가에서도 우리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H12나 그 외 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한 방법 로 후자의 경우를 선택하 는데 이는 농축업에 종사하

는 피폭집단과 해양어업활동을 주로 하는 피폭집단의 섭생경로  피폭경로의 차이

를 고려할 수 있어 보다 합한 방법으로 단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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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재의 환경이 처분시설운 , 폐쇄이후 생태계평가가 이루어지는

시 까지 그 로 유지되는 동해안 임해 처분시설

처분 환경

강물 등 하천에 의한 개는 이루어지 않고 우물이 존재하는 경우

라면 우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농토와 임해 연안지역으로서의

양식장  자연어장을 가짐

지표지형조건

(Topography)

완만한 산악지역에서 해안으로 경사를 갖는 지형으로 처분시설과 바
다 사이에 지표수로서 우물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강이나 하천은 어
떠한 형태로든 존재하지 않음 

기후 재 한국의 기후와 온도 (불변)

토지 이용
경작지의경우는 농업  목축업, 그리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어업

 수산업

생활형태
오늘날의 한국 사회 환경으로 해당 지역에서 산출되는 농축수산물의

섭생경로에 의존하는 배타 인 섭취와 재의 보편 인 생활형태

표 3.1 기  생태계 평가를 한 개념 모델

표 3.1에 개념모델링을 한 재 처분부지가 치하는 환경에 한 가정을 약술

하 다.  이 표에서 보는 로, 그리고 술했듯이 처분시설을 빠져 나온 모든 핵종

들은 바다나 우물로 직  도달 유출된다.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상 일반 으로 임

해처분시설의 경우라면 GBI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서 강이나 하

천을 통하여 생태계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와 바다로 직  유입되는 경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부지특성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강이

나 하천, 호수 등의 지표수는 배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임해 처분 환경을 고려할 

때 표 3.2에 보인 로 두개의 피폭 집단, 즉 농축집단과 해양어업피폭집단을 두개의 

피폭집단으로 보아 섭생  피폭경로를 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표 3.2에 요

약된 섭취 경로들은 피폭 집단들에 한 국지  축산물이나 수해산물의 섭취 방식

과 주요 거주환경과 생활양식에 따라 정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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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 피폭집단

(Farming exposure group)

해양어업피폭집단 

(Marine fishing 

exposure group)

섭취

(Ingestion)

농작물 

(Crops)

 - 알곡류 (Grains)

 -  (Rice)

 - 녹채류 (Green vegetables)

 - 근채류 (Root vegetables)

 - 과일 (Fruit)

 해당사항 없음

축산물/

수해산물 

(Animal 

products/

Aquatic 

foodstuffs)

 - 소고기, 소간, 우유

   (Beef, Cow liver, Cow milk)

 - 돈육 (Pork)

 - 닭고기, 계간, 계란

   (Chicken, chicken liver, chicken

    eggs)

 - 생선 (Marine fish)

 - 바다갑각류

  (Marine crustaceans)

 - 바다연체류

   (Marine mollusks)

 - 해조류 (Seaweed)

기타

(Others)

 - 물 (Water)

 - 토양 (Soil)
 - 침 물 (Sediment)

흡입 (Inhalation)  - 먼지 (Dust)  - 먼지 (Dust)

외부피폭

(External irradiation)

 - 물 (Water)

 - 토양 (Soil)

 - 물 (Water)

 - 침 물 (Sediment)

표 3.2 피폭 집단별 섭취 경로

다만 이들 두 피폭집단의 일반 인 생활양식은 물론 피폭집단에 속한 개인의 나

이와 식생활 습  생활양식 등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각 집단의 평균 인 

피폭을 평가하기 하여 상은 모두 성인으로 하 고 특정한 섭생 외에는 일반

으로 동일한 생활양식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 다.

각 집단의 개인의 최  피폭선량은 피폭집단 내에서의 섭생, 호흡  외부피폭 등 

모든 경로에 한 선량의 합으로 계산되어진다.

술하 듯이 피폭 상집단은 모두 자 자족(self-sustaining) 집단으로 가정하여 

평가 상 생태계 지역 내에서만 자 하는 농축수산물에만 의존하는 개념으로 하

다.

처분시설 주변 생태환경내 농경작지 황을 보면 처분시설이 치할 양북면 길

리 처분시설 경계지역내의 농경작지는 원지 상과 다르게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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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은 610,525m
2
로서 양북면 체 논답 면  14,873,000m

2
 에 비해서는 상 으로 

작은 면 을 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면  모두에 해 개가 인공 으로 이

루어진다고 보기는 실 으로 어렵겠지만 보수 인 가정을 통하여 거의 실제 경작

이 이루어지는 600,000m
2
 의 면 에 해서만 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러나 뒤에서 논의 되겠지만 실제로 개면 이 해양어업피폭집단에는 어느 

정도 향을 주는 반면 농축피폭집단이 받는 선량률 결과에는 그다지 큰 향을 끼

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밝 져 흥미롭다.

한 건설교통부 추정치로서 지하수 이용 황을 보면 양북면 총 10공을 참조하여 

농작용 연간 사용량을 개수 사용량으로 추정하여 50,000리터로 가정하여 이 값을 

사용하 다.  이 값은 일본의 H12에서 사용된 개율 연간 4,400리터에 비해 상당

히 큰 값임에도 이 역시 뒤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농축피폭집단이 받는 선량률 결과

에는 많은 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이용 황을 보면 처분시설 부지반경 10km이내에는 국가어항 2개소를 포함 

지방어항이나 어 정주어항을 합하여 11개의 어항이 인 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부지와 가장 인 한 어항은 본항으로 부지 북북동 방향 1.7km거리에 이격되

어 있고, 국가어항으로는 감포항과 읍천항이 각각 남남서방향 4.2km 지 과 북북동

방향 8.4km에 치하고 있다.

생태계 평가 모델링에서 필요한 해양 근계(near-field)는 처분부지 반경 10km에 

포함되는 해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처분부지의 경계에 비추어 타당해 보이는데 

그 이유로는 이 면 내의 해수가 처분시설의 오염지하수의 향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 해역내에서 부분의 양식이나 연안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어장외에 양식장은 어류, 패류, 해조류로서 우 쉥이, 미역, 복과 기타 어류 

등이 양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닷물의 깊이는 처분시설에 인 한 해안에서 약 4km정도 이격시 략 50m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안으로부터 10km 이격시에는 100m 정도까지 깊어져 평

균깊이를 략 으로 75m로 보아 이 값을 근해해수 구획의 일정한 깊이로 간주하

다.  이 값은 해수의 깊이를 5m로 사용하고 있는 H12의 경우에 비하여 실제로 

상당히 높은 값이다.  해수구획의 넓이는 처분부지 반경을 10km로 잡았을 때 포함

되는 해역이 략 체 반경내 면 의 1/2이 된다고 보면 39.3×10
6
m
2
이 되어 실제 

이 게 넓은 구역 반에 걸친 연안어업이나 양식이 이루어지긴 어렵고 실제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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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오염된 지하수의 반응이 이루어지는 면 으로 보기는 어려워 H12에서 사용

된 값을 용하여 2×10
6
m
2
 을 해양구획의 면 으로 가정하 다

한편 해수욕장 등의 여가시설로는 처분시설 근처의 문무 왕 수 릉이 치하고 

있는 길 해수욕장이 처분부지 반경 10km내 4개의 해수욕장  가장 가깝게 이격

되어 있고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종천 하구에 치하고 있는 에서 해수욕에 의

한 피폭 모델에 직  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인 해변활동시간  수 , 승선 등 바다 는 그 근처에 머물면서 외부 피폭을 

받게 되는 연간 총 시간을 고리주변환경종합평가 자료에 근거하여 3,200시간으로 

가정하 는데 이 값도 H12등의 연간 2,200시간의 값에 비해 비교  큰 값이다.

2. FEP 상호 계  생태계 개념 모델링

생태계내에서 방사성 물질의 이와 이동을 모델링하고 이를 정량 으로 평가하

기 해서는 상 생태계 시스템을 이루는 각 요소, 즉 구획들 상호간 핵종의 이

와 이동 메커니즘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계의 평가는 생태시스템을 구획으로 나 어 모델링하는 것이 보편 인데 이

는 캐나다 AECL의 EIS, 스웨덴 SKB‐91, SITE‐94,  미국 EPRI의 생태계 평가 

등에 사용되었던 일반 인 근방법이다.

구획모델링에서 구획은 바다, 우물, 그리고 바다에서도 해수와 바닥침 층 등 물

리 으로 하게 구분되는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방법론상 편리하기도 하지만 구

획내에서는 일정한 핵종의 농도나 물성 등을 갖는다는 구획모델의 특성상 보다 타

당한 의미를 갖는 방법이다.  우리의 경우 지표 토양층과 가변 불포화 토양층, 핵종

의 유입에 향을 받을만한 넓이를 갖는 연안해수층과 그 침 층은 물리 으로나 

개념 으로나 모델링상 명확한 구획이 될 수 있다.

본 평가에서는 그림 3.1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따라 생태계 평가를 한 여러 제

조건이나 가정 등을 포함한 Assessment context와 처분시스템과 처분 부지 특성과 

여러가지 국내외의 FEP 목록을 고려하여 핵종의 유출, 거동  이동에 여하는 

FEP을 일단 도출하 다.  그런 다음 다시 이들 FEP에 하여 그 발생 빈도나 발생 

결과의 크기, 처분환경의 인문사회학 , 지질환경  고려를 통하여 그리고 상호 상

인 요도를 문가의견 등을 통해 감안하여 모델에 포함시켜야 할 FEP만을 

반복 인 작업을 통하여 선별해내 재의 처분부지 특성에 맞는 것만을 선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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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3.3에는 본 생태계 평가를 한 FEP 목록과 선별 내용을 나타내었다.

그림 3.2 평가 상 기  생태계에 한 RES

선별이 완료되면 이들 FEP에 한 상호작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해

서 RES(Rock Engineering System) 매트릭스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 으로 그림 3.2

와 같은 RES시스템을 도출하여 생태계의 상호반응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 고 이 

상호작용이 곧 구획모델에서의 구획간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리 으로나 개념 으로나 명확한 구획으로서의 생태계의 구성요소를 RES 매트

릭스의 주 각선상에 치시켜 모두 11개의 LDEs(leading diagonal elements)를 선

별한 다음 이들 LDE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상호반응을 부 각선상에 치시키고 

이 단계에서 선별된 FEP을 각 LDE에 해 크로스체크시켜 각 LED에 한 상호 

반응을 확정시켜 나가게 된다. 이는 그림에서 보는 로 시계방향으로 두 LDE가 

하나의 ODE (off‐diagonal element)를 통하여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

는데 그 최종 결과를 그림 3.2에 반응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모든 

ODE의 상호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게 되는데 이는 두 LDE요소간의 상호 작용, 즉 

FEP요소가 술한 이유에 의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생태계의 구획은 선원항으로서 우물과 바다를 통하여 생태계로 유입되는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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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표토(Surface soil), 표토하부의 가변 충 층(Vadose zone), 그리고 해수(Ocean 

water)와 바다 침 층(Ocean sediment), 동물군(Fauna)과 식물군(Flora), 그리고 최

종 싱크(Sink)항으로 이루어지고, 섭생  피폭경로를 통한 이동에서는 기

(atmosphere), 동물군, 식물군의 경우에 해 지표 토양, 강과 해양에 존재하는 핵종

들의 농도와는 즉각 인 평형에 도달한다고 가정하 다.

처분시설에서 유출되어 지하 매질을 이동해 나온 핵종이 우물이나 바다에 도달하

고 다시 생태계 피폭 경로를 통하여 확산, 이되어가는 시나리오로부터 생태계에

서 다루어야 할 주요 LDE를 찾고, 생태계로 유입되는 선원항을 고려하고 다양하고 

가능한 FEPs로 부터 구획들간 상호 작용을 통하여 표토나 불포화지층, 즉 가변 충

층, 그리고 담수로서 우물물, 해수 침 층 등과의 상호 반응을 통하여 최종 으로

는 인간에게 피폭을  수 있도록 이동해가는 시스템  개념  모델링이 완료되면 

이 들 각 구획에서 인간 피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섭생경로를 통한 직 인 피폭

이나 수증기나 기층 는 생물군(biota) 등 간 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한 수학  모델링이 가능해지게 된다.

구획을 따라 생태계 내에서 이, 이동, 분포하는 핵종은 다양한 피폭경로를 통하

여 섭취나 호흡, 그리고 외부 피폭 등을 통해 인간에게 달되어 피폭을 주게 된다.  

곡류와 가 류와 그리고 인간과의 직간 인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등 

복잡한 모델링 방법론과 이에 따른 방 한 자료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평가하기 

해서는 핵종 이동 경로에 한 이해와 함께 타당한 피폭 경로 설정과 신뢰도 있는 

데이터가 입력 자료로서 요구된다.

본 평가에서는 표 3.1에서 보여지는 로 핵종이 최종 으로 생태계로 유입되는 

목 지로서 두 개의 GBI를 고려하는데, 유일한 지표수로서의 우물과 함께 처분시설

이 임해에 치하는데 따른 바다가 그 것이다.  이 두 GBI에 련된 피폭집단은 표 

3.1에 나타난 로 섭생경로와 피폭경로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경로를 모식화하여 

그림 3.3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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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생태계의 피폭 경로

3. 수학  모델링

그림 3.4는 앞 에서 논의된 생태계 내에서의 핵종이동에 한 개념모델을 구획

모델로 나타낸 것이다.  이 구획모델은 다시 정량 인 평가를 해 다시 수학 으

로 모델링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서 각 구획간의 상호 반응을 수학 인 수식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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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생태계 핵종이동 구획모델(AMBER)

정량 인 평가를 한 수학 인 모델링은 구획모델내 구획간의 물질 이동에 따른 

물질 수지식의 기술과 구획간의 질량 달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의 정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피폭 경로에 한 수식들은 구획내에서는 즉각 인 핵종 

농도 평형에 도달한다고 가정하여 작성된다.

도출된 수식들을 사용한 실제 평가는 범용구획모델링을 한 AMBER 로그램

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H12 연구에서도 용된 AMBER는 국, 스페인 그리고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공동연구 BIOMOVS II 를 통하여 여러 

다른 생태계 평가를 통해 검증된 코드이다.

그림 3.5 구획간 물질수지를 이용한 수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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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는 구획 모델링을 한 물질 수지를 이용한 수학  모델링 개념이다.  즉, 

구획 모델링에서 구획 i에 존재하는 방사성 핵종에 한 지배방정식, 즉 핵종 질량 

[mol] (Ni) 보존방정식은 물질수지에 따라 아래 식 (3.1)과 같이 표 된다. 




 


≠ 

    

 


≠ 

  

 (3.1)

여기에서, 

: 구획 i내의 방사성핵종 N의 양 [mol],

: 구획 j 내의 방사성핵종 N의 양 [mol],

: 구획 j 내의 방사성핵종 M의 양 (핵종 N의 모핵종) [mol],

: 구획 i로 유입되는 핵종 N의 선원항 유입율 [mol/y],

 ,  : 핵종 M과 N의 붕괴상수 [y
-1
],

, : 구획 j에서 구획 i로, 구획 i에서 구획 j로 이동하는 핵종의 질량

달계수 [y
-1
].

식 (3.1)을 각 구획에 해 연립하여 얻어낸 연립 미분방정식과 필요한 경계  

기조건 등의 부 조건(side condition)을 이용하여 각 구획내의 각 핵종의 질량을 

구해낼 수 있게 되고, 그런 다음 구획의 부피를 고려하여 각 구획내의 핵종 농도를 

구해내게 된다.  이 때 이러한 질량 달계수에 의한 구획간의 질량에 한 연립미

분방정식의 해와 다시 구획내의 농도를 구하기 해 AMBER 코드를 이용할 수 있

다.

각각의 피폭 상집단에 한 피폭 경로는 세 개의 피폭경로로 구분되어 섭취

(ingestion)와 흡입(inhalation)에 의한 내부피폭(internal exposure)과 외부피폭

(external exposure)으로 나  수 있고, 이 세 가지 피폭 경로를 통한 연간 개인 피

폭선량은 각 구획의 핵종 농도로부터 아래와 같은 식 (3.2)～(3.4)로부터 선형 으로 

산출될 수 있다.

즉, 섭취(ingestion)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Sv/y]은 아래 식 (3.2)로 산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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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여기에서  

 : 섭취에 한 선량 환산 인자 (dose coefficient for ingestion) 

[Sv/Bq],

 : 연간 섭취량 [Kg/y],

 : 개인이 섭취한 음식내 핵종의 농도 [Bq/kg 는 Bq/m
3].

