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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훌틸 文

I. 題 目

鳳흩훌훌훌故結末中 放射龍훨훌散 및 被빼훌 解折 置運{G 훌R홈e

II. 新究의 目的 및 童要性

PSA Level 3 흙究로 擔稱되논 鳳魔 홉훌故結末解析은 I훌電의 율훌훌t. 훌훌b에 대한

總體的인 覆월훌安全性 홈F價， 훌故에 대한 체계척인 危훔度 分析， 쩔체 변경시

훌훌境安全홉 檢밟， 타 에너지원과의 危홈度 比훌훌훌Jf，-e 둥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또한

鳳電作業 ~훌者나 團훌훌住民의 健廣올 보효하거나 쩔뿔된 ±훌， 大혔.*賣 및

흩t윷f1J률에 대해 휘할 수 있는 여러가지 非帶활廳第률의 상대쩍 충요생율 파악케 힐

수 있다.

鳳電훌故結末解析운 훌故 覆型.BU 放훨훌훌훌의 훌홉버에셔 시작하여， 周필훌훌境의 훨훨

및 住民의 被훌과 이에 관련된 危홈度 및 훌훌濟性율 붐석뼈야 한다. J훌廣뼈한 짧境에서

의 放射흰ktt1質의 移行은 착국의 여러가지 훌k쳐k.홈性에 지배되어 이올 고려해주는 모탤

의 채택 없이는 정확한 훌훌故結末율 얻올 수가 없다. 본 연구의 목척은 훌故結末에 가

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大혔鐵散 빛 被題解析 분야률 團內 it:會훌훌境에 맞게 수립

함으로써 정확한 結末 寶椰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II I. 鼎究의 內容 및 範圍

외국의 많存 專故結末鷹析코드를 국내에 그대로 척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툴어1 악해 정확한 專故結末을期홉할 수가 없다. 륙， 각국의 혔候 및 地形

曉性에 따른 放射性빼寶의 훌훌散 및 移動 牌性， 農塵4용의 樹作形훌훌 빛 土樓構遭，

沈積 故射性 빼賣의 農作勳 및 軟훌內 季節的인 변화와 食生폼의 차이에 따른 내부

被廳形蘭. 豪量構造와 관련된 放射觸 避薦因子， 道짧網， 病院施훌훌 동의 사회 間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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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훌훌에 따룬 住民 짧關 및 훌훌 모텔의 륙성 , 身體의 異質的 題位에 따른

危홈度因子(risk factor) 둥둥이 대표척인 훌異點률이다.

이툴 충 훌故結末에 가장 큰 영향울 주는 大훌훌훌훌散과 被題 解析 分野를 국내 覆境

홈폴에 맞께 解析하그l자 하였다. 이률 위해 먼져t 10여년 훌積된 地城 및 數빼

훌훌賣料를 統計훌理함으로써 국내 및 발전소 數빼의 훌훌候牌性에 기준한 훌훌훌群율

션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수많은 大혔據散 모델을 검토하여， 敵앓모델율 훌故

홉末훌析에 타당한 最運모웰로 션쩡하였다. 이 션쩡에는 모헬에 入力되어야 할 훌훌

훌혐의 取짧可能性， 충요한 風向변화의 고려가능생 및 포댈운용의 컴훌훌性， 그리고

훌行 컴퓨터의 탠u 시간과 홉禮뺨를이 고려되었다.

外部被훌 解析융 위해서눈 自톨훌 關훌훌한 훌價홈分 모헬에 의해 훨射폴按훌훌의 에녀지

훨位， 格子 크기， 꺼리에 따른 單位 放射線..훌올 사천에 계산한， 데이타 Ii뼈r와γ률

이용를}는 방식융 션청하였다. 內都훌훌의 경쭈 빼團人의 빼食뺑 훌取類型과

農作tJ의 훌1tfJ: 및 流훌훌*홈性율고려한 動的 被빼훌解析모탤올 1단계로 착생하였다.

한편 非常혈睡 모벨에 있어 추민의 行動類훨과 遭嚴網， 훌훌身훌度， 여러 훌量

構造에 따른 훌훌蘇困子 둥 狀홈에 따라 不硬賣한 챔이 많다. 륙히 주민의 行動훌훌式운

아무리 사천에 非常없|轉이나數育올 통해 放射線~뽑애 대한 훌훌뼈慶가 높다 하더라도，

홈報훌훌令되는 非常활題鷹에 한치의 題훌도 없이 따라훈다고 가쩡하기엔 不꽤훌훌폼이

매우 높다. 이런 불확설한 行動훌훌式 퉁올 가농한 척철히 모사할 수 있도룩 퍼지

技홉율 척용함으혹써 새로운 개엽의 非常훨睡모탤율수립하였다.

훌훌園훌훌혈훌과 파t會#훌性에 맞게 專故結末解析의 전체영역을 작성하는데 최종 목표률

두고， 本 I 짧階 빠뿜의 범위는 가장 環境홉存性이 눔은 훌훌候群 選定과 *훌훌據散，

內.外部 被훌 및 非常對魔 모텔령의 最遭化에 국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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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빠究훌훌果 및 括用에 대한 建議

鳳電의 安全性 확보률 위해 현재 園內에서 진행중인 Level 1의 本格 遭用 빛

Level 2의 힘期 適用 努力에 아울러， 韓團훌훌境 #홈性에 맞는 事故結末解析 쿄드의 수립

및 適用 빠究는 장차 鳳寶 驚動에 대한 훌훌境安全性율 확보하는데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요한 寄與가 있율 것으로 기대된다. B.흉電 훌動에 따르는 縮훌훌的 覆擾安全鷹析，

鳳電 짧를f 變更에 따르는 環境安全性 檢혐， 기존의 鳳子力 非常對鷹의 훌當性 樓혐，

他 에너지홈과의 危뽑度 比훌훌 풍 專故結末解析의 활용정은 매우 높다.

韓園的 覆樓特性율훌흉하게 反映해 줄 훌故結末篇析코드수럽에는 그 분야의 廣훌힐

圍性 및 多樓性에 따라 이에 필요한 뼈定， 分析， 統함， 實훌훌 賣*콰도 방대하다. 륙히

動的 被훌훌 및 훌훌훌톨 篇析에 요구되는 團內固有의 데이타 베이스가 태부록하여 이릅

헛받침해 줄 훌훌훌훌퓨뾰가 훨요한 설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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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빼t1ARy

I. Project Title

Optimum Modellings of Atmospheric Di짧lsion of Radioactive Effluents

and Exposure Doses in the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 (Level 3 PSA)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s, so-called PSA Level 3, have been

widely used in such fields as a full-spectrum environmental safety analysis for the

design and the 0앨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a systematic risk anaysis in the

potential accidents, an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safety in the case of

alternative desi휠1 ， and a comparative risk analysis with the cases of other energy

sources. Relative importance of several countermesures taken to protect the

health of inhabitants in the vici띠ty of plant as well as workers in an emergency

can be also assessed; such as evacuation, sheltering, and relocation, interdictions of

food ingestion and water drinking, and decontaminations of clothes, soil , and

building structures.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 covers th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atmosphere and those dispersion, external and internal dose exposures, exposure

reduction by countermeasure, risk due to exposure, and economics relating to

countermeasure and risk. Since environmental behaviour of released radionuclides

sσongly dependent on the wide socio-environment, the site-specific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accurate assessment of accident c아sequence. This

study is intended to establish the optimum models of atmospheric diffusion and

exposure considering Korean environment which have the critical influence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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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 res띠18.

il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ccurate results can not be ob떠ined with the direct application of foreign

ACA codes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vision, because of the following

reasons. Much differences may exist in 않ver외 environmental comp;없血ents such

as atmospheric dispersion 때.d deposition dependent on weather, geography, and

soil pro뿔rties ， agricultural practises 때d productivities, se잃O따I variation of

radioactivity in human foodstuffs and animal feedstuffs like pasture grass, human

ingestion behaviour, evacuation 때d sheltering rela뼈 m 빼i밍찌ng factors of

housing sσuctures and social service faci폐.es like road network and hospi홉1 ， risk

factor with different reference man, etc. Atmo뼈IheriC diffusion 뻐d e때osure

strongly dependent on the environment were firstly considered to es1ablish based on

Korean conditions. An optimum weather category 없sed on KOI없n 엄뼈ate and

site-specific meteorology of Korl region was established by statis화때I analysis of

measured data for 10 y않rs. And a trajectory model was selected as the optimal

one in the ACA by reviewing several existing diffusion models. Following

aspects were considered in this selection as av따lability of meteorologi때I data,

ability to treat the change of wind 띠rection ， 잃sy applicability of the model, 뻐d

resσiction of CPU time 때d core memory in current computers.

Numerical integration method of our own was selected as the optimal dose

assessment tool of external e짜x>sure. Unit dose rate was firstly computed with

this method as the function of energy level of raionuclide, size of lattice, and

distance between source and receptor, and then the results were rearranged as the

data Iibraray for the rapid access to the ACA run. Dynamic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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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피ng has been dOl웅 in order to estimate the seasonal variation of radioactivity

for the assessment of ingestion e때osure ， considering Korean ingestion behaviour ,

agric띠tural practise and the σansponation.

There is a lot of uncertainty in a countermeasure model due to the assumed

values of parameters such as 한action of pop띠ation with different shiel며.ng factor

없ddri띠ng 판>eed. Even thou뱅 people are well instructed to act according to

emergency action, some of them will 농have with their 0빼 mind. A new

countermea없re m때el was develo뿜d 없ing the concept of fuzzy set theory, s띠ce

it provided the mathematical tools which could characte더ze the uncertainty involved

in countermeasure mode피ng.

πle soo뿔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establishment of weather category,

optimizations of di젊won model and e째osure model which were strOD링y

dependent on the environment, while the fi없1 objective was to establish the Korean

system of whole accident conse댄leD∞ assessment.

IV. Results 뻐d Prl야m뿔I for Application

Es1abli뼈ment of Korean ACA code 뻐d i엉 application study w피 ensure the

environmental safety in the design and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together with the ongoing studies of level 1 뻐d 2 PSA. Practical applications

will be effective 원>ec뻐lly in the following fields such as over없1 environmental

safety assessment due to an accident, an investigation of alternative design of plant

in view-point of environmental impact, a review of existing emergency planning,

and a comparative 다sk 때aysis with other energy sources.

Massive data bases of measurement, analysis, statis피es ， and experiment in

various fields of environment are required in the establi당went and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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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orean ACA ωde. Basic studies related ω the preparation of data base

should be followed for the accurate conse댄lence 잃앓ssment， 약웅C뻐lly in the

dynamic analysis of e뼈osure and in the modelling of h잃lth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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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l 童 F환 홈짧

짧 l 빼 때훌뺨

흉子力趣훌훌의 事故에 의해 훌훨될 수 있는 危뽑度醒價， 數地選定 빛 짧륨f

션택사양의 변경에 따른 훌當性 橋훌훌 풍애 이용되는 훌故結末解析 (ACA: Accident

Consequence Assessment) 포텔이 지난 10 여년 嚴훌 各園에서 개발 및 개선되어 왔다.

W돼J-1400( 훌團 鳳子力훌훌電所 安全性if究 )[1] 및 DRS-A & B(톡일 危害慶연구;

Phase A[2]: Phase B[3]) 둥윤 종래의 決定團的 題計훌훨훌故 분석방법의 한계생율

인식하고 원자핵발전소의 사고시 危曺度률 R훌훌훌훌的 安全性 뺨價(많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법올 몽해 포콸책이고 체계척으로 해색하여 여러가지 사고의

효과척인 예방과 사후대책울 수립하는데 寄與하여 흔 것운 閒知의 사실이다.

PSA의 해석영역은 추로 훌統， 格納훌훌훌， 사고의 환청에서의 結末애 환련되어，

Levell , 2, 3로 나뉘어져 왔다. 본 연구는 Level 3에 있어 放뿔폼빼質의

방출로부터 환경오염 및 公業A의 身題 被훌훌과 死亡， 身題f를훌， 遺傳影훌훌 동율 계산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專故結末野價體없l률 개발하는데 있어， 不뻐훌훌性이 가장 큰

방사능확산과， 환경의 륙수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내.외부 피폭 분야의 최척

모텔율 수립하는데 있다.

미국의 대AC2[4] ， 때ACIT[5]， W.CXS[6] , 톡일의 따뼈iD[7] , 영국의 뻐RC[8， 9] ,

m뼈IR[l이， 유럽공동체(다)의 $뻐A[ll] ， 일본의 $때R[12] 퉁이 개발되어

각국에셔 이용되고 있으나， 이률 천산코드는 작국의 기후 및 지형 륙생에 맞는

放射훌뺑實의 훌훌散 및 移動 曉性， 농산물의 경착형태 및 토양구조， 침척 放射홉뺑質의

농작물 및 묵초내 계절척인 변화， 식생활의 채l에 따른 내부 피폭형태， 가욱구조에

판련훤 放射훌훌 훌뚫廠困子， 도로망， 병원시셜 풍의 사회 깐첩시셜에 활련된 주민

藏開( evacuation) 및 피신 모텔의 하이， 신체의 異賢的 體位에 따른 危뽑度困子(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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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의 차이 둥으로 국내 환경에 그대로 척용될 경우 심한 훌훌훌의 발생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홉홉般 훌훌境의 륙이생율 뿔度있께 고려하여 흉電의 셜계.가동에 대한

總홈的인 覆鍵安全性 명가， 사고에 대한 체계척인 危뽑度의 명가， 셜계사양의 변경시

타당생 검토， 環樓짧훌훌홉뿌價. 큐제철착 및 비상대웅지참의 수립， 환경방사농갑시 및

피폭명가 둥융 정확하고 면밀히 해석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방대한 ACA 천산코드

개발에 앞서(그림 1 참초) • 방사농확산 빛 내. 외부 피폭해석에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의 필요생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고휴의 환경륙생 고려 | o 기후 및 지형륙성에 따른 확산 빛

이동

。 로양구초 및 농산물 경싹형태，

o 농확툴 추확항붐포. 수확시기

。 침쩍방사생률철의 농학물.확초내

계쩔척 농도변화

o 식생활차이어l 따른 내부피폭

o 가욱구초의 ;t.}이에 따른 하혜인자

。 인구분포， 도로망， 운송수단 차이에

따른짧關모멜

。 신체체위.표품인 차이에따흘 션량

및 위해도 인자

l한국척 샌결빼석 모댈 수립

- 신체 장기별， 피폭경로별， 핵종별 피폭션량 계산

- 장， 단기 사망， 신혜장해. 휴천영향

- 농작물， 토양， 건홉물의 방사놓 오염 청도

- 사회 청쩨쩍 손실

샤고시 쳐혜쩍인 I I 윈헌성계.자동애 I I 설-빼샤양 번검All I 벼상대헥SUI I 비상시

Jill빼도 명까 I I 해한 홍빼쩍인 I I 타당성 검보 I I 훌l쩍확 I I 환검방샤섣

환정안헌성명가 I I I I I I 감시망 구축

그림 1. 한국쩍 사고첩말해색 쿄드추립 방안와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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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2빼 PSA Level 3뽑뿜의 R빼

確흩홈홉훌的 安全性 홉뿌價 {Probabilistic Safety Assess빼lt : 이하 PSA라 칭합)

연구는 1975년 미국의 鳳子盧 安全新究 (W따f 1400)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1].

종래 훌定훌훌的인 安全解析指針이 셜계기준사고에 대해 原電의 안전생이 명가되는 종래

의 명가방식이 륙히 童大事故라 일컬어지는 假想的인 원전사고가 ThU-2 및 O1ernobyl

에서 발생하면서 確寧露的 事故結末의 解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13].

PSA의 주요 장점은 危뽑度에 대한 주요 寄與 대상 및 危뽑度률 줄일 수 있는 션택

방얀률의 비교률 포함해서 원천의 설계， 가동 및 覆境影훌훌에 대해 면벌환 붐석올 가능

케 하는 첨이다. PSA는 원천안천생 및 안천생과 판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철쩌하고

홈뽑的인 모헬 및 룰격융 쩨시한다.

핸~t혁 밥헌소의 뀔계변경 및 대안에 대한 定훌훌的연 危曺廣의 상효 비교가 7t농한

것도 PSA의 쩍합의 하나이다. 엄A는 원자력밥천소와 일반 품업시셀에 대한 危훌훌의

수치척 명가률 유도힐 수 있는 개념척이고도수학척인 도구가 훤다. PSA는 이툴 명가

에 內환}는 不確實性율定量化할 수 있다. PSA의 발천이 계휴됨에 따라 여러 개션

방안에 의해 이률 不確寶性은 감소되고 있다.

PSA는 광범위한 초기 사건에 이어 일어나는 사고 S빽uence 툴융 확인하는데 캡근

수단율 제공하고 사고빈도 및 결발의 체계척이고현실척인 결정이 가농하여， 전풍척인

뿔定훌훌的 安全홉 解析方式과는매우 다르다. 추요 장점운 안천성 명가에 있어 不健

寶性율 定훌훌化하고 천문가의 견해 및 판단율 정량화할 수 있는데 있다. PSA는 결국

決定蘭的 해석에 의해 제시되는 안천생에 대한 통찰혁과 아울러， 충요한 판단정보률

추가로제시할수있다.

일반적으로 PSA는[14]

Levell: 鳳子盧心 鎭짧의 빈도률 결정할 수 있는 鳳電 故障의 명가，

Level 2: Level 1의 결과와 함께 格納쩔器의 방출빈도와환경으로 누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양을 결정할 수 있는 格納容器의 response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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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 Level 양1 결과와 함께 公짧A의 危훔度률 포함한 환정에 있어서의 사고

결벌 명가로 나위어질 수 있다.

Level 1아 대부분의 경우 濟在的인 보건 및 환경컬말과 함께， 주요 放射性뺑質의

방출율 초래하는 사고의 πecursor가 되는 屬心휩훌율 방지하고 셜계의 취약첨율 찾율

수 있게 한다. Level 2는 일어날지 모률 放劃性뺑質 누출의 severity 견지에셔 노심

손상율 초래하는 사고 seq뼈n않의 상대척 충요생에 대한 추가척인 판단정보와 노심손

상사고의 완화 빛 활리률 개션하는데 있어 취약점에 대한 판단정보도째공하게 된다.

Level 3는 원천작업 종사자나 주변주민이 건강율 보호하거나오염된 토양， 대기， 수질

및 용식물률에 대해 휘활 수 있는 여러가지 非帶활題鷹률의 상대척 충요생율 파악케

합 수 있다. 이에 벗불혀 꽉지 및 부지외의 사고판리 혹면애셔 非뺨훌훌廣驚률의 상대

책 효율생융 검로힐 수 있다.

이률옳 챙리하면， 엄A는 (1) 껄쩨 및 backfitting, (2) 합챈소 가동， (3) 안천생

해석 및 연구， (4) 置電훌故 환리， (5) 규쩌l입장애셔외 體間題에 판한 홈찰혁과 훌思

決定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될 추 있다.

짧 3 빼 뽑휩

훌훌륨f基회훌훌故률 념어션 鳳電훌故 (1M! -2, Chemoby1) 퉁이 발생되면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천개념에 변화가 있어 왔다. 축 決定홉훌的 훌훌률f基혹훌훌故에

따른 해석으로부터 훌훌훌훌훌的 安全性 뺨價 技홉에 의거한 훌훌心뿔훌 훌훌훌 分折 (Level

I), 格納훌農의 건천생 빛 放射홈훌훌펼 分析 (Level 2) , 방사생물질의 환정 누훌로

인한 인명손상， 재산피해 풍의 롱계척 위험도 명가률 실시하여 보다 폭넓고， 치벌한

안천성 확보에 춧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실적 및 기술현황율 간단히 보면， 외국경우 1M! 및 Chemobyl 원천

顧心揚훌事故 발생하면서 종래의 원전 설계 개념의 미비첨 보완과 대책율 강구하기

위해， US NRC 충대사고 정책 생명 ('85. 8) , US NRC 안천성 묵표 청책 생명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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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AEA 원전 기본 안천 원칙 및 안전생 북표 제시， 童大훌故/ 수행지침 및 절차

(NURI파/대-2뼈， 뻐REG-U50 ， 뻐빠-1뚫5， NU빠-1407) ， 1M1 수행 요건

(l따'ROO.34f )， 톡일 危뽑度 연구 완료 (DRS-B, 1988) 동으로 활발한 안천생 개션

조치가 있어 왔다[1 5].

국내의 경우 科技處는 떠NRC 핀고사항 〈뻐REG-0578 ， NUREG-066O)의 조치 계획

실시 (' 79-' 80) , 원자력 5, 6호기 USNRC 장단기 조척사항 척용 지시 (’ 79. 12) ,

원자력 7, 8호기 USNRC 큐쩨 요건 척용 지시 (’ 81. 12) , 각 호기 충대 사고 초치

계획 작생 지시 (’ 83. 6) , 1MI 요건 전체 척용 지시 (’ 83. 12). 영왕 3, 4효기 IPE

수행 지시 (’ 89. 12) 동으로 꾸준한 안천생 향상옳 강구해왔다. 그러다，

원자력발전소 훌大훌故 대책수립융 수립하기 위한 圖子力 安全 훌門훌員* (1991. 9.

11)를 옐고 여기에셔. 기혼 鳳훌의 경우 IPE(Individual Plant 뼈mination)， 신규

원천의 경우 PSA Level 2 그러고， 짧規 없世代 圓電의 경우 PSA Level 3인

환경에셔의 專故結末解折율실시하도록 뭔고하였다. 륙히 기술개발 수준의 ACA를

부지， 호기벌 판고하고 있다. 이러한 觸f훌훌휠운 굳이 법쩍 큐쩨 요건이라기 보다는

안천 심사 청책 요건으로서 그 시행에 여유를 두고 있는 실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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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홈 g 좋품 그훨홉뚫

짧 1 빼 빠뿜때웹및거뽑

1. 事故 結末 解析의 擺要

鳳子力 安全性 및 放對繼防훌훌의 추요 묵척의 하나는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의한 방사선 영향율 줄이는 것이다. 이 목적은 발전소 시스템 및 운전의 기술척

개션， 非常짧鷹를f훌빼 및 數쳐힘의 非常훨鷹의 最適化 동에 의해 이룰 수 있다.

비상체체와 대응조치의 효율성과 타당생율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사고툴의

원인해석율 포함한 사고결말의 定量的 解析이 요구된다.

이룰 위해서 여러가지 종류의 確寧團的 專故錯末解析 전산쿄드률이 각국의 훌훌燒에

맞게 깨발되어 왔으며， 이충 미국의 대AC2， 대ACIT ， 톱일의 따뻐DO， 영국의 뼈RC 퉁이

대표척이다.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방대한 천산프로그램내 혼재활 수 있는

不廳實性율 이해하고 이를 쩨거해 나가면셔， 더우기 표로그햄의 활용릎야률 넓히기

위해 근래에 영국의 새로운 뻐RC ， 미국의 뻐α3 및 휴럽공동체의 COSYMA 풍의

챈산쿄드듭이 계축 캐벌되고 수쩡되고 있는 월정이다.

이툴 천산코드툴운 옐반척인 코드률과는 탈리 放짧性빼質의 放出에셔 A題의

피폭에 이르는 환경이 각국마다 현져히 달라， 국내에 칙캡 활용활 경우 심한 훌훌훌와

題題를 초래하케 된다. 예률 률변 放훨性뺑賣의 鍵散에 큰 영향융 주는 혔展의

覆훨과 地形의 홉件 및 홉度 훌훌化， 사랍이 鍵取하는 채소류， 곡류， 육류 등의

f뼈-chain 과 방사생물철의 生觀界內 계철척 변화 요인， 食生活 쩔性 및 융식물

유형， 홈훌혹훌 體位와 呼吸효t. 피폭에 따른 사망.암발생.신체손상.유전영향 풍의 risk

factor 퉁이 현저하게 달라 이률을 한국 환경과 상황에 맞게 고려한 코드의 개발이

요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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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훌훌훌훌앓的 危뽑度 解析의 level 1 &2에 대한 연구는 있어 왔지만，

사고시 격납용기로부터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영향결말의 確훌훌앓的

解析新뤘는 全無한 실정이었다. 다행히 韓-獨 科醫技術짧力計劃의 一훌훌으로 톡일

KF1< 연구소와 본 연구실 간에 4년(1988-1991) 에 걸친 공동연구가 있어 왔다[1 6].

가. 外團의 ACA 코드 關發 現홉

미국， 영국， 톡일 풍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실정에 맞는 원전 사고결과해석 모

댈율 개발하여 사용충이며 관련 연구를 통해 모텔의 발천율 꾀하고 있다. 현재 낼리

사용되고 있는 코드어l는 아래와 갑운 것률이 있다.

(1) 대AC 2 (Calculation of Reactor Accident Consequences)[4]

鳳子훌훌 健全性 훌Jf~와 관련되어 1982년 미국의 앓ndia 團立흙究所에셔 때C

쿄드률 기본으로 훌뼈 아래의 항목률올 추가 또는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 훌훌 seq'밸nee의 훌훌本抽出 方式의 깨션

。 새로훈 짧關 (evi없.lation) 모멜의 도입

기후군윤 창우량， 대기안쩡도， 풍축의 풍급해 따라 29개 유형으로 나누어 확률척으

로 황범위한 기상상태률 無作짧， 혹운 階톰 方式으로 抽버하게 된다.

*혔훌훌散운 Gaussi하1 풀륨 모텔율 이용하므로 대AC 에서와 마찬7찌로 풍향의 변

화는 고려되지 않아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이 현실에 맞지 않게 해석되는 단점이 매우

크다. 대AC 2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나타나는 철과률 명가하기 위해

W뻐-1400의 解析方式에 근거하여， 放射性 빼質의 훌훌散， 沈覆， 外部被題， 뚫食置훌훌률

통한 內部被題， 呼吸에 의한 內部被廳， 趣廳低減율 위한 非常훨題 推置(廳關， 차펴t

제염， 읍식물 섭취 쩨한， 주민의 재배치 둥). 그리고 피폭에 따른 인체와 환경에의 영

향율 확률론적으로 명가하기 위한 수학척 흉계모텔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急性， 團成

身體췄果， 遺傳 敎果， 그러고 경제척 손실 풍융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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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ACIT (때AC Including Trajectories)[5]

1979년 미국의 PL &G社에 의해 개발된 코드로 지형척인 륙생에 따라 健間과

空間의 합수로 계산된 홉iL1i￥뿔율 이용하여 수치적 방법으로 이동 및 확산 방정식율 푼

다. 따라서， 대AC 과 많AC 2 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먼 풍향의 변확률 고려활 수가 있

다. 대기확산은 뻐if(뼈ified Potential Flow뼈ell를 사용한 수치해석 방법율 이

용하여 명가하는데. 14.5 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플륨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Gaussian 플륨 모렐율 사용한다. 대ACIT 는 三次元의 團뿜뿔율 계산하고 수치척 해

석법에 의해 확산율 구하여. 藏關 모탤에 있어 실제의 대피로률 추척하므로 CRAC 보다

많운 입력 데이타와 계산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보다 현뀔객얀 방사생 물질의 이동

및 확산율 명가할 수 있는 장첨율 가지고 있다.

기타 다른 붐빼 환경해석윤 때AC 빛 때A엉와 훨훌小훌하다. 다빠CIT는 현재 확산에

있어 입자모멜， 새로훈 짧關방식풍융 객용해 때AC료로 발천되었다 [55].

(3) MAca; (Melcor Acci뼈t Consequence C여e System )[6]

없ndia 團立홉했所에서 USNR양l 요청에 의해 童大 훌훌故의 危훔度 훌F價률 위해

1983년에 재발되었으며， 총합 시스댐 뻐뼈R에 연께시켜 사고 결과률 해석흩}는 고드

로， 때AC 2 동의 기존 사고 철과해석 코드률의 미버첨율 보완하고 새로훈 요휴R 대

용하기 ￥1해 개발되었다. 뻐αS 쿄드 개발의 추요 륙척툴윤 아래와 갑다.

。 사고 결과해석의 불확실생과 민감도 분석에 용이한 코드의 개발

o 數地홈性율 고려한 계산이 용이하도록 유연성 부여

o 새로운 이론 개발의 수용에 편러한 코드의 모률화

o 다른 校燦料 遇期에 대해서도 척용가능한 코드의 채택

이같은 묵척으로 개발된 뻐$ 코드는 적절한 低뽑度의 歸價， 비상대웅 계획， 대체

셜계안 팽가， 대체안의 안천생분석， 그러고 룩정 부지에셔의 힘뽑慶 훌F價 동애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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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청된 이 코드에서도 대기확산 모텔이 여전히 직션 Gaussian 모델율 사용

하고 있어 방사성물질의 풍향 변화에 따른 이통 및 확산의 변화률 고려하지 못해 현실

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반 확캅한 위해도， 지배척인 풀륨의 결정방식을도입하여 사용

자의 개념상 문째률 노출하고 있다. 또한 식품사슬(PI∞d-chain)의 해석시 사고발생 시

점의 계쩔적 영향에 따른 농작물 및 가축의 대사작용 변화에 기인한 식불체내 比放射

홉칩의 감소현상울고려하지 않읍으혹쩌， 내부피폭선량算定이 불확실하고읍식물쩨한동

의 비상대웅조치가부쩍절하게 형가될 수 있다.

또한 핵종의 選.iU 알고리틈이 모댈화되지 못하여 불필요한 방사정핵종까지 그 영향

융 모두 붐색함으로써 천산시간의 낭비가 크게 따렴l 된다.

(4) 뼈RC ( Meth성ology for Assessir필 뼈iological Consequences) [8, 9]

1981년 영국의 뻐PB 에서 원자력 시셀의 방사생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公훌A

의 보건영향 명가용 쿄드로 개발된 것이다. 모률 방식의 쿄도로 계산 폭척에 따라 다

양한 모헬올 션핵책으로 사용힐 수 있요며， 기존 모옐율 새롭게 7H발되는 이론으호

대체하기 쉽도록 하였다.

륙히 生顧界 해석모텔에 있어 f후빼題內 比放훌~1&'이 계절에 따라 크꺼l 달라지는 효

과를 면밀히 예혹한 첨이 두드러지는 륙징이다. 또한 영국인의 體뾰構造에 맞는 타당

한 방사션 피혹션량 천환인자 자료률 모두 새로이 계산하고 이률 棄大成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 장첨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기확산의 경우 기본척으로 Gaussian 합수률 사용하는 두가지 모헬올 사용하는데

하나는 기상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는 모텔이고 다른 하나는 초기의 기상 상태가 유지

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모델이다.

근래에는 훌훌훌 훨轉層율 고려하도롭 셜계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야외 기상 혹정에

의한 자료의 취묵에 현실척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영국이 해양에 툴러쌓여

있어 해양에 있어셔의 대기의 @홉環構遭의 륙생융 고려하고 있는 점율 륙장으로 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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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 UF뼈iD [7]

1979년 톡일에서 개발한 사고 결과 해석용 코드로 유럽의 지역륙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드의 륙정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률이 있다.

。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顧題훨의 취급

0 뻐또뻐‘， RIMP따’F’， α)soAP， 뼈os 등의 대기확산 모텔율 척용지역 및 북척에 따

라션랙하여 사용

Q 지쩍의 놓산물 정확 및 섭휘륙생 풍옳 고려한 훌食훌路 모멜렁

o I대P-26 에 쩨시한 확촬롬책 보건영향의 고려

。 톡일인의 용식물 셉취형태륨 고려한 鍵食題嚴의 개밥 (예: 갑자， 때주 소버 동)

o 放對館 훨 危寶度 關짧 帶훌훌 (Activity-Risk Coefficient)의 新構;훌 쩍용에 의

한 컴퓨터 께산의 단순화 생공

o 톡알 현질울 고려한 敵關 모텔의 사용(예: 藏關時 이동시간의 모텔화)

UF뼈아는 묵일 원자혁 발전소률의 危홉度 흩뿌價률 위한 연구언 어뼈1 Risk Stuφ

Phase A &빠 S때-300 고숙충식로의 危뽑度 홉따價 동어1 사용되었다.

(6) COSYMA (COde SYstem from 뻐ria)[ll ， 17,18]

유럽공폼혜가 主題가 되어. 유렵에 책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확롤롤책 사고결맙

해석 쿄드의 개발 및 기존 모텔의 한체첨옳 분석할 몹척으로 1983년 시작된 MARIA 프

로잭터의 成果品인 사고 결과 해석용 코드 시스탬이다.

이 코드는 영국의 뻐PH에서 개벌한 뻐RC 와 톡일의 Kfl<에서 개발한 UF‘뼈D를 기본

으로 구생되어 있으며 그럽 2와 같이 방사농 확산영역율 단，장 거리별로， 피폭효과률

급생， 만생으로 나누어 뾰(N없I‘ Early) , NL(N않r Latent) , FL(E없‘ Latent)로 별로 해

석이 가눔하도록 편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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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당영역별， 피폭기깐벌 ACA 쿄드(UF빼OD. COS뻐A) 구초.

추요륙징으로는，

。 여러 펴폭 청로률 고려하여 철정책인 방사생 빽충율 션별하고. 放射線題뿔올

체계화 하는해 생풍하여 계산시찬율 크게 줄일 수 있는 기능의 부여

。 각 계산 모댈률의 모률화로 웹게 수청이 가농하도룩 한 점

。 기후 모형에 따라 기상초건율 無作짧 또는 階륨.B tl 표본채취 방식둥윷 션택하여

최척확률로 여러 기후가 션택되도록 한 점

o 기후군 셜청에 있어 미국의 대A않와 탈리 放射홉열흩훌의 도달시간을 주요 훌훌훌群

인자로 삼아 현실성율 부여한 점

。 그럽 4와 같이 대가확산 형태률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모텔링함으로써，확

산영역， 지형조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케 한 점

o 식품사술 모텔에서 계절적 영향율 고려하여 농작울내 방사성불질의 농도변화률

쩌



현실척으로 반영한첨

o 비상대웅책 모텔에서 사고 발생， 방사능물질의 누출， 방사능물질의 피폭지첨

도탈， 방사능의 농작물 및 신체내 잔존， 제염 개시 동율 시간대별로 고려하여

최적 비상 대웅조치의 가농성을 째시한 점

o 외부 피폭선량전환인자. 선량전환인A}의 피폭각도별 보정치. 단위 농작물 섭해

량당 比故射麗 훌度f 반위 섭취량당 선량전환치， 放射廳 훌옐 危뽑度 係훌t 線훌

훌# 危害度 係數의 피폭기간별 척분치 둥울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쳐리훌뻐 계산

시간율줄인 첨

지금까지 각국에셔 개발된 ACA 쿄드충 가장 실휠자료가 풍부하게 이용되었으며， 확

산 및 피확명가 불야에서는 그 내용이 상당히 흙廣~체 면집되어 있다. 이논 휴랩

착국이 모투 인챔뼈 있논 ~1핵쩍 흡생애 아용러 뻐RIA 표톨책허가 여러국가， 여러 연

구진률의 훌훌홈的인 노력에 의해 이루왜진 콩동연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7) OSC뻐R[12， 19]

일본 원자혁 연구소에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확률론척 휘해도 명가률

위하여 일본 국내의 실쩡율 고려하여 깨발충에 있는 코드 시스탬이다.

히로샤마와 나가사키에서의 방사션 피폭 결과률 再野慣하여 얻어진 새로운 보건영

향 모탤율 사용하며 일본의 훌量構遭릅 고려한 차혜계수 동융 고려한 被훌 低훌훌 훌果

도고려한다.

대기확산운 플륨 segn:없t 모헬율 이용훌뼈 기상상태의 변화률 고려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러나 기후군 설정 및 기후 sequen않의 표본채취 기법， 농작물 및 71타 식

품내 방사농의 계철척 변화 둥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발 중에 있는 코드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각국 모텔을 요약 정리하여 표 l에 체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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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국 ACA 코드의 비교 요약표.

α:xie NatioI퍼l Nuclide W뇨피 E∞syst빼 훌:x>nomic ReI뻐‘'ks

Name selecti- Direction Analysis I따>act

bility α펴ng않ble Seasonal
V따‘iation

않AC2 U. S. A. x x x 。

sa빼ia

MACX:'S ” x x x 。

많ACFZ U. S. A. x 。 x x 빼화ified

PL SO G wi합1 많ACIT

UFO센:m Germany 。 。 。 。

M뼈C U. K. x x 。 。

α윌AAR Jap윌1 x Partly x x

αmMA E. C. 。 。 o 。

g꽤OOR U. K. publi와led

많c. ， 1992

나. 홈훌 훌故훌훌 짧짧훌훌 훌홉末聊折 훌훌

싼자력 안천생 및 放射線뼈훌의 주요 북척의 하나는 웰자력합천소의 사고에 의

한 故射훌훌 훌훌올 률이는 것이다. 이 목척운 발천소 시스맴 및 운천의 기슐쩍 깨션，

非常훨鷹계획 및 부지의 非常활鷹의 最遭化 동에 의해 이훌 수 있다. 비상체제와 대

용초치의 효옳생과 타당생옳 판단하끼 위해셔는 모든 가놓한 사고률의 원인해석율 포

함한 사고첩웰의 定A:的 解析이 요구휠다.

왼자력 발천소는 多童 및 짧R를 防훌 擺念에 의해 쩔계， 건썰， 운영되어， 일반 산업

시껄에 비해 사고 발생확률이 상당히 낮은 것운 추지의 사실이나， 1MI-2 및 Chemobyl

사고에서 정험하였듯야 사그l가 발생힐 경우， 放射性빼質의 대량 누출로 인해 광역의

환경 및 주민에게 放射線被睡 및 사회 혼란에 아울러 재산피해률초래하게 된다. 이러

한 환경에서의 聽影響은 일반척으로 公業人에 대한 危曺度라 지청되며， 아래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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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지고있다.

(1) 장. 단기 사망

(2) 장. 단기 상해

(3) 유전적 피해

(4) 농경지 및 토양， 농작물， 건축물， 수권(물) 동의 放射廳 오염

(5) 社협 훌g濟的 훨失

이러한 환경의 聽짧홈훌과 결과률 평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천이 위치한 부지의 가

후 및 기상 륙성， 지형륙성 및 고도의 변화， 토양의 구생 및 농작물 정작 륙생， 생태

계내 껴I쩔멸 比放射館의 변화 륙생， 주변주민의 분포， 체위， 식생활 륙생 및 주요 음

식물의 유형. 도로땅 및 의료 지원시셀의 붐포， 훌훌壞放훨훌훌 置蘭‘ 훨훌成홉명의 현황 풍 방

대한 환경 륙생올 고려해야 되며， 다음과 갑은 짧擾結末解析 모댈울 수립하재 된다

(그림 3 참고).

이러한 專故結末解析 모탤은 원자력 시셜의 사고에 의해 야기훨 수 있는 危뽑度 홉F

價， 危훌度의 훌當性 홈F價， 부지션청 빛 쩔계 선택사양의 변청에 따른 타당성 검충 둥

에 이용되도롭 지난 10여년 구미 각국에셔 개발 및 개션되어 왔다.

PSA의 해석영역윤 주로 계롱， 格納짧器， 사고의 환경에셔의 결활에 판련되어，

Level 1. 2. 3로 나뉘어져 왔다 (그럼 3 참조). Level 3에 있어셔는 방사생 물철의

방출로부터 환경 빛 公짧A의 신체 피폭과 사망. 身題f훌훌， 遺傳髮훌훌 풍율 계산할 수

있는 사고컬말 모텔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Level 2의 계산결과인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빈도， 시간별 放射觸훌훌. 방출에너지， 방

출고도풍의 자료가 level 엎l 입력￡로 사용되어 진다. Level 3의 개략척인 co.따a‘tme

nt로 나뷔어진 그림 옆l 여러 모률툴엔 져마다 북잡한 방사생물질의 種行， 農績， 處理

풍의 과정률이 내채되어 있다.

이률 과정중 륙히 기후 및 지형 특성에 맞는 放射性빼質의 확산 및 이동 륙성， 농산

물의 경작형태 및 토양구조， 沈훌훌 放射性빼質의 농작물 및 북초내 계철척인 변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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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차이에 따른 내부 피폭형태， 가욱구조， 도로망， 병원시셜 풍의 사회 간접시썰

에 환련된 방사션 차펴l인자. 주민 藏關 및 훌훌身 모헬의 차이， 신체의 異賣的 體位에

따른 危뽑度困子(risk factor)의 차이 둥이 환청에 많은 지배률 받는 부분틀이다. 각

각의 compart마ent에 해당되는 해석방식율 근래의 작국 코드와 논문플을 정리해 아래의

항목별로 요약 갱리하였다.

(1) 故出흉

사고결발해석에 있어 시발첨으로 고려되는 것운 사고유형에 따른 放射훌횡賣

의 빽총협， 시간협 누홈량과 이에 추반되는 혈에녀지의 양이다. 이에 대한 갱보는 Lev

el 2 많A의 훨파로휴태 추어지며 이훨 훨버홉 (source t빼)이라 입뀔논다. 입반객

으로 홉버훌훌 훌빼는 Level 2 PSA에 의해셔 몇가지 누훌품애 대해 추어진다. 입쟁 밥

생반도륨 가치도확 쩔청되는 이툴 방훌품윤 핸~}력발천소로꽉터 가농한 모든 법뀌의

잠재책 누훌울 대표하고 있다.

완천 사고시의 放버훌운 누홉방식과 누홉애 완련되는 여러가지 매깨변수에 의해 청

량화되는 핵충벌 故射훌빼質의 양A로 쩨시된다. 이련 매깨변수 충에는 사고 개시후

누출섯챔， 누훌 지축시간， 누훌에 수반되는 에녀지의 양， 누출 고도， 예혹되는 사고발

생 반도 퉁이 있다. 覆樓으로의 放射龍 뼈버前애 非常짧驚율 위해 요구되는 시간 륙

홈告밟間이 추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추어지는 값이 원천 가동 충지시의 빼心內 故射性빼質의 양

(source inventory)이다. 이값도 PSA Level 때 일부 결과로 쩨공 되어진다. 어떤

event에 있어서도 source inventorγ률 구할 수 있는 전산코드[20， 21， 22, 23]는 않으며

이률은 여러가지 원자로 유형과 예상출혁에 대해 타당한 방사성핵종의 inventory를 계

산하게 훤다. 이툴 전산쿄드는 실혜 수백가지 이상의 방사성핵종에 대한 inventory

률 계산해내나， 실제 상당부분의 핵종은 放射훌훌 被廳計算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24]. 대부분의 ACA 묘드툴은 여러 방사성핵종틀에 대한 반감기 및 붕괴사술 정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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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로 내정L하도록 되어 被廳 計짧에 이용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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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척으로 방출된 aerosol의 물리척 크기나 화학척 형태가 환경 및 신체내 기관지

계롱에 있어 沈積율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나， Level 2 면A의 결과로부터 이

률 정보률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放射性빼賢은 不活훌 훌훌體 및 有樓

的 形顧률 지니는 요오도 성분율 제외하고는， 모두 화학척으로 oxide 형태를 취하고

I때 빼때(Activity뼈빼 Aerl여:ynamic Dia뾰ted의 크기률 해한다고 가정된다.

(2) 大氣據散 및 沈寶

대기충￡로 방출되는 미제한 aerosol이나 중기형태의 방사생 핵종률윤 園下方

向으로 이동훌}는 풀홈형태륨 휘한다. 풀률운 風下方向으로 이동하면셔 대기내 난류

에 의해 풍항의 반대방향으붙 일부 혼합되고， 4듀책방향으로. 輔繹되며， 이률옵 일컬어

이동 및 확산， 혹윤 붐산이라고 칭한다. 이용융1는 훌용의 형태논 설쩨 대기충에셔는

m빼ldet‘ ir핑 및 난류에 의해 변화카 확잡하지만， 이상척인 초건에셔는 일반책으로 정

규분포률 휘하께 된다. 근래 ACA 쿄드에셔는 충래의 정규분포를 가쩡한 Gaussian 모

멜외의 여러가지 확산모멜이 현실생율 반영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 [2당-34]. 그외

여러가지 휴쩨역학척인 변화요띤률도 함쩨 고려되어 진다. 예륨 률면， 건혹홉구초

에 따를 wake 형생， 역천충 혼재에 의한 政射용빼質의 수칙확산의 쩨약， 플륨내 에너

지 및 방훌혈에 따른 플홈의 상승 풍어 있다. 없llSsian 모멜의 사용에 있어 근래의 A

CA 쿄드에서는 풀륨의 방출시간이 킬어짐에 따라 변화하는 풍향옳 고려하기 위해 여러

개의 시간벌 풀륨방훌로 해색하는 예도 있으나， 실제의 확산율 어느청도 정확히 예혹

활 수 있는가에 대해셔는 의품의 여지가 많으며 그 해석방식 또한 매쭈 복잡흩}여 뀔용

생에 의품이 었다. 그 아휴는 1 시간이란 시간이 일반쩍인 기상관혹의 시깐간척이며

그 1 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풍향의 변화는 고려할 수 없기 때뭄이다. 또한 첫째， 률

째， 셋째 l:lJ훌로 이어지는 플홉운 방출사첨의 풍향， 풍축에 의해 이동하도혹 되어 있

어 오~l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대기충으혹 방출된 放射性.~質운 放뭘性期훌훌와 빼覆面 沈짧에 의해 放射龍훌慶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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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소되게 된다. 沈寶은 乾， 훌훌 沈寶으로 나뷔어진다. 乾沈훌훌은 뾰射풀빼賣의 지표

상 접촉매체 표면과의 상호작용il 의해 일어나며 이에 완련된 물리화학객 인자는 충력

에 의한 침강， 난류 및 브라운 운동， 화학척 홉착， 충톨， 팡합성 둥 수없이 많다

[34]. 한편 확산되는 放射性뺑質과 비구릅 및 降爾， 降훌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지표

로 沈積되는 현상율 협沈種이라 일컬는다. 編沈種에 따른 방사생농도의 변화률 해석

해본 연구결과는 생태계모텔에서 검토되어질 것이다.

Gaussi없 모헬이외의 大훌훌훌훌散모델율 사용할 경우에 대해 잠시 언급하그l자 한다.

大훌훌훌훌散 모탤 항에서 자세히 겁토 되겠지만， 고려되는 대상 면적과 대기의 고도에

따라 거시， 중간， 미시 규모의 모멜로 구분 되어지며 해당 규모내에서도 지형외 구조

및 륙생， 이룹 해석하는 이론 혹은 경험에 따라 다양한 모렐이 쳐l시되고 있다. ACA

표드내 확산모멜의 션랙에 있어 충요하게 제기되는 문쩨는 수백종의 放射性接홈훌와 10

--100 가지의 기후군과 거리와 방향에 따라 故짧性動寶의 嚴度롤 모두 계산하는데 소

요되는 전산시간이 엄행나게 소요된다는 첩이다. 또한 아무리 논리척으로 훌륭한 전

산코드라도 여에 필요한 氣趣寶뼈가 연숙측정되는 기상 흡후소로부터 얻옳 수 있는 것

인가에 따라 그 설용갱이 결정된다는 것은 결정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련 캠에셔 명지 경우 약 3배의 오차를 초래하는 Ga뼈si없 모탤이 모멜의 현뀔생 결여

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이용되어 왔으나， 이미 훌훌團 훌훌훌훌觸會에서 권고된 바와 갑이

산악， 효수， 삼립， 도시 동의 지역， 지나치게 안정 또는 불안정한 대기 조건에셔는

Gaussian 모탤의 사용이 제약되고 있다. 따라셔 일부 ACA 코드에서 Gaussian 퍼프 .

[32] , Gaussian 敵顧[29 ]， 장거리 확산용 대기혁학 모탤 [33]률이 시도되고 있다. 그

러나 그보다 더 천산시간이 소요되는 입자 모델， 첼 모델 [35 ， 36]률의 ACA 쿄드에 대한

적용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속에서 본 연구 북척의 하나는 기상청의 기상판훔망 및 현지 원자력 발

천소의 부지 기상탑률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가놓한 전산시간을 줄이면서 정확

도률 개선시킬 수 있는 모댈율 선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원자력발전소률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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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바다에 첩해 있고， 주변의 지형이 구릉과 산률로 둘려짧여 있기 때문에 일반

척인 Gaussian 모텔로서는 현실척 결과률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

우 북잡한 모텔율 사용하여 정확도률 높이고자 하여도 훌훌寶料률 혈율 수 없율 뿐 아

니라， 계산에 소요되는 전산시깐이 엄청나서， 최척모델 선정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

이다.

(3) 훌훌훌寶빠 및 홈훌本抽出

훌훌훌寶빼는 채택되는 확산모델에 의폰하며， 일반척인 Gaussian 모텔의 경우 부

지기상탑의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강우량， 혼합충의 강이가 기본척인 자료률이다.

풍향 풍숙의 경우 10m 놓이에셔 확청휠 훌훌寶料가 일반책으로 이용되나， 고도 방훌

의 경우 stack 놀이의 값융 측쩡해서 사용하며 이 경우 10m 놀이의 값은 온도*써l 따

른 대기안정도 결정에 활용되기도 한다. 대기안정도나 혼합충 높이는 청우에 따라서

홉정된 다른 기상항목의 측정치로부터 유도해서 계산한 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자료늬가 일부 유질환 경우 천릎가의 판단에 의해 후록분옳 보충하기도 한다.

기타 다륜 모행의 청우 여러 지점의 훌훌훌寶料가 훨요하며， 이툴 자료로부터 일정

간척의 척자률에 필요한 기상값풀이 내삽 및 외삽 방법에 의하여 반틀어지며. 자료외

물리척 타당생융 부여하기 위해 물질보존방정식에 의해 보정되기도 한다[35.36.37] .

일반척인 Ga파sian 모댈용 훌훌훌훌寶料는 1시간 간격으로 기록되는 최소 1년분의 8.760

개 자료의 seq뼈않로 구생된다. 이상척인 경우 약 10년분의 훌훌훌훌빠를 수집해 가

농한 국히 빈도가 쩍은 기상현상 까지 포함되도록 한다. 1년 기상 seq:뼈lce 의 경우

放射能 풀륨이 방출되는 삿점율 8.760 개의 기상 sequence 의 關뼈밟間으로 줄 수 있

다. 그러나， 그와 깥은 모둔 S택uence에 대해 사고컬발율 계산한다는 것윤 현실생

과 훨요성이 결여되어 있다.

개개의 seq:뻐1∞ 는 개개의 발생확률율 가지고 있다. 개개의 sequence 사이의 시깐

깐격윷 두고 해당 sequence률 결정하기 위해 초기에는 무작위 (r，하loom)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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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c) 표본추출 방식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방식이 충요하나 빈도가 쩍은

기상 seq뼈lce률 누학시키는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률 최소화시키기 위해 근래에는 계

충(statified) 추출 방식 또는 임포헌스 ( importance) 추출방식이 션호되고 있다.

階層 抽버方式에서는 훌훌훌 sequence 툴율 여러개의 대표척인 기후군으로 분류해 효

율적인 사고결말 해석을 하게 된다. 기후군율 나누는데 있어 첫째， 주어진 $뭘 청

우 방사학척 결말이 비요 가농하도록 하며， 툴째， 기상조건의 분포에 의해 초래되는

전체 spectru뼈l 사고결말에 대해 척절한 해법이 주어지도록 한다.

(4) 被훌置嚴 및 훌훌홉뿌f훌

事故g훌 放射性빼賢의 대기 tid"훌로꽉터 받는 被題銀量은 5-6 가지의 被훌훌훌홉

에 따라 이훌 해석한다.

。 지나가는 放射能 플륨 및 放射龍 뿔으로부터 받는 외부 참마 및 베타션 被훌

(cloudshine)

。 침척된 지표상의 放훌반性빼質로부터 외꽉 감마 및 베타션 홉훌 (gro뼈shine)

및 피부.의북으료의 沈覆에 의한 被훌훌

o 지나가는 放射能 풀품의 홉입으로 인한 內部 被廳

。 지표상 沈훌훌된후 재부유된 放射性4썼賣의 홉입에 의한 內都避廳

。 放射龍 沈홈에 의해 오업된 옵식물의 셉취애 의한 內部被훌훌

(가) 지나가는 放射能플륨으로부터의 外部被題

放빼能 플륨내 감마 및 베타션 방출체률이 이 被廳에 기여하나， 베타션 입

자에 의한 被廳운 공기내 수 미터내의 짧은 영역 및 첨루어I 효과가 제한되어 피부애

주로국한된다.

캄마션 계산율 위해서는 공기에 의해 일어나는 감마션 散願， 및 댔收 현상융 척쩔히

고려하여 삽화원공간에 대해 척분율 하는 것이 원칙척으로 필요하다. 갑마션 에너지가

π%



작고 放射能훌훌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放射能훌율 半無限훌훌으로 가정한 후에 적분식율

적절히 변화시켜 얻은 도표화된 값율 이용해서 삼차원 척분율 대신한다. 대부분 사고

경우 일반적으로 유한한 放射能훌훌율 가지므로 수치계산 방식율 휘해야 하나 천산시간

이 많이 소요되어， 질제 경우 半無限뿔 방식에 의한 결파률 有限훌에 척용이 가농하도

록 기하학척 보정인자에 의해 수쩡하여 쓰는 추산방식율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번거로운 문제률 해철하기 위해 삼차원 척분율 변형시킨 새로운 척분양삭율 개발

하여 생공하였다[37].

건물내 사람이 있율 청우쩌1는 건물구조가 하펴l에 의해 감마션융 흉훌시킨다. ACA

쿄드에셔 션량형7씨 건물내 거추훌}는 사람과 외빽1 있어 *t펴l효과률 보찌 됐}논 사

함률옳 비율로 구붐하여 쩨산하는 것이 일반책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셔는 설쩨 사

고시 사람률의 행풍양식이 이러한 가청된 비율올 따르지 않올 것으로 고찰하여 이블

F압zy 기법에 의해 해색하는 새로운 방안옵 제시하였다 [38].

(나) 빼훌훨훨으로부터 外홉B被훌

大훌훌中 政射홉흩과 같이 베타션 被훌은 그 영향이 매우 척다. 감마션량의 크

기는 개인이 按題되는 셔간과 沈훌훌된 放射能의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자연척 放射能

期훌훌가 시간에 따라 線훌훌율 감소시킨다. 또한 기후척인 요인률이 ~1표에 沈홈된

旅射性빼賢융 혜거하는 효과률 추기도 한다. 여l률 률어서 방사생 빽종의 토양내 이

동이나 캉쐐l 외한 토양 표면으로부터의 政射性빼質 g훌훌 둥이 線훌훌훌융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 현상운 핵종의 화학척 형태， 토양 및 기후의 릅생에 따라 변

화한다.

근래에 이 훌훌흩嚴에 의한 션량운 훌빼에 어헌 해당시간까지 척분한 單位 뾰射龍

沈홈當 銀:a애 沈홈된 放射性빼實의 양율 팝함으로써 명가하고 있다. 이련 계산의

유도과청에는 토양표면이 인위쩍언 변화률 받지 않는다고 가청한다. 환경에 존재하는

토양의 표면 총류에 따라 다른 地훌被廳 션량천환언자는 아칙 보고되고 있지 않다.

-46-



여기에서 설명된 被廳경우 피폭대상자는 건물밖에 있는 경우이며， 건물내에 있을

경우에는 하혜인자률 약 0.01"-0.댐 범위로 감안해준다[39].

(다) 지나가는 放射能뿔의 呼吸에 의한 被廳

호환il 의한 被훌훌繼훌훌운 호홉률， 시깐척분된 대기충 放射能題度， 사전에

계산된 호황fl 따른 단위 放射能 當 繼훌훌울 모두 곱해줌으로써 구한다. 호홉률은 사람

의 나이. 성별， 육체의 기농에 따라 다르며 얼반척으로 대표척인 명균치률 사용한다.

사천에 계산되는 호홉션량 전환인자는신진대사 모델로부터 얻어진다.

호홉의 경우 건혹물 내외의 대기충 故짧龍훌度도탈라 이를 고려하기 위해 여과인

자 (fi 1terir필 factor)률 이용하는 추세에 있다.

(라) 채부유된 放對龍으로부터 호홉션량

바람이나 차량의 이동 및 경작행위 동에 의해 沈題된 방사생물질이 ~H후유

되고 이를 효홉하므로써 야기되는 被題율 무시힐 수 없다. 어 정우는 沈積훌 상당시

간이 청과원 경우이다. 현행 ACA 쿄드에셔는 이를 고려하기 뀌해 대기충 放훨龍농도

와 沈홈휠 放射館 농도와의 판계륨 시간총촉척인 재부유언자로 해석하고 있다. 재부유

인자는 환경에셔 실혜 혹정된 값으로 썰청되고 있다.

(마) 훌取에 의한 被題

사람운 팡범위한 음식물율 섭취하며， 이률운 별도의 被題 및 옵식물 청로

(fα피 chain)에 의해 해석된다. 성취에 의한 被廳운 沈積된 放射龍， 單&沈훌훌 故射

能當 읍식물내 농도， 섭휘량， 농작물 생산량 및 단위섭취량당 션량의 팝으로 계산된

다.

읍식물내 放훨能農度는 單位 沈積 放射顧에 대해 動的 홉k食뺑 사슐 (여때mic fo여

chain} 및 이동 모텔에 의해 명가된다[40, 41. 42]. 數的 廳取 置嚴 모텔운 일반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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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구생이 매우 북잡한 공정과 매개변수들로 되어 있어 ACA 묘드내에서 취급되지

않고. 별도로 음식물에 따라 계산된 單位 沈題放射顧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률 이용한다

[42, 44] . 이 데이타베이스에는 음식불내 比政射能 鍵度와 읍식불 섭취 제한 초치

가 고려될 수 있도록， 사고후 경과시깐에 따른 單位 沈훌훌 放훨能當 시간 적분치가 풀

어있다. 시간에 따른 효과률 얼별， 월별로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데이타베이스의 크

기가 너무 방대해지므로， 주로 계절적 변화로 축소시켜 편집한다.

움식물 소바는 두가지 방식으로 휘급된다[45]. 그 하나는 개개인의 섭취량과 일

정격자배 인구수로써 개인 및 體 趣題觸꿇율 구하는 방식이며. 일정 격자내에 생산

된 농확불 및 용식물이 그환R셔 소비펀다는 가청으로부터 계산된다. 이 방식의 장

첨은 인구수반 있으면 책용이 가능하고 농혹산물의 생산붐포 자료Jt 불필요해 비교쩍

업케 이용힐 수 있는데 있다. 용식툴운 그것이 생산되는 인첩지쩍에서 바로 소버되지

않기 때뭄에 보다 현실척인 개인섭휘 趣騙짧꿇올 명가하기 위해서는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옵식물 붐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또 다른 하나는 농혹산물 생산량의 쩍

자벌 붐포로꽉터 바로 집단션동k올 계산하는 방식인데 여 경우에는 생산된 모든 옵식물

운 어딘가어l셔 셉휘되나 집단션량에 모두 기여될다는 가쟁에셔 시확한다. 그려나 이

방식에 의해서는 團A 被廳繼量이 계산되지 못흩}는 단첨이 있다.

일반책으로 섭휘션량 천환언자로 알려진 섭휘된 융식물내 放射龍當 線를운 효홉 션

햄l셔 시·용된 것과 칼운 신진대사 모멜에 의해 구해진다. 이 션량천환인자는 떼이타

베이스로셔 ACA 쿄드에 내장되게 된다. 근래의 동쩍 용식물사슐 모멜에셔는 옵식물의

처리， 초리 과쩡 둥에셔 放射龍이 유질되거나 농혹되는 현상까지 고려하는 추셰에 었

다.

(5) 非常훨睡 推置

사고시 주민의 被購옳 현실척으로 명가한 후 척철한 放훌*홉얻 훌생R훌鷹

(conte뾰as따'e)이 이루어져야 된다. 현행 ACA 코드에서는 광법위한 비상 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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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률 취하거나 철회할 기춘율 사용자가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가지 훨題

鷹률은 조치를 실행할 시깐 및 완화사켜야 할 효과에 의폰한다. 非常훌옐題휩뿔置

(emergency response actian)라고 칭해지는 단지 훨廳짧은 환경으로의 放밟흩딛 누출 천

혹은 직후 실행되는 것이며. 그 주폭적은 초기 보건영향율최소한으로줄이기 위해 內

外部 被훌율 제한하는데 았다. 長期 훌~H훌鷹운 洗홈톨된 旅밟性빼質로부터의 외부 훌훌

맹홉이나 오염된 식품의 섭취에 의한 內짧避廳의 장기척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계획되

는것이다.

(가) 短期 對題짧

훨期 훌￥R훌짧에는 훌훌身(shelterir핍) , 藏關(evaα.aation) ， 안청요드의 훌훌 推

置 및 陰훨(decant빼ination) 률이 있다. 훌훌身은 벌혜된 창운내에서 환기계풍율 충

지시킨 상태에서 가육내에 머무는 것율 발한다. 훌R開는 홈u훌鷹이 이루어지지 않운

상태에서의 잠채척션량(potential dose)이 기춘치률 넘어쩔 정우 주민울 대피시키는

조치이다. 미국의 안천생연구에서는 이를 일시척 再룸置(relocation)라고 쟁의하기

도 한다[14]. 요오드 쩡쩨의 提훌초치는 요오드 프라필락시스(pr。빼laxis) 혹운 갑

상션 블학킹 (blacking) 작용il 의한 것으로 非放射性 핵종에 외한 조직의 포화상태률

사천에 유지하여 방사생 빽종과의 상호작용율 차단시키거나， 放훨혼E.헝賣의 홉수를 원

천척으로 :'.t단하는데 그 묵척이 있다. 險훨續置는 사량이 放射홉용에 오염되었율정우

오염된 픽북울 바꾸어 입거나 샤워 및 목욕에 의해 제거하는 것융 벌한다.

(나) 훌期 훨團鷹

훌期 활鷹鷹에는再配置(relocation)， 土훌險뿔 및 용식물 훌取뼈限 (fo여

뼈n) 둥이 있다. 재배치는 요업된 지역으로부터 추민울 수주일. 몇달 혹운 몇년 다

른 지역으로 이추시키는 것율 말한다. 이는 藏關의 연장일 수도 있고 훌期被廳율롤이

거나 오염된 토양 및 건물의 제염 포는 기타 의료행위률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경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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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실시될 수표 있다. 주민이 재배치되고 번지역은 금지되었다 (interdicted)라고

도 벌한다. 除훨은 放射能의 세척， 제거， 채분포(redistribution)를 포함하고 있다.

륙정 지표면에 대한 륙정 除용월技衛은 다양하며 소요되는 경버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또

한 많이 보고되어 있다[46].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의 제염에 대한 다양한 기술의 척용

에 대해서는 비교척 그 자료가 많지 않다.

현행 ACA 코드에서는 쩨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훌융활困

子 (decontamination factor) 로 단순히 가정된 값율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險業빼에 폰채하먼 放對能과 險훨後 남은 放射能의 비옳로 정의되며 약 2"'10의 값율

가지게 된다. 한편 옵식물 鍵取뼈l限 초치(f，뼈 ban)는 이률 시행하거나 철희활 介入

훌揮備 (intervention level)에 근거하며， 기준치는 식품내 故짧龍 題慶나 개인 피폭

션량에 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6) 像健짧鍵

이온화 放짧鍵에 의한 개인의 被購운 보건영향율 초래한다. 被훌훌餐 수주일 혹

운 수년 이내에 얼어나는 영향율 短期짧뺑 (early effect) 이라 하고 수십년 및 미래

의 후손어l 발쟁하는 영향올 짧性짧廳 (late effect)이라 한다. 효기영향은 천신 및

신체 일부에 대한 홉顧꿇율 초래하는 경우이며， 그 이하에서는효과가 유발되지 않는

發端 顧最{置 (threshold φse) 가 있고 그 이상에서는被購敏果 (severity) 가 션량에

따라 종가한다. 단기 영향옳 얼컬어 결정쩍 혹은 비통체척 (non-stochastic) 영향

이라고도 한다. 放射顧에 의한 혐폼影훌짧은주로 암발생 및 후손의 遺傳的 질명의 중

가가 주된 내용이다. 이률 초기 빛 만생 영향 모두 발생확률은被廳션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통계척 영향으로 해석된다. 當代의 개인에 발생하는 영향율 신체 (somatic)

영향이라고 하고， 자손에게 일어나는 영향율 違傳影醫 (hereditary) 이라고 한다.

근래 짧性 신체 영향에 대한 연구가 원자탄 투하후 생존자률의 자료에 근꺼흩}여 放

射훌훌에 의해 유발펴는 암의 힘書度에 환해 지숙되고 개쩡되고 있다.

%



(가) 短期 髮훌훌

며국 원자력규제위원회률 위해 Scott 와 뻐hn에 의해 개발된 아래의 초기

영향 모텔이 근래의 ACA 코드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47]. 이률 없경rd 합수라고 부

르며 영향율 받윷 개인의 확률 및 危뽑度 (r)률 다읍과 같이 표현한다.

r =1 - exp(-H)

여기에서 H는 위혐의 累趙煩(cumulative 뼈zard) 이며. 아래의 Weibull 합수로 주어

진다.

H=In 2 (D/Dso)S for D>T

D는 해당 훌훌훌훌에 대한 명균 홉수ι량， Dso 는 趣畢된 추민의 짧가 영향율 받게되

는 피폭션량， s논 繼量-危뽑度 곡션의 기옳기룰 결정하는 形狀困子 (8뻐，pe parameter) ,

T 는 發觸觸置價률 각각 표시하고 있다. 이 식울 시깐에 따른 효과로 보정한 식은

다읍과같다.

H=In 2 ( Ii Di/Di.50 ) for Di ) Ti

Di는 기간 i 동안 받은 선량. Di. 50 은 기간 i 동안 받은 선량이 주민의 짧에 영

향율 주는 값， Ti 는 기간 i 동안의 발단 선량치 룹율 각각 나타낸다.

미국원자력규쩨 위원회의 최근 보건영향 모텔에서는 치명척인 단기 영향에 대해셔

顧훌훌훌에 의존한 모댈이 쩌I안되어 있다[48].

그 주요 내용은 低顧fi짧에서 받은 훌훌題이 높윤 繼fi훌홉에서 받은 被廳보다 멸 위협

하며， 이뚫 고려하기 위해 觸렐짧 짧敏인 中間致死顧꿇 LDso율 도입하고 있다. 그

러나 이 모댈은 현재 ACA 코드에서 개선이 진행 충에 있는 사항이다. 초기의 치명척

인 보건영향은 골수， 폐， 기판지 및 피부가 주요 대상 조직이다.

추가척으로 입신 충 被題에 따른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률이 쩡량화되어 있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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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션이상， 얼시척 불임， 이상 소두 빛 백내장 동의 旅射線 훌훌훌훌 揚훌울 명가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일반척으로 이와 같이 자세한 손상을 고려하는 것운 ACA에서 필요

하지 않다. 예켠되는 초기 사망( fatality) 과 구토 및 셀사와 같은 일반척인 초기 홉

홈 (i띠ury)가 초기영향과환련훤 公짧A의 危뽑度률 나타내는데 충분한 것률이다.

(나) 慢性 身體 隻훌훌

치명척이거나 혹은 비쳐명적인 암발생의 확률 증가가 만생영향의 주된 것

이다. 사고 발생후 몇십년이 경과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로 암의 발생 확률(r)운 被훌

銀를과 그 제곱근에 비례하논 합수로 나타난다.

r= aD+BD2

D는 해당 장기에 대한 홉수 션량이며， a , b 는 모텔의 매개변수이다.

근래의 ACA 쿄드에서는 b =0 인 것이 일반척이다. 어땐 線훌훌 훌빼價 아래의

低驚:It과 銀i훌훌홈 경우 월부 ACA 효드는 低線훌 및 繼를훌 有훨 困子 (D뻐한‘; low dose

and dose rate effectiveness factor)에 의해 매캐 변수를 보정하기도 한다. 그러고

일반쩍인 모멜 매개변수 a , b 룰 명가하는 방식은 상대척 혹은 철대척 危曺度 모멜이

있다. 절대척 危뽑度 포헬에서는 알정 趣훌繼量 수준이 일정 觸 훨害度와 合算方式

으로 연환되며， 상대척 危뽑度 모텔에서는 放射線에 의해 유발되는 압의 발쟁이 순

깐척 線i흩훌에 직접 연판되고 放射훌훌운 전체척인 危훔度에 곱하는 형태로 작용하게 된

다. 두 모웰의 션택운 압의 충류에 따라 달라진다.

사고 발생에 의해 누출되는 放射性뺑賢에 의한 수많은 만생 보건 영향의 계산은 다

옵과 같은 여러 인자률에 의해 더욱 북잡해진다.

o 被廳훤 公業人의 예상수명과 연령분포

o 한차혜의 被廳후 몇십년간 만성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기 천에 자연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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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경우

o 대부분의 被廳훌훌홉가 누출되는 다양한 핵종의 변화하는 분포에 의해 몇 십년씩

그 영향율 지체시키는 현상

시칸에 따른 선량의 변화， 연령 및 예상수명 분포툴올 모두 고려하는 만생 보건 영

향의 危뽑度률 계산하기 위해서는 북잡한 다충 척분울 수행해야 한다. 실제 그련 계

산은 그 결과룰 ACA 코드내 데이타베이스로 저징}하고 있다.