흡입(inhalation)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Sv/y]은 아래 식 (3.3)으로 산출된다.

   (3.3)

여기에서 

 : 흡입에 한 선량 환산 인자 [Sv/Bq],

: 흡입률 [m
3
/h],

: 유율(occupancy) [h/y],

 : 개인이 흡입한 공기에 존재하는 핵종의 농도 [Bq/kg 는 Bq/m
3
].

한편 외부피폭(external dose)선량, [Sv/y] 은 아래 식 (3.4)로 산출된다.

   (3.4) 

여기에서 

 : 외부 피폭에 한 선량 환산 인자 [(Sv/h)/(Bq/m
3
)],

: 유율 [h/y],

 : 외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 는 토양에 존재하는 핵종 농도 

[Bq/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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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 각 식에 한 상세한 모델 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될 수 있다.

가. 음용수 섭취 (consumption of drinking water)

   (3.5)

 : 음용수 소비에 따른 개인 피폭선량 (individual dose from consumption of 

drinking water) [Sv/y],

 : 개인별 담수의 섭취율 (individual ingestion rate of freshwater) [m
3
/y], 

 : 섭취에 한 선량환산계수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ingestion) 

[Sv/Bq],

 : 우물에서의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ell water 

compartment) [Bq/m
3
].

나. 농작물 섭취(consumption of agricultural crops) 

   (3.6)

: 농작물 소비에 따른 개인 피폭선량 (Individual dose from consumption of 

the crop) [Sv/y],

: 개인별 농작물의 섭취율 (individual ingestion rate of the crop) [m
3
/y], 

: 농작물내의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crop) [Bq/m3]. 

여기서 에 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한다. 

 

   
 

     (3.7) 

: 농작물에 한 농축 계수 (concentration factor for the crop) [(Bq/kg‐

fresh weight of crop)/(Bq/kg‐dry weight c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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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에 따른 농작물의 외부 오염 손실비 (fraction of external contamination 

on the crop lost due to food processing) [-],

: 농작물에 한 토양오염 (soil contamination on the crop) [kg‐dry weight 

soil/kg‐fresh weight soil],

 : 표토층에서의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Bq/m
3
],

 : 표토층의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

 : 표토층의 입자 도 (grain density of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kg/m
3
],

: 농작물의 개수 흡수비 (interception fraction for irrigation water on the 

crop) [-],

: 농작물에 한 개수 침투깊이 (depth of irrigation water applied to the 

crop) [m/y],

 : 우물물에 한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ell water 

compartment) [Bq/m3],

 : 식물에 해서 외부오염이 내부로 이되는 비율 (fraction of activity 

transferred from external to internal plant surfaces translocation factor) 

[-],

: 농작물 수확률 (yield of the crop) [kg/m
2
],

: 풍화에 의한 농작물로 부터의 개수 제거율 (removal rate of irrigation 

water from the crop by weathering processes weathering rate) [1/y].

다. 육류 섭취(consumption of animal products)

   (3.8)

: 육류 소비에 따른 개인 피폭선량 (individual dose from consumption of the 

animal product) [Sv/y],

: 개인별 육류 소비율 (individual ingestion rate of the animal product) 

[m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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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에 한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animal product) 

[Bq/m3].

여기서 는 아래의 식으로 구해진다. 

      


 

(3.9)

prodCF : 육류에 한 농축계수 (concentration factor for the animal product) 

[day/kg‐fresh weight of product],

foddC : 가축사료에 한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animal 

fodder) [Bq/kg‐fresh weight of fodder],

foddING : 가축에 의한 사료의 소모율 (consumption rate of fodder by the animal) 

[kg‐fresh weight/day]

rwC : 우물물에 한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ell water) 

[Bq/m
3
],

fwaING : 가축에 의한 물의 소모율 (consumption rate of water by the animal) 

[m3/day],

ssC : 표토층에서의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Bq/m3],

ssaING : 가축에 의한 표토층의 토양 섭취율 (consumption rate of soil from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by the animal) [kg‐wet weight of soil/day],

ssθ : 표토층의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

gssρ : 표토층의 입자 도 (grain density of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kg/m3],

sswθ : 표토층의 함수공극률 (water‐filled porosity of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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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ρ : 물의 도 (density of water) [kg/m3],

aBR : 가축의 호흡률 (breathing rate of the animal) [m3/h], 

anO : 표토층에서의 가축의 유시간비 (occupancy time of the animal in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h/day],

airssC : 표토층상부 기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air above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Bq/m
3
].

여기서 airssC 는 아래의 식 (3.10)을 이용하여 구한다.

  




  
 (3.10)

ssR : 표토층의 지연계수 (retardation coefficient for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

ssdust : dust level in the air above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kg/m3].

동물들에 의해 섭취되는 사료(fodder)는 그 동물들에 따라 다르게 된다. 본 평가

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가축 형태로 분류하여 소, 돼지 그리고 닭으로 나 었다.  

소와 양은 목 (pasture)를, 돼지는 근채류(root crops)를, 그리고 닭은 곡물(grain)

을 사료로서 섭취한다고 가정하 다.  이 외에 양고기와 개고기 등은 우리나라에서

는 특수한 경우이고 보편 인 가축의 형태로는 볼 수 없어 제외하 다. 

돼지와 닭의 경우 항은 식 (3.7)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만 먹이를 비하는 

과정에서 따로 손실(food preparation loss term)은 없다고 가정한다.  소와 양의 경

우에는 항을 아래의 식 (3.11)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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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CF : 목 의 농도인자 (concentration factor for pasture) [(Bq/kg‐fresh weight 

of pasture)/(Bq/kg‐dry weight of soil)],

pastS : 목 내 토양 오염비 (soil contamination on pasture) [kg‐dry weight 

soil/kg‐fresh weight of pasture],

foddC : 목 내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animal fodder) 

[Bq/kg],

pastμ : 목 에 의한 계수 섭취율 (interception fraction for irrigation water on 

pasture) [-],

ipastd : 목 에 한 개수 깊이 (depth of irrigation water applied to pasture) 

[m/y],

pastY : 목 의 수확률 (yield of pasture) [kg/m
2
],

pastW : 풍화에 의한 목 로 부터의 개수 제거율 (removal rate of irrigation water 

from pasture by weathering-weathering rate) [1/y],

N : 가축 도 (stocking density of the animals) [1/m
2
],

pastING : 가축에 의한 목  소모율 (consumption rate of pasture by the animal) 

[kg‐fresh weight of pasture]. 

라. 토양/침 물 섭취(consumption of soil/sediment)

( ) wsedwgsedsed

sed
ingsedsed

CDINGD
ρθρθ +−

=
1 (3.12)

sedD : 토양/침 물 소비에 따른 개인 피폭선량 (individual dose from consumption 

of the soil/sediment) [Sv/y],

sedING : 토양/침 물의 개인 소비율 (individual consumption rate of the 

soil/sediment)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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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D : 섭취에 따른 선량환산인자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ingestion) 

[Sv/Bq],

sedC : 토양/침 물내의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Bq/m
3
],

sedθ : 토양/침 물의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 

gsedρ : 토양/침 물의 입자 도 (grain density of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kg/m
3
],

sedwθ : 토양/침 물의 함수 공극률 (water‐filled porosity of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

마. 수산물 섭취(consumption of aquatic foodstuffs)

310−= aquifoodwwingaquifoodaquifood CFCFFDINGD (3.13)

aquifoodD  : 수산물섭취에 따른 개인 피폭선량 (individual dose from consumption of 

the aquatic foodstuff) [Sv/y],

aquifoodING : 수산물의 개인 섭취율 (individual consumption rate of the aquatic 

foodstuff) [kg/y],

wFF : 여과수에 한 농도비 (fraction of activity in the filtered water) [-],

wC : 물 구획에 한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ater 

compartment) [Bq/m
3
],

aquifoodCF : 수생유기체에 한 핵종농도비 (concentration ratio for the aquatic 

organism) [(Bq/kg‐fresh weight of edible fraction of aquatic 

organism)/(Bq/l‐filtered water)].

여기서 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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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wFF : 물 구획에 한 분배계수 (sorption coefficient for the water compartment) 

[m
3
/kg], 

wα : 물구획내 부유 침 물 농도 (suspended sediment load in the water 

compartment) [kg/m
3
]. 

바. 먼지 흡입(inhalation of dust)

airsedsedinhdust COBRDD = (3.15)

dustD : 먼지흡입에 따른 개인 피폭선량 (individual dose from the inhalation of 

dust) [Sv/y], 

inhD : 흡입에 따른 피폭선량인자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inhalation) 

[Sv/Bq], 

sedBR : 토양/침 물의 흡입률 (breathing rate of the human in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m
3
/h], 

sedO : 토양/침 물의 개인 유율 (individual occupancy in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h/y], 

airC : 토양/침 물층 상부 기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air 

above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Bq/m
3
]. 

여기에서 airC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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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ed
sed

sed

gsedsed

sed
air dust

R
RCC 1

1
−

−
=

ρθ (3.16)

sedC : 토양/침 물내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Bq/m
3
], 

sedθ : 토양/침 물의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

gsedρ : 토양/침 물의 입자 도 (grain density of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kg/m3],

sedR : 토양/침 물의 지연계수 (retardation coefficient for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 

seddust : 토양/침 물 상부의 먼지 수  (dust level in the air above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kg/m3]. 

사. 에어로졸 흡입(inhalation of aerosol)

aerowataeroaeroaeroinhaero TCOAirBRDD = (3.17)

aeroD : 에어로졸 흡입에 따른 개인 피폭선량 (individual dose from the inhalation 

of aerosols) [Sv/y],

aeroBR : 에어로졸 향권내 개인별 호흡률 (breathing rate of the individual in the 

area affected by aerosols) [m3/h], 

aeroAir : 에어로졸 향권내 공기  에어로졸 수  (aerosol level in the air in the 

area affected by aerosols) [h/y], 

aeroO : 에어로졸 향권내 개인의 유율 (individual occupancy in the area 

affected by aerosols)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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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 : 물 구획내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ater) [Bq/m
3
], 

aeroT : 에어로졸 농도 인자 (aerosol concentration factor (sea‐spray enhancement 

factor)) [-]. 

아. 토양  침 물에 의한 외부피폭(External irradiation for soil/sediment)

sedextssedexsed CDOD =                                           (3.18)

exsedD : 토양/침 층에 의한 외부피폭에 의한 개인 피폭선량 (individual dose from 

external irradiation from soil/sediment) [Sv/y], 

sedO : 토양/침 층내 개인 유율 (individual occupancy in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h/y], 

extsD : 토양/침 층내 외부 피폭에 의한 선량환산인자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external irradiation from soil/sediment) [(Sv/h)/(Bq/m
3
)],

sedC : 토양/침 층내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soil/sediment 

compartment) [Bq/m
3
]. 

자. 수 피폭 (External irradiation from immersion in water)

watextwwatexwat CDOD = (3.19)

exwatD : 물에 한 경우의 외부피폭에 한 피폭선량 (individual dose from 

external irradiation from immersion in water) [Sv/y], 

watO : 개인별 물 유율 (individual occupancy in water) [h/y], 

extwD : 물에 한 경우의 외부피폭에 한 선량인자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external irradiation from immersion in water) [(Sv/h)/(B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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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 : 물구획내 핵종 농도 (radionuclide concentration in the water) [Bq/m
3
]. 

한편 물질 이동 상수(mass transfer coefficient) 련 생태계 내 각 구획사이에서 

일어나는 핵종의 이동  이 상에 한 식은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액상(liquid phase)에서의 개(irrigation)에 한 이계수는

rw

irr

V
Q

(3.20)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irrQ : 표토층으로의 개율 (irrigation rate applied to the surface soil 

compartment) [m3/y],

rwV : 개가 이루어지는 우물의 부피 (volume of the well water compartment 

from which irrigation water is taken) [m3].

침투/함양(Infiltration/Recharge)에 한 이계수는

sedsedwsed

d

dRd
d
θ (3.21)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dd : 연간 침투/함양률 (annual infiltration/recharge rate) [m/y],

sedRd : 침투/함양을 야기하는 구획내 지연계수 (retardation coefficient for the 

compartment from which infiltration/recharge is coming) [-],

sedwθ : 침투/함양을 야기하는 함수공극률 (water‐filled porosity of the 

compartment from which infiltration/recharge is coming) [-],

sedd : 침투/함양을 야기하는 구획의 깊이 (depth of the compartment from which 

infiltration/recharge is coming) [m]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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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edRd 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 )
sed

sedw

gsedsed
sed KdRd

θ
ρθ−

+=
1

1
(3.22)

여기에서

sedθ : 토양/침 층의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 

gsedρ : 토양/침 층의 입자 도 (grain density of the sediment of soil 

compartment) [kg/m
3
],

sedwθ : 토양/침 층의 함수 공극률 (water‐filled porosity of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

sedkd : 토양/침 층내 분배계수 (sorption coefficient of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m
3
/kg]. 

해수내 분산 (marine dispersion)에 한 이계수는

w

w

V
Q

(3.23)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wQ : 물 구획내의 배수율 (discharge rate of water from the water compartment to 

the downstream water compartment) [m
3
/y],

wV : 물 구획의 부피 (volume of the water compartment from which the water is 

discharged) [m
3
].

고상(solid phase)에서의 지표면 침식(erosion)에 한 이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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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

sed

d
E

(3.24)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sedE : 해양 침 층내 침식율 (erosion rate for the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m/y], 

sedd : 토양/침 층의 깊이 (depth of sediment or soil compartment) [m]. 

해양 침 물에서 해양으로 재부유(resuspension from marine bed sediment to 

marine water)의 경우의 이계수는

( )
2

1

msedmsed

msedmsed

dRd
BRd −

(3.25)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msedRd  : 해양 침 층내 지연계수 (retardation coefficient for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

msedB : 생태교란에 의한 해양 침 층에서 해수로의 확산계수 (diffusion rate from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to the local marine water 

compartment due to bioturbation) [m
2
/y],

msedd : 해양 침 층 깊이 (depth of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m]

이고, msedRd 는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
msed

msedw

gmsedmsed
msed KdRd

θ
ρθ−

+=
1

1
(3.26)

msedθ : 해양 침 층 공극률 (total porosity of the local marine sediment 



- 129 -

compartment) [-], 

gmsedρ : 해양 침 층의 입자 도 (grain density of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kg/m
3
],

msedKd : 해양 침 층내 분배계수 (sorption coefficient of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m
3
/kg].

순 침  (net sedimentation)에 한 이계수는

( )
msedmsed

nfmsed

dRd
SRd 1−

(3.27)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msedRd  : 해양 침 층내 지연계수 (retardation coefficient for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

nfS : 최종 싱크로의 순 침 율 (net sedimentation rate to the final sink 

compartment) [m/y],

msedd : 해양 침 물 깊이 (depth of the local marine sediment compartment) [m].

총 침 (gross sedimentation)에 한 이계수는

( ) wwsedw

wgsedw

VKd
ASKd

αθ
α
+ (3.28)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wα : 물 구획내 침 물 부하 (sediment load in the water compartment) [kg/m
3
],

sedKd : 물 구획내 부유물에 한 분배계수 (sorption coefficient of the suspended 

sediment in the water compartment) [m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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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 물에서 침 물로의 총 침 율 (gross sedimentation rate from the water 

compartment to the associated sediment compartment) [m/y],

wA : 물 구획의 면  (area of the water compartment) [m
2
],

wθ : 물 구획의 함수공극률 (water‐filled porosity of the water compartment) [-],

wV : 물 구획의 부피 (volume of the water compartment) [m3].

에어로졸(aerosols)에 한 이계수는

lm

aeross

V
QT

  (3.29)

로 주어지고 여기에서

ssT : 에어로졸 농도 인자 (aerosol concentration factor) [-], 

aeroQ : 해수의 에어로졸의 내륙으로의 공 률 (marine aerosol discharge to land) 

[m
3
/y], 

lmV : 해수체  (volume of the local marine water compartment)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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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생태계 향 평가

1. 생태계 모델링 개요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 1차 계획분 10만 드럼은 처분부지 내에 치하는 6개의 

사일로에 처분될 정으로 있다.

처분시설 부지 특성조사의 결과로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의하면 처분고에서 유출된 핵종은 처분시설 모암의 암반매질을 거쳐 량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표로부터 EL. -80m 깊이에 치하는 사일로는 

심부지하 지질 환경을 갖는 화강암 모암 내의 치하게 된다.  ․ 방사성폐

기물 처분을 한 사일로로부터 유출된 핵종은 심부 지하매질을 거쳐 궁극 으로 

지하매질과 생태계의 을 통하여 생태환경으로 유입되면 이어 여러 생태 피폭 

경로를 따라 이동하여 그 결과로서 인간에게 방사선  피폭을 주게 된다.