(다) 遺傳 影훌훌

회I~훌훨果는 훌種옵 초래훌}는 단입휴천자의 뻐A내 훌훌配列上의 변화나 염

잭체 내 혹운 사이에서 훨~II 훌훌훌률 야기훌}논 여러 휴천자집합의 재배업에 의해 나

타날 수 있다. 남생 및 여생 생식쩨포에 대한 放射線 훨훌이 어헌 효과홉 총가시킬

수 있다. 현행 ACA 쿄드에셔 遺傳훨果률 명가하기 뀌해 사용되는 철'*l-는 위와 잡운

방식옵 따르며 주로 두 세대에 국한하여 병가하고 있다.

(7) 置濟的 結末

원천 사고사 放射能에 의한 결벌율 명가해추기 위한 여러가지 항북의 하나가

경제척 비용으로서 사고영향율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며 여러가지 사고유형에

따른 영향율 이 값으로 비교힐 수 있케 한다. 사고의 경쩨척 영향율 예혹활 수 있는

모델률은 여러가지가 개발되었고， 개발 중에 있으며， 이 모텔에는 일반책으로 藏開，

再配置， 훌훌身， 食品 없l限 및 뚫훨， 그러고 보건영향에 따른 제반 비용윷 모두 고려하

게 된다. 그러나 非常짧睡寶에 의해 영향율 밭은 면척의 경체적 비용울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은 아직도 개발 중에 있는 분야이다[49].

(8) 敏慮度 및 不確寶性 解析

근래의 ACA 코드률은 종래 용守性의 입장이 강조되어 예축결과가 상당히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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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한 첨율 개션하여， 가농한 최션의 결과률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 결과률 분

석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불확실성과 관련된 명가률 필수척으로 수반해야 된다. 지난

십여년간 ACA 쿄드내 불확실성율 정량화하기 위한 방식의 개발 및 척용에 대한 연구가

충요시 되어 왔다. 륙별히 불확실성이 많은 대기 확산 분야에 대한 고찰이 많이 있

어 왔다[50.51 J.

또한 불확실생 해석에 멋불혀 단일한 가정 및 단일한 매개변수치률 변화시키면셔

야D률 새로 계산하여 그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민감도분석 연구가 있어 왔다.

혜를 률면 어연 중요한 불확질생해석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모델의 주요 가청과 매개

변수률옳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放射線題휠으로부터 최종 확률론척 결말명가에 이르는 여러 다른 단체플올 複융度

(degree of complexity)졸 변확시키면서 모텔렁한다. 모텔은 단순 수치 판계로부터

放射性뺑質의 훌훌境으로의 복잡한 이동율 기술하는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어땐

륙청한 척용융 위해 사용할 가장 척절한 모텔울 선핵하는데 있어 계산비용과 명가 결

과상의 불확실생융 최소화시키는데 있어 相빼하는 두 조건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고컬말해석의 북잡생과 반복척 계산 형태 때문에 계산가격의 절감이 필요하

고 이 때문에 모텔의 단순화까지 이루워지는 경우도 있다. 한펀 북잡한 방사성핵종

의 이동 및 훌훌짧훌 훌훌훌홉툴 사이의 여러 단계의 부분척 모텔 사이에는 북잡성의 어떤 균

질생이 필요하다. 예툴 툴면 한 단계에서 아무리 불확실성을줄인다 하여도 전체 결

말내 불확실성이 다른 부분의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될 경우에도 있는 것이다. 이 분

야에서의 판단은 大氣據散， 非常對睡 計劃， 放射훌훌 生顧모델， 훌g濟性 모델 둥 다양한

분야 사이의 경계 및 의존성 둥에 대해 심도있는 천문가적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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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寶時間 放뿔훌훌 훌훌훌훌훌￥析와 B훌훌훌훌的 훌훌故훌홉末 薦析과의 차이점

寶8훔聞 放射훌훌 被廳 方式과 確짧훌훌的 事故結末解析에 있어 그 차이점에 대한

의문이 계숙 제기되고 있는 점율 갑안하여 이 節에서 간단하게 이륭 비교하고자 하였

다. 이 비교 검토에는 지급까지 축척된 여러가지 기술 및 경험과 아울러 각국의 정

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률 도표로 제시하여 이해률 톱고자 하였다.

賣時間 放射*훌 훌훌購解析운 寶時間 측정 데이터률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사고결과률

적어도 2시간내에 모두 계산하여 非’常對題 推置률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율 주 목

척으로 하고 있다. 사고의 최종결과는 放射性뺑質의 순깐 및 누적농도 분포와 외부

피폭션량 및 호홉에 의한 내부피폭션량율 행정구역， 도로망， 병원 및 의료시껄이 제시

되는 지형도상에 훌 훌度圖 빛 훌 훌훌騙훌훌量圖로 표현되게 한다. 여기에서의 계산방

식은 단일사고와 단일 환경 이벤트에 대한 決定輯的 方式에 기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고결말해석은 잠재척으로 가능한 모든 사고 유형과 환경 이벤트때 대

해 방사눔농도， 피폭션량 동을 계산하고 이률 確單훌훌的으로 제시하는 점이 가장 두드

러진 차이점이다. 그 이외 寶時間으로 해석하논 방식이 취급하지 않는 인명의 피해룰

위해도로 계산하고， 경제성분석윷 동시에 행하는 점이 또한 다르다· 1훌R흩間 훌훌훌훌$

析이 앞으로 발생이 가능한 결과에 대한 예혹율 빠른 시간내에 가능한 청확히 질시해

야 하는 점에 비해， 確갱홉훌훌的 方式에서는 1년 이상의 기존 환경자료를 데이타 베이스

로 하여 계산시간에 구숙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確짧論的 方式에서는 혔候활， 풍향

및 꺼리별로 수많은 핵종에 대해 방사농 확산， 침척， 피폭， 危뽑度률 계산해야 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CPU 시간과 기억용량이 너무나 커서 컴퓨터 it樓에 제약율 받게 된다.

그 이외의 여러가지 다른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放射훌훌훌훨項은 確흩훌훌훌的 專故結末解析에서 Level 2 PSA의 계산 결과인 사고유형멸

放射性動質 編버量을 사용하는데 반해 寶簡間 被購解析의 경우에는 stack 혹은 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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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시기로부터 측정되는 실제 放射性뺑質의 훌훌버量이 옹라인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다.

이 청우 감시기의 기능에 따라 방출되는 천체의 빽종이 분석되지 못하는 단첨이 있다.

寶健間 훌훌廳解析 경우에는 사고결발해석에서와 같이 기폰의 Level 2 계산철과률 이용

할 수도 있으나 사고 유형의 션택에는 전문가의 고도의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불

확얼성이 있다.

기상자료의 겸우 실시간 피폭해석의 경우 數地훌훌훌짧 및 훌훌훌홉의 全團 自훌b훌훌훌椰

定網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입력되는 자료률 사용한다. 그러나 훌故結末解析에 있어서는

1년 이상 혹척된 부지기상 및 지역기상 자료률 훌훌훌群으로 분류한 다움 이률， 짧作篇

포는 계충 표본 추출방식에 의해 sequence 률 션팩하여 천 훌훌候群에 대한 B훌훌훌훌的인

농도 붐포률 쩨산활 수 있도혹 하게 되어있다.

3훌R홉聞 훌훌훌解析 方式에서는 大훨據散의 계산이 어현 판첨에서 시행되어야 훌}논지

가 확산모멜의 션핵에 충요한 근거가 된다. 예륨 틀면 계산 결과가 2시간내의 방사

농 확산옳 신숙히 계산하는데 몹척이 있융 경우에는 단순한 모멜이 이용될 수 있고.

계산 혈과가 정확하고 시간이 2시간 이상 Al축되는 방훌율 고려해 추어야 활 경우 확

잡한 모멜이 사용되어야 한다[52].

피폭션량 계산에는 寶뽑間 被廳解析 정우 장기간의 피해륨 해색하는데 북척이 있지

않기 때문에 放射龍에 오염된 식품의 껍취에 의한 장기피폭 효과는 일반척으로 취급하

지 않는다. 그러나， 事故홉末解析에 있어서는 피부 및 의북 오염에 의한 피폭청로 까

지 모두 포함시키게 된다. 保健髮훌훌 포벨에 의한 단기 사망자 수 및 身짧훨훌훌者 수

및 遺傳췄果는 實뚫閒 훌훌훌解析에는 취급되지 않고， 사고컬발해석에는 상세히 이륨 취

급하게 된다.

여기에서 륨及한 내용률을 두 경우에 대해 *빼시켜 표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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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lculated Source Term
w.r.t Accident Scenari。

WASHI400: Class 9 for PWR
Class 5 for BWR
+MAR대/CO뻐AL

DRS A: Class 8 for PWR
DRS B: Class 5 for PWR

표 2. 실시간과 ACA 모텔과의 비교.

RE돼뻐A따l파I맨 (때3응션쇄-→페10 빼빼Y핸s f鋼。빼때려뼈) I냐댁ACA (얘Ba빼뼈 m삐1-'칸2간Y D빼a뼈펴 없顧뿔)

SOURCE T많M

-From Stack Monitor( On-Line)
-Manual Input Considering the Relative
Radioactivity of the Released to the Total

-Precalculated Data w.r.t Accident Seen앞i。

(For Test)

WINDIDISPERSIONIDEPOSITION

-Real Meteorological Data from Met. Tower
and Met. Network (On-Line)

-Simulation of Wind Field/Dispersion/
Deposition Using Class A or B Model

-Class A: Rapid but Incorrect in 2 뻐·5.

Class B: To become Rapid by Use of
Super-Compo and More Correct

-Statistical Categorization
of 1-2 Yr. Data and Dispersion
Simulation with Probabilis-
tically Sampled Weather Data

-Optimization of Dispersion
Model Considering Computation
Ti me

E뾰os때E DOSE

-External
。 Cloudshine

o Indirect Radiation by Contaminated
Soil

-Internal
。 Inhalation/Resuspension

*Potential Dose

-External
o Cloudshine
o Indirect Radiation by Conta

minated Soil 없d Clothes
-InteπlB.I

。 Inhalation/Resuspension

。 Ingestion

*Potential Dose
*Latent Dose wi th Countermeasure

- NO

RISK ANALYSIS

-Early/Latent Fatality(Death)
-Early/Latent Injuries
-Genetic Effects
-Contaminated Area, Agr i-Product
-Socio-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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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3-10 days focused)

(continued)

ACA (Based on 1-2 Y Data Base)

COMPUTATION 핸Aπ쩌ES

-Should be Finished within 2 Hrs.
at least

-On-line Network

Monitors(Stack, Meteorology, 댔M)

- D뼈 - Computer - 당posure Calculation
- Decision Making

-No Time Limi t

-Off-line

Using the Data Base Made
Statistically

-Real Decision Making
-Training for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of CRT-display
in EOFITSC Room

-Class A
。 IRDAM (U.S.A. )[53]
。 SPEEDI-Submodule (Ja맹n) [36]
o EPAS/NSIS (때ERI)[37]

-Class B
。 ARAC (ADPIC/MAπ포W: U. S. A. )[35J
。 SP또DI (Ja따1)[36]

。 RESY (Euro홈an Community)[54J
o FADAS (때ERI)[37]

OBJ뭘::TIVBS

-Poten펴a1 Risk Assessment
-Safety Evaluation of Alterna-
tive 않sign

-Over‘all 다lvironment Impact
Assessment

-Optimization of Emergency
Response (EPZ, Do매s뾰e Level for
Coαωw뻐ant쩌enneasure

많AMPLES

。 CRAC2， MACes (U.S.A.: Sandia)[4]
。 UFOMOD (Germany: KfK) [7]
。 뻐RC-l (U. K.: 째PB)[9]

o COSYMA (European Communi ty) [11]
。 OSCAAR (Ja햄n， JAERI) [12]
o CONDOR (U. K.: S뻐， 뻐PB. NE) [10]
o CRACIT，대AC많 (U.S.A. :PL &G)

[5, 55]

Notes: 1.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
2. Data Acquisition System
3. Emergency 0뿔rating Facility
4. Technical Suppor‘ t Center
5. Emergency Planning Zone
6. Following-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 which was composed of

random walk model for diffusion and numerical integration model for
external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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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훌훌群 選定 및 훌훌本抽出 方式

가. 훌훌훌 훌훌本抽出

ACA 쿄드증 대기확산계산율 위해 제공되어야 할 자료는 放射性뺑賢의 방출어l

대한 線題휠(source term) 과 기상조건이다. 방사성물질의 방출후 변화하는 기후조건

은 통계적으로 취급된다. 계산결과는 ACA 원리상 사고발생 확률과 그 放射繼題項에

따라， 풍향， 풍촉， 강우량 및 다양한 기후조건과 란련된 확률적 결과로 나타나며， 일

반책으혹 따'D(Comple빼tary Cumulative Distr’ ibution F뻐ction) 로 째시되고 기대

치， 명균치 둥이 제시된다.

훌훌故結末의 해석 헛 단계는 대기이동， 확산， 침척의 계산단계이다. 放射性빼質의

이동， 확산과정의 기후조건에 대한 의존성을 반영키 위해서는 대표적인 일련의 기후

시괜스군(sequence set)울 매시간 연숙척인 기상란흑 자료로부터 선정한다. 기후 셔

괜스의 션택에 있어 주의할 점은 륙정부지의 가능한 모든 범위의 기후조건율 현살척

으혹 재현하는데 있다. 개개의 放射性接種 마다 해당되는 기상 시훤스에 대해， 시

간-공칸척인 대기중의 농도와 지표오염 농도가 계산된다.

確훌훌훌훌的 專故結末解析에 있어 假想된 사고에 따른 放짧性뺑賣의 방출에 따른 여러

가지 결말의 분포블 예혹하기 위해서는 수백종의 기후시훤스에 대해 大혔擺散 計算율

반북해야한다. 이상척인 계산올 위해서는 매시간 365일 모든 가능한 기후시훤스에

대해 사고결말을 모두 해석해야 된다. 가능한 기후조건의 시판스는 매우 다양하나

계산시간과 컴퓨터의 제약초건에 따라 이련 이상적인 계산은 어렵게 된다. 여러.조건

의 기상시핀스는 유사한 放射能農度의 據散과 유사한 事故結末을 나타내게 된다. 따

라서 방출된 방사성핵종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확산되는 지역의 전형적인 기상기록으

로부터 대표적인 기후시괜스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얼반적연 기상기록에는 풍향， 풍속. 강우량 및 대기안정도가 있다. 기후시훤스의

표본을 선택하는데 사용된 절차에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기후초건의 범위룰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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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륙별히 빈번하지 않는 기상서훤스가 보다 심각한 보건영향올 초래할지 모르지

만 이련 시판스가 그 발생확률 이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서도 안된다. 專故結末운

F훌훌홈훌훌的으로 그 결과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사성울질의 대기내 時空的 변화는 사고 발생 시찬부터 계속되는 기후의 륙생에

따라 매우 달라지므로 사고결말의 정도도 당연히 기후조건에 지배되게 된다. 사고결발

의 예혹이 방사생물질의 거동율 실시간으후 청확히 예측하는 시스탬이 아넌 健寧훌훌的

방식에 근거한다. 이 방식에서는 해당부지의 년간. 시간별 전체 기후 자료에서 타당

한 廳本抽出(sa때lir필) 技衛에 의해 사고발생시의 가농한 기후륙생융 사천에 션쩡하게

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醫本抽出 技衛에는

1) 無作짧 賣本抽버 (random sampl ir핑)

2) 階훌的 無作훌훌 훌本抽出 (stratified random sampling)

3) 階흩的 醫本抽出 (stratified sampling)

4) 畵要度에 따른 廳本抽버 (i빼rtance sampl ir명)

둥이 있다[4 ， 7]. 훌本抽出의 북척은 확산 모댈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농도분포가 부

저륙생척 기후의 합수로써， 가능한 연월척 再現性융 가지는 계산이 되도록 하는데 있

다. 無作짧 훌훌本抽버윤 사고 발생시간옳 무작휘로 션택함요로써 기상시훤스률 결정하

고， 개개의 기상시괜스의 비충운 시훤스 천체수의 역수로 나타나게 한다. 無作흉 및

遇期 훌훌本抽出 方式은 모두 유사한 시훤스률 빈번하게 추훌할 경향이 많율 뿐 아니라，

危홉度가 심각할 가능생이 있는 비정상척인 시훤스가 그 발생확훨fl 상용하지 못하게

과대한 명가률 받윷 수 있는 단점율 가지고 있다.

階層的 無作훌훌 훌훌本抽버운 無作짧 홈훌本抽버에 있어 통계척 훌훌音율 없애고 일별，

월별， 계쩔별 순환옳 屬jJU化훌뻐 開始時閒융 無作훌훌로 션택한다. 이 방식의 북쩍은

천 스펙트럼의 기후상횡이 설쩨척 발생확률과 환련되게 하는데 있다. 이률 위해 기상

페이타베이스에서 모든 기상시훤스률 발생확률이 추어지는 훌훌훌群으로 분류하고， 다읍

각각의 關뼈時間에 주어지는 기상시훤스를 무작위로 결정하도록 한다. 각각의 기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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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스의 비중은 無作짧 훌훌本抽버 경우와 동일하다.

童要度에 따른 훌本抽出 技法은 다른 세가지 기법이 그 자체의 알고리즘에 의해 야

기시키는 계산결과의 변화성율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후 유형의 빈도와 자료

내 기후의 시훤스 륙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I년 천혜의 시깐별 기쭈자료률 정리하

여. 확실한 기후시현스가 再現되도록 적절한 가후군으로 분류한다. 무수한 기상 시

핀스틀이 Latin 버percube 廳本抽出 알고리즘에 의해 무작위로 선택된다. 각각의 기상

시괜스의 비중은 천체 기후시괜스 수와 각각의 혔健群에서 션택된 시훤스 수의 곱에

대한 각각의 훌훌훌群內 전체 시원스 수의 비용로 나타난다.

나. 훌散모멜과의 聊빼性

기후군의 션정 방식은 채택하는 확산모텔에 의존생이 높다. 그 이유는 사용되

는 확산 모텔에 따라 입력되는 대기변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전체 스펙트럼의

기후 시훤스률 분류할 범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릎이다. 예률 률면， 기본척인 기상

변수인 풍향， 룡축， 강우량 이외에， 단순한 Ga뻐sian 모멜율 이용힐 경우 대기 안청

도가 충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옐훌故훌홉末의 최총결과인 보건영향올 고려합 청쭈，

주변주민의 인구분포도 간첩척인 훌훌展群에 포함활 수도 있다[9]. 단순한 Gaussian 칙

선퀘척가 아니고， 풍향변화가고려되는 敵廳， 씌프. 입자 동의 모댈이 이용되는 경우

대기안정도 보다는 플륨의 해당지역 도달시간어 중요한 칸첩척인 변수가 될 수 있다

[7]. 여기에서는 충요한 기후군 예률 척용된 확산모델과 연관시켜 셜명한다.

(1) 때AC2 경우[4]

미국의 때AC2 에서는 29가지의 훌훌置群이 사용되고 있다 (MAces에서도 동일，

표 3 참조). 주어진 대형사고에 있어 대량의 초기 사망과 신체손상은 부지 및 주변

에서의 강우， 발천소부~1 50 뼈 이내 낮은 풍숙의 존재， 혹용 안정된 대기 초건하의

약한 풍숙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울 가지는 기후 사건(event)과 관련된다.

때Ac:l에서는 이와 관련뼈 표 합 깥이 降南， 低 風運， 大훨安f블度와 풍숙의 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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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가후군율 29가지로 설정하였다. 흉훌故 開始 g흉閒에 29개의 기후군충 하나가 션

택되면 이후 이어지는 기후시훤스는 이미 관측된 일련의 시간별 기상자료를 연속척으

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감이 추출된다.

표 3. 대AC2에서의 셜정된 기후군.

Categl야y

Number
Description of weather SE켜quence

、
1 Rainfall at the site
2 1st ∞currence of rainfall , 0-5 miles from the site
31st ocαUTence of rainfall , 5-10 miles from the site
41st ∞currence of rainfal l. 10-15 miles from the si te
51st ∞cω-rence of rainfall , 15-20 miles f:π)JD the site
6 1st ∞currence of rainfall , 20-25 miles from the si te
7 1st occurrence of rainfall , 25-30 miles from the site
8 1st oc마rr짧e of a winds홈ed slowd。빼， 0-10 miles
9 1st occurrence of a winds홈ed slowdo'빼， 10-15 miles

10 1st ∞cω-rence of a winds야훌d slowdown, 15-20 miles
11 1st ocαfπmee of a windspeed slowdown, 20-25 mi les
12 1st ∞curt녕nee of a windsp:훌d slowdown, 25-30 miles
13 Initial stability cate.양ry A, B, or C wi th Vo S::3 mls
14 Initial stability cats명ry A, B, or C with Vo >3 mls
15 Initial stability cates야'"Y D wi th Vo S:: 1 mls
16 Initial stability category D with 1 <Vo S:: 2 mls
17 Initial stability category D with 2 <vo S:: 3 mls
18 Initial s뼈biIi ty category D wi th 3 <vo S:: 5 mls
19 Initial stability category D with Vo > 5 mls
20 Initial stability categ이γ E wi th vo S:: 1 mls
21 Initial stability cate맑ry E wi th I <Vo S:: 2 mls
22 Initial stabiIi ty category E with 2 <vo S:: 3 mls
23 Initial stability cate맑ry E with 3 <Vo S:: 5 mls
24 Initial stability category E with Vo > 5 mls
25 Initial stability cate8야'Y F wi th Vo S:: 1 mls
26 Initial stability category F with 1 <vo S:: 2 mls
27 Initial stability category F with 2 <Vo S:: 3 mfs
28 Initial stability categ아'"Y F with 3 <Vo S:: 5 mls
29 Initial stability category F with Vo > 5 mls

예률 틀어 기후군 i 가 107ij의 기후시괜스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4개의 시훤

、
떠



스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자 (때ACl. 에서는 각각의 훌훌훌훌熱뀌 4개의 기후시훤스를 추출

한다).

I---x-----x---I---x--x--x---I---x---x---I---x--x---x--I

Sl S2 Ss S4

여기에서 Sl 은 2개， S2 는 3개， Ss 는 2개， S4 논 3개의 시훤스률 각각 가지

고 각각의 군으로부터 하나의 시훤스률 무작위로 션택한다. 이 경우 하나의 륙쩡 시

훤스까 지정휠 확률은 (I0/4 )/8760 으로 나타난다. 8760은 1년증 가능한 시간별 기

후 시훤스 수의 총합이다.

때，Cl.에서 기후군 29가지충 No.2'"'-12까지 초건은 부지주변애 여러곳의 기상측후소

자효호가 있어야 적용될 수 와는 품제첩융 가지고 있다.

(2) MAαS에서 훌훌훌훌 훌훌本抽버 方式[6]

기존 때ACl. 내의 Ga뻐si뻐 직션플륨 모헬율 그대로 사용하면서 풍향의 변화를

고려할 수 없는 단점율 보완하기 위해， 매우 북잡한 방식의 개업율 아래와 잡이 도입

하고있다.

格納뺨훌훌 故障에 의해 야기되는 급작스러운政짧性빼質의 대량 'H낼~1 시작되기 수

시깐 천 균일하고 느린 축도의 누출 간격이 있는 방사션원항 경우， 여러가지 방훌

phase충 어땐 플훌 segment가 가장 큰 위해도 효과를 률 것인지를 판단해 휘해도 지배

플륨(risk domin뻐t plu뾰)이란 정의를 내려 이률 이용하고 있다.

단일 플륨 방출 및 위해도 지배 플륨으로 시작되는 방출 경우는 CRA잉와 동얼하다.

危홉度가 지배척이지 않는 여러 se.휠빼t의 방출일 경우 모든 플륨 segment 률의 방출

시간율 29개의 윷훌훌훌群에 상웅되는 위해도 지배 플륨의 방출시칸 륙 專故 關뼈時間과

일치하도록 한다.

방사능 방출이 단시간에 높은 강도틀 가지는 첫째 플륨 segI않nt 와 장시간 지숙되

는 둘째 segment 로 나뉘어질 때， 첫째 플륨이 1 시간 이내 지숙될 경우 둘째 풀륨과

끼
、“

pn



통일한 기후시펀스를‘ 가지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각각의 플륨

segment에 대해 대표되는 시점울 명기할 수 있다 (예: 다른 지점의 기상 륙정치 이용

가능).

대Ac:l에서는 放出 開뼈R훌間의 기후조건에만 의존하므로 모든 방사생물질이 첫 플륨

의 앞머리 부분에 있게 된다. 대표사간대(r‘빼‘esentative time point)는 0-1 λ에

의 값으룸， 풀륨의 방출기칸 충의 기후시뭔스가시작되는 섯첨이 비옳로 셜정된다. 예

륜 툴면 0은 전체 플륨의 앞머리 부분에 와해 만나는 기후 시훨스로부터 확산， 침척，

플륨 상승이 일야나도룩 한다.

0.5 는 플륨의 방출시간의 중간시첩이 대표시깐대로사용되는 것이며 방출시간악

천반푸는 훌륨의 확산， 첩척에 아무련 영향옳 추지 않게 되고 천반푸의 기후는 무시된

다. 1. 0은 플륨의 후미에 대표시간대가 있고 플률의 방출시간 충 모든 기후 초건이

무서되는 비현실적인 경우이다.

기후의 션택 방식은 (1) 사용자에 의해 명시된 일쩡 기후초건. (2) 사용자에 의해

명시된 시간별 기후조건. (3) 1년 기상자료 file로푸터 사용X뻐 의해 명시되는 개시

시간. (4) 1년 기상자료 file로꽉터 Latin 때per대be 방식에 의한 기후군의 표본채취

등이 가능하다.

(3) UFOMOD 및 αS뻐A 경우[7.11]

한편 톡얼의 W빼00. 유럽공동체의 $뻐A 에서는 144 7까l의 기후굳이 셜정

되어 이용되고 있다. 홈훌本抽出 方式은 階層的 홈훌本抽버활율 이용하고 있으며，

때Ar:l 및 MAαS에서 At용되논 29가지의 기후군과는 천혀 다르며 아래와 같은 144개의

기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ACA 코드내 이용되는 대기확산모텔의 개념과 ACA 척

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먼져 풍속과 관련， 해당지역(핵시셜로부터 반경 20Km)에 있어서 플륨의 도탈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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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률 0ζf5::3 h. 3(1'5::6 h. 그러고 η6 h 으로 먼져 분류한다. 다읍 강우량(I)율

1::() mm/h. 0(1 5::1 血Ih， 15:: 1(3 血/h， 1:2:3 빼/h 으로， 풍향율 30도 칸격으로 12방향

으로나누고 있다.

따라서 3 x 4 x 12 =144 개의 기후군이 셜정되게 된다. 천체 강우량운 플륨의

도탈시간율 곱하여 나오게 된다.

다. 훌훌 훌훌 條件

명균강수량이 명균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배 이상 벌어졌올 때를 異常降홈훌.

으로 쟁의하고 이률 훌훌常多爾， 훌훌常少團로 구붐한다[56， 57] .

pmax >Pavg + 20. Pmin ( Pavg + 2a

i훌R힘논 日 降쩌홈.이 80mm 이상흐로 쟁의되어 있다.

鷹團룰에 대한 異常 狀觸 및 훌團에 대한 쟁의룹 펌로하였으나， 放훌*뼈의 훌훌k에

대한 훌훌훌훌훌훌條件운 개념이 될라훨 수 밖에 없다. 록， 방사농어 확산되면서 주변추민에

피폭올 많이 추는 조건융 악기상 조건이라고 한다면， 풍축이 느리고， 가농한 비가 내

리지 않으면서， 방사생 오업물철이 계축 누척되는 기상현상이 이에 해탕될 것이다.

예률 률면 역천충의 지축이나， 해륙풍의 순환에 따라 누훌된 방사생물질의 누척이 야

기될 수 있고， 풍축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훨 때까 그러한 청우이다. 강수량어 많

율 경우에는 토양으로 습침책된 放射性뺑質。 I 셰척되어 회석되는 현상올 초래훌}여 훌

取置路에 의한 피폭율 감소시키는 효과릅 가져와 악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한

편 풍숙이 작율 경우 放뿔홉뺑質이 지나가는 단거리 지역에서의 피폭효과는 오히려 커

지므로 높은 위해도의 법위에서는 그 발생확률어 충가할 수 있다. 장거리 지역 경우쩌l

는 放射性빼賢의 반감기가 짧거나 乾沈積 運度가 높율 정우， 이미 단거리 지역에서 그

방사션효과가 이미 기여되고 약화된 피폭효과륭 가져와， 오히려 낮은 危畵度의 확률율

증가시키는 결과률 가격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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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政射能 훌훌散 모펠

원자력발천소로부터 방출되는 放對性뺑寶은 대부분 정상가동 경우 被廳影響이 매우

적은 불활생기쳐l와 일부 입자상물질이 포함된다. 그러나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사고

가 발생활 정우 鳳子盧훨과 안전 계통에 따라 배출되는 放뿔性接種과 그 양 및 부수되

는 에너지는 매우 다프패l 된다. 정상가동 경우에는 분기별， 년별 주변주민의 피폭션

량율 명가하며， 이 경우에는 일반척인 Gaussi 하1 확산모텔이 사용의 펀러상 주로 이용

되어 왔다. 사고발생 경우에는 실제 시각에 따라 放射性빼質의 壘動율 가능한 정확

히 예혹해 주어야 한다. 한꺼리의 명지， 단시간， 풍향 변화가 없율 경우 없ussi와1

모댐이 척용될 수도 있으나， 그련 이상책인 초건율 계획하고는 대꽉붐의 청우 이 모

멜의 쩍용용 현씹생이 휩여될다. 한핀 사고결말해씩에 있어 政射性빼톨외 *-훌훌*

解析올 훌時뼈 賣椰에셔 요구'6'}는 청도의 쟁확생 및 신혹생혼 휩요하지 않다.

가. 훌散모멜의 健聞 및 뿔間 依存性

대기오염의 예촉 및 명가의 영역에 응학하는 대기의 수칙구조는 약 상꽁 10 Km 내

의 훨流률에 국한된다. 확산확발， 원혹무하， 쩨르노벌 원챈의 수소혹발 사고 갑윤

청우[앓]에는 상꽁 6 - 12 Km 까지 오염물철이 상송뼈 쩨르기휴 (jet 8tr댈m)라 일

협어지는 편셔풍에 동반합}여 지구규모 확산까지 가농하지만， 폭발에 외한 수칙 고도

상숭이 없는 대부붐의 대기오염 사건에서는 %냉 1 - 2 Km 의 홉由大짧層 (free

atmos}ilere) 內에 수반되는 大훌훌훌훌散율 휘급하게 휠다.

大혔據散모멜렁에 있어 해당지역의 넓이， 해당 고도， 고려할 오혐의 지축시간에 따

라 구분된 분류표를 표 4에 제시했다[26]. 예률 률어서， 鳳電 非常計빼地城이 섭

취피폭 경로 경우 반경 80 Km를 대상으로 하므로 (160 Km )2 =2.56xl04 Km2 이고， 방

사농운에 의한 외부피폭일 경우 반경 10-16 Km 률 대상지역으로 하므로 (20 - 32 Km )2

=0.4 - 1. O2xl04 뼈2의 영역이어 중간규모 B에 숙하게 된다. 사고발생시 약 2 시간

에서 2주 정도를 방사눔 누출 기간으로 보면 團下方向의 훌훌流波， 계곡에서 부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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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의 륙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中間規樓 및 行星境界홈規훌훌 A}Ol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4. Orl뼈앓i의 구분.

m KJDZ
Hs As ltmth Day l뀔Jr M뻐ute seamd

Macre훌cale G1빼al SubtroPical, Jet St:r훨ms’ ,
a Mountain GlφalW뇨1d PattE표"Il

’ .
Area Long-빼ave 뀐.dqe 없nd

Trol핑bs :
lOS ’

Macro훌:ale 다m다m뀐tal ltbns∞，ns sa1m nadgg!
6 i 뱉m떠in ; 양cIa파월 a멕

1()6 ‘ Area
Antleycl뼈gg ,

‘
(Synoptic) Regio뻐 따r Ma훌~

l

뭘훌@혀Ie tb.mtaiD Pron'않
‘ ’a I Area 양cl。양mesig

30 1()4
@ M홉힐앓ale 뼈m머in π월'DDT.퍼al

8 V와ley(P，놀in) Wi!펴g

Basin Lee Wa'l'톨g

Is뻐nd S뇨필e:-V，랴ley WiDi
Valley-Plain N，뇨화

ctvmne]ir맹， 뼈lee

1()2 ’‘

r 힘.dges

, 않1당e Wake Effects
@펄m훌1. ，

ci피F며DWi.Dd

30 1
o 파rP. Se혈1‘.

a 앉훌as

: Ieπ'aces

l 앓p

20 10-2 l .
‘ ‘ I

Microscale C피ffs 따r P. 홀￥ar.

G 니rge Rm웰1. V양‘tical W:뇨화 .
Rougbn양홉 Profiles
II"'를엌B Turbl1밍lee

3110- 4 -
Hi.α∞cale . TrE훌월 Verti여1 W.뇨펴

’y 뼈‘빼 Profiles
않뻐11 Iurl::ulence
ReI방m쯤갱g

C뇨ssifica- G웰eral eli빼tol.og빼l 빼p다，c a며 야월。 Mi.croscale
다on La며form or Scale Planetary ，S<펴Ie ，

i RαIgbn행R Scale
’-

?i
!



이련 時뿔的 의존생외에 확산포텔은

1) 경험， 반경험에 의존하는지， 화학반웅이 취급되는지

2) 청상상태 혹은 동척상태의 해석인지

3) 雖流의 취급방식은 어땐~J. 지형이 고려되는지

4) 대상기구가오일러 방식 혹은 라그란쥬 방식인지

5) 어변 수치기법이 척용되는지

에 따라 표 양} 감이 자세하게 분류되기도 한다.

훌 5. 확산모멜의 륙생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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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據散基本方程式

물질에 있어서 연숙방정식융 분자확산 및 화학반웅융 무시하고. 레이놀즈 명균

화 방식율 채택하면 다읍과 같이 쓸 수 있다.

aC iJ a iJ iJ
---- + ---- (u C) + ---- (v C) + ---- (w C) + ---- (u ’ C' )
at iJx iJy iJz ax

a a
+ -- (v’ C’) + ---- (w ’ C’) =S(x, Y, z, t) + R(t) + DV2C

iJy iJz

V: u, v 및 w 생붐의 풍숙 빽터 (m/sec)

D: 불자확산체수 (m2 /s)

R: 화학반용헤 의한 기여 (g/sec, Ci/sec)

S: 이동총 오염물질 ~~훌량 (g/sec, Cilsec)

(1)

이 식은 시스탬이 닫힌 상태로서 존재할 수 없어， K-구배 (K-gradient) 이론으로

제1차 폐쇄계(closure scheme)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에서 K는 2

차벤서률나타낸다.

iJC
------ + V·v C =-V·v ’ C’ + S =V·K·Ve + S
at

(2)

v·v C =C V·v + v·ve,

ae
----- + v·VC =V·K·VC + S
at

v·v =0 (비압축성 유체) 야므로，

(3)

K: 2nd order tensor; 난류에 의한 확산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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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듯이 다읍의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 그 해석방식이

달라진다.