본 생태계 모델링을 통하여 생태환경으로 유입되는 핵종의 유출률에 하여 선량

계수로서 단  방사능 유출률에 한 피폭선량을 환산할 수 있는 선량계수를 구하

게 된다.  이를 해 처분시스템의 생태환경을 구획모델로 모델링하고 AMBER 코

드를 이용하여 각 핵종별  피폭집단별 선량계수를 계산하여 결정피폭집단을 설정

하고 이들이 단  방사능 유출률에 의해 받게 되는 피폭선량 값을 선량계수로서 제

시하 다.

2. 생태계 향 평가

․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하여 지표로부터 EL -80m 정도의 심부 지질

환경을 갖는 화강암 모암 내에 사일로 형태의 처분고가 치하게 된다.  지하수에 

의해 처분고로부터 유출된 핵종은 필연 으로 암반매질 내에 다수 존재하는 단열을 

통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따라 지하매질과 생태계의 경계(Geosphere‐Biosphere 

Interface; GBI)로 도달하여 이어 인간 생태계로 이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결

과로서 인간에게 주는 피폭을 정량 인 선량률로서 계산해내어 규제치와 비교를 하

는 것은 처분시설 자체의 성능평가와 처분시설에 의한 인간 환경의 향, 즉 처분

안 성 평가의 최종 단계가 된다.

처분시설 부지 특성조사 결과를 토 로 한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결

과에 의하면 6개의 처분사일로에서 유출된 핵종은 처분시설 모암 내 암반매질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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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해 층을 통하여 량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수를 따

른 방사성핵종 유동로의 거리는 모암층에서는 략 500m 정도인 것으로 상되며 

이동시간은 략 2~7년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성 핵종은 해양 생태계에 유입되면서 인간과 동식물군의 다양한 섭생  호

흡경로와 외부 직 피폭을 통하여 해양어업피폭집단 (marine fishing exposure 

group)등 주변 거주 주민에게 피폭을 주게 된다.  한, 미래에 천공되어 이용될 수

도 있는 우물을 통한 농경작지에 한 개나 목축 등 육지 생태계를 통한 경작시

나리오와 우물물의 직 인 음용을 통한 육지 농축피폭집단(farming exposure 

group)에 한 피폭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생태계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이동  확산에 해서는 원자력발 소의 건설  

운 에 따른 인허가 과정을 해 유사한 방법론으로 근하여 수행된 사례가 있지

만, 처분시스템에 련된 주요 방사성 핵종이나 핵종 각각의 이동 특성과 메커니즘, 

그리고 시스템에 련된 주변 환경은 원자력발 소의 경우와는 다르다.  를 들면, 

원자력발 소의 경우 기와 해양을 통한 확산이 주요한 이동 메커니즘이지만, 방

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는 심부  천부 지질환경과 생태환경 등에서의 지하수

의 유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핵종이동이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된다.  

매질과 시스템 측면에서의 차이를 보일뿐만 아니라 상 핵종의 반감기나 다양한 

매질을 거쳐 생태계로의 이동에 걸리는 속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평가 기간의 차

이 등 처분시설의 경우는 원 의 경우와는 본질 으로 다른 근방식의 평가모델과 

방법론을 요구하게 된다.

처분시설에 한 생태계 평가는 보편 이지만 필수 인 단계를 거쳐 수행되는데, 

우선 평가 상이 되는 처분 시스템 주변 생태계에 한 상세한 특성의 기술이 선

행되어야 한다.  지하수가 생태계로 방출(discharge)되는 지 을 찾아 이곳을 생태

계 모델링이 시작되는 선원항, 즉 지질계-생태계 , GBI로 간주하고 이 지하수 

방출 지  이후의 생태계에 한 핵종 이  이동에 련된 다양한 상 즉, 

FEPs(Features, Events, and Processes)를 인지하여 이들에 한 취사선별과정을 

거쳐 생태계 내 최종 핵종 이동  거동에 련된 시나리오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로부터 평가를 한 개념모델이 만들어지면 이에 한 수학  모델

링을 통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고 실제 평가를 해서는 련 입력 

자료가 신뢰도 있게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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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피폭집단의 핵종별 단  유출률(Bq/yr)에 한 연간 개인 최 피폭선량

(Sv/yr)을 산출하여 상 으로 높은 피폭을 받는 피폭집단을 결정피폭집단으로 결

정하면 이들이 받는 연간피폭선량을 생태계로 유입되는 핵종별 단  방사능 유출률

에 한 피폭결과로서의 선량률, 즉 선량환산인자(Sv/yr per Bq/yr)로 활용하게 된

다.  

따라서 구해진 방사선 피폭선량률은, GBI로 유입되는 핵종별 방사능 유출률 값을 

피폭선량률로 선형 으로 환산하여 처분시설의 안 성과 처분 시스템에 한 인간 

환경에 하여 장기간에 걸친 방사선  안 성을 보이기 해 안  기 치와의 비

교를 한 처분안 성의 지표 (safety indicator)로 활용된다.

따라서 본 생태계 평가의 목 은 처분시설과 이 처분시설이 총체 으로 련되어 

있는 생태시스템에 하여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핵종의 이  이동 경로에 

한 경로  FEP를 인지하고 고려한 후 생태계모델링을 거쳐 각 핵종별 선량계수를 

도출을 한 정량 인 평가의 수행이 된다.  이를 해 생태계는 물리 인 구획으

로 모델링되었고 실제계산을 해서는 범용구획모델 산코드인 AMBER가 이용되

었다.

본 생태계 평가에서는 핵종이 해 층을 GBI로 하여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우를 

유형 1로, 그리고 핵종이 지표수로 유입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우물을 GBI로 하여 

유출되는 경우를 유형 2로 분류하여 각각 평가하 다.  유형 1의 경우 해  침 층

으로 유입된 핵종은 해수로의 재부유와 다시 해  침 층으로의 침  등의 경로를 

가지며 이동하면서 최종 으로는 먼 바다로 이동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하 다.  본 

생태계 평가에서 고려한 섭취경로와 평가를 한 개념모델  AMBER 코드에서 

용한 수학  모델에 해서는 본 장(생태계 향평가 모델)에 제시하 다.

어느 시나리오의 경우든 핵종의 최종 목 지는 바다로 되는데 바다로 유입된 핵

종은 바닥으로의 침 과 다시 해수로의 재부유 등의 경로를 가지며 이동하면서 최

종 으로는 먼바다, 즉 평가 시스템 밖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싱크

항으로 정의하 다.

그 밖에 평가를 한 주요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를 따라 일단 생태계 모델로 유입되는 방사성 핵종의 지연 효과는 별도

로 고려하지 않는다.  즉, 각 구획에 해 즉각 인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 지하수와 련된 구획 내의 핵종들의 농도는 구획을 완 혼합체 (mixing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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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며 지하수 는 지표수 구획은 균질하게 즉각 으로 혼합된다.  따라서 각 구

획은 그 구획 내에서 사실상 동일한 값의 핵종 질량값과 부피에 따른 농도값을 구

획 내의 어느 지 에서든 갖게 된다는 가정이다.

- 구획간 는 구획 내의 핵종들의 달/이동률(turn over, precipitation, 

sedimentation 등)은 연간 평균값(annual mean value)을 사용한다. 

- 각 구획 내의 물수지(water balance)는 연간 증발산(annual runoff: precipitation 

evaporation)에 의한다고 가정한다. 

- 보수 으로 구획 내에서 생물학  섭취(biological uptake)에 의한 핵종의 고갈 등 

농도의 변화는 없다. 

- 먹이연쇄(food chain)에서 핵종 이는 정상상태(steady state)를 고려한다. 

- 생태계의 재 조건과 구획 내 피폭 상의 생활양식은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시

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상상태로 가정한다. 

- 동물의 섭취 경로와는 독립 으로 우유와 고기에 존재하는 핵종 농도는 동일하다

고 가정한다. 

- 음식의 섭취 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핵종 농도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 계산은 피폭이 최 치에 이를 때까지 특정한 시간의 제약 없이 수행한다.

- 핵종은 GBI를 통해 연간 일정률로 끊임없이 유입된다.

평가에 고려된 상 핵종은 모핵종 22개와 이들의 방사성 붕괴 사슬로 생성되는 

추가 자핵종 15개를 합하여 모두 37개로, 모핵종은 H-3, C-14, Fe-55, Co-58, 

Co-60, Ni-59, Ni-63, Sr-90, Nb-94, Tc-99, I-129, Cs-137, Ce-144, U-235, U-238, 

Pu-238, Pu-239, Pu-240, Pu-241, Am-241, Cm-242, Cm-244 등이고, 자핵종은

 U-234, Th-230, Ra-226, Pb-210, Po-210, Pa-231, Ac-227, U-236, Th-232, 

Ra-228, Th-228, Np-237, Pa-233, U-233, Th-229 등을 고려하 다.

생태계 평가에 필요한 입력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며 이들 입력자료

는 그 자체로 방 하고 부지와 생태계 특성에 의존하게 된다.

- 처분생태계의 매질에 한 물성 자료 ( : 지표토양 경작지 넓이, 공극률  도 

등) 

- 각 매질간 는 구획간 물질 이동 메커니즘에 련된 자료 ( : 개율이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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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부유율 등)

- 피폭경로에서의 지화학  핵종의 이 분배에 련된 자료 ( : 토양내 핵종의 

분배계수, 육류로의 핵종 이 계수, 가축의 물 소비율 등)

생태계 평가를 한 입력자료 들은 부지특성조사를 통하여 구한 값이나 활용 가

능한 우리나라의 국지 인 자료들, 를 들어 처분부지 주변의 국지  자료, 음식의 

생산  소비량 등은 국내에서 발간된 여러 문헌과 통계치들을 히 사용하 다. 

그러나 입력자료 들 일부에 하여 시 에서 국내에서는 실험  는 측으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은 신뢰도 있는 문헌치나 외국의 자료를 사용하 다.

폐쇄후 생태계 향평가에 필요한 입력자료의 선정원칙으로서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측정  측자료가 가용한 경우 우선 으로 이 자료를 사용하며, 그러나 

국내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의 사례를 사용하되 국내의 처분/생태환

경과 유사한 경우에 한 자료와 국제기 의 국제 으로 알려진 자료를 용하

다.

평가에 사용된 입력자료  출처 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생태계 물성  구획 (구획모델링 기법에 따른) 자료: 부지특성조사 자료  일본 

H12 보고서 자료

- 구획간 이동에 한 자료: 부지특성자료  일본의 H12 보고서 자료

- 피폭계수: 섭취/흡입은 ICRP 72, 외부피폭은 미국 EPA 자료

- 성인 연간 섭취율: 고리주변 환경 종합평가  련모델 개발(KAERI/ 

NSC-397/89, 1989)  2002년도 계 별 국민 양조사(보건복지부)

- 분배계수: 부지특성자료

- 토양-농작물간 농도인자(Soil to plant concentration factors for crops): 일본의 

H12 보고서 자료

- 축산물로의 이계수(Transfer coefficients to animal products): 일본의 H12 보

고서 자료

- 해양 생물에 한 농도 분배비(Concentration ratios for marine water 

organisms): 일본의 H12 보고서 자료

- 성인호흡율, 먼지  분무내 유 자료(Adult inhalation rates, occupancy data 

and dust and aerosol levels): 부지특성조사 자료  일본의 H12 보고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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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소비율  가축의 호흡률과 축산 도(Animal consumption rates and 

animal breathing, occupancy and stocking densities): 부지특성조사 자료  일

본의 H12 보고서 자료

- 토양오염, 가용 농작물의 수율, 개깊이  농작물의 개수 흡수비 (Soil 

contamination, edible plant yield, depth of irrigation water and fraction of 

irrigation water intercepted for various crops): 일본의 H12 보고서 자료

- 풍화율(Weathering rates): 일본의 H12 보고서 자료

- 이율(Translocation fraction): 일본의 H12 보고서 자료

- 식가공 손실(Food preparation losses): 일본의 H12 보고서 자료

- 해수분무인자(Sea spray enhancement factors): 일본의 H12 보고서 자료.

처분시설 주변 생태환경내 농경작지 황을 보면 처분시설이 치할 양북면 길

리 처분시설 경계지역내의 농경작지는 원지 상과 다르게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는 

면 은 610,525m
2
로서 양북면 체 논답 면  14,873,000m

2
 에 비해서는 상 으로 

작은 면 을 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면  모두에 해 개가 인공 으로 이

루어진다고 보기는 실 으로 어려우나 보수 인 가정을 통하여 거의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는 600,000m
2
 의 면 에 해서만 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 건설교통부 추정치로서 지하수 이용 황을 보면 양북면 총 10공을 참조하여 

농작용 연간 사용량을 개수 사용량으로 추정하여 50,000리터로 가정하여 이 값을 

사용하 다.  이 값은 일본의 H12 보고서(Project to Establish Technical Basis for 

HLW Disposal in Japan, JNC, Japan, 1999)에서 사용된 개율 연간 4,400리터에 

비해 상당히 큰 값에 해당한다.

해양 이용 황을 보면 처분시설 부지반경 10km이내에는 국가어항 2개소를 포함 

지방어항이나 어 정주어항을 합하여 11개의 어항이 인 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부지와 가장 인 한 어항은 본항으로 부지 북북동 방향 1.7km거리에 이격되

어 있고, 국가어항으로는 감포항과 읍천항이 각각 남남서방향 4.2km 지 과 북북동

방향 8.4km에 치하고 있다.

생태계 평가 모델링에서 필요한 해양 근계(near-field)는 처분부지 반경 10km에 

포함되는 해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처분부지의 경계에 비추어 타당해 보이는데 

그 이유로는 이 면 내의 해수가 처분시설의 오염지하수의 향권에 속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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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이 해역내에서 부분의 양식이나 연안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어장외에 양식장은 어류, 패류, 해조류로서 우 쉥이, 미역, 복과 기타 어류 

등이 양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닷물의 깊이는 처분시설에 인 한 해안에서 약 4km정도 이격시 략 50m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안으로부터 10km 이격 시에는 100m 정도까지 깊어져 

평균깊이를 략 으로 75m로 보아 이 값을 근해해수 구획의 일정한 깊이로 간주

하 다.  이 값은 해수의 깊이를 5m로 사용하고 있는 H12의 경우에 비하여 실제로 

상당히 높은 값이다.  해수구획의 넓이는 처분부지 반경을 10km로 잡았을 때 포함

되는 해역이 략 체 반경내 면 의 1/2이 된다고 보면 39.3×106m2이 되어 실제 

이 게 넓은 구역 반에 걸친 연안어업이나 양식이 이루어지긴 어렵고 실제 바다로 

유출된 오염된 지하수의 반응이 이루어지는 면 으로 보기는 어려워 H12에서 사용

된 값을 용하여 2×106m2 을 해양구획의 면 으로 가정하 다

한편 해수욕장 등의 여가시설로는 처분시설 근처의 문무 왕 수 릉이 치하고 

있는 길 해수욕장이 처분부지 반경 10km내 4개의 해수욕장  가장 가깝게 이격

되어 있고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종천 하구에 치하고 있는 에서 해수욕에 의

한 피폭 모델에 직  반 되었으며, 성인 해변활동시간  수 , 승선 등 바다 는 

그 근처에 머물면서 외부 피폭을 받게 되는 연간 총 시간을 고리주변환경 종합평가 

 련모델 개발 (KAERI/NSC -397/89, 1989)보고서 자료에 근거하여 3,200시간으

로 가정하 는데 이 값도 H12 등의 연간 2,200시간의 값에 비해 비교  큰 값이다.

고려된 핵종에 한 선량계수(Dose Coefficiend)를 표 3.3에 나타내었다. 방사성폐

기물 처분에 따른 장기 이고 만성 인 피폭특성에 따라 결정집단 개인의 피폭선량 

계산 시에는 피폭 연령군 모두를 고려할 필요는 없고 성인에 한 피폭선량으로 나

타내는 것이 합리 이라는 국제방사선방호 원회의 ICRP 81 등에서의 권고에 따라 

성인에 한 유효선량 값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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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외부피폭(토양)

D_exts1)
외부피폭(침수)

D_extw1)

내부피폭(섭취)

D_ing2)

내부피폭(흡입)

D_inh2)

(Svh
-1
/Bqm

-3
) (Svh

-1
/Bqm

-3
) (SvBq

-1
) (SvBq

-1
)

H-3 0.0E+00 0.0E+00 1.8E-11 2.6E-10

C-14 2.6E-19 1.6E-18 5.8E-10 5.8E-09

Fe-55 0.0E+00 0.0E+00 3.3E-10 7.7E-10

Co-58 1.1E-13 3.7E-13 7.5E-10 2.1E-09

Co-60 3.1E-13 9.9E-13 3.4E-09 3.1E-08

Ni-59 0.0E+00 0.0E+00 6.3E-11 4.4E-10

Ni-63 0.0E+00 0.0E+00 1.5E-10 1.3E-09

Sr-90 4.7E-16 1.4E-15 2.8E-08 1.6E-07

Nb-94 1.9E-13 6.1E-13 1.7E-09 4.9E-08

Tc-99 2.4E-18 1.1E-17 6.4E-10 1.3E-08

I-129 2.5E-16 3.2E-15 1.1E-07 3.6E-08

Cs-137 6.6E-14 2.1E-13 1.3E-08 3.9E-08

Ce-144 1.4E-15 6.9E-15 5.2E-09 5.3E-08

 알 5.7E-18 3.5E-17 2.5E-07 1.2E-04

표 3.3 핵종별 피폭 계수

흡입  섭취경로의 선량계수는 국제방사선방호 원회의 ICRP 72에서 제시한 값

을 사용하 으며, 입자형태로 배출되는 핵종의 경우 가장 큰 값을 용하 다. 기

나 물속에서 받을 수 있는 체외피폭에 한 선량계수 값(D_exts과 D_extw)은 미국

환경청의 연방지침서(Federal Guidance Report No. 12)에 제시된 모델을 이용하여 

1) D_exts =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s for external irradiation from soil/sediment (Sv h-1/Bq m-3)

   D_extw =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external irradiation from immersion in water 

(Sv h-1/Bq m-3)

   *데이터 값은 참고문헌 Eckerman, K.F., and J.C. Ryman, "Federal Guidance Report No. 12 

External Exposure To Radionuclides In Air, Water, And Soil," EPA-402-R-93-081, September 

1993.에서 인용함.

   *단반감기(25일 이하) 딸핵종의 향을 고려한 값임.

2) D_ing =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 for ingestion (Sv Bq-1)

D_inh = Activity to dose conversion factors for Inhalation (Sv Bq-1)

  *데이터 값은 참고문헌 ICRP 72, "Age Dependent Doses to Members of the Public from Intake 

of Radionuclides: Part 5 Compilation of Ingestion and Inhalation Dose Coefficients," ICRP 

Publication 72, 1996.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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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외부피폭 선량계수를 용하 다.

표 3.4는 본 평가에서 사용한 음식물 섭취량 자료이다.  개인피폭선량에 이용되는 

선량계수 계산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고리주변 환경 종합평가  련모델 개발 

(KAERI/NSC-397/89, 1989)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일반성인에 한 최 개인의 연간 

음식물 섭취량을 사용하 다.  다만 음용수 섭취량에 해서는 가능한 한 보수 인 

측면에서 최 개인에 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도에 실시한 계 별 국민 양 

조사 보고서와 일본의 H12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값을 사용하 다.

식품 단
일본

H121) 

보건복지부

20022)

한국원자력

연구소3)-

성인최 개인

한국원자력

연구소
3)

-

성인평균인

농작물 

4) kg-fw/yr 59.8 81.9 138.46 55.38 

 제외 곡류4) kg-fw/yr 28.5 29.6 50.04 20.02 

근채류 kg-fw/yr 47.2 8.9 97.90 39.14 

엽채류 kg-fw/yr 26.7 98.3 126.70 121.00 

과일 kg-fw/yr 28.5 62.7 66.30 26.50 

축산물 

소고기 kg-fw/yr 8.8 9.7 20.70 9.02 

돼지고기 kg-fw/yr 9.5 13.3 12.40 5.40 

닭고기 kg-fw/yr 7.4 4 22.00 9.58 

달걀 kg-fw/yr 15.4 6.7 6.70 6.70 

우유 kg-fw/yr 46 32.9 63.00 32.00 

해산물 

바다 어류 kg-fw/yr 14.9 12.4 79.30 41.40 

바다 갑각류 kg-fw/yr 2.9 3.9 12.71 5.42 

바다 연체류 kg-fw/yr 1.8 1.5 4.89 2.08 

해조류 kg-fw/yr 1.9 2.2 15.80 5.90 

기타 
음용수 m

3
/yr 0.61 0.61 0.61 0.14 

토양섭취 kg-fw/yr 0.037 0.037 0.04 0.04 

표 3.4 음식물 섭취 자료

부분의 섭생자료는 원 주변 음식물 섭취량 평가 보고서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

1) H12, Project to Establish Technical Basis for HLW Disposal in Japan, JNC, Japan, 1999.

2) 보건복지부, 2002년도 계 별 국민 양조사, 2002. 12.

3) 한국원자력연구소, 고리주변환경 종합평가  련모델 개발, KAERI/NSC-397/89, 1989

4) 한국원자력연구소 보고서의 성인최  섭생자료의 과 곡류는 당  곡류자료뿐인 것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서

의 비율로 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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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지는 않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고리주변환경 종합평가  련모델 개발

자료를 사용하 으며, 여기에서 락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2002년 계 별 국민

양 조사 자료를 활용하 다.  해조류의 섭취율과 같이 두 자료가 상호 편차를 보임

에 따라 섭취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서는 가능한 한 보수 인 측면

에서 높은 값으로 조사된 원 주변 주민의 음식물 섭취량 평가 보고서의 자료를 사

용하 다.  가령 해양피폭집단에 한 수산물 섭취자료에 해서는, 방사선환경 향

평가 보고서에 조사된 원 주변 주민의 수산물류 섭취량자료에서 어류, 패류  갑

각류, 연체류와 해조류 각각에 해 79.30, 12.71, 4.89 그리고 15.80 kg/yr을 사용하

는데 이들 값은 12.4, 3.9, 1.5, 2.2 kg/yr으로 각각 조사된 보건복지부 국민 양 

조사자료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며 수산물류의 경우에 해서는 처분시설 부지 주

변의 주민이 국민 평균치에 비해 보다 많은 양의 섭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값들은 표에 병기한 H12 보고서의 자료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상호 식생활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은 구획간의 물질 이동을 기술하는 질량 달계수(mass transfer coefficient)

에 련된 입력 자료로 실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 

H12 보고서에서의 평가에 사용된 값을 용하 다.

이동 유형 로세스 라미터 단 용값

액체상 이동

(Liquid 
transfers)

개(irrigation) Q_irr m
3
/yr 5.00E+04

침투/함양(infiltration/recharge) d_d m/yr 7.00E-01

해수방출(marine discharge) Q_w(marine) m3/yr 1.00E+10

고체상 이동

(Solid 
transfers)

침식(erosion) E_sed m/yr 1.00E-04

해양침 물 재부유

(resuspension rate from ocean 
sediment)

rate_Resus 1/yr 1.28E-02

생태교란에 의한 확산

(diffusion due to bioturbation 
in a local marine environment)

B_msed m2/yr 3.20E-05

총 침
(gross sedimentation in a local 

marine environment)
S_g(Marine) m/yr 7.50E-05

순 침

(net sedimentation)
S_nf m/yr 5.00E-05

표 3.5 구획간 물질 이동 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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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에는 평가에 사용된 각 구획에 한 크기를, 표 3.7에는 도와 공극률 등 

물리  특성을 나타내었고, 표 3.8에는 각 구획에 한 분배계수를 나타내었다. 매

질의 공극률, 각 매질에서의 분배계수 측정값을 이용하 으며, 실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서는 H12 보고서의 평가에 사용된 값을 이용하 다.

구획 구획깊이 (m) 구획면  (m
2
) 구획체  (m

3
)

최종싱크항 1.00E+00 1.00E+00 1.00E+00

해양침 층 5.00E-01 2.00E+06 1.00E+06

해수층 7.50E+01 2.00E+06 1.50E+08

표토층 5.00E-01 6.00E+05 3.00E+05

불포화층 2.00E+00 6.00E+05 1.20E+06

우물 NA 1.00E+00 8.67E+02

표 3.6 생태계 평가에 사용된 구획 크기

구획
입자 도

(kg/m3)

공극률 

(-)

함수 공극률 

(-)

최종싱크항 2.65E+03 3.00E-01 1.00E+00

해양침 층 2.65E+03 5.00E-01 5.00E-01

해수층 2.65E+03 1.00E+00 1.00E+00

표토층 2.65E+03 3.00E-01 3.00E-01

불포화층 2.65E+03 3.00E-01 3.50E-01

우물 2.65E+03 3.00E-01 1.00E+00

표 3.7 생태계 구획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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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라미터: Kd_sed [m3/kg]

해양침 층 표토층 불포화층

H 1.00E-03 0.00E+00 0.00E+00

C 2.14E-03 1.32E-03 1.32E-03

Fe 1.00E+00 1.00E+00 1.00E+00

Co 2.19E-01 1.32E-02 1.32E-02

Ni 1.74E-01 1.00E-01 1.00E-01

Sr 1.58E-01 6.61E-02 6.61E-02

Nb 2.75E-01 2.19E-01 2.19E-01

Tc 1.23E-03 7.41E-03 7.41E-03

I 0.00E+00 0.00E+00 0.00E+00

Cs 8.13E-03 1.32E-02 1.32E-02

Ce 1.00E+00 1.00E+00 1.00E+00

알 1.32E+01 1.32E+01 1.32E+01

표 3.8 생태계 구획 매질의 분배계수

표 3.9과 표 3.10에는 GBI가 각각 해 와 우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서 

AMBER 계산결과 각 구획 내 핵종별 최  핵종의 방사능 농도값 (Bq/m3)을 나타

내었다.  이 값은 그 구획 내의 최  농도값을 나타내지만, 핵종이 GBI를 통하여 

매년 1 Bq씩 지속 으로 유입되게 되어 결국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값으로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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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최종싱크항 해양침 층 해수층 표토층 불포화층 우물

H-3 4.41E+00 1.29E-05 2.54E-11 0.00E+00 0.00E+00 0.00E+00

C-14 8.22E+03 4.65E-05 9.90E-11 0.00E+00 0.00E+00 0.00E+00

Fe-55 3.23E-01 3.57E-06 8.25E-12 0.00E+00 0.00E+00 0.00E+00

Co-58 1.65E-03 2.72E-07 5.99E-13 0.00E+00 0.00E+00 0.00E+00

Co-60 1.13E+00 6.44E-06 1.49E-11 0.00E+00 0.00E+00 0.00E+00

Ni-59 1.09E+05 4.29E-05 9.95E-11 0.00E+00 0.00E+00 0.00E+00

Ni-63 1.06E+02 3.28E-05 7.60E-11 0.00E+00 0.00E+00 0.00E+00

Sr-90 2.08E+01 2.12E-05 4.92E-11 0.00E+00 0.00E+00 0.00E+00

Nb-94 2.88E+04 4.29E-05 9.94E-11 0.00E+00 0.00E+00 0.00E+00

Tc-99 3.08E+05 4.93E-05 9.96E-11 0.00E+00 0.00E+00 0.00E+00

I-129 2.27E+07 9.61E-05 1.00E-10 0.00E+00 0.00E+00 0.00E+00

Cs-137 2.15E+01 2.18E-05 4.94E-11 0.00E+00 0.00E+00 0.00E+00

Ce-144 2.84E-02 1.10E-06 2.51E-12 0.00E+00 0.00E+00 0.00E+00

 알 3.47E+04 4.29E-05 9.94E-11 0.00E+00 0.00E+00 0.00E+00

표 3.9 해 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각 구획 내 핵종의 최  평형 농도

(단 : Bq/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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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최종싱크항 해양침 층 해수층 표토층 불포화층 우물

H-3 1.61E+01 1.80E-19 9.32E-11 7.05E-07 7.77E-07 2.00E-05

C-14 8.25E+03 1.49E-18 9.99E-11 6.54E-06 6.64E-06 2.00E-05

Fe-55 6.00E-03 8.25E-20 1.54E-13 1.29E-05 9.44E-09 1.99E-05

Co-58 4.08E-05 1.33E-22 1.49E-14 8.46E-07 3.26E-09 1.88E-05

Co-60 2.35E-01 6.56E-19 3.10E-12 1.76E-05 1.70E-06 2.00E-05

Ni-59 1.08E+05 1.11E-16 9.94E-11 4.40E-04 3.96E-04 2.00E-05

Ni-63 1.84E+01 1.14E-17 1.33E-11 2.21E-04 4.48E-05 2.00E-05

Sr-90 1.95E+00 2.33E-18 4.64E-12 9.37E-05 9.94E-06 2.00E-05

Nb-94 2.77E+04 1.70E-16 9.60E-11 9.35E-04 7.35E-04 2.00E-05

Tc-99 3.08E+05 9.10E-19 1.00E-10 3.34E-05 3.33E-05 2.00E-05

I-129 2.27E+07 0.00E+00 1.00E-10 7.14E-07 8.33E-07 2.00E-05

Cs-137 1.18E+01 7.27E-19 2.73E-11 4.17E-05 1.58E-05 2.00E-05

Ce-144 4.92E-04 7.18E-21 4.37E-14 3.69E-06 7.83E-10 1.97E-05

 알 3.21E+04 7.61E-15 9.23E-11 7.20E-04 4.30E-04 2.00E-05

표 3.10 우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각 구획 내 핵종의 최  평형 농도

(단 : Bq/m
3)

표 3.9에서 보는 로 해수로 모든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는 우물 등 핵종의 이동

에 해 역방향쪽 구획에서는 모든 핵종의 농도값이 0이 됨을 알 수 있다.  한 

최종 싱크항(Final Sink)인 먼 바다로 핵종이 최종 으로 빠져 나가게 됨에 따라 이 

구획 내에서는 사실상 무한 의 농도로 나타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획 

내의 핵종 농도에 따라 이후 생태계의 다양한 섭생경로를 따라 핵종이 이되게 된

다.

각 유형별 선량환산인지 도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형 1 : 핵종이 해 를 통해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우

그림 3.6은 유형 1, 즉 GBI가 해 로 되었을 때 해양어업 피폭집단에 한 단 핵

종유출률에 의한 피폭선량률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핵종에 해 연간 단  방사

능, 즉 1 Bq의 방사능이 GBI를 통하여 유입되는 경우 핵종별 향은 연간 

10
-14
Sv/yr의 선량률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 으로 Ac-22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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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m-241 등 액티나이드 핵종이 비교  높게 피폭선량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경우에 해서는 우물을 통한 생태계로의 핵종유입이 배제되

어 있어 따로 농축피폭집단에 한 고려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림 3.6 해 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해양어업피폭집단에 한 단

핵종 럭스당 피폭선량

유형 1에 한 결과를 최  피폭선량에 해 요약하여 표 3.11과 그림 3.7에 나타

내었다.  따라서 유형 1의 경우 표 3.11의 해양피폭집단의 단  방사능 유입당 피폭

선량률을 선량환산인자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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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해 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해양어업피폭집단에 한 선량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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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선량계수 

(Sv/y per Bq/y)

해양어업피폭집단

C-14 1.21E-16

Fe-55 6.46E-20

Co-58 9.60E-17

Ce-144 5.24E-18

Co-60 6.39E-15

Cs-137 4.62E-15

H-3 1.27E-20

I-129 4.76E-16

Nb-94 2.61E-14

Ni-59 6.37E-19

Ni-63 1.16E-18

Sr-90 4.55E-17

Tc-99 3.44E-18

 알 2.14E-15

표 3.11 해 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해양어업피폭집단에 한 

선량환산인자

(2) 유형 2: 핵종이 우물을 통해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우

그림 3.8은 유형 2, 즉 GBI가 우물로 되었을 때 농축피폭집단에 한 단 핵종유

출률에 의한 피폭선량률이고 그림 3.4는 해양어업 피폭집단에 한 단 핵종유출률

에 의한 피폭선량률이다.