(1) 서칸의존생 여부

시간의폰 경우: 동척 해석 방식

시간에 톱럽척일 경우: 정상상태 방정식으로 대표척인 Gaussian 모텔이 있다.

(2) 대상기구 (Refe앤nce fr뾰)

o Eulerian: 관혹기구가 고정된 얼반척 방식

o Lagrar필ian 방삭 경우;

- 환혹기구가 기류와 함쩨 움칙이며 기상변수를 혹청하는 방식

- 'V ·v C항이 implicit 형태이어， 짧流解析이 쉬우나 홈청자료를 혈는 것이

매우힘툴다.

(3) 난류의 취급

난류의 발생원인뜰윤 바랍， 온도， 습도의 구배 동￡로부터 일어나며 다읍과 갑이

해석된다.

(가) Rollback &Simple Box

난류를 푸시하고 완전 희석된다고 가정하는 원시척인 방식

(나) Gaussian

준경험 확산계수를 실험으로 철정해 사용하며， y- 및 z- 방향의 표준편차인

{}y 와 {}z 플 아래의 방식에 외해 결정한다.

- Pasquill-Gifford 곡선 (천몽척인 방식 )

- Power 법칙 (일부 노후화된 전산코드에서 이용되헌 방식)

{}y =axb , (}z =c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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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ylor ’ s (통계척 확산 방정식)

아 =av2 jo XR(t ) dt dt

Ov • 수칙방향 난류숙도의 변동에 대한 표준편차

R( t): 자동보정계수 (auto-∞πection coefficient)

<1y2 =ov2 t 2 as t-애 뼈 R(t)• 1

Oy2 =<1v2 T t as t-→∞ and R(t)-애

여기에셔 T는 얼청한빼oar필ian time scale

(다) 細流훌훌散慶 (혀dy diffusivi ty)의 解析

최충식이 청규분포모헬의 해석식인 청우에는 표춘편차인 大옳鍵散困子흘추

로 사용하나， 최충식이 수치해인 경우 鷹分훨內 훨훨散홉數률 홉度와 격자간의 꺼리 함

수로 명가하는 방식으로 현행 컴퓨터 모댈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a) Kz =0.4 u z exp(-4z/u) : 앙lir[59]

z
(b) Kz =Kz (100m) : Draxer[60]

1 0<뼈

(c) Ky =exp(1.286 In 6x - 2.044) : Sheih[61]

여기에서 6Y.: 해당 gri뱉l 크기

다. 확산모델의 해법

확산모델의 해법에는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중 일부률 체시하

고자한다.

끼



o 완전해: 급수해(앓des Method) , 적분변환(Integral Transformation), 유사해

(Similarity Solution)

o 추산해 (Approximation) :

벽급수(Power Series ), 연숙근사법 (Sue∞ssive A따'Oximation) , 국부

유사해 (따라 Simi lari ty) , 첨근법(Asymptotic) ， Combination of

Meth뼈. 섭동해법(Pert따bation)， 모멘트해(뻐빼t Prabl때)，

척분법 (Integral 뻐thod)

o Ranφ1m Walk 및 Monte-밟10 기법:

몽체척 방식; 뻐n빼 Walk 방식， 비엔녀 (Wiemer) 혹윤 브라운훈동 방식

포아손(Poisson) 방식， Branching 방식， 뼈rkov 팡챙 풍

o 휴한하붐법 (Finite Diffeπmce Math화)

。 스팩트럽 및 변붐법(Variational Method):

Wei방lted Residual , Method of 싸>mellt， Collocation, 냥sst Sql뻐re，

Galerkin's Method

。 휴한요소법(Finite El없ant)1스펙트럼 기법

質를tB훌存애 기효한 鐵散의 미붐방청식옳 그대로 푸는 方훨와 어땐 빼훌下에셔

간단하게 寶散式올 사용훌}는 方홉이 있다. 바람이 쟁상책으로 명지에셔 훌散될 때 벌

리 사용되논 ’플륨-모탤’이나， 非:iE常에셔도 사용되는 鷹閒 훨홉의 ·파프-모멜’운 훌훌

훌의 예이다. 그 충에서도 가장 일반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운 플륨모멜의 Pasquill

-Gifford 방식이다.

식 (3)에 있어서 미분율 차분으로 바꿔놓고 칙첩 해석하는 方풀이 수치해 모텔이

다. 그 외 입자모텔(PIa<법퉁율 포함)이나유한 요소법의 모멜도 포함하여 3하원 공

간에서의 農度 分布률 수치척으로구하는 모헬울 수치해 모텔， 척자(grid) 모텔， 오일

러 (Euler) 모텔이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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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을 그대로 해석하면 계산량이 녀무 많아지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흐르는

공기멍어리 충에서의 물질수지에 기초하여 훌度훌 계산하는 方홉이 있다. 이 청우의

훌度 計算式은 식 (3)에서 移流項(advection term)이 없어지고 또한 X, Y 方向 훌散이

무시되면. 식 (25)와 같이 해석된다. 이 강은 포탤율 첼(cell ) 모멜. 遺廣훌훌 모댈.

혹은 라그란즈(녀gr하필;e) 모텔이라 부르고 있다.

이들 떼가지 충류의 모텔의 륙정울 종합하여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 據散모델의 유형별 분류.

확산모댈 륙 징

플륨모댈 • 청상상태하 바람이 불때 媒훌훌農慶 계산

해 • 장시간 시률레이션사 유리
• 홈十算童이 척다.

석

파프모헬 • 媒훌훌의 단펀척 취급 후 이툴 合흐로 훌度힘尊

해 • 기상조건의 변화에 근사척으로 대웅

• 計算量이 많다.

격자모렐 • 훌度훌훌化의 미분방정식울 수치해로 풀어 계산

수 • 풍축장 및 훌散짧數의 3차원척 分布고려 가능

• 計훌量이 매우 많다.

치

유척선모델 • 평균풍속장에 의해 효르는 공기괴중의 뺑質

해 수지률 기본으로 해서 훌度률 계산

• 團向의 변화가클때 단첨

* 입자모텔은 격자모댈에서 발전된 것으로 오얼러 혹은 라그란즈 방식율

모두 취급할수 있다.

이들 충 적분 및 추산법에 의한 고전척 해법방식율 소개하면 다읍과 같다. 오염

불질 이동충 추가배출이 없고， (3)식에서 K 값이 공간에 대해 균일할 경우 (4)식과 갈

이 변화된다.

aC ~C

------ + C V-v + v-VC =K ------
at ax2

(4)

”
ω



(1) 無圍， 1차원， 시간의존， 일정 K의 순간 면원

이 경우 윗식은 아래와 같이 변화되고，

aC a2C
--=K--
at ax2

C~ 잃 t~. all x

간~ 잃 t-’0 , all x except x =0

여기에서 Q 값운 다읍과 같케 된다.

잖 dx=Q (I며t빼t뻐뼈 M명 &뼈)

이식운 다옵과 갑은 척붐형태불 가지는 것A로 알려져 있으묘로，

A
C =---- exp(- x2/4 K t)

~t

만약，

Q=j@C&

x2/4Kt =~2

dx =2(Kt)1/2 d~

이면，

r∞
Q =2.뼈1/2 J-뺨(_~2) d~ =2A (π K) 112

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고 C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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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 exp(- X2/ 4Kt)

2~71Dt
(12)

여기에서， 0 == (2Kt)1/2 라 하고 趣散因子(diffusion factor)라 정의한다. 만약

K =일정이면 이률 고천척인 Fickian 확산이라 일컬는다.

e =
Q

~2π o
exp(- x2/202 ) (13)

(2) 3 화원， 시간종축. 일쩡 풍숙및 K, 지표면 방출인 연축 첨원

이 경우 지배방정식은 식 (3)으로부터 다음과 쓸 수 있다.

ae aC ac
u ----- =a(Ky -----)/ay + a(Kz -----)/az

ax ax az

c-+o 월 X， y， z~

c-+o 잃 X,Y,z-+O

ae
Kz - • o as z-엉 뻐d X,Y ) 0

az

(14)

roo r∞

Jo J-감 C φ 양 =Q,

이를 푼 최종 결과식은 다음과 같다.

z)o

Q
e = e때{- y2/ 4K(x/u) - z2/4K(x/u)}

4π K x

여기에서. 0 2 =2 K x/u 로 표현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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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ussian 패프， 순간 점원

이 경우 지배방정식은 다읍과 같다.

aC aC a2C a2C a2C
---‘ + u -- =Kx -- + Ky -- + Kz --
at ax ax2 ay2 az2

이식의 최종 철과식은 다읍와 같다.

C =
2 Q

(2π )3/2 Ox Oy oz

(X-ut)2
exp { -

Jr
I

A쩌2ax 2

(4) 3 차원， 시찬종축， 얼청 풍축및 K, 지표방출인 연속 첨원

H2

2oz 2

(I6)

} (17)

aClat =0, u aClax » (Kx aClax)/ax 이고 團下方向으로 種流(밟vection)가

지배힐정우

aC
u- 

ax

a(Ky aClay) Kz aClaz
+

ay az

B. C. C -• o as x, y, z →∞

c →∞ as x, y, z • O

Kz (aC/az) -+ 0 훨 z • Oandx, y)O

nu
·
없

며
”
L)u

@

f
4

∞ra
0

Q: continuous point source strength (Ci/y)

추산에 의한 최종결과식은 Ky =Kz얼 경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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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식에서. Fickian Approach률 하면

c1 y = (2 Ky t) 112 • c1 Z ::: (2 Kz t)1/2 (20)

이므로 다율의 일반척인 Gaussi없모텔이 유도된다.

CIO =
l

2 π u (J y (J Z
exp { - (y2/2 σy2 + z2/2 (J z2) } (21)

이식의 사용에는 긴 기간동안의 지표면 방홉. 균일하고 청척인 지형 초건이 반혹

되어야하고， 기력학척 와류. 후력생 유쩨， 삼럼， 도시지역， 수핀(효수 풍)， 초도가

심한 지역， 지나치게 대기가 안정되거나 혹운 불안쩡한 정우 그러고 대상지역이 10-20

뻐훌 념어쩔 경우에는 사용에 쩨약이 따른다.

이 방식에 사용되고 있는 각총 파라때타는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셔 힐시한 廳外 훌

散實顧 결과 동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이 장소는 밟고 명명훌}여 거의 이상척인 지형

율 갖추고 있다.s:. 훨훌散農훌훌의 대상 꺼리논 거의 1뼈로 방훌원의 높이는 지상 약 1m

이다. 따라서 이련 상황에서의 훌훌散에 대해셔는 Pasquill-Gifford 방식에 의한 훌훌

算定의 정확도가 높율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휘에서 껄명한 상황과 다률 정우 챙확

도가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척용하기가곤란하다[62].

Pasquill-Gifford 방식으로 추정이 곤란활 경우에는 모형에 의한 풍동실험이나水

觸賢廳을 하는 경우도 있다. 鳳子盧가 설치된 장소는 넓고 명명하지 않는 山홈빼形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모형실험율실시하는게 일반적이다. 이런 실험에 의하여 실제 野外

에서의 훨훌散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내재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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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왜냐하면 野外에서 大훌는 항상 溫度成層율 이루고 있율 뿐 아니라 수명방향

으로도 균일하지 않으묘로 野外에셔의 훌훌散좋훌훌훌율 통해 실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형에 의한 풍동실험이나 수초실험은 제한환 시설때푼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더우기 野外寶廳운 趣型賢廳보다도 훨씬 많은 인력， 장비， 시간，

경비가 든다. 따라서 현설의 지형과 기상조건율 고려하여 鍵散 鷹分方훌式울 수치 혹

은 해석방식으로 풀거나， 단순확시켜 據散現훌훌을 훌S뻐하는 경향도 있다.

라. 주요 확산모텔의 검토

근래 많이 사용되는 모탤툴율 검토하면 다옵과 강다.

(1) 遺앓線 첼(cell ) 모멜대3]

3차원의 짧流 훌훌散모멜올 그대로 훌면， 계산량어 녀무 많아지기 때문에 바람

애 의해 흘러가는 공기탱어리 내의 톰훨빼賢의 수지에 銀훌하여 훌度룹 계산한다. 이

方홉으로는훌度훌化률

aC a aC
---- =[ ---- (Kz ---- )] + Q + R
at aZ aZ

(22)

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Q는 발생원의 항， R은 生成. 消홉훨이다.

이와 같은 셀모텔은 種流鍵散에 대한 취급이 간단하고， 光化뿔 大혔 폼훨 모헬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化홉훌反題융 수반하지 않는 현훨짧賢의 훌度計홈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 모탤윤 週顧觸(trajectorψ 포탤 혹운 라그랑쥬(버gr하18e ) 모탤어라고도 불

리우고 있다. 또 식 (22)에서 표시된 것 갈이 공껴 멍어려내 수직 방향의 趣散울 고

려한 것과， 지표로부터 릿드까지 눔이의 氣塊內에서 완천 혼합율 가정한 것이 있다.

이상의 Esch태r∞der의 모텔은 정확한 휩期 農度가 부여되며 유척션의 출발점율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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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점의 위치로 하고 있다.

(2) 플륨 세그먼트 모텔[64]

뼈ODIF-II 코드는 흉子盧의 명상시 구역명가를실시할 필요성으로부터 開發

된 코드로， 플륨 세그멘트모텔율 사용하고 있다. 이 모텔은 지역척， 시간척으로훌

動하는 遺願훌훌윷 구하고， 그 주위에 大혔中 排버빼율 正規 플륨형으로 分布시키는 모

텔로서 遺歐編 파프모댈도 어 계롱에 틀어깐다. 이련 모텔의 륙징윤 정퓨 파프모헬에

비해 상세한 野價가 가능하고 계산시간이 짧아， 형상시의 地城野價， 數웰圖邊의 단기

변동명7}에 사용되고 있다.

이 코드에서 遺歐繼은 觀뼈賣料로부터 구한 기상격자 (6 X 6, 3뼈/mesh， 기준고도

2총)로부터， 거리에 대해 쩨곱， 시간책요로는 션형 내삽에 따라 풍축융 구한다. 遺훌훈

훌훌융 반률기 휘한 시간간척운 %붐으로 하고 있다. 趣上 훌度分布는，

Q
c =

(2'π )1/2 Oy U Z
뼈[- 꽃 (옳)2 ] (23)

애셔 계산하고 liZ는 아래식에셔 구한다.

1 I H 2 I 2L-H 2
{ e뼈[- --- (----) ] + e때 [--(-)

(π/2)1/2 OZ 2 r 2 oz

I 2L+H 2
+exp[----(--)]}

lIZ = I 2 oz

또는 (24)

1 1 H 2
exp[- --- (----) ], Oz <L

(π/2)1/2 Oz 2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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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셔 L은 혼합충고도， H는 放버홉度이다. oy, OZ'는 大혔 安定度와 거리의

환체로서 나타나고 있다.

(3) 업자모댈 (닙gr빼ge 모텔)[65]

ADPIC는 3차원 직교화표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조건에 대해 시간 의혼에 따

른 훌度分布률 계산하는 코드이다. 이 코드는 3차원의 移流.據散方程式율{뿔想連度의

개념율 도입하여 해석하는 것이고， 이때 大훌中 방출물을 라그란즈(L쩔3옐;e) 입자군

흐로 치환한 PIα 모탤융 사용하여 훌度分布룹 결쩡하고 있다. 륙 오일려 척자를 지

나가는 오업물질용 추책흩}는 라그한츄 및 오얼러의 복합모멜 생격올 띄고 있으며. 먼

쩌 라그한휴 입자는 실쩨 바랍의 혹도에 짧‘流東(turbul빼t flux)의 확도항옳 합한 가

상축도(ps없do velocity)로. 이류훤다고 가챔한다.

ae
---- + UAove - (KoVC) =0
at

훌훌散連度률 Un = -K(VC/C)로 놓으면 식 (25)는 아래와 갈이 변화된다.

(25)

aC
- + 'i1 (C·Up) =0 (26)
at

여기에서 Up는 假想遭度로서 UA + Un 로 정의된다. 어떤 격자어l 주어진 농도로

부터 확산숙도 (diffusive vel∞ity)를 구하고 이률 이류숙도에 더하는 오일러 단계를

먼저 거친다. 다읍， 주어진 젤내 입자는 오얼러단계에서 구한 가상숙도로 ~t 동안

이동되고(식 27) 최종척으로새로운 입착 위쳐에서 새로운 농도 C 가 결정되는 라그란

즈 계산단계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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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6)에서 Up는 3차원 풍숙창(MA까또W)에서 계산되는 移流鐘度뿔 UA와 cell에 주

어진 훌度로서 구해지는 據散連度훌 Uo의 합으로 나타난다. (Xo. YO. 7.0)에 흔재한

입자가 L\t 후에는 (X, Y, Z)에 존재한다.

x =Xo + UP.X • L\t

Y=yo + UP.y • L\ t

z =20 + UP.Z • L\t

(27)

입자 훌散모댈의 特훌훌은 "}분 해석에셔 나타나는 가용의 훌散이 아니라 질량이 보

존되고， 착 입자에 放射館 앓 방훌후 청과시간흉 부여활 추 있어 방사농의 암의 分布

로푸허 外홈R 훌훌廳$훌훌용 명가활 수 있다.

이 ADPIC 코드는 MA까모W 로드와 더불어 훌훌園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의

긴급시 放射龍 훌훌맹훌*훌量 電算觸析 시스햄인 ARAC (Atmospheric Release Advisory

Ca맹hi I i ty) [35]의 樓心部分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원자력연구소)의 사고에 따른

훌時間 放射훌훌훌 훌뼈 電算시스뱀인 SP많01[36]에서는 random walk 모탤 (PRWDA)율 채

핵하고 있다. 이는 위의 PICK 포탤이 據散項율 취급할 때 각 cell내 충붐한 입자추가

필요한데 반해， 각 뾰子의 據散이 톡립적으로 취급되어 統計 훌훌훌룹 고려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풍숙 및 據散係數가 놓이방향에 대해 일차식 혹은 지수합수로 표현될 수 있다변

해석해가 얻어지지만， 보다 북잡한 圍速分布의 경우는 해석적으로 풀 수 없다. 포，

상기 (2) , (3) , (4 ), (5)의 조건에 있어서 시간변화가 있지만 공간척으로는 일정하다

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프모델 혹은 준청상 플륨 모렐(플륨 세그벤트 모탤퉁)

로 대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의 모든 없l約條件을 만촉하지 못힐 경우에

는 수치적 모델이 필요하다. 북잡한 지형상의 모델 및 광화학 大훨훨훨 모텔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훌훌散모헬에서는 전산기의 성농， 비용 및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종

-81-



류와 양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는다· 3차원 수치해 모텔로는 북잡한 풍숙장율 고려할

수 있지만 이 풍속장율 추정하71 위하여 충분한 양의 풍향， 풍숙의 혹정 자료， 혹은

정확한 풍향， 풍솜을 계산할 수 있는 풍속장 모텔이 필요하다. 이련 入力寶혐가 충분

히 그러고 정확히 얻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계산비용을 률여서도， 깐단한 훌훌散모댈에

의한 정확도 이상의 계산치마져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4) Random Walk 방법을 이용한 據散 모헬

일반척으로， 함子는 2f훨團에 의한 移流(advection) 와 亂流에 의한 훌散

(diffusion) 으로 이동된다고 가정하는데 PICK 方홉에서는 亂流 훌훨度훌이 據散係훌t와

농도구배의 곱으로 표현되고 random walk 方훨에셔는 농도구배에 따븐 훌散은 무시되

고 훌훌散慶에 따라 훌훌位가 계산된다.

PICK논 매 시간간쩍마다 趣予의 농도구배월 결쟁하기 뀌해 각 格予내의 밟子數륨

계산해야 하므로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t표한 타당생있는 결과릅 얻기 위해

서는 格子數의 충가에 따라 웰子의 數도 엄챙나게 충가시켜야 하므로， 천산기의 기억

용량과 계산시간애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반면 random walk 方홉에서는 농도구배에

판계없이 zt 웰子들이 톡립척으로 鍵散되므로 계산시간 간격마다 농도률 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컴퓨터의 기억 용량과 계산시간율 쩔약할 수 있으며， 계산과정이 간단

하고， 또한 유한차분법으로 어려움을 겪게되눈 가상척 오일러 數備 據散율 라그란즈

표식(때rker) 훨子률 사용하므로써 극북할 수 있는 長點울 가지고 있다. 만일 컴퓨

터의 -기억용량이 작율때는 척은 짧子數률 사용한 계산 결과률 명균하여 置終結果를

얻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方홉이 훌當性율 갖기 위해서는 농도구배가 일정하게 유

Al되거나 據散뚫離가 급격히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Random walk 方홉의 충류에는 Markov chain 모델과 Monte Carlo 方훨 퉁이 있다

[26 , 66, 61] . 두 方홉운 Lagrangian 좌표계률 사용하여 바로 이천의 變位률 흉해 계

축책으로 다융 밟子의 훌훌位률 추척하는 方훌훌윤 잡으나 亂流鐘度 成分올 다루는 方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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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Markov chain 모텔에서 짧流에 의한 짧子의 숙도생분은 훌훌移確單 (transition

probabi liy )을 나타내는 Lagrangian time scale율 사용하여 이천 시깐깐격의 속도성

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측， 훌훌移되지 않는 훨子의 솜도성분과 훌훌移되는 훨子의 숙도성

분의 합으로써 표현된다. 훌移되는 웰子의 훌륭位는 명균이 0과 표준연치가 l이되는 Gau

ssian 分布로 發生된 난수로부터 결정된다.

Monte Carlo 方法은 亂流로 인한 이동율 명균이 O. 표준편차가 1이 되는 Gaussian

분포로 짧生된 난수로부터 밟子의 변위를 구하는 統합的 方法에 근거한다. 그련헤，

난수률 Gaussian 分布로 짧生시키면 천산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확률이 균풍한 난추

붐포률 사용하기도 한다.

Markov chain 모멜윤 Monte Carl 。 方홉보다 챙확생운 활으나 밝훌方훌이 확잡하며

똥한， 천산시간도 업챙나케 많이 소요되는 短點올 가지고 있다. 다용에 뻐rkov chain

포델과 Monte Carlo 方홉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코자한다.

(가) Markov chain 모헬

2次元 함子의 변위는 라그란즈 화표계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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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기서 x와 z는 Cartesian 화표， t는 시간. ~t는 시간간격율 나타낸다. 명균 置運

훌 u와 w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이는 2없元 수치 모렐로부터 얻울수 있으며， 題流

에 의한 據敵連度훌훌 u’와 w’는 다음 式으로부터 각 시깐깐척에 대해 얻는다.

00",, 2

w ’ (t+~t) =w’ (t) R + (1-R2)o.50wO + (l-R)T (30)
c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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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와 X논 X방향과 z방향의 훌훌散을 결정하는 난수로서 형균이 0이고 정큐 표준

펀차률 갖는 Gaussian 分布률 이룬다. Ou=(U2 )O.5와 Ow=(W2 )O.5운 雖流 連度 成分에

대한 표준변하이다. 깐단히하기 위해 라그란즈 자동 상환합수 (autocorrelation

function , R)은 다음 式으로 표현된다.

R(~t) =EXP (-~t/T)

여기서，

(32)

T : Lag하'lgian time scale

주어진 자료로부터 Lagrangian time scale (T)과 축도표준연차 au와 Ow에 대한 명

가가 충요하며 표면충에 대해 다읍과 갈이 표현된다.

T =0.59 lIu*

Ow = 1. 3 u*

au =2.3 u*

(33)

(34)

(35)

여기서 I은 혼합충의 걸이이며 표면충에 대해선 k와 같다. 여기서 k는 von K없빼n

상수이다. 북잡한 지형의 훌훌流에서 마찰숙도는 일정하지않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겸우에 대해서는 (33)‘ (35)의 式에 그 지점에 적합한 u*와 l율 代置시

킴으로서 표준편차률 구한다. 또한， 마찰속도항 대신 關流 運動에너지項(E=Ui 2 12)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찰숙도와 亂流連動에녀지와의 관계는 다읍 式으로 표현된다.

U:cc2 =Ca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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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e =0.16: K =1(CeE)0.5 (37)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마찰축도항 대신 홈流 鍾動에녀지의 항으로 각 솜도

성분의 표준편차률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Ou =0.91 EO.5

Ow =0.52 EO.5

벼gr’뻐gian time scale(T)운 다융 式으로부터 얻는다.

T =K/Ow2

式 (37)과 (39)율 式 (409)에 代入하면 아래의 式이 얻어진다.

T = 1. 511Eo. 5

혼합충길이 l윤 아래의 式에 의해 구활 수 있다.

l(z) = kz/(I+kzlλ)

(38)

(39)

(40)

(41)

(42)

여기셔 l = 6.3xlO u*lf이며 최대로 가농한 혼합길이률 나타내며 f는 Coriol is

매개변수. z는 지표로부터의 고도이다. 式 (41). (42)에 따르면 벼gr삐gian time

scale은 地훌面으로부터 고도가 충가함에 따라 중대합융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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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onte Carlo 方홉

1) 모텔의 검토

據散度률 k. 짧子의 願‘流훌훌度分布률 f(x) 라 하면 據散度의 홈계척 의미

에 따라 據散度는 다음 式으로 표현된다.

l f-∞x2 f(x) dx
J∞

k = (43)

2at

趣子의 뼈‘流 훌慶分$는 어땐 범뀌에 대해 일반책으로 Gaussian 分布홉 이루나

풍카만추붐포률 사용합으로써 쩨산시간울 철약한다. 따라셔 式 (43)의 分훌와 分

子는착각

an‘·
없

‘
치

H
Ag

a

f----lJ

&x터생

∞

FllllllJ

(44)

f풍2 f(x) dx =뭘2 f(x) dx =꽃 x3 옳쫓 a3 (45)

여기서，

a. -a : 훌훌價鍵흩홈R힘數률 갖는 願.流훌훌홍훌훌 범위

로 나타내어 전다.

式 (44)과 式 (45)률 式 (43)에 대입하면 아래의 式어 얻어진다.

1 213 a3 1
k =-- = a2

2at 2a 6at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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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x =U At

ay =V At

az =WAt

로 놓으면 각 방향에 대한 據散度 (diffusivity) 는

U2
kx = At

6

V2
ky = At (47)

6

W2
kz = At

6

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3~元 공깐에서 첼子는 쭈훨風에 의한 移流(advection)와 置‘流어} 의한 鍵

散(diffusion)으로 주어진 시깐간격 동안에 초기위치에서 다읍 위치로 이동한다. 따

라서 공간에 대한 변위는 移流와 據散에 의한 변위의 합으로써 표시된다.

초기시간， 어떤 시깐간격 동안에 X. Y. Z 촉에 대한 변위는 다옴과 같이 나타 낼

수있다.

(Xt+At. Yt+At. Zt+At) =

[Xt+(u+u')At. Yt+(v+v ’ )At. Zt+(w+w ’ )6t]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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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V. w: x. Y. z 방향의 후훨風連훌

u ’. v’. w’: x. Y. z 방향의 홈流連度훌

Monte Carl。 方法의 가정에 따라 式 (33)윤 다읍과 강야 표현된다.

(Xt+6t. Yt+6t. Zt+6t) =
[Xt+(u+2 ~ U)6t, Yt+(v+2 v V)6t , Zt+(w+2 ~ W)6t] (49)

여기서 IJ. v. ~는 각 방향에 대한 퉁가난수(uni form random number)로 -0.5에셔

0.5의 값융 갖는다. U, V. W는 式 (47)에셔

u = J팔

나많} (50)

w= I훨

로 나타내어 진다. 따라셔 훌散度 k률 구함으로써 3次元 공간에 대한 훨子의 변

위를 구할 수 있다.

2) 훌훌散度의 결정

훌훌散度는 일반척으로 이론척인 값보다는 실축자료에 근거한 경험식률

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Diehl 동[66]에 따르면 훌直훌散慶는 다용과 캅이 표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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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z =0.085 Ow (Am)w (51)

여기서，

Ow : vertical wind fluctuation의 표준펀차

(λm)w :훌直 威流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에서의 파장

式 (51)에서 두 변수 록 Ow. (λm)w촬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大쩔 安定度와

고도에 따라 화우된다. 대류상태 (convective condition) 에서 (A.m)w는 고도에 따라

다용 3가지로 나누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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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m1A

os z siLl

ILl s z ~ O.lh (52)

O.lh s z s h

여기서，

h: 경계충의 깊이(boundary layer depth)

L : Monin-Obukov length

z : 지면으로부터 고도

경계충 깊이는 大혔安定度에따라 결쩡되며 安定狀顧 (stable condition) 에서는

h =0.7 (u* L/f)o.5 (53)

충럽상태(neutral condition)에서는

h =0.5 u*/f (54)

로 구해진다.

그런데， 불안정 상태(unstable condition)의 경우는 짧流에 의해 홉合된 정계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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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척 륙성때문에 경계충 깊이률 결정하기에 어려운 점아 많다. 따라서 h의 명가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願流層 갚이의 훌化짧로써 표현한다.

~- - Wi =
dt [h (d8ldz) + (9u. 2 T/gh)r- 2/3 (1+0.8r2/3 )]

dh 1.8 (Tu.3 /hgr) {1+1.1 r[1-(3fh/u:)]}
(55)

‘

여기서，

r =k ILl/h

e : 뼈삶

T: 지표면 기온

WI: z=h에셔 훌圖확도

Monin-Obukov length(L)는 다읍 關홉式에 따라 구한다.

U03 Cp p T
L =

KgH

어기셔，

UO: 마촬축혁

uO = (Alp)1/2

Cp :청압비혈

p: 벌도

A: 천단웅협(shear stress)

K : von Karman 상수

g: 중력가숙도

H: 훌直熱束(vertical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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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52)는 후에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z ~ O.lh에 대해 다움과 같이 수

정되었다.

(λm)w = 1.8 h [1 - exp(-4 z/h) - 0.0003 exp(8 z/h)] (57)

포한 변수 Ow논 표면충(surface layer)에서는

Ow =1.3 u* (1 + 3 IZ/LI)1/3 (58)

표면충의 윗부분에서는

Ow =0.63 u* (hI싸‘ )1/3 sin [(z/h + 0.5) nl2l (59)

로 표현휠다.

安定狀顧와 中立狀顧에 대해 각 훌數는 아래의 式으로부터 구한다.

Ow =1.5 u* [1 - (z/h)2/3]1/2

(Am)w =0.5h (z/h)2/3

(60)

(61)

따라서，

”‘,‘,,‘--’
’
」

”JI
/

‘‘
셰
z(1

l‘-’’’‘
”JI

t
”‘)

찌
---‘
‘‘

*
4u

탬
nU-Z

L
K (62)

水.w훌流 훌훌散度 kx • ky는 kz와 같은 式으로 구해지며 X. Y方向의 據散度는

크거가 거의 갈으므로 동일하게 셜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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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kx= ky = 0.085 OH (λm)w (63)

또한 각 변수는 大혔安定度에 따라 결정되는데 안정상태와 중립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Ow =2.4 u* (1 - (z/h)1/2]1/2

(λm)H =0.7 h (z/h)1/2

(64)

(65)

이틀 式율 式 (63)에 대입하면 水~細流 據散度는 아래式으로 표현 된다.

,‘ir
t

•-‘
꺼
‘
l‘

써
」‘’

l
•‘

F,,,‘
”‘l’’--‘

써
(**uMAU--u“

‘K
(66)

불안정 상태에서는

Ow = u* (12 + Ih/LI)1/3

(Am )H =h / 0.65

(67)

(68)

이고， 따라서

kH = 0.13 u* h(12 + 0.5 Ih/LI)1/3

가된다.

(69)

마. 流體力塵的 微脫現훌 考察

(1) 有效放버홉度

대기로 방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굴뚝으로부터 배출될 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놓운 옴도나 높은 유속에 의해 천형적으로 2"-10배의 고도 상승올 초래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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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고려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4가지 방식의 공식률율 아래에 설명한다. 그러나

옹도와 氣題流連이 무시될 수 있는 정상가동의 PWR 경우 有했放버홉度률 명가할 필요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않.vidson Bryant[68]

- 굴묵놀이가놓은 경우

마1 =d (w/u)1.4 (1 + ~T/Ts)

u: 풍속

w: 굴묵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의 유축

Ts : 매연의 철대온도

~T: Ts - T(대기온도)

(나) Holland Formula[69]

띠1 =1.5 d w/u + 4. OxlO-s 뻐lu

Q: 배출 얼량 (Calls): Others: 뼈S 단위

불안정한 대기조건에서는 有흥k高度가 10-20% 증가한다.

(70)

(71 )

(다) Bosanquet[70]

마1 =3.14 d (w/u) [1.31 - 0.615/{(w/u)2 + 0.57}1/2] (72)

w/u <0.48 일 경우 ~ =2. 잃 d (w/u) 1. S로 추산된다.

(라) 무차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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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무차원 해석방식에 의한 플륨의 상승.

M。뾰nt때 Buoyancy
Wind Type of Rise Dominated Dominated

Plume Plume

Calm Tr하lS i tional Fm1l4 t 1l2 FI/4 t3/4

Stable Fm1l4 5- 1/4 F1I 4 5-3/8

Neutral Fm1l4 t l! 2 F1I4 t3/4

Win매 Tr없lSitional (Fm/u)1/3 tl /3 F1I 3 U-1 X2l 3

Stable (Fm/u)1/3 5- 116 (F/u) 1I3 5- 113

Neutral Fml/2 u- 1 F u- 3

Fm(M。빼t때 Flux) =깨sw2r2 /TsM
F(Buoyancy Flux) =(T/Ts)gwr2[(1-Ms /M) + (Ts/T - 1) (Cps Ms /Cp M)]

Cps Ms ~ Cp M일 때 • F(m4/s3 ) = (AT/T ) gwr2 ~ 3.8xlO-5 마 (Calls) 으로 추산된

다. 여기에서. w는 굴뚝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의 유속 (m/s) 이며. r은 끓묵의 내

경이다.

이률 식율 모두 고려해 Bri짧S까 원고한 명가방식율 소개하면 아래와 잡다[62].