그림 3.8은 지하매질에서 우물로만 연간 단  방사능 (1Bq/yr) 만큼 유입되었을 

때 시간에 따라 농축피폭집단이 받는 핵종별 선량률 (Sv/yr)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결과로 보면 모든 핵종에 해 연간 단  방사능, 즉 1 Bq의 방사능이 GBI를 통하

여 유입되는 경우 연간 10-10Sv/yr의 선량률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폭에 주로 기여하는 핵종은 Ac-227이나 Am-241, 

Cm-244 등 액티나이드 핵종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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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우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농축피폭 집단에 한 단  핵종 

럭스당 피폭선량

한편 그림 3.9는 GBI가 여 히 우물로 되었을 때의 해양어업집단에 한 피폭선

량을 나타낸 것이며, 핵종별 향이 농축피폭집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량률이 어느 핵종도 10
-14
Sv/yr 을 넘지 않고 있어 농축피폭집단의 선량률에 비해 

상 으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액티나이드 핵종 

외에 Sr-90, I-129, Cs-137 등과 같은 핵분열 생성물 등도 비교  높게 피폭선량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 2에 해 핵종별로 최  피폭선량결과를 요약하여 표 3.12과 그림 3.10에 나

타내었다.  표와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축피폭집단이 결정집단으로 간주되어

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유형 2의 경우 표 3.12의 농축피폭집단의 단  

방사능 유입당 피폭선량률을 선량계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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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우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해양어업피폭 집단에 한 

선량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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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우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농축  해양어업 피폭집단에 

한 선량환산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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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선량계수

(Sv/y per Bq/y)

농축피폭집단 

C-14 6.08E-14

Fe-55 1.87E-145

Co-58 3.79E-14

Ce-144 2.89E-13

Co-60 1.59E-14

Cs-137 1.12E-12

H-3 6.16E-15

I-129 8.85E-12

Nb-94 6.25E-13

Ni-59 4.02E-15

Ni-63 9.24E-15

Sr-90 2.03E-12

Tc-99 1.08E-13

 알 1.15E-11

표 3.12 우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 각 피폭집단에 한 선량계수

3. 주요 입력변수의 향 평가

생태환경평가에는 처분시스템 구획과 련한 물리 , 지화학  입력변수, 피폭경

로를 따른 섭생 련 입력변수 등 그 종류와 개수에 있어 다양한 입력변수가 요구된

다.  이러한 입력변수들이 갖는 불확실성과 민감도를 확인하기 해 입력변수의 변

화에 따른 결과에 한 향평가를 수행하 다.

본 평가를 통하여 주요한 라미터로서 경작지에 한 개율과 면 , 핵종의 구

획에서의 흡착계수, 그리고 해양 피폭 집단에 한 해조류 섭취율의 변화에 하여 

그 상  결과를 유출된 핵종이 모두 우물을 통하여 생태계로 이되어 나가는 유

형 2에 하여 검토하 다.  GBI를 지상 내의 우물로만 보는 유형 2는 보다 일반

인 경우로 볼 수 있어 민감도 분석을 해 선별되었는데 이는 우물을 빠져나온 핵

종이 결국 최종 목 지로서의 해양내의 경로를 포함한 모든 생태계의 섭생  피폭

경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수의 깊이 변화 즉, 해수의 부피변화에 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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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는 유형1과 2 모두에 하여 검토하 다.

개율은 정상 인 입력변수일 때 연간 50,000m
3
의 값이 외국의 사례를 통한 문

헌치로서 연간 4,400m3로 어드는 경우의 향에 해서(그림 3.11), 경작면 과 

불포화  면 이 600,000m
2
가 200,000m

2
로 어드는 경우에 하여(그림 3.12), 그리

고 분배계수의 경우는 표 3.11에 나타낸 값이 모두 0으로 되는 경우, 즉 모든 고려

핵종이 비흡착성인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해 계산을 수행하 다(그림 3.13).  해

조류 섭취에 해서는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 15.8kg이 보건복지부의 2002 

국민 향 보고서의 해조류 섭취량인 연간 2.2kg으로 변화했을 때에 한 결과를 검

토하 다(그림 3.14).  구획의 크기에 한 향을 보기 해 우물의 체 이 867m3 

에서 86.7m
3
과 8,670m

3
으로 변화하는 경우(그림 3.15)와 해수의 깊이를 75 m에서 

1m와 비 실 인 수치이기는 하나 변화를 인지하기 한 임의의 극단 인 값으로 

고려한 750,000m까지 변화시킨 경우에 해서도 민감도를 검토하 다(그림 3.16,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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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1 유형 2에서 개율에 한 선량환산인자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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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유형 2에서 표토층  불포화층의 면 에 한 

선량환산인자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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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유형 2에서 모든 핵종의 분배계수 변화에 한 

선량환산인자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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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유형 2에서 해양피폭집단의 해조류 섭취에 한 

선량환산인자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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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유형 2에서 우물의 부피에 한 선량환산인자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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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유형 1에서 해수부피에 따른 해양피폭집단의 

선량환산인자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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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유형 2에서 해수부피에 따른 농축피폭집단과 

해양피폭집단의 선량환산인자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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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에서 개율을 변화시킨 경우 농축피폭집단에 해 한 승수 크기정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해양피폭집단에 

해서는 민감도를 보이지 않았다.  표토층과 불포화층의 구획의 크기에 해서도 

농축피폭집단에 Nb-94나 Ni-59 등 일부 핵종에 해 작은 민감도를 보 으나 해양

피폭집단에 해서는 민감함을 보이지 않았다.  I-129에 해 련된 모든 매질내의 

분배계수를 모두 0으로 가정한 경우와의 비교를 나타낸 그림 3.13의 경우를 보면 

분배계수가 상 으로 큰 핵종들에 해 농축피폭집단과 해양피폭집단 모두에 

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조류 섭취율의 변화에 하여 

민감도를 검토해본 결과 그림 3.14에서 보는 로, 평가 지역 내에서 채취된 해조류

를 섭취하지 않는 이유로 농축피폭집단에 해서는 민감도를 보이지 않았으나 해양

피폭집단의 경우 Co-60, H-3, I-129, Nb-94 그리고  알  핵종에 해 크고 작은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물의 체 에 따른 민감도는 

그림 3.15에서 보는 로 농축피폭집단이든 해양피폭집단이든 민감한 결과를 주지 

않고 있다.

해수의 깊이를 변화시킨 경우의 선량환산인자에 미치는 향은 유형별로 각각 그

림 3.16과 그림 3.17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수 깊이 즉, 해수의 

부피를 변화시킴으로써 해수내의 핵종농도 변화를 야기하나 해양 피폭선량은 해산

물 섭취만이 아닌 다양한 경로에 의해 이루어지고, 해수의 부피에 한 민감도는 

주로 단반감기 핵종에 해서만 미미한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6-18a과 그림 6.1.6-18b는 해조류의 섭취율에 따른 해양피폭집단에 한 

피폭선량률의 민감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유형 2의 경우에 하여 해

양피폭집단에 한 해조류섭취가 삼각분포를 따라 최소값, 최빈값, 최 값으로 각각 

1, 15.8, 100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100개의 샘 을 취한 경우 I-129에 의한 

해양피폭집단의 피폭선량률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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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a 유형 2의 경우 해양피폭집단에 하여 해조류 섭취율과 I-129의 

선량환산인자의 상 계

그림 3.18b 유형 2에서 해조류섭취율의 변화에 따른 농축피폭집단의 

I-129에 의한 선량환산인자에 한 분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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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유형 2의 경우 농축피폭집단에 하여 I-129의 분배계수와 

선량환산인자의 상 계

그림 3.20 유형 2에서 I-129의 분배계수 변화에 따른 농축피폭집단의 

선량환산인자에 한 분포함수

해조류의 섭취율을 연간 1kg에서부터 100kg까지 섭취한다고 가정하여 삼각분포

를 용해본 결과 그림 3.20의 결과에서 보는 로 어느 정도 민감하게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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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분포로 나타낸 그림 3.21의 결과로 보았을 때 해조

류의 섭취량이 범 내의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해양피폭집단이 I-129에 의해 받는 피

폭은 1×10-15(Sv/yr per Bq/yr)보다 높은 피폭선량은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은 해 와 표토층, 그리고 불포화층에 한 I-129의 분배계수 분포가 균일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것인데, 모든 매질에서의 분배계수를 변화시켰을 때의 최

 피폭선량에 한 민감도를 검토해 본 결과 그림 3.19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반감기가 길고 높은 흡착률을 보이지 않는 I-129의 경우 분배계수의 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표 3.13에 표시된 3개의 구획 모두에 

해서 I-129의 분배계수가 표에 나타낸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해 100개의 샘

을 라틴하이퍼큐  샘 링(Latin Hypercube Sampling; LHS)방식으로 취해 계산한 

결과를 그림 3.20  그림 3.21과 같이 분포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로도 나타내 보았다.

구획

I-129 Nb-94

분배계수, 

Kd (m
3
/kg)

분포
분배계수, 

Kd (m
3
/kg)

분포

해양침 층 0 균일분포1)(0, 1) 0.275 삼각분포2)(0, 0.275, 2.75)

표토층 0 균일분포(0, 1) 0.219 삼각분포(0, 0.219. 2.19)

불포화층 0 균일분포(0, 1) 0.219 삼각분포(0, 0.219. 2.19)

표 3.13 각 구획 매질내 I-129과 Nb-94의 분배계수 분포

그림을 통해서 볼 때 분포 내의 어떠한 분배계수를 취하는 경우에도 농축피폭집

단에 해서는 최소한 1×10-10 (Sv/yr per Bq/yr)의 값보다 높은 피폭선량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양피폭집단에 해서는 I-129의 

분배계수 변화에 따른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경우 역시 분포 범  내 

어떠한 분배계수 값을 갖는 경우라도 최소한 1×10-15 (Sv/yr per Bq/yr)의 값보다 

높은 피폭선량은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균일분포(최소값, 최 값)을 의미함.

2) 삼각분포(최소값, 최빈값, 최 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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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유형 2에서 I-129의 분배계수 변화에 따른 해양어업 피폭집단의 

선량환산인자에 한 분포함수

모든 매질에 해 어느 정도 흡착을 보여주고 있는 Nb-94에 해서도 동일한 확

률론  계산을 수행한 결과를 농축피폭집단과 해양피폭집단에 해서 각각 그림 

3.22와 그림 3.23에 도시하 다.  이 결과에서 볼 때 분포내의 어떤 분배 계수값을 

갖는 경우라도 농축피폭집단의 경우 최소한 1×10-11(Sv/yr per Bq/yr), 해양피폭집

단의 경우는 최소한 1×10
-17
(Sv/yr per Bq/yr)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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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유형 2에서 Nb-94의 분배계수 변화에 따른 농축피폭집단의 

선량환산인자에 한 분포함수

그림 3.23 유형 2에서 Nb-94의 분배계수 변화에 따른 해양피폭집단의 

선량환산인자에 한 분포함수



- 161 -

제 3  생태계 평가 모델의 신뢰도를 한 비교 검증

1. 배경

평가에 사용된 AMBER 모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하여 검증연구가 수행되었

다.

이를 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일본원자력기구(JAEA)가의 공동연구가 

진행되어 표 인 이스에 한 직 인 비교연구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생태환경이나 섭생경로 등이 동아시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로 유사한데 따른 시나리오  개념모델이 유사하고 KAERI와 JAEA 양기 의 생

태계 평가를 한 수학  모델도 동소이하고 개발도구로서 앰버를 사용한다는 

에서 양기 의 평가도구를 상호 직 비교하는 것은 그 의미가 신뢰도 측면에서 상

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 방법론  결과

비교 방법은 가능한 한 양국의 상이한 시스템에 한 평가 결과 비교이므로 각자 

자체 인 입력자료를 쓰되 선량계수만 동일하게 쓰되 이 선량계수는 ICRP 60의 것

으로 쓰는 것으로 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으로 

하 다.

핵종은 표 으로 단일한 I-129를 선택하 고 GBI는 수 가 존재하지 않는 경

우에 해 강물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로 하 고, 선량계수와 구획의 크기를 제외

한 모든 라미터에 해 동시에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통해 가장 향을 

주는 라미터를 찾도록 하 는데, 실 으로 문헌자료 등 일반 인 분포자료나 

실측자료가 없는 문제를 감안하여 모든 라미터는 uniform  log-uniform 분포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양쪽으로 한 order의 인지의 변화를 갖는 것으로 하여 확률론

 계산을 수행하 다.

민감도 분석은 라미터의 상 인 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몬티칼로 방법에 의해 선량환산인자(flux-to-dose conversion factor)를 계산하여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수행하여 가장 향이 큰 변

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하 다. 이 때 향이 큰 변수는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의 값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찾아내었다. 그 결과를 그림 3.20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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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는데 표에서 보여지는 로 순서에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 양 기 의 생태평가 모델은 섭생이나 생태계 구획크기 

등의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율이 가장 요한 향을 주는 라미터로 나타나

는 한편, 인간에 의한 근채류 등의 음식소모율이나 알곡류와 근채류로의 핵종 이

율 등 주요한 입력 라미터의 요도가 상 의  F-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양기 의 모델은 상호 일치하는 경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림 3.24 수 로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를 가상한 생태계내의 

핵종 이동  섭생경로에 따른 피폭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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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결과에 가장 향을 주는 생태 입력자료의 랭킹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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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값을 사용하여 우물과 강물, 이 게 두 개의 GBI에 해 결정론 으로 

계산된 양 기 의 선량환산인자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3.26의 결과에서 볼 

때, GBI가 우물이든 담수이든 모든 경우에 해 농축피폭집단과 해수피폭집단에 

해서는 두 기 의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담수피폭집단에 

해서는 강물을 통해 핵종이 유입되는 경우는 한 order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구획의 크기나 섭생율 등 입력자료의 차

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련 내용을 부록으로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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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KAERI  JAEA의 모델에 의해 계산된 I-129의 핵종에 의한 GBI별, 

피폭집단별 선량환산 인자 (범례에서 사각형: KAERI모델, 삼각형: JAEA모델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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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하수를 통한 이동 향 평가

제 1  지하수 유동 모델링

1. 지하수 유동 지배 방정식

지하 매질에서 지하수  용질 이동 모델의 지배 방정식을 Darcy 방정식을 이용

하여 식 (4.1)과 같이 잔류 압력(residual pressure) 변수 과 용질 농도 변수 C로 

나타낼 수 있다.

 


∙∇  (4.1)

한 지하수 유체의 연속 방정식은 아래 식과 같다.




∇  (4.2)

방사성 폐기물을 연안에 처분할 경우  하나의 변수인 해수의 농도 변화 방정식

은 아래와 같다.




∇∇∇  (4.3)

방정식 (4.1)과 (4.2)를 조합하면 아래와 같은 지배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


∇   (4.4)

방정식 (4.2)를 유 계수 S를 이용해 고쳐 쓰면 아래와 같다.



- 167 -













∇  (4.5)

이를 이용하면 압력 방정식은 다음 식처럼 고쳐 쓸 수 있다.







∇


∙∇  (4.6)

방정식 (4.3)과 (4.4), 는 (4.3)과 (4.6)에 변수 과 C들은 비선형(non-linear)

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실제 연안 처분장에서 지하수 유동 상을 해석할 경우 상

기 두 방정식들을 함께 해석해야 한다.

상기 방정식에서 정의된 잔류 압력은 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는 총 압력이다.  한 g는 력 가속도, z는 높이(통상 으로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그리고 는 기  높이(해수면을 기 으로 하면 해수면에서 0)이다.

일반 으로 지하수 유동 평가 방정식들에 포함된 인자들로는 투수 계수, 공극률, 

유체의 도와 도, 분산 계수 등이 있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투수 계수 : 투수 계수 k는 주어진 암석 종류에 해서 일정하거나 혹은 치에 

한 임의의 함수일 수 있고 비균질(anisotropic)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투수 

계수 분포에 한 장 실측 자료가 무해 암석별로 투수 계수가 균질하다고 가정

하 다.

(2) 공극률 : 공극률 는 지하 매질이 탄성을 가지므로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처분장에서 핵종 붕괴로 

인한 발열이 미미하다고 단할 수 있으므로 공극률을 각 매질별로 상수로 가정하

다.

 





(4.7)

여기서, 와 


는 주어진 암석 종류에 해 일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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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치에 한 임의의 함수이다.

(3) 유체의 도 와 도  : 유체의 도도 온도의 함수이나 본 연구에서는 상수

로 가정해도 무방하다.

(4) 분산 계수 : 분산계수(dispersion tensor) D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4.8)

여기서, 는 물분자의 확산 계수(molecular diffusion coefficient)이고, 

는 tortuosity이고, 

, 은 각각 longitudinal  transverse dispersion length 이다.

한편 공극 지하수 속도(pore water velocity)는   


 로 주어진다.

2. 지하수 유동 경계조건

가. 육지 상부 경계 조건

육지 상부 경계 조건은 지하수  분포 라인을 따라 설정된다.  지하수  아래에 

치한 암석은 잔류 지하수 압력(residual pressure)을 받으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4.9)

여기서   는 담수의 도이고, 

       g 는 력 가속도, 

       z 는 해수면으로부터의 표고차이다.