- 최소상숭고도

천이 단계: 마1 =2.0 FI/3 u- I X2/3

칙총단계， 대기안정도가충랍인 경우: Ah =400 (F/u3 ) + 3 rw/u

최종단계， 대기안정도가 안정한 경우: Ah =2.6 (F/us)1/3

최종단계， 대기안정도는중립이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융 경우:

마1 =5.1 F 1/4 5- 3/8

s(안정도 매개변수) =g/T (a618z)/T2

a6/az =aTlaz + 9.8 oC/Km

(2) 放射能뿔 上昇

순간적인 매연의 상승은 폭발과 필터손상에 의해 야기되며， 초기에는 대기내

매연의 상대척운동에 따라 다음엔 대기난류에 의해， 同伴上昇 (entrainment)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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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다. 핵폭발실험에서 관찰휠 放射龍옳의 상승율 Mol ‘ ton 둥은 아래식으로표현

하고 있다[71].

마1 =2.66 [ Qi/{Cp p 8e/8z} ]1/4 =2.66 Fi 1/ 4jsl/4 (73)

(3) 다운워시 (fuwnwash) 및 건물효과

묵뚝을 벗어나면서 생성되는 와류는 저압이어， 굴묵뒤에 이어지는 매연의 풀

륨운 아래로 당겨지는 효과률 나타내며 이룹 다운워시라 한다. Bri麗는 이률 다옵

식으로 명가하였다 [25].

hd = 2 (Wo lu - 1. 5) d (74)

건물효과는 다융의 여러가지 경우헤 대한 추산방식으로 명가된다.

(가) 독립척 배출원

배출고도 >2H 이고 hs >2/3 H일 때 ,

- 다운워시는 발생되지 않고，

- 지표와 지붕사이에 플륨의 농도는 혼합되며，

- 풍동 및 야외 실험이 어떤 부지의 현실적 명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 건물에 밀접한 배출원 경우

1) 벤터 (vent) 인 경우

무차원 농도 K =C A u/Q 라 놓고 해석한다.

A: 연러한톡성 면적

M

센



Q: 배출원의 강도

C: 농도

u: 풍숙

2) 굴뚝의 有혔홉度

"2 1/2 Times Rule": 일반척인 경험법칙으로서 굴뚝의 고도가 건물의 높이의

2.5 배 이상일 경우에는 다운워시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실제 건물

설계둥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 hd =2 (wo/u - 1.5) d

나) 다운워시후 유효고도: h’

h ’ ) H + 1.5 K: he =h’

h ’ )H+ 1. 5K&h’ >H: he =2 h’ - (H + 1. 5 K)

h ’ <H: he =1. 5 K

K = w 와 H 중작은값

바. 放射能餘去혔果

방사성물질은 대기중 그 물리， 화학적 특썽에 따라 乾.짧 沈積에 의해 減훨되는

현상을 나타낸다. 특하 방사눔붕펴에 의한 減뿔 現훌은 해당 방사성물질의 반감기와

그 子核種의 생성둥에 따라 달라지며， 그와 함께 화학적 현상에 의해 화학합성물의 변

화도 있으나 이 절에서는 이 부분의 설명은 제외한다.

(1) 乾 沈積[25， 34 ， 62， 72]

乾 沈積이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7tAl 물리화학적 특성과 주어진 환경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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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라진다. 그중 중혁에 의한 沈降이 가장 중요한 칩척요인이 된다. 반정

5 micron 이상인 입자률은 충력에 의한 沈降連度가 충요한 역활율 한다. 이때의 終

末沈降連度는 Stokes 법칙율 따르며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t =2 r 2 g pp / 9 J1 (75)

pP= 입자의 벌도

μ =공기의 動結慶 (φ뻐mic viscosity)로 1. 8xIO- 4g S-1 em-I의 값올 가짐

- 10-30 뼈 의 반경율 가진 입자 이상의 경우 이 식운 수정되어야 합

(가) r >100 때 (Vt >100 cm/s)

이 경우는 확산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고. 난류어l 의해 낙하한다.

(나) Vt <100 cm/s

업자가 아무련 慣性올 가지지 않고 亂流에 의해 훌散된다고 하면， 풀률의

유효 고도률 hg :: X Vg/u 로 놓융 수 있고 이률 Tilted Ph뾰 모델이라 한다.

(다) 5 <Vt <100 cm/s

w=Vt C(x,y , 0) (76)

w=침적숙도 (g/m2 s)

예) h=l00 m, u::5 mis, r :: 20 때t PP = 5 gtcm (Vt=6 cm/s) 이면

입자물의 쩔반이 8.3 Km내에서 沈훌훨되게 된다.

(라) rp <10 J.IJD

배우 작은 입자나 기체도 난류확산 및 브라운 운동 컬과 지표면에 침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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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화학척 홉수， 충롤， 광합성， 기타 물리， 화학， 생물적 공정률이 이런 물질들

율 지표변에 부착하게 한다. 이 경우 칩적숙도는 아래의 식으로 명가한다.

Vd = ωIC。

ω: 지표면상 1m 놀이에서 관찰된 침척률

훌훌훌R 減揚 모벨 (source depletion model)

+IX)

aQ/ax =- f ω(x.y) dy
-IX)

=- (2/n)112(Vd Q)/(u Oz) exp(-h212az2 )

(77)

(78)

x dZ
Q(x)/Q(O) =[ exp f ] -iroot (11π)} (vd/u) (79)

o oz exp(h212az2 )

표 8. Pasquil1 의 안청도 및 배출훨의 고도에 따라 배출농도의

50%가 감손되는 거리 (km)

Source Hei링1t (m)
Pasquill ’ s Class 0 10 50 100

A&B )10
C 1. 8 18 43 60
D 0.4 3.5 8.6 19
E 0.15 2.2 8.3 17
F 0.10 2.0 10.0 28

u =1.0 m/s. Vd =0.01 m/s

(2) 협沈寶

훌훌沈積은 구륨속에 오염물질이 세척되어 일어나는 rainout(wi thir퍼oud

scavenging) 과 빗물이 떨어질 때 세척되는 washout (below-cloud scavenging) 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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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 분리해서 고려할 수 있다.

(가) Hosker[73]

C(t) = C(O) e- J\t

J\ =세척계수(scavenging coefficient , lis)

t =강우가 시작된 후의 시간

J\ =function(drop size spectrum, physical 하펴 야emical

characteristics, precipitation rate)

강우에 의해 매연물질이 지표로 유인되는 플력스는

Zw
Fwet =J /\ C dz

= [(/\ Q)I { (2 π)1/2 Oy u }] exp(-y2 12oy 2 )

Zw: 습한 플륨의 총 깊이

(80)

(81)

이며， 단일 크기의 단일분산상 입자률이나 반웅갱이 눔윤 기처l에만 척용이 가농함.

(나) Washout Ratio[73]

WI‘ 를 ko/C。

ko: 강수충 오염물질의 농도

Co: 공기중 오염물질의 농도

(82)

사. 북잡한 地形上의 鍵散 및 未훌훌훌醫的 考察

(1) 북잡한 지형상의 大훌훌趣散 曉性

放射性動寶의 확산명가률 위하여 이미 앞 節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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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질량보존율 만혹시키는 團連훌 모텔과 Monte Carlo 방법에 의한 확산모

텔율 개발한 바 있다. 개발된 모델의 타당성율 검토하기 위하여 理휩的 地形에 대하

여 계산율 추행한 후 Gaussian 농도분포와 비교한 바 만촉스러운 결과를 혈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예는 이상척 지형에 대하여 수행된 것요로 우리나라와 갈이 농션

과 계곡야 발탈한 북잡한 지형상에 개발된 모델울 실쩨 척용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자형내의 대기역학과 오염물의 확산륙성율 지배하는 일련의 물러척 과청률율 이해하여

야 한다. 따라서 계곡(valley)과 분지 (basin)와 같은 북잡한 지형상에서 대기충의 물

질의 확산륙생율 큐명하기 위하여 기혼의 외국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풀써 야률 지역에

서 확산울 지배하는 요인률옳 이해하고， 大혔 鍵界層에셔 물철의 확산과쟁율 해석흩}는

쩍철한 확산모웰이 우리나라 월청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북잡한 지형상의 大훨 훨훌界홈 理훌훌운 기혼 외국에셔 지축척￡로 연구되어 왔는대.

미묵의 정우 m댐 주판뼈1 지난 10년깐 A없r(Atmos야leric Studies in COmplex

Teπ-ain) 표로헥트[74]라는 제북합써 현장에셔의 。뼈 확산설협 및 수치모탤용 이용하

여 。I률 규명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2) 外團의 新했짧뾰

원자혁 발천소와 갈운 시껄은 대부붐 북잡한 지형내 뀌치해 명탄한 지형상에

放射性빼質의 간단한 확산 륙생과는 탈리 북합척인 륙생을 갖으묘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명가률 위해 복잡한 지형상의 大훌훌 樓界層에서의 확산현상에 대한 연구가 지난

30년간 많운 학자률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내 확산륙생 연구는

주로 야외 확산실험율 통해 관축된 자료둘울 분석하고 또. 이툴 환혹자료률 수치모델

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해석해왔는데 대표척인 예가 ASC01‘ 프로젝트이다.

Orgi11 [75]은 북잡한 지형상의 대기흐름과 확산에 대한 주요한 기상학척 현상툴율

표 9와 같이 요약하였는데 이러한 현상률의 시깐큐모는 하루의 遇期률 갖는다. 포한，

그는 북잡한 지형에서 대기륙성에 판환된 6개의 특이한 현상률율 제시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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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률의 계곡내 channel ing, 지표상으로부터 상승된 플륨의 영향， 계곡 및 분지내 오염

물의 停빼， 확산에 대한 熱圍(ther‘빼I wind)의 영향， 상승된 플륨이나 오염물 충의

fumigation , 변형의 효과，난류 및 지형상에 의해 유발된 細流(혀dies)의 영향퉁이다.

짧n과 Schier뾰ier[761는 북잡한 지형 부근에 위치한 오염원 근처의 대기륙생율 추

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척하였는데， 이는 훌훌훌훌이 바랍이 불어오는 방향의

지형 형상과의 상호작용，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지형 형상과 플륨과의 상호작용， 계

략 형상내 오염물의 확산 및 이류 풍과의 북합현~이 발생하기 때뭄이다. 그률은 산

악지형에서 풍속룩생， 확산에 영향옳 주는 지형척 요소， 구릅율 쟁생시키는 산악의 역

할. 大훌훌流動의 예보총il 란해 토의하였는데， 대기오혈에 영향율 주는 주요한 사항으

로 높윤 지형까지의 플률의 이동， 계략내 오염물의 쩌류， 인구벌집 지역용 향하는

표 9. 북잡한 지형상에서 대기흐름과 확산에 영향율 주는 기상현상

General 뻐en。뾰a 앙쩍mples of s홈cific 뻐，enol뾰na

Airflow def，。뼈tion Streamline distortion， speed-up， cahnnelir명

and other venturi effects

Seperation and wakes M‘。und escarpments or cliffs, ridges , valleys
혀nyor퍼， isolated hills 삐d mountains

Gravity waves Laminar airflow, lee waves， rotors，배d’'aulic

jw따갱s ， blocking

Local winds Land-sea br훌킹eS， slo야 winds,mountain-
valley winds , interaction of wind system

Stagnation 없d ventilation Within valleys and 뼈sins

많dies and Vorticies Tr와lSverse and seperation 뼈dies，

1 0.명itudinal vorticies

Moment빼 and thermal Internal boun，뼈ry layers, low-Ievel jets,
bone설ry layer noct따꺼al destabilization

Turbulence Common to all 뼈ena뼈la

Forest 따10PY flow and Uniform stand ， cl없ring ， edges
exchange ProCess

배수효릅(drainage flow) , c뼈nneling에 기인하는 지축성 동율 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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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잡한 지형내 기상학척 확생 및 확산에 관련된 륙별한 사항율 표 10에 제시하였는

데 이러한 사항률은 계곡 및 분지의 지형척 륙생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표 10. 북잡한 지형상의 대기륙성을 지배하는 중요 요인

Plume situation

α뀐nneling

Impaction

S떠횡lation

Recirculation

F때igation

Deflection

Layerir땅

Venti lation

Di ffusion

Governing atmospheric α"OCesses

Longi tudinal ther빼I wi뼈s， katabatic wi빼5，

large-scale forcir핑

Windw없녕 side stable flows , lee side 려dies，

cross valley flows

Cold air κ>alir핑， trapping inversion

πlenιal circulations, 명dies

CBLgr‘owth,wak.es

Mαmtain waves, st잃mline defor빼tion

Process divisions

대L growth , wave sweepir핍， large-scale

f。πing

Enhanc혀 turbulence, intermitterlt turbulerlce

북잡한 지형은 추로 계묵과 분지로 구생되어져 있는데 계략이란 언쩍이나 산률사이

에 옵푹히 내려앉운 것올 발하며， 붐지는 이러한 쩨팍률이 연촉책으로 구생되어 있는

것옳 지칭한다. 이듭 지역에셔 계략혹율 따라 흐르는 대기는 지형의 장벽이나 어땐 륙

별한 局빼的 移動將폼에 의해 쩨약율 받는다. 이러한 지형에서의 대기확산 륙생울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읍과 감다.

(가) 계곡에서의 확산

계략에셔의 기상 확생과 대기확산 현상율 큐명하려는 연구는 주로 기상학

척 입자 추적 실험， 이론척 고찰 혹윤 수치모헬융 롱하여 。l루어져 왔다. Allwine과

Whit빼an [77]윤 야외확산 실험율 봉하여 밤동안에 계팍 하단에 停빼된 오염물질이 아

-102-



침이 되면서 계곡으혹부터 빠져나와 해당 지역애서의 대기흐름으로 流入된다고 지척하

였다. 또한， 이틀은 약한 종판규모의 기상학적 영향하에서 계곡내 대기의 動力뿔的 훌훌

動은 지역척 효릅요로 이동된 오염원의 양과 이동시간에 의해 지배받는다고 가정하여，

계곡내 이동과정의 영향을 국지규모의 꽤프 쉐척모벨 (puff trajectory 뼈el)융 사용

하여 해석하였다. Whiteman과 Mck，않 [78]는 아칩의 轉移期間 동안에 밥의 안정된 계

곡대기의 확산율 예축흩}는 대형 熱力훌 모델율 이용하여 계곡내 대기의 확산륙성율 연

구하였는데 이률 결과의 개념도는 그립 4와 같다. 그립 4에서 계곡대기의 안정된 핵

운 대류 경계충(Convective Bolm없ry Layer)내 존재하며 점진척으로 상류쭉으로 이동

한다. 또한 계략율 따르는 풍숙운 안정된 핵내에서는 계략의 아래쭉융 향해 이동하고，

CBL이 생장함에 따라 계퓨의 상류쭉으로흐룬다.CB냥l 생장에 따른 안청훤 핵의 감소

와 상류방향의 효룹이 오혐물의 이동융 지배하는우세한 요인으로 이률운 해석하였다.

열효과에 의한 계푹내 대기의 日‘su 훌훌動曉性운 아침 천이기간， 낯， 밥 천이기간，

밤의 4시간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아침의 첸이기깐은 그림 1과 갑고. 낮기간은

쩨확벽면， 바학 그리고 산풍생이에셔 밥탈훤 @김} 이꿋에셔 나타나는 경사면옳 타고

상송를}는 바람에 의해 륙정지왜진다. 밤의 천이기간옴 입몰부터 시작되는대 이때꽉터

온도의 천이가 시팍되어 계략의 벽확봐 바닥에셔 아해방향으료의 효륨이 발탑되며 또

한. 계략의 아래부분에 모여진 차가운 공기는 수형 압혁구때률 형생하여 계팍의 아래방

향으혹의 흐릅율 유발시킨다. 밤기간 동안에는 계곡 강이률 따라 안정된 계략 아래방

향으로의 정상혐l 의해 륙정지워진다.

계푹율 횡단하는 대기효릅운 야외실험과수치쪼텔에 의해 초사되었는데， 풀륨상에

서 계푹율 횡단하는 흐릅은 초기 플륨의 높이와 지표면의 趣熱分布 (계철척 변화)에

의해 상당한 영향율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률 이외에도 계팍내 大홉流動운바람

이 불어가는 방향으효 발쟁하는 波動(l않 wave) , 기상학쩍 종란규모의 압력구배， 대

규모의 열풍 및 주변의 기상체계 등의 外力에 의해서도 많운 영향윷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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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지에서의 鐵散

분지에서의 대기역학과 확산현상에 대한 연구는 계곡에 비해 상대책으로

많이 초사되어 오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수시깐에서 수일깐 져숙되는

大훨 停體이다. 이러한 대기의 停觀 期閒의 발달은 시간에 따라 분지에서 분지로 변화

하는데 분지에서의 大훌훌 停體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표척인 예로 LA분지 사그끄} 있다.

이 A]쩍은 태명양율 향해 개방되어 있고 주변은 산악으로 둘러 쌓여져 있는데 내륙율

환롱하고 있는 Hi뿜 境뿔層 (때1‘ine boun없ry layer)이 확산을 억쩨하여 이 지역에 오

염물율 누척시카는 조건율 만든다.Li빠 G뼈in [79]은 일산화탄소의 확산율 나타내

는 이류방쩡식에 근거한 2차원 수치모델율 롱하여 이 지역에는 찰 혼합된 펌뿔 훌훌界層

이 폰재하며 a>의 지표변의 붐포는 주로 種流에 의하고 수명 확산은 없는 것으로 해썩

하였다.

Tapp [8이윤 오스트레일러아내 멜버론 부근 개방불지의 확산 륙생올 초사하였는데，

이곳운 고기압권의 충심부에 뀌치하는 져옳 기간동안에는 *혔 停뼈가 심하며 이 기깐

의 기상자료의 분석결과 도시률 횡단흩}는 細流가 폰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척으로 분지에서의 야외 확산설혐 결과 배수 효륨상에서 ‘k낼훤 추척At의 확산

숙도는 명지에서 보다 크며. ~흡충내 방출된 추적자는 그 충의 천체 깊이내로 퍼져나

가는데 鍵散曉性운 명지에서의 안정된 흐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화이는

境界層의 깊이， 풍숙， 하강기류에 의한 난류 동의 증가에 기인한다.

분'Al에서 확산융 지배하는 추요한 요인운 趣훨團과 같운 외력， 하강류， 상승류， 충

력파와 갈은 효륨의 변동， 지역척인 뿜훌훌流 형성， 효를의 차단효과와 channelir핍， 열

풍， 삼립과 건불과 같은 표면 조도. 도시의 열효과. 대가 안정도， 온도전이. 바람의

천단 웅력， 대류 경계충의 성장， 전션과 같은 기후사건. 난류륙성 둥이다.

(3) 북잡한 지형상의 확산모텔

일반적으로 대기오염울 형가하는 방법으로는 해당지역에 기상 혹정치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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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외삽 및 質量뿜存 方홈式에 의해 風連뿔율 해석하고， 오염물질의 확산은 이 風連

뿔율 따라 뼈1‘tide-in cell 혹은 Monte Carl。 기법율 사용하여 농도룹 계산한다. 또

한 질량 보존식은 종종 북잡한 지형의 團運훌율 계산하는데도 많이 이용되는데 이 경

우 수명 및 수직 기상 관측자료Jt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업력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질량보폰식을푸는 접근 방법의 단점은 훌훌훌觀뼈 자료Jt 충분한 밟.空

聞的 分布률 정확히 갖고 있지 않는데 있다. 또한 북잡한 지형에서의 팡범위한 야외확

산 실험도 경쩨척 훔면과 제한된 관혹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리과정 툴

융 해석하지 못한다. 따라셔 현시첨에서 대기오염 문제에 설체 척용할 수 있는 완천

한 몰리모멜운 존째하지 않으며 많운 경우애 있어 수치모멜과 야외 환혹올 병행훌뻐

이툴현상율해석한다.

대기 오염모텔에 대기 역학관계를 첩톱시키는 하나와 첩근방법이 혹쟁방식， 경험

척. 반경험척 혹은 이론쩍 관계로부터 우세한 물리과정 툴율 변수화 하는 것인데 이러

한 접근 방법의 예로 Allwine[77] 둥윤 계략내 대기휴동융 지역책 大훌훌流動으로 변수

화 하여. 밤부터 아침 현이기간 동안 계략내 停體훤 대기가 산동생이까지 이동되는 시

간 충축척 전이계수룹 계산하였다. 이러한 변수화는 계학에서의 확산에 대한 현상학

척 모탤옳 체안하는 근거가 된다.

(가) 계곡에서의 확산모렐

Allwine[77] 동에 의해 제안된 계곡에서의 대기 확산모델윤 배우 간단한

방법으로 단일 계곡에서 최소한 하루동안의 추기률 통해 계산되도록 구성되어져 있는

데 모텔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i) 계곡율 따라 흐르는 바람과 수명 및 수직 확산도는 비정상， 버균질이다.

i i) 대류 경계충이 발탈되어 있고 역천충은 하강하고 있다.

iii ) 계폭율 횡단하는 대기순환과 停짧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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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계곡내 대기는 산둥성이의 풍숙과 상호작용한다.

v) 오염원의 방출은 時.空間的으로 변화한다.

계곡에서의 대기 확산모텔의 주요 입력자료로는 계산영역의 경계 및 지형자료， 계

산격자， 계곡율 따라 흐르논 바람의 풍숙， 최소한 하나의 계곡단변에서 대기흐름의 심

도， 온도의 역천 륙성치， 日照健 시깐의 함수로서 열 플럭스， 수평 및 수직 확산도，

혜쇄 혹은 개방면의 대기 순환의 강도 및 경로， 放버 훌훌題휠 둥이다. 모멜의 결과로는

계곡축과 횡단촉에 시간에 따라 변화히는 물질의 농도와 지표면의 침쩍농도 둥이 계산

되어 진다. 이 모렐은 계곡율 여러개의 호릅환 (flow tube)으로 구생하여 각 효릅관에

대해 1차원의 질량 보혼식율 풀어 그해률 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질운 흐름환율 따

라 이류 및 확산하게 된다. 각 효륨판 ij에 대한 지배 방정식운 다읍과 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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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j(S, t) Cij(S, t)]
+ r’ij (S, t) =0as (83)

여기서，

Cij : 흐름판 ij에셔의 농도 〔뼈1m3 ]

Aij : 흐름관 ij의 단면척 [m2 ]

Vij : 흐름판 ij률 롱한 대기의 체척 효름윷 [m3 /s]

윗 식애서 첫째항운 얼정 쩨척내 물질의 시간에 따른 변화이고， 둘째항은 계핵융

따르는 물질의 趣流릅 나타낸다. 또 마지막항인 ri j 항운 빛낼，참척， 화학 및 몰리책

전이률 나타내는 항과， 경사효름， 계략 횡단 순환， ~￥홉홈， 지역쩍 효륨의 침입， 低훌t

효륨과 감운 혹면의 이류효과률 나타내는 항과， 수명 및 수직 난류확산의 영향율 나타

내는 항률로 구생된다. 이률에 대한 개념도는 그립 않} 갈다.

윗 식올 풀어 어떤 물질의 廳.뿔閒的 避훌훌分布률 얻기 위해셔는 효기 및 청계초건

이 필요한떼， 초기초건운 시간 t=O일 때 계산영역에셔 초기농도륨 0으혹 두고， 경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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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흐륨환 체척요소률 통한 source/sink와 효륨 및 질량 flux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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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는 흡연경계에서 계곡내 기 폰재하는 물철의 농도항을 얼거환다. 이 경우 계산

영역은 푸한 대기 져수지가 전 경계에 추위률 툴러싸고 있다고 가쩡한다. 또한， 계쭉

내 대기 질량은 연속 방정식에 의해 그 질항이 보존되는데 효륨율 非훌縮性으로 가정

하면 계곡내 대기 질량 보존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l’--+L

-,
i뼈-$

av
- + ra(S, t) = 0 (84)

여기서，

V: 계곡축융 따르는 총 체척 유~옳 [뼈Is]

ra : 대기 질량의 source/sink 항 [m3 /s-m]

계곡내 확산을 지배하는 가장 충요한 요인은 계곡율 따르는 흐름， 대류 정계충 및

역천충 상부의 醫動 輪性이다. 계곡율 따르는 흐름은 계팍축에 직션인 효름환으로 또.

대류 경계충의 역천현상은 계곡에 대해서는 수칙이고 계곡의 횡단방향으로는 수명한

흐룹판으로 모텔화된다. 계곡내 확산에 영향율 주는 포하나의 주요 과정운 계곡내 횡

단 방향의 순환인데 이는 低流 흐름， 停빼， 홈‘流풍으로 이는 위의 흐름활에 대한 지배

방정식의 항에 포함되어 있다.

(나) 분지에서의 확산모델

계곡에서의 대기 확산 모텔율 확장하면 분지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떼， 주

요한 채1점은 분지에서는 질량 보환펄 2차원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종환 기상

조건의약한 영향흩써l서 분지내 풍숙은 밤의 천이 기간후 분지내 형성되는 차가운 공기

멍어리와 함께 停體되며 상대척으로 가벼워 지고， 여러가지 크기의 순환현상이 냉기류

속으로 파고툴게 된다. 이러한 순환은 국부척 지형외 형상， 상승흐름과의 상호작용.

도시지역의 열섬 (heat island) 혔果 둥에 기인한다.

-109-



분지에서 오염물질의 확산에 영향율 주는 주요한 사항은 차가운 대기의 형생， 풍

향의 전단웅력， 차가운 대기의 상충에서의 상호작용， 차가운 대기내 오염물질의 누적

및 대류 경계충의 성장기칸충 fumigation 퉁이다. 이충 차가운 대기의 형성이 분지내

의 중요한 기상 현상인혜， 이는 이 지역내로 방출판 플륨의 일부는 차가운 대기의 아

래쭉으로 이동하고 또， 일부는 차가운 대기의 상충지역으로 이동하는 북잡한 현상율

나타내기 때문이다. 차가운 대기내로 방출된 풀률의 醫動은 매우 북잡하여 이률 이해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나 분지에서의 확산현상율 규명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대

기의 상충부에서의 훌훌動운 반당‘l 조사되어야 한다.

(4) 확잡한 지형상의 ASrOI’ 野外훌훌散 톨廳

북잡한 지형상에서 대기여동 및 확산현상율 큐명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OOE

의 추란하에 ASCOT라는 프로그랩으로 大氣 境界層에서의 물질의 확산과청율 해석하려

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계곡 및 분지에서 추쩍X떨 어

용한 야외확산 필험여 주된 내용율 차지하고 있는데， 계략에서의 野外寶廳윤 밥과 낮

의 대기의 확산륙생융 규명하고 붐지에서는 차까훈 대기의 형생과정과 이에 따른 확산

륙생율 이해하려는 서도였다. 이률의 야외 실험내용 및 결과를 찬단히 소개하면 다읍

과같다.

(가) 계곡에셔의 野外훌훌散 寶훌용

1984년 9 - 10월 λ에에 미국 Colorado추 Brush Creek 계략에서 추적자 윌

험율 롱하여 밤동안의 계곡흐름과 아칩의 천이기간 동안의 산둥생이로의 흐릅동율 분

석하여 이 계곡내 大혔移動 및 훌훌散曉性올 조사하였는데 그 실험내용운 다움과 같다.

1) 훌行內흉

3종류의 과플루오르탄소(perfluor∞arbon， PFC)물질옳 추책자로 사용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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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의 방출위치에서 야간에 방출율 시작하여 9시간 지속하였다. 지상에셔 총 94개의

sa때leI'률 이용하여 추적자률 채취하였는데. 6178는 Brush Creek계곡에서 나머지 월개

는 인근 산봉우리와 주변 계곡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10개의 수칙 sampler률 이용하여

추적자의 수직 분포도 구하였는데， 포집된 시료는 천자 포집 검출기률 이용한 뭘S

chromatography률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또한， 훌훌훌훌훌뼈도 병행하여 수행되었는데 바

람，흔도， 열 플럭스퉁이 란측되었다.

2) 結果分析

이 지역에셔 閒 期間에 관측된 기%펙정인 지표면 혈 플럭스， 올도 및 풍

혹 동운 일일변화륨 보이고 있으며， 이 지역운 日出훌 약 3시칸후면 채확 표면애 햇빛

이 도탈하고 밤의 냉각율윤 악 0.40 c/h ‘ 0.60 clh 사이이다. 포한 밥시간의 지표면

혈 훌벅스의 명끓 값윤 15‘ 25 W/m2의 값융 갖고 있다. 확산에 충요한 영향용 추는 밤

동안의 jet71 류의 강도와 활이， 풍춤이 최소로 되논 활이， 쩨푹 아래로의 대기흐륨，

표면 올도의 역천캉도 동의 대기륙생율 밥과 낮으로 환혹하여 밥과 낮의 추헛한 ~}이

률 보이는 대기 효륨올 조사하였다.

Clements[74] 둥은 이 지역의 밤기간 동안에 계팍 아래로의 훌훌의 수칙붐포를 다옵

식으로제시하였다.

뼈
-
뼈

=3.2e-3.3z/D sin(nz/D) (85)

여기서，

um : 계곡 아래로 효르는 바람의 최대숙도 [m/s]

D : 계략 아래로 효르는 풍숙이 0이 되는 곳에서 놀이 [m]

윗식은 판축자료의 분석결과로부터 유도된 식요로 um과 D만 결정되면 밤기간 동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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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내 풍속의 수직분포를 구할 수 있다. 낮기깐 동안에는 계곡의 아래로 향하는 풍

축의 최대촉도는 감소하고， 계곡의 위률 향하는 효릅운 약 2.5m/s의 일정옳로 중가한

다.

밤와 낮기간 동안에 수집된 추척자의 분석철과 이 져역에서의 확산륙생이 조사되었

는데. 밤기칸 동안에는 추척자가 산봉우리에서 판혹되지 않았으며， 이는 추척자 풀륨

이 계곡내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는 相異하게 낮기간 동안에는

계곡의 벽면율 따라 상숭하는 대기흐름과 함께 추척자가 계곡의 벽면율 따라 이동하여

산봉우리까지 도달하게 된다.

야외확산 실험 결과 ;;tl상에서 $낼?된 추척자는 밤기간 동안에는 계곡아래로 향하는

흐름어l 의해 추척자가 Brush Cr，옆k 계략내 머물고 산동생이에셔는 어땐 추쩍자도 감지

되지 않았다. 또한 수칙방향의 확산운 횡단 방향의 확산 보다 척께 얼어나며， 밤 기간

동안에 지상농도는 계략의 바탁에셔 연촉 방훌된 추책자 충섬으로부터 반경 8Km정도로

확산되었다. 일반척으로 밥기간 동안에 계푹아래로 향하는 효릅과 산둥생이 효륨이 상

호작용하는 지점아래에서 방출된 추척자는 계곡아래로의 흐륨을 따라 이동하여 계곡내

머므른다. 이 지점 위에서 방출된 추척자는 계폭의 벽면율 따라 계곡의 좀더 낮은 지

역으로 이동한다. 낮기간 동안에는 대류 겸계충의 발달과 계략내 상승효룹의 생생으

로 추척자는 계략 대기의 상충부까지 도탈한 후 계곡으로부터 빠져나가는데， 이는 수

집된 추척자률 계흡내 총 추척자의 賢훌뽕存式율 척용하여 계산하였다. 계략율 봉해

빠져나가는 최대축도눈 日버後 1"'1.5시간내 발생하며. 일훌후 4시간내 계푹융 빠져나

가는 비옳운 지수책으로 감소한다. 산동생의 농도 값은 일훌후 1시간내 지축책으로 증

가하다. 日出後 4시간내 최대치률 보이고 그후 접첨 감소한다.

(나) 분지에서의 野外훌散 寶廳

1989년 1월 기간충 미국 Virginia'주 Roanoke 붐지에서 져옳 기깐의 傳빼

條件下에셔 분지 대기의 확산륙생율 추척자 윌혐율 롱하여 조사.붐석하였는헤 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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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내용은다음과 같다.

1) 수행내용

SF6 물질융 추적자로 사용하여 지상의 2곳에서 2 - 10시간 동안 연축 방

출하여 해당지역의 반경 12Km 근방의 41개 지첩에셔 추적자률 채휘하였다. 또한 수직

58뼈ler를 이용뼈 추적자의 수직분포도 채취하였으며， 채취흰 자료는 쩔S

chromatography·률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훌훌훌훌훌뼈도 병뺑훌뼈 표면， 지상 40m 및 지상

1뼈에셔의 풍숙， 옴도 동율 관확하였다.

2) 결과분색

동기간충 이 지역에셔 수행된 추쩍자 실험운 겨율의 停빼 훌8閒동안 분~1내

대기의 이동 및 확산룩생을규명하기 휘해 수행되었는데， 얼반척으로 밤 동안어l 확산

율 지배하는 우세한 기상요인은 분지내 차가운 대기의 형생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셔

이러한 분지내 물질의 농도분포를 예혹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대기의 형생과챙율 쟁확

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척이다.

훌훌훌훌훌훌뼈의 분석결과 낮 기간에 분지의 져표면 풍숙은 약 6m1s정도 크기로 북서방

향으혹 불고 있고， 밤의 전이 기간동안에는 약 lmls 미만 청도 크기로 풍향윤 지형척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율 받는다. 표면 용도는 -60C 어l셔 6°C 짜지 변화하고.

tethersonde가 껄치훤 위치 위의 약 75m 놀이 산의 꿔편에 차가운 대기가 형생된다.

또 이러한 대기의 깊이는 tet뻐π뼈e상 뼈 지첨에 도탈활 때까지 약 굶/뼈 %넣율

로 성장한다.

아칩 기간에 수직방향의 추척자의 환혹결과 형생된 차가운 대기위률 따라 플륨이

상승하며， 형성된 차가운 대기의 옵칙임이 지%써l서 관촉된 농도의 크기에 충요한 영

향율 추는 플륨의 높이를 결정한다. 방출지역의 빼내 수펑 플륨의 폭은 난류확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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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판계로부터 추정된 풀륨의 폭 보다 약 3배가 큰데. 이는 난류확산에 풍축방향

의 전단웅력에 기인하는 수명 플륨이 돼져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분지의 낮운 지역에

서는 밤 기간동안에 지상의 농도가 점진척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상승된 플륨이 아래

쭉으혹 확산됨에 따라 형성훤 하가운 대기내로 추적자가 累寶되기 때문이다.

아. 團連뿔 모텔

大훌훌훌훌散의 시률혜이션율 실시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의 정보 외에 바람과 훌散

파라메타가 入力賣料로 필요하다. 風훌활훌운 Gaussian 모헬처럼 장기간의 확산융 예

흡하는테 이용되는 모탤에는 일반척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 예혹올

위해셔 륙히 산악이나 물략아 많운 지형상의 북잡한 풍향， 풍축의 변화률 고려하기 위

한 수치 해색모벌이나 변형 플륨모댈에셔는 풍확의 ~}훨척 分布가 훨요하다. 그 첨

에셔 많윤 모멜에셔논 추션 바람과 훌散 파라매타의 分布홉 推定하고 다옵 오염웬의

이동용 계산하는 2단체 과청용 휘한다.