이와 같은 경계 조건은 NAMMU 모델링에서 >>VALUE VARYING LIN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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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OSITION 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때 는 997.0 × 9.7141 = 9.78 × 

103 이다. 염수에 한 경계 조건은 0으로 놓는다. 

나. 바다지역 상부 경계 조건

바다지역에서의 경계 조건은 2가지이다.  하나는 해안의 지표지질에서의 상부 경

계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우측 경계 조건이다.  먼  해안의 지표 지질에서의 상부 

경계 조건에 해 알아보자.  기 으로부터 상부에 치한 해수의 깊이로 인한 

잔류 지하수 압력은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4.10)

여기서 는 해수의 도이다.

따라서 모델링 상에   ××
  이며 해수면에서의 잔류 

수압은 z = 0이므로 0이다.  지하수 유동 모델링에서 필요한  다른 경계 조건은 

염수 농도에 한 것이다.  해안 상부 지질 경계면에서의 C는 염수의 농도이므로 

아래 식으로부터 C = 0.1517이다. 




 





(4.11)

여기서 는 25도 상온에서 담수의 도로 997.0kg/m3이고,

       는 25도 상온에서 염수의 도로 1195.8kg/m
3
이고,

       는 25도 상온에서 해수의 도로 1022.8kg/m3이다.

다. 오른쪽 경계 조건 

우측 경계 해수면 아래 지표 심도에서 최하단 지 까지의 라인에 설정되는 오른

쪽 경계 조건은 NAMMU 모델링에서  >> VALUE VARYING LINEARLY WITH 

POSITION 키워드로 설정할 수 있다.  오른쪽 최상부의 고도가 해수면으로부터 f 

미터 아래이고 최하부의 고도가 해수면으로부터 r 미터이므로 START VALUES를 

(-f × -25.8 × 9.814)로, END VALUES를 (-r × -25.8 × 9.814)로 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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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염수 농도 조건은 바다지역 상부 경계 조건 설정시와 같이 C = 0.1517로 놓는

다.

염수 분포 계산을 한 Newton-Raphson 방법 용상의 주의할 은 해가 수렴

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악하는 것인데 이를 확인하기 해서는 NAMMU output 

file 내 각 오차반복 계산시마다 RSTEP의 값을 체크하여 이 값이 작은 값으로 수

렴해 가는지 악할 필요가 있다.  만일 염수 계산이 정확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post script 일로 나타난 그래  상의 염수 농도 곡선 분포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

다. 이 경우에는 염수가 존재하는 부분의 FEM 격자를 조정해야 한다.  일반 으로 

FEM 격자가 무 refined 되거나 무 coarse하면 RSTEP 값이 발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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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역 지하수 유동 향 평가

평가 상 지역은 왼쪽에 지하수 유동을 구획(water divided)할 수 있는 고산지

가, 오른쪽에는 바다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해안 지역에 

지하 동굴을 고려할 경우 도가 담수보다 높은 해수 침투로 인해 지하수 유동이 변

화하고 특히 처분장의 경우 해수가 처분 동굴로 침투할 경우 벤토나이트 방벽의 팽윤

을 방해하고 흡착능을 감시킨다.  한 콘크리트 방벽의 열화를 진시키고 부식

을 통해 폐기물이 거치된 드럼통을 빨리 부식시키므로 정확한 지하수 유동 평가를 

해서는 해수 존재를 고려한 경계 조건들을 설정해야 한다.  모델링 상 지역 선정시 

왼쪽 경계 조건은 높은 산의 존재로 인해 불투수 경계 조건이 유효하며, 육지 상부 지

역에서는 지하수 에 따라 경계 조건이 설정되었으며, 육지 상부지역에서는 지하 수

에 따라 경계 조건이 설정되어야 하며, 바다에서는 염수를 고려한 경계 조건이, 오

른쪽에서는 지형 특성을 고려해 불투수 경계 조건이, 하부는 불투수층의 존재를 고려

해 불투수 조건이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 내 체 표토층과 암석이 완  

포화되었다고 가정하고 지하수 유동을 평가하 다. 

그림 4.1은 지하수 유동 평가 상 지역과 사일로(SILO)의 배치도이다.  평가 상 

지역은 동서 방향으로 바다(약 1.8km)를 포함하여 약 4.5km, 남북방향으로 약 3km이

다.  표토층은 약 50m의 깊이로 구성하 으며, 그 아래 역들은 지표지질조사 자료

를 근거로 -500m까지 화강암으로 설정하 으며, 사일로는 -80m에 치해 있으며 콘

크리트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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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평가 상 지역  사일로 배치

2. 지하수 유동 모델링

그림 4.2는 처분장의 치를 나타낸 것으로, 총 80만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

할 수 있는 부지이다.  본 평가에서는 일차계획분인 10만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에 

한 처분그룹 ①의 6개의 사일로(SILO)만을 고려한다.  수리평가에 사용된 사일로의 

번호는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1~6으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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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6  5

그림 4.2 사일로의 치별에 따른 명명법

그림 4.3은 실제 지형과 3차원 평가 모델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선정된 지역의 3차원 모델이 실제 지형도(왼쪽)를 유사하게 모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 실제 지형과 3차원 모델의 비교

지하수 유동 해석에는 NAMMU 코드를 사용하 으며, 코드에서 용한 지하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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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배 방정식과 각 단면에 용한 경계조건은 앞 에 자세히 기술하 다.

그림 4.4는 수치해석을 한 평가 지역의 3차원 그리드 구성도이다.  보다 정확한 

지하수 유동 해석을 해 실제 평가에서는 NAMMU의 refinement 기능을 사용하여 

그리드를 세분화하 고, 정확한 수치해를 얻기 해 grid refinement에 따른 해의 수

렴 상을 면 히 조사해 해의 정확성 별을 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 다. 

W

E

그림 4.4 지하수 유동 해석을 한 3차원 격자 구성도

표 4.1은 NAMMU코드를 이용한 지하수 유동 평가 입력 자료인 투수계수와 공극률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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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m2) 공극률

표토층 6.0 × 10
-14

0.05

화강암 1.0 × 10-15 0.0074

사일로 1.0 × 10-17 0.15

단열 21 4.5 × 10
-14

0.3

단열 22 4.5 × 10
-14

0.3

단열 31 3.2 × 10
-14

0.3

단열 32 3.2 × 10
-14

0.3

단열 35 1.0 × 10-14 0.3

단열 37 1.5 × 10-14 0.3

단열 38 1.5 × 10
-14

0.3

표 4.1 지하수 유동 평가 입력 자료

W

S

N

E
바다

그림 4.5 평가 상 지역의 경계 구획  처분장의 치

그림 4.5는 평가 지역에서의 경계 구획  처분장의 치를 보여 다. 

우선 처분장에서의 경계 조건으로는 육지 상부에서는 앞 에서 설명한 육지 상부 

경계 조건을 용하 으며, 이 외의 역에서는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no-flow 조건

을 용하 다.

그림 4.6과 4.7은 처분장에서의 지하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처분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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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지하수는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사일로부터의 유출 경로는 지역 주민들의 시야에서 완 히 벗어나고 만일의 출 사

고시에도 희석 부피가 매우 큰 바다로 유입되어 해를 크게 감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 이에 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요망된다. 

그림 4.6 각 사일로로부터의 지하수 이동 경로 

그림 4.7 각 사일로로부터의 지하수 이동 경로

그림 4.8은 상기 유동 경로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해 유동 경로와 지하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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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속도 벡터를 함께 도시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서쪽 경계면에 높

은 산이 존재하고, 처분장이 치한 동쪽 지역에는 지하수 유동에 향을  수 있는 

고산 지 가 존재하지 않아 지하수 주 유동 경로는 서쪽 경계면으로 인해 서쪽에서 

동쪽방향으로 내려오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8 처분장 주변 지하수 유동 속도 벡터  이동경로

표 4.2과 4.3은 이러한 지하수 이동 평가 결과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 생태계까지

의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을 각 통과 암석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표 4.2는 EL. -128m

인 사일로 바닥부터의 지하수 이동 경로 평가 결과이며 표 4.3는 EL. -80m인 사일로 

덮개부분으로부터의 지하수 이동 평가 결과이다.  이와 같은 지하수 이동 시간과 이동 

거리는 방사선  안 성 평가를 한 입력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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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공극률
시간

(YEAR)

이동 거리

(M)

평균 속도

(M/YEAR)

Darcy 속도

(M/YEAR)

1
화강암 7.40E-03 8.29E+01 3.08E+02 3.71E+00 2.75E-02

표토층 5.00E-02 8.61E+01 1.50E+03 1.74E+01 8.70E-01

2
화강암 7.40E-03 1.01E+02 3.50E+02 3.46E+00 2.56E-02

표토층 5.00E-02 9.09E+01 1.53E+03 1.68E+01 8.40E-01

3
화강암 7.40E-03 1.40E+02 4.42E+02 3.16E+00 2.34E-02

표토층 5.00E-02 8.40E+01 1.36E+03 1.63E+01 8.15E-01

4
화강암 7.40E-03 3.01E+02 8.53E+02 2.83E+00 2.09E-02

표토층 5.00E-02 1.01E+02 1.24E+03 1.23E+01 6.15E-01

5
화강암 7.40E-03 2.21E+02 6.85E+02 3.10E+00 2.29E-02

표토층 5.00E-02 9.78E+01 1.37E+03 1.40E+01 7.00E-01

6
화강암 7.40E-03 1.71E+02 5.72E+02 3.35E+00 2.48E-02

표토층 5.00E-02 8.59E+01 1.41E+03 1.64E+01 8.20E-01

표 4.2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까지 이동 경로 거리와 시간

(EL. -128m)

암석 공극률
시간

(YEAR)

이동 거리

(M)

평균 속도

(M/YEAR)

Darcy 속도

(M/YEAR)

1
화강암 7.40E-03 5.33E+01 2.26E+02 4.24E+00 3.14E-02
표토층 5.00E-02 4.29E+01 8.33E+02 1.94E+01 9.70E-01

2
화강암 7.40E-03 7.68E+01 2.86E+02 3.72E+00 2.75E-02
표토층 5.00E-02 9.34E+01 1.60E+03 1.71E+01 8.55E-01

3
화강암 7.40E-03 1.19E+02 3.86E+02 3.24E+00 2.40E-02
표토층 5.00E-02 8.45E+01 1.40E+03 1.66E+01 8.30E-01

4
화강암 7.40E-03 2.93E+02 8.42E+02 2.87E+00 2.12E-02
표토층 5.00E-02 1.00E+02 1.23E+03 1.23E+01 6.15E-01

5
화강암 7.40E-03 2.01E+02 6.40E+02 3.19E+00 2.36E-02
표토층 5.00E-02 8.13E+01 1.28E+03 1.57E+01 7.85E-01

6
화강암 7.40E-03 1.46E+02 5.08E+02 3.47E+00 2.57E-02
표토층 5.00E-02 8.79E+01 1.47E+03 1.67E+01 8.35E-01

표 4.3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까지 이동 경로 거리와 시간

(EL. -80m)

단열이 있는 경우에 하여 앞서 사용한 경계조건을 용하여 지하수 유동의 안

성 평가를 하 다. 

그림 4.9와 4.10은 단열이 있는 경우 처분장으로부터의 지하수 유동의 이동 경로를 

보여 다.  단열이 있는 경우에도 지하수는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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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단열이 있는 경우, 처분장으로부터의 지하수 이동 경로

그림 4.10 단열이 있는 경우의 지하수 이동 경로

그림 4.11은 단열이 있는 경우 지하수 공극 속도 벡터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장이 연안에 치하게 되고 한 내륙에 투수계수가 상 으

로 높은 단열이 존재하고 지표지형이 단열로의 국지 인 지하수 유동을 유도하게 되

면 처분장의 치 변화에 따라 지하수 유동 경로가 변화하게 되어 복잡한 지하수 유

동 경로를 가지게 된다.  한 본 평가에서는 단열의 공극률이 1이라는 보수 인 가정

을 사용하 기 때문에 공극률이 작은 암석층보다는 단열을 통해 지하수 유동은 상부

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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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단열이 있는 경우의 지하수 공극 속도 벡터

표 4.4와 4.5은 이러한 지하수 이동 평가 결과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 생태계까지

의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을 각 통과 암석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표 4.4는 EL. -128m

인 사일로 바닥부터의 지하수 이동 경로 평가 결과이며 표 4.5는 EL. -80m인 사일로 

덮개부분으로부터의 지하수 이동 평가 결과이다.  이와 같은 지하수 이동 시간과 이동 

거리는 방사선  안 성 평가를 한 입력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암석 공극률
시간

(YEAR)

이동 거리

(M)

평균 속도

(M/YEAR)

Darcy 속도

(M/YEAR)

1
화강암 7.40E-03 4.97E+01 3.09E+02 6.22E+00 4.60E-02

표토층 5.00E-02 4.99E+01 9.51E+02 1.91E+01 9.55E-01

2
화강암 7.40E-03 7.69E+01 2.99E+02 3.89E+00 2.88E-02

표토층 5.00E-02 8.41E+01 1.46E+03 1.74E+01 8.70E-01

3
화강암 7.40E-03 7.69E+01 2.99E+02 3.89E+00 2.88E-02

표토층 5.00E-02 8.41E+01 1.46E+03 1.74E+01 8.70E-01

4
화강암 7.40E-03 2.23E+02 6.72E+02 3.01E+00 2.23E-02

표토층 5.00E-02 7.19E+01 1.14E+03 1.58E+01 7.90E-01

5
화강암 7.40E-03 1.52E+02 5.05E+02 3.32E+00 2.46E-02

표토층 5.00E-02 8.04E+01 1.37E+03 1.70E+01 8.50E-01

6
화강암 7.40E-03 1.03E+02 4.51E+02 4.37E+00 3.23E-02

표토층 5.00E-02 8.41E+01 1.46E+03 1.74E+01 8.70E-01

표 4.4 단열이 있는 경우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까지 이동 경로 거리와 시간

(EL. -12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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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공극률
시간

(YEAR)

이동거리

(M)

평균 속도

(M/YEAR)

Darcy 속도

(M/YEAR)

1
화강암 7.40E-03 3.12E+01 2.06E+02 6.60E+00 4.88E-02

표토층 5.00E-02 1.91E+01 4.23E+02 2.21E+01 1.11E+00

2
화강암 7.40E-03 4.48E+01 2.33E+02 5.20E+00 3.85E-02

표토층 5.00E-02 4.89E+01 9.38E+02 1.92E+01 9.60E-01

3
화강암 7.40E-03 5.26E+01 2.32E+02 4.41E+00 3.26E-02

표토층 5.00E-02 6.92E+01 1.26E+03 1.81E+01 9.05E-01

4
화강암 7.40E-03 1.55E+02 4.98E+02 3.21E+00 2.38E-02

표토층 5.00E-02 7.71E+01 1.30E+03 1.68E+01 8.40E-01

5
화강암 7.40E-03 1.08E+02 3.85E+02 3.57E+00 2.64E-02

표토층 5.00E-02 8.39E+01 1.46E+03 1.74E+01 8.70E-01

6
화강암 7.40E-03 8.34E+01 3.79E+02 4.55E+00 3.37E-02

표토층 5.00E-02 5.85E+01 1.10E+03 1.88E+01 9.40E-01

표 4.5 단열이 있는 경우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까지 이동 경로 거리와 시간

(EL. -80m)

표 4.6은 단열의 존재에 따른 지하수 이동 거리  시간 변화 평가 결과를 비교하

다.  단열이 있는 경우의 Darcy 속도는 단열이 없는 경우보다 최  약 1.6배정도 증가

하 다. 

암석

단열이 없는 경우 단열이 있는 경우

시간

(YEAR)

이동 거리

(M)

Darcy 속도

(M/YEAR)

시간

(YEAR)

이동 거리

(M)

Darcy 속도

(M/YEAR)

1
화강암 5.33E+01 2.26E+02 3.14E-02 3.12E+01 2.06E+02 4.88E-02

표토층 4.29E+01 8.33E+02 9.70E-01 1.91E+01 4.23E+02 1.11E+00

2
화강암 7.68E+01 2.86E+02 2.75E-02 4.48E+01 2.33E+02 3.85E-02

표토층 9.34E+01 1.60E+03 8.55E-01 4.89E+01 9.38E+02 9.60E-01

3
화강암 1.19E+02 3.86E+02 2.40E-02 5.26E+01 2.32E+02 3.26E-02

표토층 8.45E+01 1.40E+03 8.30E-01 6.92E+01 1.26E+03 9.05E-01

4
화강암 2.93E+02 8.42E+02 2.12E-02 1.55E+02 4.98E+02 2.38E-02

표토층 1.00E+02 1.23E+03 6.15E-01 7.71E+01 1.30E+03 8.40E-01

5
화강암 2.01E+02 6.40E+02 2.36E-02 1.08E+02 3.85E+02 2.64E-02

표토층 8.13E+01 1.28E+03 7.85E-01 8.39E+01 1.46E+03 8.70E-01

6
화강암 1.46E+02 5.08E+02 2.57E-02 8.34E+01 3.79E+02 3.37E-02

표토층 8.79E+01 1.47E+03 8.35E-01 5.85E+01 1.10E+03 9.40E-01

표 4.6 단열의 존재에 따른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까지 이동 경로 거리와 시간

(EL. -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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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와 4.13은 처분장 지역에서의 해수 침투 상을 NAMMU로 해석한 것이

다.  평가 상 처분장은 해안에 치하고 있으므로 해수 침투에 의한 향을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해수 침투는 담수 지하수의 분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처분장 내 

시멘트  철 구조물의 열화를 진시키고 벤토나이트 방벽의 팽윤을 지하며 흡착

능을 감시키기도 한다. 

그림 4.12 해수의 향을 고려한 경우의 지하수 이동 경로

그림 4.13 해수의 향을 고려한 경우, 사일로부터의 지하수 이동 경로

표 4.7~8은 해수의 향을 고려한 경우, 지하수 이동 평가 결과 각 처분 치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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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공극률
시간

(YEAR)

이동거리

(M)

평균 속도

(M/YEAR)

Darcy 속도

(M/YEAR)

1
화강암 7.40E-03 5.18E+01 2.33E+02 4.51E+00 3.34E-02

표토층 5.00E-02 1.73E+01 3.68E+02 2.14E+01 1.07E+00

2
화강암 7.40E-03 6.34E+01 2.62E+02 4.13E+00 3.06E-02

표토층 5.00E-02 1.73E+01 3.08E+02 1.78E+01 8.90E-01

3
화강암 7.40E-03 6.92E+01 2.65E+02 3.82E+00 2.83E-02

표토층 5.00E-02 3.19E+01 3.12E+02 9.77E+00 4.89E-01

4
화강암 7.40E-03 1.11E+02 3.99E+02 3.59E+00 2.66E-02

표토층 5.00E-02 6.92E+01 2.89E+02 4.18E+00 2.09E-01

5
화강암 7.40E-03 1.04E+02 3.95E+02 3.81E+00 2.82E-02

표토층 5.00E-02 2.79E+01 2.87E+02 1.03E+01 5.15E-01

6
화강암 7.40E-03 9.29E+01 3.82E+02 4.12E+00 3.05E-02

표토층 5.00E-02 1.75E+01 2.98E+02 1.70E+01 8.50E-01

표 4.7 해수를 고려한 경우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까지 이동 경로 거리와 시간    

(EL. -128m)

암석 공극률
시간

(YEAR)

이동거리

(M)

평균 속도

(M/YEAR)

Darcy 속도

(M/YEAR)

1
화강암 7.40E-03 3.11E+01 1.61E+02 5.19E+00 3.84E-02

표토층 5.00E-02 1.06E+01 2.87E+02 2.72E+01 1.36E+00

2
화강암 7.40E-03 3.54E+01 1.65E+02 4.65E+00 3.44E-02

표토층 5.00E-02 1.84E+01 3.97E+02 2.16E+01 1.08E+00

3
화강암 7.40E-03 4.74E+01 1.96E+02 4.13E+00 3.06E-02

표토층 5.00E-02 1.76E+01 3.24E+02 1.84E+01 9.20E-01

4
화강암 7.40E-03 8.36E+01 3.28E+02 3.92E+00 2.90E-02

표토층 5.00E-02 2.91E+01 3.08E+02 1.06E+01 5.30E-01

5
화강암 7.40E-03 7.42E+01 3.13E+02 4.22E+00 3.12E-02

표토층 5.00E-02 1.81E+01 3.20E+02 1.77E+01 8.85E-01

6
화강암 7.40E-03 5.70E+01 2.69E+02 4.72E+00 3.49E-02

표토층 5.00E-02 1.85E+01 4.02E+02 2.18E+01 1.09E+00

표 4.8 해수를 고려한 경우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까지 이동 경로 거리와 시간    

(EL. -80m)

표면 생태계까지의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을 각 통과 암석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표 

4.7은 EL. -128m인 사일로 바닥부터의 지하수 이동 경로 평가 결과이며 표 4.8은 EL. 

-80m인 사일로 덮개부분으로부터의 지하수 이동 평가 결과이다. 

표 4.9는 해수의 향에 따른 지하수 이동 거리  시간 변화 평가 결과를 비교하

다.  해수의 향을 고려한 경우의 Darcy 속도는 해수의 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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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최  약 1.4배정도 증가하 다. 

암석

해수의 향을 고려하지 경우 해수의 향을 고려한 경우

시간

(YEAR)

이동 거리

(M)

Darcy 속도

(M/YEAR)

시간

(YEAR)

이동 거리

(M)

Darcy 속도

(M/YEAR)

1
화강암 5.33E+01 2.26E+02 3.14E-02 3.11E+01 1.61E+02 3.84E-02

표토층 4.29E+01 8.33E+02 9.70E-01 1.06E+01 2.87E+02 1.36E+00

2
화강암 7.68E+01 2.86E+02 2.75E-02 3.54E+01 1.65E+02 3.44E-02

표토층 9.34E+01 1.60E+03 8.55E-01 1.84E+01 3.97E+02 1.08E+00

3
화강암 1.19E+02 3.86E+02 2.40E-02 4.74E+01 1.96E+02 3.06E-02

표토층 8.45E+01 1.40E+03 8.30E-01 1.76E+01 3.24E+02 9.20E-01

4
화강암 2.93E+02 8.42E+02 2.12E-02 8.36E+01 3.28E+02 2.90E-02

표토층 1.00E+02 1.23E+03 6.15E-01 2.91E+01 3.08E+02 5.30E-01

5
화강암 2.01E+02 6.40E+02 2.36E-02 7.42E+01 3.13E+02 3.12E-02

표토층 8.13E+01 1.28E+03 7.85E-01 1.81E+01 3.20E+02 8.85E-01

6
화강암 1.46E+02 5.08E+02 2.57E-02 5.70E+01 2.69E+02 3.49E-02

표토층 8.79E+01 1.47E+03 8.35E-01 1.85E+01 4.02E+02 1.09E+00

표 4.9 해수의 향에 따른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까지 이동 경로 거리와 시간

(EL. -80m)

사일로에 유입되는 지하수 유량을 계산하기 해 2차원의 처분장에 한 지하수 유

동을 평가를 수행하 다.  2차원의 평가 지역은 3차원에서 설정된 평가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기 으로 하여 정된 처분장 지역을 가로지르는 단면으로 선정되었다.  그

림 4.14와 4.15는 수치해석을 한 평가 지역의 2차원 단면도와 grid 구성도이다.  처

분장 주변의 refinement에 유의해 처분장 주변에서 수치해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사일로는 좌측에 치한 사일로에서부터 1, 2 그리고 3으로 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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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지하수 유동 해석을 한 2차원 단면

그림 4.15 지하수 유동 해석을 한 FEM 격자망

그림 4.16은 해수의 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지하수 이동 경로를 도시한 그림

이다.  각 사일로로부터의 지하수는 암석층과 표토층의 면을 따라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3차원 평가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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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해수의 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 이동 경로

그림 4.17과 4.18은 바다의 향을 고려한 경우의 염도 분포  지하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각 사일로부터의 지하수는 바다로 유입되고 있지만 도가 높은 해수

의 향으로 인하여 해수의 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지표면에 유출되는 거리

가 더 짧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7 해수의 향을 고려한 경우의 염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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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해수의 향을 고려한 경우의 지하수 이동 경로

표 4.10은 해수가 각 사일로에 유입되는 유량들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나

타낸 것이다.  해안에 가까이 있는 사일로일수록 사일로에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어들고 있으며, 해수의 향을 고려한 경우가 해수의 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유입되는 유량도 많다. 

유입되는 유량(kg/s)

해수의 향 무시 해수의 향 고려

1 1.71E-03 1.61E-02

2 1.53E-03 2.45E-03

3 1.08E-03 4.00E-04

표 4.10 각 사일로에 유입되는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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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국부 지하수 유동 향 평가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는 80만 드럼이 처분될 정이며, 

우선 2010년에 10만 드럼이 처분될 정이다.  처분장 폐쇄후 방사성 핵종들이 지

하수에 용해  유출되어 공학 , 천연 방벽을 통과하여 생태계로 유출되는 경로는 

요하다.  이와 같은 유출 경로의 정보는 매질별 이동 시간(traveling time)과 이동 

거리 (path length)로 별되어 MASCOT 등 종합 안 성 평가의 입력 자료로 활용

된다.  한 지하수 유동 상은 방사성 핵종 농도의 희석과도 한 연 이 있다.  

즉 처분장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포화됨 고화체를 용해시켜 외부로 유출시키는 

지하수 유입량과 최종 으로 생태계에로 유입되는 유입량을 비교하면 희속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 주안 을 두고 지하수 유동을 평가

하고자 하 다.

지하수 유동 평가를 해 본 연구에서 용한 수치해석 코드는 NAMMU이다. 

국 Serco에서 개발한 NAMMU는 국 Sellafield 처분 후보지역, 스웨덴 SFR, 

Aspo 지역 평가 등 처분장 지하수 유동 평가를 해 리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NAMMU를 이용해 2차원  3차원 지하수 유동 평가를 다공매질(EPM)을 가

정하고 수행하 다.

평가 상 지역은 FEFLOW를 이용한 역 수리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평가 

상 지역을 선정하 다. FEFLOW 평가 결과 주어진 최  경계 조건인 두 단열을 

가상 경계면으로하고 FEFLOW 평가로부터 도출된 수두 값을 경계 조건으로 하여 

정상 상태에서의 지하수 유동 평가를 수행하 다. 

경주 처분장은 오른편으로 바다가 치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이동 경로의 종착

은 해 로 측된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의 지하수 유동을 측하기 해서는 

담수 이동에 향을 주는 해수 이동도 함께 고려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

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해수의 존재를 무시하고 담수만 고려하는 평가 결

과는 실제 상황보다 훨씬 덜 보수 으로 이동 거리와 시간을 산출하게 되므로 주의

가 필요하다.

그림 4.19는 실제 지형과 3차원 평가 모델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선정된 지역의 3차원 모델이 실제 지형도(왼쪽)를 유사하게 모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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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제 지형                    (b) 3차원 평가 모델

그림 4.19 실제 지형과 3차원 평가 모델

지하수 유동 해석에는 NAMMU 코드를 사용하 다. 그림 4.20은 수치해석을 한 

평가 지역의 3차원 그리드 구성도이다.  보다 정확한 지하수 유동 해석을 해 실제 

평가에서는 NAMMU의 기능을 사용하여 격자망을 세분화하 고, 정확한 수치해를 

얻기 해 격자망 세분화(grid refinement)에 따른 해의 수렴 상을 면 히 조사해 

해의 정확성 별을 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 다. 

그림 4.20 3차원 그리드 구성도

표 4.11은 NAMMU코드를 이용한 지하수 유동 평가 입력 자료인 투수계수와 공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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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나타낸다.

항목 투수계수(Permeability, m
2
) 공극율(Porosity, -)

화강암

kxx 4.19 × 10
-14

0.0035kyy 4.03 × 10
-14

kzz 4.44 × 10
-14

폐기물 1.0 × 10
-11

0.3

단열 4.5 × 10
-14

0.3

표 4.11 지하수 유동 평가 입력 자료

처분장에서의 경계 조건으로는 육지 상부에서는 앞 에서 설명한 육지 상부 경계 

조건을 용하 으며, 이 외의 역에서는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불투수 경계조건

(no-flow boundary condition)을 용하 다.

그림 4.21와 4.22는 처분장 주변에서의 수두 분포도와 염도 분포도를 나타낸다.  지

표 지형에 따라 왼쪽 상부에 지하수두 값이 가장 크며 이러한 높은 지하수두로 인해 

이동이 시작된 지하수는 처분장을 거쳐 최종 으로 연안 지역의 표토층으로 유출된

다.

그림 4.21 처분장 주변에서의 수두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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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처분장 주변에서의 염도분포도

그림 4.23 ~ 4.25는 각각 처분장으로부터의 지하수 이동 경로와 처분장 주변의 지

하수 공극 속도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처분

장으로부터의 지하수 유동에는 해수의 향이 이다.  만일 해수의 유입을 고

려하지 않으면 처분장을 출발한 지하수 흐름은 그림 4.23에 도시된 오른쪽 경계면 

근방으로 길게 연결된다.  그러나 도가 무거운 해수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상

으로 도가 가벼운 지하수 흐름은 상부 방향으로 바 게 된다.  이러한 향에 따

라 처분장에서 유출된 지하수는 더 이상 왼쪽 경계면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처

분장 NNE 방향으로 비교  짧은 궤 을 그리며 이동하게 된다.

그림 4.23 상부에서 본 지하수 이동 경로



- 192 -

그림 4.24 단면에서 본 지하수 이동 경로

그림 4.25 지하수 공극 속도 벡터

표 4.12는 이러한 지하수 이동 평가 결과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 생태계까지의 이

동 거리와 소요 시간을 각 통과 암반별로 정리한 결과이다.  이는 EL. -128m인 사일

로 바닥부터의 지하수 이동 경로 평가 결과이며, 이와 같은 지하수 이동 시간과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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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방사선  안 성 평가를 한 입력 자료로 사용된다.  

경로 암종 공극율
이동시간

(년)

이동거리

(m)

평균속도

(m/year)

Darcy 속도

(m/year)

1 화강암 3.50E-03 2.61E+00 5.89E+02 2.25E+02 7.88E-01

2 화강암 3.50E-03 3.16E+00 6.45E+02 2.04E+02 7.14E-01

3 화강암 3.50E-03 2.19E+00 5.11E+02 2.33E+02 8.16E-01

4 화강암 3.50E-03 2.47E+00 5.40E+02 2.19E+02 7.67E-01

5 화강암 3.50E-03 1.53E+00 4.02E+02 2.62E+02 9.17E-01

6 화강암 3.50E-03 1.95E+00 4.53E+02 2.33E+02 8.16E-01

표 4.12  각 처분 치에서 지표면까지 이동 경로 거리와 시간

(EL. -128m)

표 4.13은 각 폐기물 내에서의 기 Darcy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경로   

1 1.33E+00 -3.43E+00 -1.49E+00

2 1.57E+00 -3.06E+00 -2.19E+00

3 1.60E+00 -2.85E+00 -1.62E+00

4 1.57E+00 -2.37E+00 -2.17E+00

5 1.92E+00 -3.01E+00 -1.70E+00

6 1.68E+00 -2.37E+00 -2.35E+00

표 4.13 각 폐기물에서의 기 Darcy 속도(m/year)

표 4.14는 사일로가 열화된 경우, 각 사일로에 유입되는 지하수량을 알아보기 해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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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로 치 유입되는 유량(m
3
/year)

1 1.64E+03
2 5.31E+03
3 3.92E+03
4 4.87E+03
5 4.21E+03
6 4.29E+03

표 4.14  열화된 사일로에 유입되는 유량

인공방벽이 있는 경우, 사일로에 유입되는 지하수 유량을 계산하기 해 2차원의 처

분장에 한 지하수 유동을 평가를 수행하 다.  2차원의 평가 지역은 3차원에서 설정

된 평가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을 기 으로 하여 정된 처분장 지역을 가로지르는 단

면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4.26과 그림 4.27은 수치해석을 한 평가 지역의 2차원 단

면도와 격자망 구성도이다.  처분장 주변의 격자망 세분화를 통해 처분장 주변에서 수

치해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사일로는 좌측에 치한 사일로에서부터 1, 

2 그리고 3으로 명명하 다. 

1 2 3

그림 4.26 지하수 유입 유량 해석을 한 2차원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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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지하수 유입 유량 해석을 한 FEM 격자망

표 4.15는 2차원의 인공 방벽을 가진 사일로에 해 해석을 하기 한 입력 자료인, 

투수계수와 공극률을 나타낸다. 