본 철에서논 풍축의 입체척 分布률 추갱하논 방식옳 껄명한다. 바람율 추청훌}는

모렐은 아래의 표에 표시된 것과 같이， 크게 나누어서 寶椰 바랍율 칙첩 이용하는 方

法과， 일반류만율 고혀하여 바랍의 공간변화률 이론척으로 계산하는 두가지 방식으료

부류힘다. 前者는 비교척 지밀한 뼈定寶料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고 後者는 지형외 영

향율 이론척으로 초사한 경우에 유효하다.

표 11. 圍훌훌훌 모텔의 분류 (Wi펴 field 따펴els)

M여el Using the Real Meteα‘ological 뻐피el Not Usir월 the Real
Data Observed Data Observed

o Interpolation & Extrapolation 。 Potential Flow M여el

o Variational Method o 싸>dified Potential
Flow 싸찌el

o ozoe 싸펴el

o Primi tive M며el

o Navier-Stokes
o Non-Elastic Equilibrium
싸떠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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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賢뼈홈율 적접 사용한 모델

寶뼈團율 직접 사용한 모텔에는 實뼈홉의 공간척안 내삽， 외삽에 의해 입혜분

포률 얻는 방식과 변분법에 의한 객관척인 해석 방식이 있다. 전자는 어땐 격자첨의

푹촉혹 구하는데 그 점에 가까운 몇개의 혹쟁위쳐률 센택하여， 그것률의 거리에 의한

가중평균치를계산한다. 상충풍도 마찬가지로상충기류를관축하고 있는 훔정지첨의

폭축옵 내잡하여 얻는다. 上톨風의 권혹이 없는 경쭈에는 趣上風으로부터의 외삽에

의해 주로 구한다. 01때， 다음과 갈은 지수식아 사용될 때가 많다.

Z 。

U(z) =Uo( - r
Zo

(86)

여기셔， Uo는 홉度 ZO어l셔 홉쩡된 뾰上風， P는 경험척으로 구한 安定훌에 의존하는

매깨변수이며 보몽 0.1-0.5 정도이다. 風向운 뾰上圍과 같다고 가쩡한다. ~1형이나

기상조건이 비교척 단순할 때， 포는 장기간의 명균치률 구할 때 척철하다.

!£다륜 내삽방식으로서 대상지역의 3차원 척자에 있어서 圍向 홈連(wind vector)

율 x-y 명면에서는 내삽법， 그리고 Z방향으로는 별도의 推算式에 의해 함算하는 청우

도 있다.

• 수명내삽

N N
P( i , j) =~ R(k) Pm(k) / l:R(k)

k=1 k=1

여기서，

P{i, j): 4 개의 기상 파라메터

격자 지첨 (i, j) 에셔 U, v, z, L

pm : 기상축후소에서 혹정된 4개의 파라메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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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 : 격자지점 x(i, j ), y(i, j) 혹은 혹후소 x(k) , y(k)사이의 거리

N : 축후소지챔수

• 수직내삽

훌훌置方向으로는 大혔層율 일정플력스 충(따1Stant fl따 layer: 따)과 양뼈m 층으

로 나눠 해석한다. 따에서 wind profile은 아래삭으로 計算한다.

u. z z
Iv(z) I =- (In - + 0.6 - )

k Zo L
(88)

여기서. U = Ivl cos a

v = lui sin a

U~: 마찰숙도

k : von 없빼n 상수

z: 초도 킬이

L : Monin-Obu뻐.ov 안정도 길이

a: 마l 최상뱀I서의 풍향과 지균풍 (geostr뼈ic wi때) 풍향

사이의 각도

그리고앉뼈n 충에서는

U =Ug [l-e-x cos x] + Vg e- X c.os(a-x)

v =e-X [UI sin x + VI sin{a-x}]

x =(z - HG - HS) p.

u, v: 지균풍 풍향의 풍축 생붐 및 그에 수지되는 풍향의 풍축 생분

z :수직좌표

HG : 지형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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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다엉l 고도

J.l : 정큐화 (n뼈liz려) 시킨 확산계수

a : αL 최상해l서의 풍향과 지균풍 (8∞str뼈lie wind) 풍향

사여의 각도

ug: 지균풍 풍숙

vg : 마l 최상부혀l셔의 풍속

변분법에 의한 객관척 해색방식운 먼져 연숙방정식융 보이고， 더우기 實뼈備와의

훌가 置小가 되게 바람의 分布블 변붐법에 따라 구하논 方홉으로， 단순내삽법에 비하

면 세벌한 지명의 영향이 고려훨 수 있는 잇챔이 있다.

구쩨쩍인 方홉으로 (다) 항에셔 없e뾰n의 예륨 간단히 소개한다.

(2) 實뼈團올 칙첩 사용하지 않는 모멜

이 모댈운 명균쩍인 바람(-짧團)반옳 고려하고， 다읍운 지형이나 지면의

엽수지풍요로후터 바람의 分빼률 훨備 모댈에 의해 구하는 方훌이다. 대기의 흐릅융

나타내는 방정식은 압혹챔생 유처l의 방정식과 열찍학 방청식으로 표현되며， 이 방정식

은 대형천산기를 갖고서도 업게 풀 수 없어서 여러가지 근사법이 척용되고 있다. 이

률 근사법율 척용한 모탤 가운데 륙히 폼훨빼賢의 훌훌動間훌훌에 쩍용할 수 있는 충요한

것율 보면 표 11의 우혹어l 나타낸 여섯가지 종류가 있다. 이 가훈데 포멘살 기류는

소용몰아가 없고. 비캠생율 가정하여 쩡%빼률 얻는 모헬이다. 산와 굴픽에 대해 계산

된 流훌훌운 산의 천후에서 대칭이 되는 륙정이 있다. 대기의 얼째 효륨율 근사책으로

나타내는 데는 그다지 정확도가 좋치 않지만. 계산이 간단하고 지형， 건물의 영향율

고려하여 자주 이용하고 있다.

포맨살 기류의 중요한 단첨운 효릅이 천휴대칭이 된다는 것 외에 점생융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지면부근에서 바람이 약화되지 않는다. 또한 질제 대기가 안정할 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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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위쭉으로는 그다지 크게 미치지 않는 한펀 水平方向으로는 꽤 멀리까지 마

치는 생질이 있는데 비해， 포벤살 흐흙l서는 훌直 및 水2F方向으로 갈은 영향율 준다

는 약점이 있다. 이런 단첨율 克服하기 위해서 포벤살 氣流률 수정하는 시도가 실시

되고 있으며 이률 변형 포댄셜 기류라고 한다.

표 11에서 포텐셜 및 변형 포텐셜 모렐율 제외한 다른 4종의 모텔은 서로 비슷한

모델이다. 그것은 포랜살 모텔보다도 현실척인 바람을 고려활 가능생이 있는 반면，

취급이 매우 북잡하여 대형 천산기로 장시깐의 계산율 요하는 단점이 있다. 여률 4종

의 모텔운 초금씩 다른 近없方式융 웅용하고 있으며 각기 척용범위(지역범위， 지형이

나 기상조건)가 댈라， 찰못 척용하연 청확도가 나빠지고 계산사간율 소모하게 된다.

이론척인 適用限界률 간단히 셜명한다.

• ozoe 근사

청역학척 명형올 가쩡하고 온도변화가 매우 착다고 가쩡하며， 근사초건운 對流의

좌이가 놀이 3km이내， 온도변동이 3O"C 이내이고， 水2f 規훌가 훌흩置規趣보다 충붐히

큰 청쭈이다. 훌階폼， 사면풍， 蘭섭 (h없t is1뼈)폼에 ~l추 용용된다.

• Primitive 방청씩

靜力훌的 2ft衛융 가청하고， 훌훌훌뿔홈훌쭉롤 사용하고 있다. 근사의 생럽초건을

水2JS-.規鍵가 훌훌置規鍵보다 충분히 룰 때이다. 日훌훌報률 위한 수치모멜에 이용되고

있지만I t륭훨의 시률례이션에도사용되고 있다.

• Navier-Stokes 식 (비합축 점생 유체식)

斷熱， 非훌縮性윷 가정한다. 물리쩍 조건이 풍동이나 수조실험과 비슷한데 례이불

즈 수가 크면 계산시칸이 터무니 없이 커진다.

• 비탄성 명형 근사

團運이 音速보다 충분하 착고， 온도 변화까 크지 않다는 가정만을 하며 4개

의 近似方式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놓은 반면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상은 주로 방정식 시스템에 따라 분류했으며 이런 방정식을 실제로 천산기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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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푸는 方훌에는 차분법， 스펙트럼법， 유한요소법둥 여러가지가 있고 각각 륙징

이 있다. 포 願‘流에 의한 첨성여나 훌數係數률 추정하는 方홉에 대해서도 많운 야론

과 경험식이 제안되고 있다. 이률의 션택은 기붙 방청식의 션택에 못지 않는 충요한

문제지만 이률의 소개는 본 考察의 範圍에서 제외시킨다.

(3) 변분법에 의한 객판해석의 예 [81]

Sherman에 의해 개발환 풍축장 계산코드 MA까IDV는 질량보폰 법칙율 구좁초

건 으로해서 홉椰備와 解析{直 사이의 차이가 변하는 것율 최소화시키는 기농척 척붐함

수에 근거 한다. 캐략쩍인 계산과챙옳 그림 6에 나타냈다. 단체 I에셔는 기상환혹

자료률 기초로해서 계산영역 내의 각 척자챔에셔의 풍축빽터불 단순한 내외삽헤 의해

구한다. 다융 단계 2에서는， 단계 1에셔 얻어진 척자첩 자료가 쩍쩔한 추쩡치라는 가

청아래서 이 풍축장에 최소한의 t훌홉T율 실시하여 질량보존법칙율 충혹시키는 풍축장옳

작생한다. 그 후에 지표면에 첩한 격자(∞11)에서 생기는 결보기 짧散올 훌홉I하여 지

형의 영향이 풍축장에 반영토록 한다.

거상관혹자료

71준꾸 최끊에서의 훨의 내삽

풍숙의 수직分布의 내삽

관훔~~로부터 내삽펀 풍숙벡터

질량보존법칙을 구숙조건으로 한 변분해석

절량펴존법칙을 만혹딴 지형효과률
반영하고 있는 수정된 풍속장

그립 6. 변분법에 의한 풍속장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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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삽법으로 구한 風훌훌은 아래 연숙방정식

au av aw
-‘一 +--+--=0

ax ay az
(92)

을 만록하고 전체 보정치인 E가 최소가 되게 변분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I’

n
U

해
w‘,‘‘‘

,‘”‘a+n‘‘--,
I

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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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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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ι

..‘a+”
ι

‘--.,
빼
uI,‘‘

,‘.,‘
aF’·‘

r’-----‘--서wvu원

8u av 8w
A. (- + - + -)] dV

ax ay az
(93)

여기서. aI , al는 수칙， 수평생분 수청치의 상대척 크기률 규정하는 가충 체수이다.

또 A는 I뿔·ar펼e 마청송수(빼1tiplier)로 수쩡생붐융 고려한 일종의 축도 포멘찰이다.

그런떼 E률 국소로하는 조건， 다시 발하면 댐 변분율 ~로훌}는 초건하， 4개의 E띠er

-벼g뺑e 식에서

1 aλ

u=uo+--(--)
2a12 ax

(94)

1 aA.
v=vo+--(--)

2al Z ay
(95)

1 oA.
w=wo+--(--)

2az2 az
(96)

율 구한다. 식 (6)에 식 (94)-(96)울 대입하여 k에 대한 편차분 방정식올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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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A a2λ al 2 OA OUO avO awo
-- + -- + (---) --:: -2al 2 ( --- + -- + ‘-)

ax2 oy2 a2 az ax ay az
(97)

k률 풀어서 식 (8)- (10)에 대입하여 (U， V， w)률 얻는다. 식 (97)은 차분형으로 풀

어진다. 이 Poisson 방정식율 푸는 해법에는 cyclic reduction 둥 여러가지 방법이

전산시간 단축율 위해 발표되어 오고 있다[75]，

(4) 변형 포맨살기류의 예[83]

大월률 지변에 가까운 層과 그것보다 上짧의 層으로 붐려하여 고려한다.

상충부에서의 홈훌 分布는 포헨살71류릅 가쩡하고 계산한다. 다옵쩌l 하확충어1셔의 風

遭 分布는 나비어-스륙스식융션형화， 쟁상 상태확시켜 구한다. 그때의 경계초건 으

로셔 지표에셔는풍좁이 zero, 하부충 상면애서는 상부총의 풍축와 일치시킨다. 용}부

층의 두께는 실쩨 400m로 가정한다.

숙도와 포벤셜 합수 φ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MN (x - xi) a3 i , j
φ = V { x + LL } (98)

i j 2 [ (x - xI)2 + (y - yj)2 + z2 ] 3/2

V: 균일한기류의 숙도

i , j: 격자 i , j에서의 뎌불릿(doublet)의 강도

M, N: x, y 방향에 있는 더불릿의 수

그러고 숙도 빽터률 속도 포벤셜의 함수로 다읍과 같이 구한다.

(U, V, w) = (aφlax， aφlay， aφ/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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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被廳 훌훌量홉후價 모텔

원자력 시설의 안천성 명가의 최종단계는 환경으로 방출된 放射性物質이 인간과 환

경에 미치는 영향율 명가하는 것얀데， 그 영향은 放射훌훌量(radiation dose)으로 표현

한다. 따라서 확률론척 안천성명가룰 수행합에 있어 정확한 放射繼量 명가는 매우 충

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환경으로 방출된 放射性빼質윤 그럼 7에서 보는 바와 겉이 여러가지 경로률 통하

여 인간에게 放射훌훌훌율 주게 된다[84]. 이때 放射性빼賢이 이동한 경로를 被購鏡路

라 말하며 크께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피폭은 풍기충의 放射

能題이나 지표에 칩척된 放射폼빼賣로부터 나오는 참마션이나 베타선에 의해 밭케되는

피폭의 형태이며， 내부피폭윤 호홉에 의한 피폭과 읍식률 섭취퉁율 통해 체내로 유입

원 放射性빼質에 의한 피폭의 형태를 말한다. 외부피폭의 경우 베타선운 공기중에서

의 飛種(range)이 l 에서 10 미터 청도로 짧아 큰 영향융 추지 못하므로 대부분의 원

자력 시설의 사고 영향율 명가하는 모텔에서는 감마선에 외한 외부피폭만이 고려된다.

가. 外部 被購解析

환경으로 방출훤 放射性빼寶윤 기상상태와 지형륙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

포률 나타내며 또한 시간에 따라 그 분포형태가 변화된다. 이칼이 변화하는 북잡한 형

태의 放射性빼質로부터 외부 피폭션량옳 계산하는 일은 매우 어협고 계산에 많윤 시

칸이 소요된다. 륙히 우리나라와 갈이 대부분의 지역이 산악지형인 경우에는 그 분포

형태가 더욱 북잡하게 변화하여 계산윷 더혹 어렵께 한다.

피폭 계산운 확산모텔에 의해 명가되는 放射性뺑質의 공기충 농도분포의 결정으로

부터 출발한다. 공기충의 題度 分布가 단순한 경우에는 외부피폭도 단순한 방법율 이

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훌훌度分布가 북잡한 경우에는 단순한 방법의 작용이 불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깨발된 여러형태의 외부피폭 계산포델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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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내환경에 적합한 모델의 션택 및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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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7. 방사성물절에 의한 인체 피폭경로.

(1 ) 無限寶 接近方式

외부피폭 계산 방식중에서 가장 단순하며 낼리 사용되는 것으로 繼量轉換

困子(dose conversion factor)의 개년율 이용하는 방식이다. 71본적으로 전쳐l 공간

에서 放射性뺑賢의 농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하며， 실제 계산모텔에서는 Gaussian 분포

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有限 放射能뿔을 無限 放射能뿔에 대하여 보정을 취한 繼量轉

換因子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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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에너지의 훌方 點線홈(point isotropic source)이 시각 t에 방사농 A률 포함

하고 있는 경우， 톨$훌훌훌훌으로부터 거리 r 위치에서의 댔收銀量짧은 아래의 식으로 계

산윈다.

Dr(r , E, t) = k x A(t) x E x t(r, E)

여기서，

(100)

Dr : 홉수 션량율[Gy/sec]

k: 단위 환산계수(=1.6xlO-10 ) [g-Gy/MeV]

A : 방사농 [Bq]

E: 방출된 방사농 에녀지 [MeV]

용 : 버홉수붐율 [g-l]

無限 吸收媒寶올 가정하면， 톨$훌훌훌훌으로부터 방훌된 모든 에녀지는 매질에 홉수되므

로 아래의 식율 만촉하게 된다[85].

4n I:t(r,El r 2 dr =늬 (101 )

여기서 p는 홉수물질의 밀도이다.

식 (100)을 무한 흡수매질내에서 에너지 스펙트럼율 갖는 감마션의 경우에 적용시키

면 아래의 식율 얻울 수 있는데， 이 식은 點線題으로부터 외부피폭선량율 계산하는 기

본식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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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는 放射性物賢이 분포된 공간의 부피 !£는 표면융 나타내며 이외의 다른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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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옴과 갈다.

fil : i번째 r의 세기 [number/decay]

Eil : i번째 r의 애녀지 [MeV]

r : 點홈훌훌훌위치 P에서 부피요소 do 까지 거리

x(r , t) : 시간 t , 위치 r에서의 放射性빼質의 농도 [Bq/m3 ]

계산의 단순화률 위하여 무한 또는 반무한의 放射性뺑實의 분포률 가정하는 경우에

는 遭度分布 X는 균질환 분포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경우 홉수션량윤 식 (103)의 간단

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Dr(t) =x(t) x DRF (103)

여기서， DRF는 단위 크기의 핵총농도로부터 추어지는 훌훌없훌훌훌훌훌홉로 정의되는 션량천

환인자(dose‘rate conversion factor)를 나타내며, 공기에 대하여 DRF는 아래와 같

이 계산된다.

DRFra = Dl(t) / X(t) (104 )

윗 식에 식 (101 )과 (102)률 대입하면 아래의 식율 얻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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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a는 공기의 빌도 [g/cm3 ]릅 나타낸다. 펑균에너지 개념융 사용하면 선량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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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자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
-@

빠 (106)

이와같이 단위 크기의 接種題度分布에 대한 선량전환인자값율 결정한 후에， 공기중

에서의 放射뾰勳質의 농도분포률 알면 식 (103)율 이용해 외부피폭율 계산하게 된다.

이 방식윤 무한 또는 반무한의 放射線源에 대하여 균질 농도분포를 가정한 이상적

인 초건에 대하여 구해진 것이므로 계산이 쉬훈 반면 放射性뺑質의 분포가 북잡한 경

우에는 척용이 어렵다.

(2) 有限醫 養近方式

설쩨 공간상의 ’없度分布를 고려하는 외부피폭 계산방식으로， 지형의 륙성 및

기상상태의 변화 풍옳 고려활 수 있어 청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이률 위해서 공기중

題度分布의 청확한 명가가 우션되어야 하므로 이 방식운 풍기총 농도분포 계산방식에

큰 영향율 밭으며， 無限뚫 훌훌近方式에 비해 계산이 어렵고 계산시간도 많이 소요된

다.

點훌훌훌훌으로 취급될 수 었는 부111원소(volume element)로부터 추어지는 피폭 계산

에의해 넓운 용간에 분포된 故짧뾰뺑賢로부터의 111폭효과가 계산된다. 피폭자로부터

r 미터의 꺼리에 點觸훌훌이 위치해 있옳 경쭈， 갑마션량률운 아래의 식으로 낼리 명가

된다[86] .

dDr = 0.0404
μa ·q·Er·B(μ，μa ， r)·exp(-μ r)

r 2
(107)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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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a: 풍기중에서의 에너지 홉수계수 [m- 1]

r : 훨훌훌훌으로부터 피폭지점까지의 거리 [m- 1]

μ : 공기중에서의 총 홉수계수 [m- 1 ]

B: 선량 再生係數(build-up factor)

Er: 명균 감마에너지[MeV/dis]

再生係數는 Gamertsfelder가 쩨샤한 아래의 식이 낼리 사용된다[86].

B = 1 + K μ x

K= (J.l - J.!.a)1μa

(108)

(109)

點繼源에 대한 被없훌훌훌量寧 결과률 放射性빼質이 분포된 천쳐l 공간과 피폭되는 시칸

에 대하여 척분을 수행하면， 성쩨 주어진 조건에서의 외부피폭 계산이 가놓하다. 이

계산과정에는 공기충에서의 放射性4횡寶의 훌度分布， 放射性¥JJ賣의 쳐쳐覆， 그리고 감마

션의 공기충 매질과의 상효작용에 의한 감쐐 및 散亂혔果 둥이 고려되어야 한다.

有限뿔 接近方式운 공기총 농도분포의 결쩡방식에 따라 크께 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放射性빼質의 공기충 농도 분포가 Gaussian 형태의 단순한 농도분포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여 외부피폭션량 계산율 단순화시킨 방법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

치해석 방법풍율 이용하여 삼차원 농도붐포릅 계산한 후 이 분포로부터 추어지는 외부

피폭올 명가하는 방법이 있다.

(가) Gaussian 짧度分布률 고려한 모텔

많은 연구자률에 의해 Gaussian 농도분포로부터 주어지는 외부피폭율 쉽

고 신속하게 계산힐 수 있는 방법률이 개발되어 왔다. 이 방법률운 지형이 명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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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射性뺑質의 방출후 기상변화가 심하지 않아 공기충 농도분포가 계숙 Gaussian 형태

률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타당한 결과릅 손웹게 얻율 수 있다.

1) Healy and Baker 모텔 [86]

放射性4t質이 하나의 패프로 방출되어 동방 放射能훌훌율 이루고 있는 경우

에는 각 방항의 放射能훌의 크기를 나타내는 OXI. Oyl. OZI. 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

다. 그림 8에서와 칼이 U [m/sec]의 속력으로 放射能뿔이 이동하고 總 방사농 Q

[Ci] , 부피소의 방사농 q [ei]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표의 화표 (Xl. Y l. O)에

있는 사람이 시각 t에 받게되는 갑마 션량율과 농도분포는 아래의 석률로써 계산된다.

Dr(Xl. yl . 0, t) = 0.0404 μa X(X, Y, z, t) Er

n

o

”
l,,.,,,’
l,,J

F
씨lo때

n
J

nvx (l +kμr) ·exp(-μ r)
2π r2 sin¢ d¢ dr ( 110)

r 2

放射혼E~質의 농도분포릅 Gaussian 분포로 생각하면 농도분포는 아래의 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00 (Ox /OO)
X(X ,Y, z , t) = exp [-(m2 + r2 - 2mrcos~) / 2(01)2] (111)

(2π )3/2 (01)3

여기서 00와 ox는 각각 總 放버 放射能.과 계산Al첨까지 도달된 방사농 양울 나타

낸다. 식 (Ill)옳 식 ( 110)에 대입하여 청리하고 전 피폭 기간에 대하여 척분하면，

갑마 션량옵 계산할 수 있는 아래의 식이 얻어진다.

0.1616 μ μa Er 00 (Ox /CO) (II + Iz)
Dr(x. y. 0) =

U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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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I 과 12 는 척분과정에 나타나는 적분합수률이며， 여러 가지의 o 와 μ 값

에 대한 수치척분을 수행하여 그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2) Imai and Iijima 모댈 [87]

지표에서의 외부 감마 피폭선량 계산시 농도분포 결정에 중요한 Oy와 Oz

값율 Pasqui 11 삭으로 평가할 경우 해석척인 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실린더 형， 원추형， 또는 혈質分布의 放射能훌훌율 가정하여 계산율 단순화시켜야 하

는 어려옵이 있었다. lmai와 lijima는 분포형태의 단순화 가정율 사용하지 않고 대형

컴퓨터률 이용하여 Gaussian 형태의 농도분포에 대하여 여러가지의 대기안정도， 방출

놓이， 그리고 명균 감마에녀지의 초건융 주고 외부 피폭션량융 계산하였다. 외부피폭

현상자체를 명가했다는 점에 있어 의의률 찾옳 수는 있으나， 계산시간이 상당히 소요

되므로 寶用的이지 봇하다.

RELEASE
POINT
(OtOt h)-..

디

x
--+

h

RECEPTOR (X. t YI t 0) /'

그립 8. 감마선량 계산에 사용된 화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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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arke 모댈 [88]

훨훌廳훌훌훌훌 명가시 외부피폭 계산에 가장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되므로 종합

적인 피폭 명가 시스템윷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촉한 외부피폭 계산모델이 필요하다.

Clarke 는 명균 감마 에너지률 12 구간으로 나누어 Gaussian 농도 분포로부터 주어지

는 외부 피폭선량옳 수치척분율 이용하여 계산한 후 그 결과률 이용하도룩 하였다.

4) Latie 모헬[89]

有限 크기의 Gaussian 농도분포에 대하여 신축히 감마 선량 계산율 수행할

수 있도록 수치척붐옳 이용하여 *훌:I:因子률 구한 후 외부피폭 계산에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션량인자는 13 개의 불활생 기체에 대하여 구하였논데， 각 경우 7 가지의

대기안정도와 두 가지의 방훌고도(0 m, 100 m) , 그리고 6지점의 圍下距離에 대하여 계

산율추행하였다.

5) Arras 포.햄 [90]

후치쩍볼용 업케하기 뀌하여 Gaussian 볼포의 放射홉톨훌훌이 여러캐의 segment

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청하여 敏騙轉를 밝훌율 단순화시킨 근사모텔이다. 각각의

segment는 여러개의 실련더 형태의 shell로 이루어쳐 있다고 가청하며， 각 segment로

부터 추어지는 션량운 각 shell로꽉터 주어지는 被騙훌훌를올 合算하여 구하게 된다.

이 방법의 장첨운 삽충객붐옳 단일척붐 형태로 단순화시키므로셔 계산시간옳 단혹시킨

점이다.

6) Nie 모델 [91]

Arras 모댐과 유사한 근사모렐로 半 無限 Gaussian 실린더 형태의 농도불

포훌 균질농도의 반원형 분포로 가정하였다. 계산 방식윤 Arras의 모탤과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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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vercamp and Fjeld 모댈[92]

長期 被훌훌훌훌훌 홈f算에 사용되는 Healy and Baker의 모댈율 변형시켜， 짧

은 시깐에 주어지는 被鍵線훌 計算이 가능하도록 만든 모렐로 적분합수 11 과 Iz률

이용하였다.

8) Deme 모델 [93]

구형외 Gaussian 왜프에 대하여 4개의 감마 에너지 구간율 나누어 被鍵線

量율 계산한 후， 그 결과률 모든 에너지 구간에 척용하여 외부피폭율 계산할 수 있도

록 깨발되었다.

(나) 3차원 농도분포훌 고려한 모델

지형이 북잡한 경우에는 Gaussian 형태의 농도분포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가) 항에서 설명된 모델률율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3차원 공

간율 격자률의 집합으로 취급하고 각 격자에서 풍향， 풍축， 농도붐포룰 계산한 후，

이 농도분포로부터 피폭율 명가하게 된다. 각 격자에서 농도를 구한 후 식 (107 )의

點線趣으로부터 감마선량률 계산식율 격자의 천 부피에 대하여 척분하여 격자로부터

추어지는 션량율 계산한다. 천체 放射性뺑賢로부터 주어지는 훌훌購線量운 모든 격자로

부터 주어지는 션량율 슴算하여 구하게 된다.

이 방법은 지형효과률 고려힐 수 있고 계산 결과가 정확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

산소요 시간이 매우 걸어 얼시깐 시스댐과 같이 신숙한 계산율 요구하는 경우에는 척

용이 어렵다.

1) Monte-Carl 0 척분법율 이용한 모렐

3차원 공간에 분포된 放射뾰뺑質로부터 외부피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삼충척분올 수행해야 하는데. Monte-Carlo 척분법율 이용하여 삼충척분윷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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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다. Monte-Car l。 척분법의 기본개념은 적분식율 명균값으로 표현하는

것이다[94 ， 95]. 아래와 같이 x의 합수 g(x)를 닮間 [a ， b] 에 대하여 척분울 수행하는

경우률 생각해보자.

·
없

xa
。

’b

a

•’’’’--l

,,,4
( 113)

이 식율 식 (114)와 같이 입의변수 X의 명균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b

a

F’’----------A g(x)
fx (x) dx,

fx(x)
(114 )

여기서 fx(x)는 g(x) 휴 0 일 때 fx(x) > 0 의 조건울 만록하는 임의의

確흩홈分布面數(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식은

아래와 같이 명균값율 의미한다.

’
-
-
-
-
-
-
-
-
」

)

-
-
씨

VA

-Il

‘

밍

-
”
채

F
-
-
-
-
-
-
」

c
ι

----A
( 115)

임의연수 X 가 구간 a < X < b 에서 혈質分布률 갖는 경우에논 다음과 같이

fx (x)를 나타낼 수 있다.

「---------l

l
|
i

--)xj,.‘‘.
V
A

”f‘

1
, a <x <b,

b - a (1 16)

o , 다른경우

식 (116)을 식 (115 )에 대입하면 아래의 식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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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b - a) E [g(X) l. (117)

이 식용 다읍과 같이 표현되어 실제 계산에 야용된다.

1 N

e = (b - a) - ε g(Xi ).
N i =1

(118)

이 결과률 외부 감마피폭 계산옳 위한 삼중척분￡로 擺張할 수 있다.

뼈

삐

y

y

”’’‘,
l,,,,‘,

l,‘
뼈

삐

x

x

r

넉

J

VtD ZAUVJ
때
AMVt

뼈

”“

M

m

m

,‘

,‘

’’
l’-----‘
l!J

(119)

여기서 dDr는 식 (107)의 點훌홈으로부터 피폭션량율 나타내며， 윗 식은 식 (118 )율

이용하여 아래의 식요로 나타낼 수 있다.

m n

Dr = (Ax 6.y 6.z) E E E dr(Xi Yi Zd. (1 20)
(1 x mx n) 1=1 J=1 k=1

여기서 6.x =Xi + 1 - Xi

6.y =YJ+l - YJ

6.z =Zk+l - Zk.

이 방식운 일본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寶時間 피폭해석시스템 SPEEDI의

선량계산 모률인 CIDE에 사용되었다. CIDE에서는 아래와 같이 寄與格子繼量

(Attributable Cell Dose) 개념율 사용하였다[36，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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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 N

Dc (Xi , yj , O) =~ ~ ~ X (I , m, n) AD (i-I , j-m, n)

1=1 m= 1 n= 1

여기서.

(1 21 )

X (I, m, n) :格子 0 , m, n) 의 방사농농도 [Cilm3 ]

AD (i -I , j-m,n): 寄與格子鏡量 [(μR/hr)시Cilm3 ) ]

L, M, N : X , y , Z 방향으로의 格子數

홉훌훌格子훌훌룰윤 아래 식으로 계산되는데 이 과정의 삽충책분율 Monte-Carlo

방식올 이용해 수행하였다.

(i-I+1/2)DX (j-m+1/2)DY

AD(i-i.j-m,n)= J
(i-1-1/2)DX (j-m-1/2)DY

(122)

Monte-Carlo 방식운 척분운 쉽게할 수 있으나 계산시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 실

사깐 평가에 그대로 척용하기에는 부척합하다. 따라서 CInE 코드에서는 계산시간율

단혹시키기 위하여 륙쩡 크기의 강마 에너지， 격자， 그리고 피폭지점과 선원 사이의

꺼리 동의 합수로 格子當 寄與驚盧올 미러 계산한 후 이 결과륨 표로 작성하여 실제

계산에 이용하고 있다.

2) 球 假定율 이용한 近似모텔

이 방법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개발한 방법으로 3 차원 공간상의 육면

체 격자를 짧로 가정하여， 외부 피폭션량 명가시 사용되는 삼중척분을 단일척분으로

변화시켜 계산의 단순화률 이룹 방법이다[97] .

그럽 9에서와 같이 육면체의 격자를 훌로 가쩡하면 아래와 같이 이중척분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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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부화폭 계산식울 나타낼 수 있다·

(123)

껴max ymax dDr 뻐’

Dr = \0 irmin
다치

」
해구이같와래아은=

흥
차인분척며되현표로

nPA
U

A

μ

nonc
u

t
-

π커zi

는
VAu서기여

emu ~ sin- 1(R/OP)
ma l\. -

~.('I"2 _ Op2 sinZe)
- - “ ~ OP cose + sqnv

t핸 ~ OP cose - sctrt(rZ - Op2 si뼈
m

(124)

(125)

(126)

r MAX

r

r MIN

P

二L럽 9. 구 가청율 이용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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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07)의 點훌훌훌훨에 대한 기본식율 식 (124)에 대압하면 아래의 식율 얻게 된다.

D =Ct
remax rrmaxj j (I + k μ r) exp(-μ r) dr sine de
o Jrmi n

(1 27)

여기서 Ct 은 0.0404 μa q Er 271 이며， f에 대한 척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U냄
/
l‘
、핸

9‘“”u.LA+
X
1l

n

빼
(

.m

r-r”’-------IJ

= 1/μ {exp(-μ fmin) [l+k(μ rmin + 1)

-exp(-μ rmax) [1 + k(μ rDlax + I)} (128)

이 결파률 식 (127)에 대입하고 cosG 률 t 로 치환하면 아래의 최종 단얼척분식율

얼게 된다.

D = C2 I [exp(-μ fmi n)(a fmf n + (3 )
Jcos emax

exp(-μ fmax)(a rmax + β )] dt (1 29)

여기서 C2 = Ct /μ ， a = Kμ , 그러고 (3 =K + 1 율 나타낸다.

이 방법의 장점운 Monte-Carlo 계산방식에 비하여 계산시간이 빠르묘로 실시간

계산과 임의 크기의 격자에 대해서도 척용이 가농한데 있으며， CIDE에서와 갈이

륙정 크기의 격자 및 핵총풍의 함수로 계산 결과를 표로 착생한 후 신숙한 계산에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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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內部 被購解析

(1) 輯食廳路 解析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시 대기로 방출된 放射뾰뺑實은 토양 또는 식물체에 침

척되어 음식물율 오염시키고， 이틀 오염된 옵식물율 사람이 업취함으로써 장기간 내부

피폭율 유발시킨다. 이러한 음식물 훌훌取에 의한 내부피폭을 명가하기 위해서는 북잡한

환경 구성요소깐 放射性빼質의 移훌b훌홍훌훌률 묘사하고 수학척 모댈렁율 통해 해석하여야

한다.

輯食羅路 모텔운 放射性빼質의 방출률과 환경 구성요소에서의 放射性빼質 농도가 평

형상태에 있다고 가쩡하는 평형모댈이 초기에 개발되었다. 이 平衝모댈에는 훌훌縮困子

훌훌(concentration factor mod쩌)이 이용되며， 개발된 대표척안 천산코드로는

HERM원[981. F‘000[99]와 AIR뼈-EPA[lOO] 풍이 있다. 그러나 윈자력합천소 사고와 감

을 다항의 a射흩E~置이 삐體됩 청쭈..훌훌모햄의 사용용 침핵시챔과 시간에 따른 각

환경 구생요소간의 농도변화를책쩔히 셀명할 수 없다. 션진 작국에셔는 이와 갑이 명

형모텔의 한계생을 인식하고 훌훌훈分析훌훌(system analysis 뾰th여)에 근거한 劃的모헬

율 개발해 오고 있다.

動的모텔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벌후터 시작되며 최초의 기본모델운 ORNl‘에서 개

발한 T뻐MOD[lOl]로， 이 모텔에 사용된 개념율 근거로 자국의 설챙 및 목적에 맞는 여

러 모텔률이 선진 각국에서 개발되었다. 개발훤 대표척인 표드로는 RAGTI뻐[102] •

FOOD-뻐RC[103]. ECOSYS[104]. RADFOOD[105]. EC뼈YS-87 [l 06]. P~때AY[l 07] 퉁이 있

다. RAGTIME은 1980년 미국 ORNL에서 땐뻐D 모델율 발전시켜 캐발된 천산코드로 일회

放射性뺑質의 침척후 옵식물내의 방사농 농도의 변화를 예혹하고 있다. 1982년 영국

째PB에서 FOOD-MARC이 개발되었는데 이 모벨은 토양율 보다 많운 구간율 나뒤어 토양

내 핵종의 이동율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 ECOSYS는 1982년 톡얼 GSF 연구소에서 개

발된 모델로 톡일의 환정에 맞게 개발되었다. 이 모텔운 초기에는 환경요소를 각 구간

으로 나누어 농도률 명가하는 置間모렐 (c。빼‘tment model)이었다. 그러나 1986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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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벌 사고로 인한 영향과 버교한 결과 여러 의문점이 채기되어 단순 시간종숙모델

ECOSYS-87이 1987년 말에 개발되었다. 뻐DFOO않 1986년 이스라엘 Soreq Nuc1ear

Research Centre에서 개발된 모탤로 자국의 실정에 맞께 개발되었다. P~깨WAY는 1987

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네바다의 核寶廳뿔 圍邊의 환경자료률 이용하여 개발

한것아다.

이툴 많은 모델틀의 공몽훤 한계점운 자국의 환경에 맞게 개발되어 다른 식생활 및

사회환경율 갖는 나라에서 그대로 척용하기에는 많운 오차률 초래한다. 또한 보다 정

확한 핵총거동융 묘사하기 위한 시간에 따른 환경자료가 매우 부축하다는 점야다. 륙

히， 우리나라와 잡이 장마가의 높올 강쭈. 主食￡로셔 쌀의 성휘 및 식물의 성장기 풍

외국과 매우 상이한 환경융 갖고 있기 때운에 션진 작국의 깨밸훤 쿄도촬 그대로 사용

하기에는 상당한 오하훌 초래한다.

따라셔， 볼 1하년도 연구에셔논 쭈리나라 생청에 맞놈 훌食廳훌홉 및 모햄쩔갱옵 용해

빽총아홍옳 보다 현생책￡로 묘.사활 수 있는 기훌흡 수립하였다.

(카) 放射性빼뿔의 훌훌훌b 메카니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시 대기로 배훌된 放射性빼賢윤 식물의 엎 또는 곡물

의 표면에 침척되거나 토양의 표면에 침척되고 여러 경로룹 통해 可食部률 오염시킨

다. 칩척된 放射性動實운 여러 이동 메카니륨율 흉해 환경 요소를 나타내는 구간으혹

이동한다. 그립 10운 放射性빼賢의 각 구간옳 봉해 이동하는 메카나츰률율 보여주고

있다.

1 ) 沈積(deposition)

대기로 배출훤 放射性뺑賢은 충력 및 기타 환경요인으로 곡불의 표면， 식

물의 엎표면 및 토양표면에 칩척된다. 이때 식불체의 표변에 침척되는 분옳은 전 침척

에 대한 식물체에 침척되는 양을 나타내는 차단계수(interception factor)로써 표현된

다. 이는 식물체의 종류 및 지표면율 엎고 있는 식물쐐의 변척과 放射性행質의 물al

-138-



적， 화학적 성질 등에 따라 다르다. 대부붐 동척 홉훌食훌훌짧 모텔에서는 차반계수률 측

정하기 용이한 식물의 수율(yield)로 추산하고 있으나， 톡일의 동척모텔 ECOSY5-87에

서만 보다 현설척 묘사륭 위해 지표연척당 잎의 면척율 나타내는 잎의 연척 지수

LAI(Leafy Area Index) 개념으로 추산하고 었다. 또한 ECXlSY5-87에서는 강우에 따른

침적효과도 동사에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헬은 강우효과률 침척시점에서만 고려

할 뿐 식물체의 견 성장기깐에서의 강우헤 따른 효과는 고려하지 봇하고 있다. LA!에

대한 국내실험자료는 없고 추수기의 식물의 수율에 대한 자료반 있다. 따라서 욕류표

면과 없에 침척되는 분옳올 일반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α빼blain 식[l 08]율 통해 추산

할수있다.

Sl(t) =1 - exp(-~r Yr(t))

여기서，

Sl (t) : 없에 칩책되는 붐용

Y{(t) : 잎의 수율 [k응1m2 ]

~f : 없에 대한 계수 [m2/kg]

또한， 폭류의 표면에 칩척되는부흉유

S2(t) = 1 - exp(-μg Yg(t))

52 (t) : 곡물 표연에 침척되는 분율

Yg(t) : 략물의 수율 [kg/m2]

μg : 육률 표변에 대한 계수 [m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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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읍식물준비

그림 10. 방사성물철의 이동 메카니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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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낼 수 있으며， 또한 토양의 표변에 칩척되는 부흉g

S3(t) =1 - (Sl(t) + S2(t)) (132)

로나타낼 수 있다.

식불의 생장률은 식물의 훌훌홉에서 수확까지 S자 곡션율 그러며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107].

‘‘
W미
V뼈

뼈
v-

‘,‘
씨

RRnVR--빠
-
야

(133)

여기서，

K : 성장률 [I /day]

FL : 빛의 캉도에 따른 성장 보쟁체수

IT : 올도에 따른 성장 보정계수

YmaX : 식물의 최대 수율 [dry-kg/m2]

Y( t) : 시간 t에서의 수율 [방y-생1m2)

북초의 성장률윤 故軟애 의한 영향올 고려해 쭈어야 하며 아래의 식으로부터 추산한

다.

dY(t) YmaX - Y(t)
--=K 까’ FL Y( t) ( ) - AD FV fr
dt YmaX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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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D: 방목되는 동물의 수 [m- 2 ]

FV: 동불 마리 당 목초의 섭취량 [dry-kg]

fr : 방북에 의해 섭취되는 분옳

봅초는 최대성장후 낙엽이 되어 자표에 떨어지고 수옳은 감소하께 된다.

dY(t) Ymax* - Y(t)
- =KIT FL Y(t) ( ) - AD FV fr - KS (Y(t) - Ymin)
dt Ymax

(135)

여기서，

KS : 낙엽이 되어 렬어지는 률 [I /day]

Ymin : 겨옳철의 최소 수율 [dry-kg/m2]

Ymax* : 보정된 최대 수옳 [dry-kg/m2]

Ymax* =
K Ymax2

Ymin(K-KS) + KS Ymin
(136)

오업된 북초는 老化로 낙엽이 되어 떨어져 토양 표변의 농도률 증가시킨다. 목초내

放射性빼賢의 농도분포가 균일하다고 가청하면， 나업에 의한 토양표면￡로의 방사성

농 천달률은 아래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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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 - Ymin
Ase =KS ( )

Y(t)

여기서.

Ase : 낙업에 의해 핵종이 천탈되는 올[l /day]

(137)

2) 放射性빼賣의 除去

략물의 표연과 앞에 침척된 放射性빼賣운 풍화와 강우에 의해 제거되며， 제

거된 放射性빼賢운 토양의 표면에 침척되어 토양의 오염융 충가시킨다. 식물로부터 제

거되는 율운 핵종과 식물의 표면둥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모댈에서는 정확한 실험자

료의 부축으로 풍화와 강우의 효과동 모든 기후효과가 내포된 연깐 명균값융 척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철별 강우량의 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명균값을 척용하기에

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따라셔， 국내 기후륙생율 보다 정확하고 현실척으로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풍화와 강우에 의한 쩨거효파률 별도로 다루었다.

풍화에 의한 제거옳운 풍숙에 의한 영향이 지배척이며 아래의 식으로부터 추산된다

[84] .

Aw =a X u2 (138)

여기서. a는 실험에 의해 혹정휠 체꺼옳과 풍속의 판계식￡로부터 유도된 계수로 대

략 7.1 x 10- 9 [sec/mZ ]의 값옳 가진다.U는 풍촉울 나타낸다.

강우애 의한 쩨거용은 강우량에 비혜하며 아래의 식으로부터 추산된다[84].

Awash =b X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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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는 실험애 의해 혹정된 쩨거율과 장우량의 관계식으로부터 유도된 계수로，

핵종과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명균 0.025 [mm- 1 ] 의 값을 가진다. R은 강우율

[mm/hr]율 나타낸다.

3) 재부유(resuspension)

토양에 침척된 故뿔흩뺑賣운풍화 및 차~l:ol동 동으로 인해 재부유하여 식

물체 표변의 농도률 중가시킨다. 放射性빼質의 재부유율운 지표에서의 방사농농도에

대한 공기충 농도로 정의되는 재부유계수와， 풍기충 농도와 식물체에 칩척되는 농도의

비윷에 의해 정의되는 훨賣連慶로 나타낼 수 있다. Linsley는 아래 식으로 시간에 따

른 재부유율옳고혀하였다[84].

K = [10- 6 exp(-O.Ol t) + 10- 9 ]

Are =K X V

여기서，

K: 재부유 계수 [11m]

t : 방사생옳질의 힘척 후 경과시간 [day]

V: 침척숙도 Em/day]

Are : 재부유율 [day- 1]

(140)

(141)

4) 轉移(translocation)

식물의 표변에 침척된 放射性뺑質은식물의 내부 죠직으로 이동하여 可食

部를 오염시킨다. 이러한 이동현상운륙히 CSt I 둥과 갈운 이동성 핵충이 식물체 표

면에 침척하였올 때 중요한 음식물의 오염 떼카니츰이 된다. 放射性뺑賢의 전이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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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체에 침척훤 放射폼빼賣과 피.食짧로 천탈되는 방사능의 분율율 나타내는 전이계수

로 나타낼 수 있는데， 可食짧로 전달되는 분융윤 참척 후 시간에 따른 Ga떠si삐 합수

형태룰 갖는다[109] .

Tr(5t) = Tr(max) exp{-b [ot - t(뼈X)]2} (142)

Tr( 5t)
Atr =

T
(143)

여기서，

Tr( 5t) : 수확천 시간 5t에서 핵종의 천이계수

Tr(뼈x) : 최대 전이계수

b : 천이계수의 기옳기률 나타내는 상수

5t : 수확전 시간 [day]

t(빼x) : 천이쩨수가 최대일 때의 수확전 시간 [day]

Atr : 可윷짧로의 천이옳 [lIday]

T : 수확천 시간 [day]

5) 토양으로의 침훌(leaching)

로양의 표면에 침척된 放射性뺑賢운뿌리 홉수충율 거쳐 짧層￡로 이동한

다. 또한 Cs과 감운 핵총운 토양에 일부 吸훌(adsorption)되고 국히 일휴는 mt훨

(desorption)된다. 로양으로의 핵총 아동올 l;;t}원으로 가쩡하면. 토양충내 농도의 변

화는 아래 식으로 나타냉 수 있다[104] .

￡

-
-
야

V’
- -μc (1 44 )

Rs

때생



V’ = av

&--T

(145)

여기서.

Rs: 이풍저해 인자

V’ : 토OJ내 空階水(pore-water)의 명균이동 거리 [cm/yr]

Rp : 연간 물의 침투량 [cm/yr]

T: 토양충 두께 [cm]

(J: 토°O~헤 含水比 [cm3-water/cm3-soil]

이동 쩌해인자는 아래 식흐로 나타낼 수 있다.

Rs =1 +

nF

-Qv Kci (146)

여기서，

p: 토양의 밀도 [g/cm3 ]

Kci: 분배계수 [mL/g]

따라서， 토양으로의 핵종이동울은아래 식으로 표현된다.

V' Rp

Ale = -- (147)p
-e*lagD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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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RR + IR - ER - 대

여기서，

RR: 강우울 [血/day]

IR : 灌홈￥寧 [mm/day]

ER: 중발율 [mm/day]

LR: 流失짧 [mm/day]

6) 뿌리률 롱한 吸取(r‘∞t uptake)

식물의 뿌리륨 통한 핵총의 이동은 반감기가 간 핵종에 대해 중요한 오염

메카니츰이 된다. 뿌리에 의한 홉취는 식물이 가장 왕성하케 생장하는 시기에 최대율

율 나타내며 식물의 총류. 토양의 생질동에 따라 다르다.

v:‘nb‘
llI

eg

+‘

nr

//

r

바

X

I
-
-
、-

얘

-A
(148)

여기서，

Biv : 식불의 농축인자 [(Bq/kg-plant)/( Bq/g-soil)]

Xr • 뿌리충의 깊이 [m]

PS : 토양의 밀도 [kg/m3 ]

7) 동물 體內로의 핵충천탈 빛 배쩔

오염된 북초의 섭취는 육류 및 우유와 같은 부산물올 오엽시킨다. 북초와

같이 연속척으로 수확되어 동물이 섭휘하는 경우， 비록 요오드와 같은 반감기가 짧은

핵종이라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현훨源이 훤다. 북초의 섭취로 인한 동불의 육류나 우

유로의 전탈율은 아래의 식요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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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AD
Ainsf =

Y(t)

Ainsfr =Aingf (Amt + 빠k)

여기서，

(149)

(I 50)

Ainsf : 방북에 의한 몹초 섭휘율 [lIday]

Aingfr : 북초의 셉휘로 육류 및 부산물로 전달되는 율

[lIday]

Amt : 육류로 챈틸되눈 분율

빠 : 우유로 전탈되는 붐율

섭휘된 혹초는 동물의 쩨내에서 모투 홉수되지 못하고 일부는 배설되어 토양표면의

오업옳충까시킨다.

FVAD
λex = ( 1 - (Amt + 빠»

Y(t)
(151 )

포한 풍물운 록효의 섭취와 합쩨 토양율 홉휘함으로써 육류와 부산물율 오염시키고

체내에 홉수되지 못한 일부 토앙운 배껄하므로서 토양표면율 再훨훌시킨다. 이러한 현

상툴율 고려하여 토양의 셉휘로 인해 천탈되는 율은 아래 식으로 추산된다.

FSAD
λlngs = (Amt +빠 )

Xl PI

여기서，

FS: 동불의 토양홉휘율 [kg/day]

Xl : 섭취률 받는 토양충의 깊이 [m]

Pi : 토양의 밀도 [kg/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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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묵~J1j(를 롱해 핵종올 배셜합으로써 육휴 빛 부산물의 오염율 감소사킨다. 없률

통한 쩨거융은 동불 및 그 부산물애셔의 생물학척 쩨거율로 나타낼 수 있다.

Auex =A.b

여기서，

(153)

A.b : 육류 및 부산불에서의 생물학척 제꺼율 [lIday]

(나) 放射性tJ質 移動 모헬렁

여러 환경요소률 나타내는 구간의 방사능농도 변화는 1차 선형 미분방정식

으로 표현되며 이들 미분 방정식운 구간간애 서로 북잡하게 상호 연판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닮閒間의 농도변화에 대한 미분밥청식융 세우고 이룰 전산 프로그램화

하여 농도변화릅 예혹코자 한다.

이들 모델식 셜정율 위한 기본척 개념은 아래 식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물질수지에

근거한다.

n m
Q’ h = ~ Rin , i - ~ Rout.J

i=l j=l
(154 )

여기서，

Q’ b : 구간 h에서 시간에 따른 방사능농도의 변화 [Bq/m2 -day]

Ri n. i : i 번째 이동 메카니즘에 따라 流入되는 율 [Bq/m2-day]

Rout.J :j 번째 이통 메카니줌에 따라 流버되는 율[Bq/m2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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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요소를 갖는 핵종이동을 묘사하기 위해 農훌#地 모텔과

敢草地모텔율 별도로 분리하여 다루었다.

1) 農樹地 모델

본 연구에서 방사성불질의 이동율 해석하기 위해 설정된 農樹地 모텔에있

어， 구간똘의 구성 빛 이동 메카니춤이 그립 11과 12에 제시되었다， 이 그립율 롱해

시간에 따른 구간에서의 핵종농도의 변화는 아래의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내진다.

가) 식물체 잎표변에서의 방사농농도;

뼈

-
야

Are1 x S1
= -(Awl + Atrl + Awash1 +Ad ) A + ( ) B

Yf
(155)

S1 X Fo
A{O) =

'if

여기서，

A : 엎표면에서의 방사농농도 [Bql생]

B : 경작가놓한 토양충에서의 방사능농도 [Bq/m2 ]

Fo : 침척되는 초기 방사능농도 [Bq/m2 ]

Yf : 잎의 수옳 [drγ-kg/m2 ]

51 : 잎에 의해 방사성물철이 차단되는 분율

λwI : 잎에서 풍화에 의해 제거되는 올 [d- 1]

Atr1 : 잎에서 가식부로의 전이옳 [d- 1]

Awashl : 잎에서 강우에 의해 제거되는 율 [d- 1]

μ : 핵종 붕꾀상수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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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rei : 엎으로의 재부유율 [d-I]

나) 경작가능한토양총n서의 방사능농도;

뼈
•

싸
싸

p
u

‘‘
I’’μ

+----‘、A+
때

、A+”‘”
。야

r、A+ei---%
1
A

·I
·---

+ ((Awashl+Awl) x Yf) A + ((λwashZ+AwZ) X Yg) D (156)

B(O) =1-(51+5z) Fo

여기서，

B : 경작가농 토양충에서의 방사농농도 [뼈ImZ ]

D : 팍류 표면에서 방사능농도 [Bql생]

AreZ : 팍휴 표면으로의 再훔遊훌 [d- I)

AUp • 뿌리로 통한 홉휘율 [d-I]

Awash2 : 꽉류표면에서 강우에 의한 제거율 [d-I]

AW2 : 곡류표면에서 풍화에 의해 제거되는 율 [d- I]

AI e : 토양 심충으로의 이동률 [d- I ]

Yg . 곡물의 수윷 [Bq/kg]

52 . 곡물에 의해 차단되는 분율

다) 토양의 深層에서 방사농 농도;

dC

dt
=-Ad C + Ale B (1 57)

C(O) = 0

여기서，

m

싸



C: 토양 심충에서 방사농 농도 [Bq/m2 ]

라) 곡물 표변에셔 방사농 농도;

dO Are2 X 82
=-(Atr2 + AW2 + Awash2 + ld) D + ( ) B (158)

dt Yg

82 X Fo
D(O) =

Yg

여기서，

D : 팍불 표면에서 방사농농도 [뼈/생]

Atr2 : 략물 표변에서 가식부로의 천이율 [d- 1 ]

마) 可食部에서 방사능농도;

dE Aup λtrl Yf
=-μ E + --- B + A + λtr2 D

dt Yg Y.

E(O) =0

(159)

여기서，

E: 可食部에서 방사농농도 [벼/생]

2) 훨草地 모헬

본 연구에서 방사생물질의 이동올 해색하기 위해 설정된 敗草地 모텔내 각

구간들의 구성 및 이동 메카니즘이 그럼 13에 쩨시되었다. 이 그림율 통해 시간에 따

른 구간에서의 핵총농도의 변화는 아래의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내진다.

가) 북초의 잎표면에서 방사능농도

퍼



dA Arel x 81
=-(AWl + Atrl + Ase + Awashl + Aingf + 1d) A + ( )B

dt Yf

p
ν

배
i

f

A
-Y+ (l60)

81 X Fo
A(O) =

Yf

여기서，

A: 록초의 없표면애셔 방사놓농도 [뼈/생]

B : 로양 표면총에셔 방사농농도 [며1m2 ]

C: 뿌리 홉수홈에셔 방사농농도 [Bq/m2]

Ase : 확초의 老化짧 [d- l ]

나) 토양 표면충어l셔 방사농농도:

&

-
ι야

”n‘‘--’
·
써

+-
빼
---、A+---Fi•,‘%、Ai’•,‘R

v

i


-A4--

”n、--FI
V
l

없
、A

’,,‘‘
+An、‘.,,,IV

i
‘‘
l
II

--ku

뼈
、A+e-’1

A+
씨

、A
,‘,‘‘

-
-
-
、

+ (161 )

B(O) = (1 - 51) x F。

여기서，

B : 토양 표면충에서 방사늄농도 [Bq/m2 ]

AIel : 토양표면충에서 뿌리충으로의 이동윷 Ed- I]

Aex : 몹초의 배셜옳 [d- I]

Aings : 토양 吸取짧 [d- 1 ]

다) 뿌리충에서 방사능농도;

q

、u파



dC

dt
=-(~leZ + ~uP + λad + Ad) C + λlei B + λde E (162)

C(O) =0

여기서，

C : 뿌리충에서 방사농농도 [Bq /m2 ]

E : 홉착충에서 방사농농도 [며1m2 ]

Ad e : 탈착율 [d- 1]

Aad : 홉착율 [d- 1]

。 λle2 : 뿌리충에서 심충으로의 이동율 Cd- I]

라) 심충에서 방사농농도;

뻐

-
-
따

= -Ad D + λle2 C (163)

D(O) =0

여기서，

D: 토앙의 심충에서 방사놓농도 [Bq /m2 ]

마) 토양의 홉착충에서 방사농농도;

야

-
-
야

=-(~d + λde) E + λad C (164)

E(O) =0

바) 북초의 내부 초칙에서 방사농놓도

A*퍼



dF λup

=-(Ad + λingf}F + --- B + Xtrl A
dt Yf

(165)

사) 우유내 방사농농도;

Aingfr Yf Alngsr
G=( ) (A + F) + ( ) B

AD Pmk AD Pmk
(I66)

여거서，

G : 우유내 방사능농도 [Bq/L]

AD : 방북되는 동물수[animal h뼈s/m'l]

Pmk : 우유 생산률 [Llday]

Alogsr: 로양의 홉휘로 인해 우유로 천탈되는 율 [d- 1 ]

Alogfr: 목초의 섭휘로 인해 쭈휴로 천탈되는 율[d- 1 ]

아) 육류에서 방사농농도;

바~ Aiogsr FV
= -(Ad + Auex + Aex) H + B + - Amt (A + F) (I67)

dt AD M M

H(O) =0

여기서，

H : 육류에서 방사놓농도 [며/생]

Auex : 동물의 뇨에 의한 배설률 [d- 1]

FV : 묵초 엽취량 [dry-kg/day-animal]

λiogsr : 북초의 셉휘로 인해 육류로 전탈되는 옳[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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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

Are2

AW2.Awash2

λwashl

52 51

Ad λrei
fo-

푹률표연 Ad 앓표면 Awl

D A

토양의

경작충

B

λtrl

Atr‘ 2
Ad
~

가식후
Aup

E -
Ad

Ale

토양심충

c

그럼 11. 수확천 농경지 모텔내 구간의 구생 및 핵종이통 메카니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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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선량 피폭션량 피폭선량

그림 12. 수확후 농경지 모텔내 구간의 구성 및 핵종이동 메카니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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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3. 몹초지 모델내 각 구간 빛 핵종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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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軟食빼 훌取에 의한 內都 훌훌훌繼를 解折

외부피폭은 단기간에 인체에 영향울 루는 반면， 음식물에 의한 내부 피폭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언혜에 영향율 훈다. 읍식물에 의한 내부피폭은 예탁선량당량으로

인체에 대한 영향율 명가하며， 성인의 경우 일회 섭취후 50년동안 밭게되는 피폭선량

율 預託織量當量으로 쟁의하고 있다[110]. 장기간 섭취후 받게되는 피폭선량운 여러

모텔에서 명가 방법만 약칸씩 다률 뿐 기본개념운 동일하다.

PA까fWAY 모텔에서는 아래 식과 갈이 엽취된 累홈 放射館훌度로부터 50년간 받게 되

는 피폭선량율 명가하고 있다‘

m
H=I IJ DFJ

여기서，

H: 預흙繼:JI:홉를 [Sv]

IJ : 핵총 j의 누책 방사놓농도 [Bq]

많'J : 핵총 j에 대한 線룰I훌훌困子 [Sv/Bq]

각 핵종의 누척 방사능농도 (IJ)는 아래의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T n
Ij =J [I Ci(t) Mv i] dt

(168)

(169)

여기서，

Cdt) : 시간에 따른 음식물 i의 핵종농도 [Bq/kg-day]

Mvi : 각 음식물 i의 소비윷 [k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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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YS-87에서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션량명가는， 시간에 따른 음식물내 방사농농도

와 선량전환인자률 사용하여 섭휘 섯점에서 70세까지 고려한다. 계산에 필요한 선량

전환인자는 연령별 훌훌器의 질량과 연령별 體內 新陳代諸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병가

한다.

m n Tmax
H = ~ I f Cj. i(t) Mvi DFj] dt

j=li::l 0

여기서，

Tmax =70셰 - 피혹밭는 연령

(170 )

유렵용동체에 의해 개발휠 웬천 사고결발해석 코드 ∞SYMA[17] 경우 옵식물섭취에

의한 피폭션량명가는， 기존의 모탤과는 다른 선량전환인자율의 캐념을 사용하여 명가

하고 있다. 읍식물 섭휘금지와 갑은 비상대웅융 고려치 않았율 때 선량평가는 아래 식

으로부터 계산된다.

H(n.o.f.a.tig) = AG(n) x C(f.a) x 따'(no f. tl g) x G(n. O. a)

여기서.

n: 핵종의종류

。: 장기의 종류

f : 올식물의 종류

a: 오염된 옵식옳 섭취하는 연령군

tis : 오염흰 옵식물 섭취 년도

(171 )

H: 한해동안융식물올 섭취하므로서 사람의 수명기간 동안

-160-



받게되는 션량 [Sv]

사람의 수명은 70년으로 가정한다.

c: 음식물 소비율 [I영/yr]

AF: 방사성물질의 단위 침척당 읍식물내 연간 누척 방사능농도

[(Bq-yrl뼈)/(Bq /m2 )]

G: 선량천환인자 [Sv/Bq]

선량천환인자는 아래 식과 잡아 션량천환인자률로부터 계산훤다.

e‘‘,0%뼈
π|
MFu (172)

여기셔，

RG : 션량천환률 [Sv/(Bq-yr)]

t e : 옵식물 섭휘후 피폭되는 기간

Tmax =70년 - 피폭발는 연형

이 모텔에서는 읍식물섭휘 쩨한초치와 갈운 비상대웅율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선

량형가는 방사농농도-션량인자의 개념올 사용하여 명가한다.

H(n, o, f , a, tsi) =AG(n) x ADC(n,o, f , a, tsi) (173)

여기서，

ts i : 오염된 옵식물 섭취 시작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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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G

: 일챙 기간동안 읍식물율 섭취하였율 때 사람의 수명

기간 동안 받게되눈 선량 [SV]

: 초기 지표면 농도 [Bq /m2 ]

따X:;: 방사능농도-션량계수 [Sv/(뼈1m2 )]

따C는 아래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Tmax Tmax-ti
AOC =f (AF‘ x C) dti f DDF dte

si 0

여기서，

tl : 오업된 율식불의 업휘시깐

te : 섭취로 씬한 방사농 피폭시간

Tmax : 75세 - 피폭밭는 사람의 나이

~: 읍식물내 비방사농 농도 [(Bq/kg)/(Bq/m2 )]

c: 읍식물 소비융 [kg/yr]

(174)

식 (1 74)에서 첫번째 척분항은 옵식물에 의한 방사생물질의 섭휘률 나타내고， 두번

째 항은 방사성물질의 섭취로 인해 받게 되는 피폭융 나타낸다. 반얼 음식물 셉취가

고혀된다면 음식룰섭취는 읍식물 급지 해제시부터 일생동안 피폭율 받게 된다고 가정

한다. 음식물 섭취 금지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읍식물섭취가 시작되는 해부터 일생동안

피폭을 밭는다고 가정한다.

이 효드에서는 읍식물 섭취에 의한 주민 피폭션량명가시， 두가지 모텔을 사용하여

명가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생산된 모든 음식물은 그 지역내 주민이 모두 소비한다고

가정하는 모렐(Local production 메d consumption 빼ell과 오염펀 지역에서 생산된

음식불은 어딘가에서 소비된다고 가정하는 모델〈뼈riculture production model)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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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 첫번째 가정율 이용하는 모델에서는 각 格子內 인구자료가 필요되며， 두번째

가정율 이용하는 모텔에서는 각 격자내 농산물 자료가 요구된다‘ 이때 인구는 명균 성

안의 수가 이용된다. 그럼 14는 첫번빼 가정. 그림 15는 두번째 가정을 사용하여 오

염된 음식물에 의한 주빈 피폭선량 계산과정율 보여주고 있다.

읍식물내 방사능농도

섭취금지

션량천환인자

개인 피폭션량

읍식물섭취율

인구자료

추민 피폭션량

그럼 14. 오업 지역내 생산된 옵식물운 그 지역주민이 모두 소비한다고 가정힐때

주민 피폭션량계산 모댈 [45].

음식물내 방사능농도

섭취금지

선량천환인자

농산물자료

주민 피폭선량

그립 15. 오염 지역내 생산된 읍식불윤 어단가에서 소비된다고 가정할때 주민

피폭선량계산 모댈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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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呼댔에 의한 內部 훌훌廳홈훌훌 解析

호홉에 의한 피폭의 청우 대기충 방사성물질율 적접 홉입하껴나， 지표면에

침척된 放射性뺑質이 風化풍으료 채부유된 방사성물질을 홉입함으로써 유발된다.

대기충 방사생물질의 직컵 홉입에 의한 피폭은 시간 척분한 공기중의 농도， 호홉률，

건물에 의한 감소인자 및 선량전환인자률 곱하여 구한다. 사람이 실내와 실외에 거주

할 경우 그 효과는 다르며， 실내에 거주할 경우 건물의 훨훌훌훌單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

률 주므로 그 환경에 적합한 인자률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非常對魔에 따라 방사성물

질의 호홉효과릅 감소시킬 수도 있다.

풍화와 차량퉁의 영향으로 재부유된 방사생물질의 홉입운 초기 지표연의 농도. 시간

에 따른 채부휴 합수， 효홉률과 션량전환인자의 팝으로 명가훤다. 시간에 따른 재꽉유

함수는 방사생물질의 물리， 화학쩍 생질과 기후등에 따라 다르며， 보다 현실적 평가률

위해서는 비상대웅효과릅 고혀하여 보쩡한다.

그립 16운 대기충 방사성물질의 직첩 홉입에 의해 받는 피폭선량율 명가하기 위한

구성도를， 그립 17은 재부유된 방사성물질의 홉입에 의해 밭는 피폭션량율 형가하기

위한 구성도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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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천환인차 호홉률

호환i1 외한

피폭선량

시간적분한 건물에 의한

공기중농도 감소인자

비상대용애 따른

호홉시칸의 감소

그립 16. 대기중 방사생물질의 칙첩 홉입에 의한 피폭션량계산 구성도[45] .

선량전환인자 호홉률

.Afl 부 R울질의

홉입에 의한 피폭

초기 지표면 션량 시간에 따른

방사능농도 채부유인자

비상대웅에 따른

호홉시간의 감소

그림 17. 채부유휠 방사성물질의 홉입에 의한 피폭션량계산 구성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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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非常對鷹포텔

원자력시설로부터 방출된 放射性動質에 의한 피폭은 해당지역의 환경륙성과 지혁주

민의 사회활동 륙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待鍵(she1 tering) 힐 건물의 방사선에 대한 차혜 정도

의 차이， 안천한 지역으로의 藏關(evacuatiα1) 時 이동시간， 그리고 사고지역에서 생산

되는 농작물의 섭취정도 풍에 따라 피해는 크게 탈라질 수 있다. 이같이 放射性뺑賢

누출 사고의 영향율 갑소시킬 수 있는 행위툴올 非常對鷹鷹 (counter뾰asures) 이라 하

며. 현실적인 사고결말율 해색하기 위해서 적철한 非常對購 모텔이 필요하다.

非’構對魔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의 非常對睡윷 고려할 수

있논데， 첫째 경우 사고후 짧운 기간 동안에 방사션에 의한 피폭율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흘로 待避， 藏關 • 안정 동위원소의 북용， 그러고 지역제한 퉁이 있다. 툴째 경

우 사고후 放짧性뺑賣의 영향이 완전히 소멸되기 까지의 피해률 막기 위한 초치률로

읍식물 및 식용수의 섭취금지， 土題除훨， 그러고 추민의 移住 퉁이 고려된다.

이률 각각의 非常對魔은 지역륙성， 사고발생 사점， 그려고 주먼분포 및 사회환경

륙성 동에 따라 그 척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같윤 여러 조건들율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非常對麗모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효과롤 막기위한 非常對魔에 대하여 유럽과 미국에서 개발된 모

렐률율 고찰하였다. 그러고 국내 환경에 척합한 非常對廳모멜 개발율 위해 국내 기상

자료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효 非常對慶모탤 판현 변수률의 重要度를 분석하였다.

가. 외국의 모렐

(1) 유럽의 모텔

유럽공동체애서 원자력발천소의 사고 영향올 확률본척으로 명가하기 위해

COSYMA 코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cHi7]. CDS뼈A에 사용훤 非常對睡 모헬운 묶일

의 UF뻐OD[7)와 뻐PB 에의해 개발된 뻐He[B] 풍의 사고영향명가 코드에 사용된 非常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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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 모델의 륙성울 비교 분석하여 유렵풍통체 뿔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도 척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선택의 폭율 확장시켜 개발한 모텔이다. αS뻐A에서 고려되는 非常

對鷹은 아래와 같다.