항목 투수계수(Permeability, m
2
) 공극율(Porosity, -)

화강암
kxx 4.19 × 10

-14

0.0035
kzz 4.44 × 10-14

인공방벽 3.0 × 10
-18

0.15

폐기물 1.0 × 10-11 0.3

표 4.15 입력자료

그림 4.28~4.30은 염도의 분포  지하수 이동 경로와 속도벡터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4.29에서 폐기물부터 유출된 지하수는 모두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림 4.30에서 지하수 공극속도벡터는 3차원에서의 공극 속도 벡터와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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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염도 분포도

그림 4.29 지하수 이동 경로

그림 4.30 지하수 공극속도 벡터

그림 4.31은 폐기물 주변의 압력 분포도와 공극 속도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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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력 분포도                     (b) 공극 속도 벡터

그림 4.31 사일로 주변의 압력 분포도  공극 속도 벡터

  

표 4.16은 각 폐기물로부터 생태계까지 이동하는 지하수의 이동 시간  이동 거리 등

을 나타낸 것이다. 

사일로 항목 시간 (year) 이동 거리 (m)
평균 속도 

(m/yr)

Darcy 속도 

(m/yr)

1
사일로 1.80E+04 1.34E+01 7.44E-04 1.12E-04

화강암 2.95E+00 3.51E+02 1.19E+02 4.16E-01

2
사일로 1.83E+04 1.34E+01 7.32E-04 1.10E-04

화강암 2.15E+00 2.68E+02 1.25E+02 4.37E-01

3
사일로 1.59E+04 1.35E+01 8.49E-04 1.27E-04

화강암 1.50E+00 1.95E+02 1.30E+02 4.57E-01

표 4.16 각 사일로의 이동 시간  거리

표 4.17은 각 폐기물 내에서의 기 Darcy 속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사일로
Darcy 속도(m/yr)

 

1 1.0798E-04 1.8732E-06

2 1.0545E-04 5.8937E-06

3 1.2003E-04 1.2082E-05

표 4.17 각 폐기물에서의 기 Darcy 속도

표 4.18은 인공방벽이 있는 경우 각 사일로에 유입되는 유량들을 나타낸 것이다. 해

안에 가까이 있는 사일로일수록 사일로에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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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로 치 유입되는 유량(m3/year)

1 3.99E+01

2 4.09E+01

3 4.63E+01

표 4.18 각 사일로에 유입되는 유량

유입량에 있어서, 해수의 고려는 해수와 지하수와의 도차로 인하여 사일로의 지

하수 유입량을 어들게 만든다.  그래서 해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지하수 유입량

이 좀 더 보수 인 경우가 된다. 따라서 표 4.19와 4.20은 해수의 향을 고려하지 않

은 경우의 지하수 유입량과 기 Darcy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앞의 표에서 나타낸 

지하수 유입량 보다 좀 더 많은 량이 사일로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일로 

번호

유입되는 유량 (m
3
/yr)

인공방벽을 통해 

유입되는 유량

폐기물에 

유입되는 유량

1 66.0 35.7

2 66.3 34.7

3 80.3 42.1

표 4.19 사일로에 유입되는 유량 

사일로 

번호

Initial Darcy Velocity (m/yr)

암반에서의 속도 인공방벽에서의 속도 폐기물에서의 속도

vx vy vx vy vx vy

1 2.0591E-02 1.3474E-01 2.5382E-03 4.5537E-06 2.5361E-03 1.0177E-03

2 1.8809E-02 2.4082E-01 2.3773E-03 8.1395E-06 2.3764E-03 1.8242E-03

3 2.3632E-02 3.1944E-01 2.9133E-03 1.0796E-05 2.9109E-03 2.4062E-03

표 4.20 각 사일로에서의 기 Darcy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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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Japan Atomic Energy Agency(JAEA) 
have been used the conceptual and mathematical models and dataset of biosphere assessment for 
generic surface environments, with considering a regional characteristic of East Asia.

In this study, the conceptual and mathematical models and dataset of biosphere assessment 
in KAERI and JAEA were compared and the difference of both was extracted. Then, the 
important research items necessary to upgrade the biosphere assessment methodology were 
discussed.

1. Introduction

In the safety assessment of geological disposal, it is often necessary to estimate future 
radiological impacts(e.g. radiation dose)on human beings.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s, surface 
environment (biosphere) into which future releases of radionuclides might occur and the 
associated future human behavior needs to be considered.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Japan Atomic Energy Agency(JAEA) 
have been used the conceptual and mathematical models and dataset of biosphere assessment for 
generic surface environments, with considering a regional characteristic of East Asia. These 
models have been used to derive factors to convert the radionuclide flux from a geosphere to a 
biosphere into a radiation dose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In this study, the conceptual and mathematical models and dataset of biosphere assessment 
in KAERI and JAEA were compared and the difference of both was extracted. Then, the 
important research items necessary to upgrade the biosphere assessment methodology were 
discussed.

2. Methods

The following approaches were developed to compare KAERI biosphere models and JAEA 
biosphere models;

・ Comparing the geosphere-biosphere interface for the representative model cases
・ Comparing the radionuclide transfer pathways and the human exposure pathways on 
conceptual and mathematical model
・ Comparing the dataset on a representative mode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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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ng the results of running KAERI-GoldSim and JAEA-AMBER
・ Comparing the significant biosphere parameters identified by sensitivity analysis

3. Results and discussion
3.1 Geosphere-biosphere interface (GBI)

Table 1 shows the GBIs for KAERI biosphere models and JAEA biosphere models. 
Radionuclides then enter the biosphere via a GBI where radionuclides in groundwater release into 
biosphere. Various land-based and marine-based GBIs assessed in the biosphere assessment. The 
land-based GBIs included releases to a river and a well. When freshwater in an aquifer flows 
into the sea or when a repository is located in a coastal area where the groundwater is saline, 
the marine area is considered as a GBI. Therefore for the biosphere assessment, the local 
(coastal/near-shore region) and the oceanic marine areas were also defined as a potential 
marine-based GBI.

For KAERI biosphere model, "aquifer compartment" was constructed to consider sorption 
and dilution in the aquifer. The model considered "aquifer compartment" was also discussed in 
model uncertainty case on H12 report.

3.2 Radionuclide transfer pathways and Human exposure pathways

The distribution of radionuclides within biosphere was represented using a compartment 
model, in which uniform mixing of radionuclides within a compartment was assumed. It was 
assumed that all radionuclides that entered the aquifer were transported to the GBI without 
retardation by sorption in the aquifer and then entered the GBI directly. Distribution among 
compartments was modeled taking into account the transport processes. 

To evaluate radiation doses to human beings, exposure pathways were defined, based on 
the way in which radionuclides were assumed to be distributed within the various biosphere. 
Then, characteristics that represent extreme human behavior were assumed.

Almost the same radionuclide transfer pathways and human exposure pathways were 
described in KAERI and JAEA biosphere models (see Figures 1 and 2).

The details of the conceptual and mathematical models on radionuclide transfer and human 
exposure pathways were shown in some Japanese reports (Japan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2000; Japan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Federation of Electric Power Companies 
of Japan, 2007).

3.3 Biosphere dataset

The following biosphere parameters had different values in KAERI biosphere dataset and 
JAEA biosphere dataset

・ Size of compartment (area, depth, volume) 
・ Diffusion rate due to bioturbation in a local marine environment
・ Dose coefficients for internal/ external irradiation
・ Translocation fraction for pasture
・ Human consumption rates
・ Animal consumption rate of fodder/ water
・ Animal stocking densities
・ Weathering rate for pasture
・ Edible plant yield for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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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Results of calculations by KAERI- GoldSim and JAEA-AMBER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for the exposure groups (farming, freshwater fishing and 
marine fishing) were calculated for river water, deep well and local marine water models by 
GoldSim® and AMBER®, without considering sorption and dilution in the aquifer. In addition, 
another river water model with sorption and dilution in the aquifer was constructed.

Table 2 shows the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for three exposure groups calculated by 
KAERI-GoldSim and JAEA-AMBER. The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of C-14 and I-129 for 
marine fishing exposure groups calculated by KAERI-GoldSim were lower than those by 
JAEA-AMBER, because the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derived from human consumption of 
marine products caused zero by setting that the concentration ratios for marine products were 
zero in KAERI biosphere dataset. The other conversion factors were almost the same. 

3.5 Identification of significant biosphere parameters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Sensitivity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evaluate and underst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parameters. In the sensitivity analysis,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were 
calculated by straightforward Monte Carlo method, with sampling of the parameter values from 
the minimum and maximum ranges of all the parameters except the size of compartments and 
dose coefficients for internal and external irradiation. On the other hand,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the result of the Monte Carlo simulation 
by SAS®. The significant biosphere parameters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the absolute value 
of the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s. Table 3 shows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for 
I-129 in the each model.

From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biosphere model, it become clear that 
transfer parameters in the surface environments (e.g. groundwater flow, volume of irrigation 
water), human consumption rates, and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s of radionuclides to agricultural 
products have larger influence on the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than any other parameters.

4. Conclusions

KAERI and JAEA biosphere models were compared and it was shown that almost the 
same radionuclide transfer and human exposure pathways were described in both biosphere 
models. Some of biosphere parameters had different values in KAERI biosphere dataset and 
JAEA biosphere dataset.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were calculated with some biosphere models developed by 
KAERI and JAEA. Only the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of C-14 and I-129 for marine 
fishing exposure groups were different between KAERI-GoldSim and JAEA-AMBER. The other 
conversion factors were almost the same.

Sensitivity analysis for the biosphere model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significant 
biosphere parameterson I-129. It was concluded that transfer parameters in the surface 
environments, human consumption rates and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s of radionuclides to 
agricultural products have larger influence on the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than any other 
parameters.

It should be necessary to identify the significant biosphere parameters for key radionuclides 
other than I-129 and to check the data sources of parameters especially in KAERI biosphere 
dataset,for making the priority list for future oriental biospher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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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ual model on radionuclide transfer and human exposure pathways in 
KAERI-Wel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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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JAEA

River River
River water

River sediment

Well Deep well

Marine Marine

Local marine water

Local marine sediment

Inter-tidal sediment

Deep marine sediment

Table 1 GBIs for KAERI biosphere models and JAEA biospher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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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and comments

KAERI JAEA

Size of compartment (area, depth, 
volume)

Based on the several literature source 
and JAEA’s H12 report.
Some measured and available data 
were also adopted for river 
compartment and river flow rate

Set by choosing the minimum values 
consistent with the assumption of fast 
and homogeneous mixing of 
contaminants and, for the exposure 
environment, by choosing the 
minimum area required for production 
of food

Diffusion rate due to bioturbation 
in a local marine environment

Based on H12 report Based on Klos et al. (1989).

Dose coefficients for internal/ 
external irradiation

Same to JAEA case
Based on STA (2000) and Macdonald 
and Laverock (1996)..

Translocation fraction for pasture Same to JAEA case

Based on several literature sources. 
When data from the literature were 
absent, expert judgment was used, 
drawing mainly on chemical analogy.

Human consumption rates

Based on National Health 
Examination and Survey in Korea  
(2002).
Ministry of Health and Wellfare

Based on Japanese statistical data, 
such as those from MHW (1997), etc.

Animal consumption rate of 
fodder/ water

Based on National Health Examination 
and Survey in Korea (2002)
Ministry of Health and Wellfare

Based on several literature sources.

Animal stocking densities
Based on National Health Examination 
and Survey in Korea (2002)
Ministry of Health and Wellfare

Based on several literature sources.

Weathering rate for pasture Same to JAEA case

Based on several literature sources. 
When data from the literature were 
absent, expert judgment was used, 
drawing mainly on chemical analogy.

Edible plant yield for crops Same to JAEA case
Calculated from yield per unit area 
and the area occupied by each crop.

Table 2 References and comments of biosphere parameters different between KAERI biosphere 
models and JAEA biosphere models



- 208 -

KAERI-GoldSim

GBI Exposure group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mSv/y)/(Bq/y)]

I-129 C-14 Cs-135 Np-237

River water

Farming 4.5x10-12 2.4x10-14 1.1x10-13 1.7x10-12

Freshwater fishing 6.7x10-13 3.6x10-15 6.0x10-14 7.4x10-13

Marine fishing 6.0x10-19 1.9x10-21 3.2x10-16 1.4x10-14

Deep well

Farming 3.7x10-11 2.0x10-13 8.5x10-13 3.5x10-11

Freshwater fishing 6.7x10-13 3.6x10-15 2.1x10-12 3.4x10-12

Marine fishing 6.0x10-19 1.9x10-21 3.2x10-16 1.4x10-14

Local marine water
Farming - - - -

Marine fishing 6.0x10-19 1.9x10-21 3.2x10-16 1.4x10-14

River water with aquifer

Farming 4.5x10-12 2.4x10-14 1.1x10-13 1.7x10-12

Freshwater fishing 6.7x10-13 3.6x10-15 6.0x10-14 7.5x10-13

Marine fishing 3.5x10-18 1.1x10-20 3.2x10-16 1.4x10-14

JAEA-AMBER

GBI Exposure group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mSv/y)/(Bq/y)]

I-129 C-14 Cs-135 Np-237

River water

Farming 3.2x10-12 6.4x10-14 1.2x10-13 1.3x10-12

Freshwater fishing 7.7x10-13 3.5x10-14 3.0x10-14 7.6x10-13

Marine fishing 2.3x10-14 2.4x10-14 3.7x10-16 2.4x10-14

Deep well

Farming 1.6x10-10 3.2x10-12 6.0x10-12 6.6x10-11

Freshwater fishing 1.0x10-13 3.1x10-14 1.8x10-14 9.2x10-14

Marine fishing 2.3x10-14 2.4x10-14 3.7x10-16 2.4x10-14

Local marine water
Farming 2.0x10-17 4.9x10-18 8.1x10-18 5.9x10-18

Marine fishing 2.3x10-14 2.4x10-14 3.7x10-16 2.3x10-14

River water with aquifer

Farming 3.2x10-12 6.7x10-14 1.2x10-13 1.6x10-12

Freshwater fishing 7.3x10-13 3.5x10-14 3.0x10-14 8.1x10-13

Marine fishing 2.3x10-14 2.4x10-14 3.7x10-16 7.3x10-14

Table 3 The flux-to-dose conversion factors calculated by KAERI-GoldSim and JAEA-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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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Ranking

JAEA-River water model JAEA-Deep well model KAERI-Well model

1 River flow rate Volume of irrigation water Infiltration / recharge rate

2 Volume of irrigation water
Fraction of irrigation water 

intercepted by rice
Total porosity of river water 

compartment

3 Edible plant yield for rice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iodine for surface soil
Groundwater flow

4 Human consumption rate of rice
Human consumption rate of 

chicken eggs
Volume of irrigation water

5
Amount of irrigation water per 

unit area for grain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s of 

iodine for root vegetables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s of 

iodine for rice

6
Fraction of irrigation water 

intercepted by grain
Weathering rate of iodine for 

grain
Distribution coefficients of 

iodine for surface soil

7
Weathering rate of iodine for 

fruit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s of 

iodine for grain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s of 

iodine for grain

8
Weathering rate of iodine for 

rice
Human consumption rate of 

root vegetables
Human consumption rate of 

root vegetables

9
Fraction of irrigation water 

intercepted by rice
Amount of irrigation water per 

unit area for grain
Human consumption rate of rice

10
Weathering rate of iodine for 

grain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s of 

iodine for pasture
Soil to plant transfer factors of 

iodine for root vegetables

Range 
of 

paramet
ers

・Assumed to be minimum and 
maximum values of JAEA 
biosphere dataset

・Ranges of element-specific 
parameters were assumed to 
be one order of magnitude 
either side of best estimate

・Assumed to be minimum and 
maximum values of JAEA 
biosphere dataset

・Assumed to be one order 
of magnitude either side of 
best estimate

・Ranges of animal occupancy, 
food preparation losses, total 
porosity, water-filled porosity, 
sediment grain density of 
compartment were assumed to 
be minimum and maximum 
values of JAEA biosphere 
dataset

Distribu
tion of 
paramet

ers

・Uniform (the range of the 
parameter is less than one 
order of magnitude)

・Log uniform (the range of 
the parameter is more than 
one order of magnitude)

・Uniform (the range of the 
parameter is less than one 
order of magnitude)

・Log uniform (the range of 
the parameter is more than 
one order of magnitude)

・Uniform (the range of the 
parameter is less than one 
order of magnitude)

・Log uniform (the range of 
the parameter is more than 
one order of magnitude)

Coeffici
ent of 

determi
nation

0.715 0.706 0.853

F value 44.8 205 106

Table 4 Significant biosphere parameters for KAERI and J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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