1) 待避와 節開

2) 안정 동위원소 요오드의 북용과 오염된 사람의 제염

3) 오염된 토양의 제염， 주민 이주 및 음식물 체한

이틀 중에서 1)의 非常對慶寶운 사고 초기의 매우 큰 피폭율 막기 위해서 고려되고，

2)의 非常對睡策은 방사눔운의 롱과기간 동안의 피폭 저감화률 위해 고려되며， 3)의

非常對廳策은 사고후 오랜 시깐에 걸친 피폭율 막기 위해 고려된다. 이툴 각각의 非

常對睡鷹운 지역에 따라 그 쩌감효과의 :'or이가 론데， 뼈뻐A에서는 쿄드 사용자가 관

련 변추의 값과 非常활團 推置의 시작시간올 정의하도혹 하여 그 지역 륙생율 고려하

도롭하고있다.

COSYMA에서는 그림 18에서와 같이 열쇄구멍 모양의 自動歲開地城(area A)과 피폭션

량 계산결과에 따라 統開가 결정되는 지역 (area B)올 우분하여 非常對睡율 휘하고 있

다.

지역 A에서는 사고 후 얼마간의 초기 運延時間동안 대피상태로 있다가 자동적으로

짧開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지역 A의 크기는 풍하방향으로의 거리와 내부 원의

반경， 그러고 각도 a률 션택함으로써 결정된다. 지역 B의 결정은 계산된 피폭선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훌훌훌훌羅路(exposure pathway)와 장기

(or，쩔n) ， 그러고 피폭 지속시간운 사용자가 암의로 결정할 수 있다. 피폭되는 사랍은

방사능운이 통과하는 모돈 시간동안 외부에서 아무런 非常對鷹推置률 취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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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8. COSYMA 의 非常훌#魔 ;;tl 역 셜청 .

.:l립 19에 지역 A와 B에서의 사고후 초기 非常對廳顆이 취해지는 과정이 나타나 있

다.

지역 A， B에서는 統開가 이루어지끼 전까지는 사람률이 待避상태로 있다고 가정하는

데， 이때의 하혜계수 및 주민분포는 표 12에 나타나 있다. 이 값률은 사용자가 지역

조건에 맞게 암의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역 A, B밖의 지역주민틀에게 적용되

는 차펴l계수는 표 13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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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D묘B

RSHB =TSHA + TRDA + TD타..B + TINA -TINB

π묘A
i

i

빼텀또

댄쁜

(end of chain reaction)=사고시각 (TIME OF ACCIDENT)TACC

승:; 95%)=누출 마감사각 (time of end of release깨꾀D

초기 지연시간 (initial delay)TINA,TINB =area A, B에서

#훌훌훌 지축시깐(duration of sheltering period)TSHA,웹m =area A, B에셔

대피 홉 까지의 시간=area A애셔 누훌 마감시각후태π타A

=area A에서의 훌t關 륨 시첨#허 area B에셔의 흉t關 시확 까치의 시간TO다B

TDRA,TDRB =area A,B률 빠져나가는데 소요되는 운뺑시간

=area A,B률 떠난 시챔부터 피부 쩌l염 (decontamination) 까지의 시간TSKIN

그림 19. COSYMA 의 비상대웅과쩡.

표 12. 지역 A,B 에 척용되는 차펴l효과와 추민분포.

하폐계수
주민분포 거 주 형 태

공기중 방사농 Al표 방사능

30 % (동자사동짧차關) 1. 00 O. 70

30 96 지하설 0.05 0.03

15 96 놓차혜은효건과물가 0.30 0.10

15 96 차낮펴은l효건과물가 0.01 0.01

10 96 외부， 농촌지역 1. 00 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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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지역 A, B이외의 지역에 척용되는 차폐계수와 주민분포.

차혜계수
주민분포 거 주 형 태

공기충방사농 지표방사농

8. 0"-' 외부，농촌지역 1. 00 1. 0

8. O"~ 외부.도시지역 0.30 0.50

9. Q96 차낮폐은효과건불가 1. 00 0.50

35 % 차보폐통효인과건가물 0.30 0.11

10% 차높펴은l효과건물가 0.01 0.01

~開룹 고려할 때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範關된다고 가정하며， 節關時間 동안의

피폭선량은 敵關시작 시점의 션량률율 척용하여 계산한다.itf.開되는 숙도는 해당지역

의 도로사정， 안구빌도 동에 좌우되는데， 흉 14에 coS'뻐A에서 기본척으로 사용되는

값틀을나타냈다.

표14. 뼈뻐A에 기본척으로 사용되는 짧關速度 분포.

인구밀포 딴뱉벼
반경 R의 藏開 소요시간[분]

R 6 Km R 10 Km

PD ζ 100
10 13 14
40
50

11 12
6 6

100 ~PD~ 500
10 25 50
40
50

18 35
8 12

500 sPDs 1000
10 70 125
40
50

50 85
15 15

1000 sPD
10 160 500
40
50

110 290
2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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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B에서의 짧開 방식윤 지역 A에셔와 거의 같으나. 차이점은 지역 B에서의 節開

시작시점이 지역 A에서의 節開종료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2) 미국의 모델[6， 111 ]

(가) 때AC 모댈

이 코드에서는 그럽 18에서와 같이 열쇠모양의 지역율 미리 설정하여 놓고

짧開時에는 주민이 방사(radial)방향으로 統開된다고 가정한다.

미 원자로안천성연구(RSS)에서는 훌훌樓뿜훌훌훌(EPA)이 취합한 1959년부터 1973년

까지 미국의 範關 경험율 근거로 제시한 속도률 채택했다. 사고후 경보가 올리면 지

연시간 없이 곧바로 대표척 유효축도로 짧開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EPA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는 iff關連度에 대하여 아래와 잡운 사설율 나타내고 있다.

。 유효 짧開遭度의 분포는 lognor‘빼1 분포률 따른다.

。 실제로 유효 節關連度는 낮다.

。 유효 範開휠훌度는 밟운 영역에 걸쳐 분포한다.

o 짧關되는 사람의 솟자는 유효 節關連度에 통계척으로 중대한 영향융 미치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갈이 실제 유효 짧開連度는 넓운 법위의 값율 나타내므로 대표척

有했統關遭度률 사용하는 것운 부척절하다. 이 모렐에서는 EPA의 자료로부터 3 개의

대표 숙도와 각각의 빈도률 구하였는데， 세 가지 촉도는 0.0, 1. 2, 그리고 7.0 [mph]

이며 각각 30, 40 , 30 96 의 사람률이 해당축도로 25 mile 까지 짧關된다고 해석했다.

RSS의 節關모텔에서는 짧關 기간동안 사람륨이 외부피폭과 효홉에 의한 내부피폭에

대해 아무련 차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지표에 침척된 放射性勳質에 의

한 피폭계산에서는 표면조도 (surface-r。빼mess) 와 자동차 풍의 차혜효과룰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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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짧關중인 사람이 放射能훌훌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放射能賣율 만난 지점에서 정지

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故射홈E훌훌에 의한 피폭과 호홉에 의한 피폭， 그러고 지표

放射뾰뺑質에 의한 피폭율 고려한다. 放射能훌훌율 만난 사랍률은 4 시간후에 오염지역

외부로 이동되어 표l폭이 끝난다고 가정한다.

~開 지역 밖의 주민률윤 7 일후 이쭈(relocated)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사고후

7 일 사이에 요업된 지표로부터 받게 되는 피폭선량이 200 I‘ad가 초과되면 하루내에

이주된다고 가정한다. 25 마일 밖의 사람톱에 대한 차혜계수는 표 15에 나타낸 값을

사용한다.

표 15. 일상생활과 치혜계수.

*l펴I계추

장소또는행위 서깐/1 일 시간분융

공기충 지표

칩 (벽툴 칩) 16.6 69.2 0.6 0.2
학교또는직장 4. 7 19.6 0.2 0.02

통그」 1. 2 5.0 1. 0 O. 7
외부 1. 5 6.2 1. 0 0.7

없S의 藏關.£헬의 단점으로 아래와 갑운 사항률이 거롭된다.

1) EPA의 자료를 기본으로한 RSS모댈은 여러가지로 탈리 해석할 추도 있다.

2) 초기지연율 고려하지 않고 유효 節關훌훌度률 사용함으로써 실제 輝開되는

추민의 행위를 시깐. 공간상 비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방사능운 속에 있는 사람률에 대해 사용된 가정도 버현실척이다.

4) 머물고 있는 사람과 이동충인 사람툴 사이에 서로 다른 차혜계수와효혼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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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용해야 한다.

(나) CRAC2 모텔

위에서 언급한 RSS의 藏開모델의 단점틀율 보완하여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

였다. 개정된 모헬은 륙별 대피지역 (special sheltering zone)의 설정이 주요 륙징이

다. 이 지역의 주민률은 륙별 경계률 휘하도록 지시되어 放射能뿔이나지표에 침척된

放射性勳實로부터의외부피폭올효과척으로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벨에서는 방사능운의 크기률 풍속과 누출 지숙시간의 합수로 계산하여 사용하

는데， 일단 누출된 방사농운의 크기는 변화하지 않고 放射뾰짧質의 농도는 균질한 것

으로 가정한다. 대피충인 사람의 방사방향의 위치와 放射能훌훌의 천면과 후면올 비교

하여 현실척인 피폭계산율 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표에 참적훤 放射뾰觸賢로

부터의 피폭계산시에도藏關하는 사람이 放射能훨의 앞에 계숙 위치하고 있는가， 방

사능운에 잠시라도 잡힌 기간이 있는가. 또는 故射能훌훌의 뀌에 위치하고 있는가 퉁율

고려하여 현실척인 계산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모텔에서는최대 節開꺼리로 10 마일율 채택하였고 대피지역의 반경으로 25

마일울 채택하였다. 대피지역율 떠나기 전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변수인데 1978년에

Aldrich, McGrath, 그러고 Rasmussen 동의 연구에서는 6시간으로 결정하였다[1 11]. 초

기효과는 이 변수에 매우 민감하므로 가능한한 현실척인 값율 휘하는 일이 매우 중요

하다.

최대 藏開距離 rl 밖￡로 추빈이 야동되면 계산에서 제외시키는데. 그 이유는 이

륙정거리를 이동한 이후에는 사랍률이 자신틀의 방사농운에 대한 상태위치와 피폭울

피할 수 있는 방법융 알게되기 때문이다.

1977년 Aldrich 퉁에 의해 얼어진 치폐인차툴율표 16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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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대표적인 차혜계수.

차혜계수

구조물의 유형

공기충 지표

몹조 건불(지하실 없읍)

톱조 건물(지하실 있읍)

벽똘 건물(지하실 없음)

벽롤 건물(지하실 있읍)

큰사무실 또는공장건물

외 부

롱 근

OJ

RU

Rv

ia1

a4

nU

RU

nu

nu

nu

nu

nu

--14

0.4

0‘ 05

0.2
0.05

0.02
0.7
0.7

개정된 대Ar:l의 흉%關모텔에서는 4가지 상횡에서의 방사능운과 지표 故射性짧質에

대한 차폐계수률 사용한다.

1) 節開충인 사람에 대한 차폐인자

- 표 5에서 통근의 경우에 해당되는 값율 사용할 수 있다.

2) 範開률 기다리는 사람틀에 대한 차펴1인자

- 사람룰의 상태에 따라 다른 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3) 륙별 대피지역에서의 차혜인자

- 대피지역의 구초물의 륙생에 따라 차폐인자가 결쩡훤다. 예로 아리조나의

경우 80 에서 90 %의 집률이 벽롤로 지어졌고 이충 4% 만이 지하설을 갖추고 있으나，

펜실바니아의 경우에는 60 에서 70 %정도의 집률이 벽롤로 지어졌고 전체 집들중 80%

정도가 지하실울 갖추고 있다. 따라서 두 지역에서의 차펴l언자에는 차이가 나께 된다.

4) 일상생활

-174-



- 표 4에 나타낸 차폐인자률 이용한다.

(다) CRACrT 모텔

대AC이나 대ACl에 사용된 節開모델의 륙징은 주민이동이 원자로를 중심으

로 방사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데 있다. 그러나 실제 경우 이동도중에 강이나 골싹기

둥이 있을 수 있어 주민이동아 직선방향으로만 이루어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대ACIT 코드에서는 지형 륙성이 고려된 짧開모델이 이용되고 있다. 이 모텔에서는

미세한 격자를 사용하여 지형 공간을 나타냈고， 이보다 조금 성긴 격자를 사용하여

인구분포를 표현했다. 각착의 住民分布의 格子要훌훌 (p따Jlation grid element)에 대한

짧關 청보로 다융과 잡은 사항이 요구된다.

o 거주자가 해당척자릅 벗어나는데 필요한 꺼리

o 節關 경로상 다융 인구격차요소훌 북정짓는 사항

。 다움 격자요소를 가로지르는 거 el

이같은 자료들은 고려되는 원자로 주변의 도로망을 연구한 결과로 얻어질 수 있다.

CRAC이나 CRACl에 쓰인 모텔에 비하여 대ACIT에 쓰인 모텔이 좀더 자세한 統開모댈이

될수있다.

짧開훌와 방사농운이 해당 격자에 도달하고 나가는 시간율 고려하여 節開되는 사람

의 피폭계산。l 이루어진다. 統開되는 사람이 방사농운의 도탈전에 격자요소를 떠l..}는

경우에는 統開者는 피폭옳 받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방사농운이 떠난후에 짧關되

는 사람이 주민격자요소애 틀어오게 되면 지표면의 放射뾰뺑質로부터만 피폭올 밭게

된다. 방사능운과 節關되는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격자요소에 폰재할 경우， 地융훌 1ti

射性빼實로부터 被훌훌훌훌훌윤 오엄펀 치표면 위에서 지체된 시간에 대해 계산되며， 방

사농운으로부터의 션량용 지체하고있는 사람에 대해 미리 계산된 피폭선량값에 방사능

운과 藏開되는 사람이 共存하는 시간의 분율율 곱하여 계산훤다.

견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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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ACes 모텔

$않l 非常對睡 모텔율 수정， 보완하여 非常對鷹寶의 효과률 명가하고 있

다. 사고후 방사선 초기영향율 줄이기 위한 非常훨盧으로 戰關， 待鍵. 그리고 移住가

고려되며. 각 非常對睡鷹의 션택 및 계획은 훌 聯했의 放射훌훌 非常計홉1에 근거하고 있

다.

非常對睡에 있어 放射能뿔이 륙정 지역에 도탈하기 천에 그 지역의 주민율 짧開 시

킬 수 있다면 統關가 가장 효과척인 對題策이 될 수 있다. MAO영 모텔에서는 짧開 시

작 시간을 사용자가 설정하고 그 시간 이후 방사 방향흐로 일정 숙도로 節開된다고 가

정한다. 澈開되기 천까지의 지연시간올 고려하며， 누출 지숙시간과 풍숙율 고려하여

放射能훌훌의 킬이륨 계산한 후 설질척인 피폭시간율 체산한다.

대AC2와 비교하여 개션된 지표 첩척 放射폼빼賢로부터의 피폭계산이 이루어진다.

때AC2에서는 放射뾰뿔이 몽과하는 시간 동안 政빼性빼賣의 지표농도는 최종 농도의

112 이라고 가정하지만， 뻐α3 모텔에서는 지표 농도의 선형충가률 고려하여 피폭계산

울 수행한다.

(3) 非常對題모텔내 변수의 敏慮度 분썩

원자력시설의 사고로 환경에 누출된 放射용빼賢의 영향율 최소화시키기 위해

고려되는 非常對鷹推置률운사고시의 기상초건， 주변의 인구분포， 건축물의 치혜능력.

그리고 도로등의 非’常對鷹과 관련된 조건툴율 고려하여 결청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경륙성에 쩍합한 非常對購 모텔개발의 천 단계로서 국내의

기상조건율 분석한 후， 각각의 기상조건에 대해 효과척인 非常對魔 節양를 결정하기

위한 敏感度 분석율 수행하였다.

(가) 事故結末解析모델 構成

非常對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고 영향해석 모델이 필요로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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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초기효과만율 고려하여 非常對題의 효과룰 룹석활 수 있는 단순한 모텔을

구성하였다. 공기중 放射性빼賣의 置度分布는 Gaμssian 퍼프 모렐[25]융 이용하여 결

정했으며 고려 대상이 되는 외부 감마선량은 자체 개발한 방법을 이용하였다[97].

Gaussian 퍼프 포텔은 아래 식으로 누출된 放射性뺑賢의 $훌度分布률 결정한다.

C = (Qp/(2π )3/2 OxOyOz) exp(-(x-xo)2/2 Ox 2 ) exp(-(y-yo)/2 O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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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p 는 線源項 [g/sec] 이며， Ox.OY ,OZ 는 각각 x,y, z 방향의 확산 계수률 나타

내고， xO와 YO는 돼프의 중심위치률 나타낸다. 따라셔 방풀된 돼프의 충심위치률

추척해 나가면서 각 왜프에 기인한 농도생분융 명가활 수 있게 되며， 모든 퍼프의

癡度 기여분율 合算하면 최종척인 훌훌度分布륨 얼올 수 있다.

(나) 入力 흉數 快定

敏慮度 分析에서는 변수의 분포 구간 및 분포형태의 결정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cos뼈A의 非’常對睡 적용절차에 고려된 변수틀을 표 17과 같이 선택하여 사

용하였다.

표 17, 敏壓、度 分析에 사용된 변수률의 륙성.

변수 척용구간 분포형태

차혜계수 0.01 - 1. 0 Uniform
2 경보지연시간 30. - 180 [Min] ”
3 누출지숙시간 30. - 120. [Min] ”
4 초기지연시간 30. - 150. [Min] Triangular
5 대파시간 30. - 240. [Min] 바，iform

6 敵開時閒 10. - 60. [Min] Beta (P=O.38,Q= 1.22)

m



(다) 입력변수 표불추혹

각각의 입력변수률의 분포륙성울 고혀하여 모텔에 입력될 변수값들올 뽑

아 내기 위해 무작위 표본추출， 계충 표본추출 및 Latin Hypercube 없mpling( 버S) 동

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112.113.114] . 본 연구에서 채택한 대S 방법의 장접은

모델의 결과가 입력값에 대해 단초합수( monotonic function) 인 경우， 척은 수의 입

력 값률율 갖고도 훨感慶 분석이 가능한데 있으며， 표본채취절차는 다읍과 같다. K

개의 입력변수률로부터 각각 n개의 서로 다른 값율 선핵하고자 할 때 우선， 훌間隔 또

는 等確짧 개념율 갖고 각 변수의 구간을 n개의 구깐요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서

입의로 하나씩의 값률올 휘하게 된다. K개의 변수에 대해 위 과청율 수행한 결

과 n개의 K-tuples가 얻어지며. 이률 각각융 모멜에 입력하여 n개의 결과률 얻게

된다.

( 라) 훌훌數의 童要度 홉f훌훌

입력변수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썰정함에 있어 유용한 방법충의 하나가 回

歸(regression)방법이다. 입력변수 X 에 대해 결과 Y가 아래와 갈이 구해지논 경

우;

Y = ao + ~ ai 월<i (176)

ai의 크기에 따른 Y에 대한 영향력이 결정되며， 이를 相關係數(correlation

coefficient) 라 하고 아래와 강이 표현된다.

RYK =
작Yi-Y’) (쩌<i- XK ’)

Y}:(Yi-Y’)2 }: (죄(1-쩌〈’ )2

(177)

여기서 RYK는 Y와 윌〈 사이의 상관판계률 나타내며. Y’.XI<’ 는 명균값. Yi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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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i는 각각 i번째의 계산 결과와 입력 변수률 나타낸다.

입력변수가 여러개 있율 때 다른 연수률의 영향율 체거시킨 상태에서 얻어진 두 변

수 사이의 相關係數률 부분상판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PCC)라 하는데，

이 값으로 각 변수의 결과에 대한 童要度률 표현 할 수 있다. κC률 구하기 위해

forward procedure, backward procedure 그러고 stepwise procedure 둥 여러 방법

률이 개발되어 왔는데， 이률운 계산 철차가 북잡하다. PCC계산율 위해 매우 간단하

며 유용한 기법이 있는데 그 계산 철차는 다융과 캅다. 우션 각각의 입력변수틀과

결과률 이용하여 아래와 같운 corr‘elation 빼trix， R융 구생한다.

rt I rlZ .. rt n+ I
rZI

R = r31
ri j

I ‘ n+ II I ‘ n+ln+1

(178)

여기서 r 는 Xi와 X‘i 사이의 s허im때pI보ep멍air‘찌s잃e c∞。αrr암‘'re‘e밍la랴ti 。이on c∞。oef삼fici퍼e앙n따1αt를 나타낸다.

다읍엔 correlation 빼tix， R의 역행혈 R-I 융 아래와 찰이 구한다 .

bll biZ . bln+ I
bZI

R-I = b31 (179)
bij

bn+11 bn+ln+l

R-l 이 구해지면 아래와 같은 간단한 식율 이용해 PCC가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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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j

fij = -

Y bii bJJ

윗식에 i대신 n+l울 대입하면 결과에 대한 입력 변수 X 의 PCC가 얻어진다.

(180)

6. 非常활魔 모텔에 있어 Fuzzy 理廳의 遭用性 新究

가. Fuzzy 理輪의 特性

컴퓨터률 이용하여 인간이 원하는 문쩨률 해결하고자 할 때는 모든 현상을 컴퓨

터가 처리활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내야 한다. 따라서 북잡한 문제흘 단순화시켜야 할

뿐 아니라 모든 현상융 청확한 슷자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척으로 운제

와 판련된 청보의 솜실이 발생된다 [115].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쩨률 해결할 때 정확한 슷자를 사용하기 보다논 “사

과 두서너개” 또는 “조금 법다” 동의 애매한 표현율 자추 사용한다. 애매성운 인간의

지능부분뿐만 아니 라 매우 북잡한 시스템， 혹운 미지의 부분이 많은 시스템율 모텔화

할 때도 필요하다. 북잡한 사스탬율 정확히 기술하고 모헬화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뿐

아니라， 이같이 만률어진 모댈은 너무 북잡하여 趙大훨 컬퓨터률 이용해도 해석이 곤

란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모르는 부분이 많운 시스템을 지금까지의 정확성율 추구하는 理꿇율 이용해

모델화힐 때에는 모르는 부분율 무시해 버리거나 척당한 값으로 가정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경우에는 모델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과 아울러 문제의 본철과 꺼리가 먼 결

과가 얻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과 감운 방식으로 문제률 처리하고 북잡한 문체률 대략척￡로 휘급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상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캠퓨터가 애매한 표현을 체리힐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이 애매한 표현율 처리할 수 있도록 理뚫的인 바탕을 제공한 것이

퍼지理露 (fuzzy theory) 이다 [116 , 111]. 퍼지理論은 불확실한 상태률 있는 그대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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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으로 퍼지칩합( fuzzy set) , 퍼지논리( fuzzy logic ), 퍼지숫자(fuzzy

number ), 돼지관계(fuzzy relation)동의 개념율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애매한 표현의 기본이 되는 퍼지집합과 非常對廳 모텔내의 불확실한

변수를 퍼지理輪율 웅용하여 처리할 때 필요한 연산 및 찍지관계동에 대해서 언급하기

로한다.

(1) 퍼지집합

퍼지理짧에서는정확한 슷자보다는 인간의 口文式 훌現융 사용하여 애매한 상

태률 표현한다. 이때 퍼지집합율 이용하여 애매한 상태룹 나타내케 되는데 보통집합과

퍼지집합의 차이점운 집합의 원소(element)률이 갖는 소축청도(membership grade)에

있다. 보홍집합에서는 “ 1" 과 "0'" 률 충에서 하나의 값옵 소축청도로 갖게 되는데，

이때 ‘’ 1"운 원소가 그 집합에 축하는 경쭈릅 나타내고， “0"윤 축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련레 퍼지집합에서는 "0" 과 “ I" 사이의 입의의 값융 소속정도로 카질

수 있다. 륙 어땐 칩합에 솜힐 정도가 "0.5" 인 경우도 있다.

예릅 툴어 “날씨가 렵다” 라고 이야기 할 때 “법다”는 표현율 보흉집합과 퍼지집

합으로 아래의 그래프률 통해 나타낼 수 있다.

포함가눔생

1.0

0.5

포함가농생

1.0 +

0.5

온도
lo Lo bo |40 |50

올도

그립 20. I) 보통집합의 “립다"

-181-

그럼 20.2) 퍼지집합의 “립다"



위의 그럼율 보면 보통집합에서는 미리 정해진 륙정 온도인 30°c 이상의 경우 립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용도 아래서는 렵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다. 예툴

툴어 29.9°C률 생각해보면 3()oc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올도입에도 불구하고 “렵다”라

는 집합에 30°C는 포함되고 29.9°C는 포함되지 못하는 이상한 상항이 초래된다. 그

러나 돼지집합에서는 3()oc 이하의 온도도 “1. 0“ 보다 작은 소숙 청도값을 갖고

”립다“ 라는 집합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표현운 설제로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118]. 수학척으로 퍼지집합 A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A = {(x, μA(X)): X E X ， ttA(X}ε[0 ， 1] }

x = {x} ; x의 천체공깐

x; 원소

μA(X) : 원소 x 의 퍼지집합 A 에 포합될 가능성

(181)

(2) 퍼지집합의 연산

돼지집합요로 애매하게 표현된 웃자릅 퍼지연산율 통해 계산할 수 있다. 기본

척으로 사용되는 연산으로 아래의 것률이 있다.

여집합 Ac : μAC(X) =1- μA(X)

교집합 AnB: ).LAnB(X) =Min [ttA(X )， μB(X) ]

합집합 AUB: ttA UB(x) =Max [μA(X) ， μB(X) ]

퍼지집합의 연산륙정운 계산의 단순생율 위해 ”Min”, ”Max” 연산자를 주로 사용하

는 껏이다. 위의 ’연산률올 륙히 기본연산이라 하며， 이와에 곱집합(cartesian

product) , 강조(concentration) • 희석 (dilution) 풍의 연산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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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퍼지관계

보통집합 A 와 B 사이에 어헌 판계가 있율 때 이 관계률 순서쌍(x ， y)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 순서쌍(x ， y)의 모임율 환계 R로 다읍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x ,y) E R or x R y

R 드 AXB

보통관계에는 두 집합 사이에 “판계가 있다” 또는 ‘·관계가 없다“ 의 두 가지 경우

만 가능하다. 그러나 퍼지판계에는 패지집합에서와 같이 관계의 강도(strength of

relation)를 "'0" 과 “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냉 수 있으며， 퍼쩌理훌훌올 책용할 때 우

리의 지식올 표현하기 위한 좋운 도구로 사용된다[119 ， 120].

R과 S가 각각 퍼지집합 A와 B, B와 C 사이의 퍼지관계률 나타낸다고 할 경

우， 두 관계률 合成(composition)하면 아래와 같이 퍼지집합 A와 c 사이의 관계를

구힐수 있다.

R 드 AXB s 드 BXC

SR : 퍼지집합 A에서 퍼지집합 C로의 관계

μS R (x , z) = Max [Min 씨R(X ， Y )， μS(Y ， z)] (1 82)

퍼지관계률 이용하여 새로운 퍼지집합율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래의 조건

에 해당되는 퍼지집합 A와 B가 있고 이률 사이에 퍼지판계 R이 있다고 할 때， 새로운

퍼지집합 B’는 "Min-Max" 연산자률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냥x ε A, Y E B

μB ’ (y) =Max [Min (μA(X).μR (x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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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f-I (y)

f- 1(y) =;: ¢

나. 非常對睡 모텔의 불확설성

非常對睡모델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입력변수툴이 사용된다. 일례로서 사고시 누

출 지속시간， 차폐기간， 차혜시 인적 구생비율， 인구 밀도， 統開時의 차량 숙도， 그리

고 건축물이나 차량동의 차혜계수 퉁이 입력으로 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툴 변수률

의 값은 륙청 값율 갖기 보다는 어느 구깐에 패져서 분포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모텔

에서는 이률 변수값률율 가정하여 사용해 왔으나 실쩨 비상시의 상황에서는 가정한 값

이 척절한지는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의 기존 非常對鷹모델에서는 防護行짧의 다양한 륙생이 가정율 통해 단순화

되어 계산되고 있다. 단순화 과정중에 필연척으로 정보의 손실이 발생되어 결과적으

로 非常對睡 모텔은 큰 불확실성율 포함하게 된다. 또한 기존모텔울 사용할 경우 非

常對魔이 실시된 지역의 부지륙성이 고려된 7r정이 있어야하며， 같은 數地라 하더

라도 사고시의 풍향에 따라 다른 가정율 사용해야할 경우도 있다.

非常對鷹모텔의 불확실성올 유발하는 요인툴로 아래와 같은 것틀이 있을 수 있다.

1) 비상사태사 실제 상황은 정확히 기술되거나 자세히 예축될 수 없다.

2) 비상사태시 주민툴와 행동양식을쩨대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계산에 쓴이는

차펴l효파 또는 대파숙도 등에 대한 값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된다.

4) 차혜조건이나 도로여건 퉁이 부지마다 다르고， 갈은 부지에서도 사고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다른 조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 Fuzzy理輪율 웅용한 非常對麗 모델내의 불확실한 변수의 처리

퍼지理論은 非常對睡의 불확실생율 계산에 포함시켜 결과률 얻어낼 수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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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인 도구를 제공해준다[121-125]. 본 연구에서는 퍼져집합이론율 야용하여 非常對

魔時 防護效果 평가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그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각 변수들의 분포륙성율 고려하여 변수률에 대한 멤버쉽 함수를 구성한다.

2) 입출력 변수 사이의 관계의 강도(strength) 를 고려하여 입출력 변수에 대한

며지조건푼율 결정한다.

3) 소숙도합수와 퍼지조건문율 이용하여 입출력 변수 사이의 머지관계를 계산한다.

4) 퍼지관계와 추어진 입력변수의 초건옳 이용해 돼지추론율 수행하고 출력변수에

대한 퍼지집합융 계산한다.

5) 얻어진 퍼지칩합올 非퍼지화(defuzzification) 시켜 최종 결과툴 해석한다.

위의 과청틀의 관련 및 흐릅도륨 그힐 21에 나타냈다.

입 력 변 수

r-• 쩌지추론 뉴→{ 계산된 퍼지칩합

출 력 변 수

휠소숙협도휠합후수없n한 뉴- 비퍼지화

돼지관계

퍼지초건문 -

고립 21. 퍼지이론율 이용한 비상대웅모텔의 계산과정.

개발된 방법율 이용해 여러가지의 계산조건에 대해 대피시의 차펴1효과와 짧開할 때

의 節開運度률 명가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장점은 언어변수률 이용하여 지역 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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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전문가의 의견울 반영하여 방호효과률 명가하므로， 단순화 가정중에 유발되

는 정보의 손실율 줄얼 수 있는데 있다. 非常對鷹 모텔내의 불확실한 변수에 대한 퍼

지집합이론의 購用性율 개션하기 위해서는 專門홍의 의견율 반영하여 변수률에 대한

척합한 뱀버엽 합수와 돼지조건문율 확립해야 한다[12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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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2 뺑 뽑뿜짧짧빛좋짧

1. 氣族群 選定

가. 古里數地 주변 거상봉계 해석

(1) 地城.훌빼 훌훌寶~ 빼이스

1976년부터 1986년까지 혹정된 고리주변의 지역 및 부지의 氣象寶料룰수집하

여 원전가동에 따른 放射性빼賢의 확산명가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룰 위해 중앙가상

대의 고리주변 6개 혹후소(부산， 대구， 울산， 포항， 충무， 거체)와 3개 觀뻐l所(영천，

빌양. 마산)의 11년분(1976--1986) 氣象寶빼(매시 풍향， 풍숙， 일조량， 운랑)률 수집

하여 이룰 전산화 하였다.

기타 수접한 지역 훌훌賣빼의 몹혹온 다옵과 갑다.

。 한국 기후표， 71상연감(1951--1980) , 쩨I ， 2핀， 충앙기상대

。 한국기후표， 기상분실 10년값(I973--1982 ), 혜3권. 충앙기상대

。 한국 태풍 80'년보( 1904-1983) , 충앙기상대

o 국내 지역별 結計的 훌훌훌寶쐐 착생. 공업진흥청， KSCP-A-I002

o 국내 지역별 統計的 훨훌賣料(II ), 공업진흥청， 않CP-A‘1003

한편 훌地 훌훌象寶혐는 古里 원자력발전소 기상탑에서 15분 평균{1976--1986년까지，

11년분의 몽향， 풍숙， 대기안정도. 강수량) 자료룰 수짐하여 자료롤 천산화하였으며，

월간. 년간 바람장미 (wind rose) , 일.계쩔별 변화둥융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2) 古里 數地周邊 훌훌훌寶料 分析

중앙기상대의 古里周邊 6개 椰展所(부산， 대구， 울산， 포항， 충무， 거제)와 3

개 혹후소(영천， 밀양， 마산)의 11년분( 1976--1986) 매시 풍향， 풍속， 일조량， 賣量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절대습도， 연명균 기온， 연명균 강우량， 태풍， 우박자료를 해석

하였다. 고리주변 뼈候所 및 觀뼈n所의 위치는 그립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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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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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

。훌갱 용안폼

。 씌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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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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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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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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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2. 古里團邊 80 KIn 내외의 혹후소 및 관혹소 (이충 왼:혹후소， 단일 원:환측소

이중 대구， 영천， 포항， 울산， 밀양， 마산(함안)， 부산， 거째， 충무의 기상

자료가 수집 및 분석되었읍).

또한 고리 원전 기상탑의 11년분(197융-1986) 풍향， 풍숙， 대기안정도의 累象寶뼈

를 처리하여 바람장미， 장기 대기확산인자. 단기 대기확산안자 둥율 천산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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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람장미

고리 추변 지역의 氣象寶料는 每月의 풍향， 풍속별 발생빈도를 통계처리하

여 작성한 바람장미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중 고리부지에서의 10년간 매월의

바랍장미률 그림 23.1부터 그림 23.6 까지 수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겨울철

주풍향은 북풍과 서풍사이로 나타났으나 4월부터 8월에 걸친 기깐동안은 서로 반대되

는 북동흥과 남서풍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주로 여름에 梅健凰의 영향율 밭

아 풍향이 反轉된다는 것윷 알 수 있었다.

(나) 凰훌훌훌

패헌올 파악하기 휘하여 위 기간충 하루를 잡아 고리률 중심으로 사방

160km의 격자률 만룹어 風連뿔율 만틀어 버교하였다. 그림 24.1부터 그림 24.12 는

1985년 4월 1일 1시부터 24시까지 수칩된 10개 관혹지역의 훌훌훌寶뼈로 작성한 짧훌훌훌

인데 33개 격자챔의 값운 외삽법흐로 가충치률 거리의 역수로 취해서 구해내는 간단한

방법융 사용함￡로써 실제 판혹값이 없는 지핵에셔 나타냥 수 있는 계산상의 오류률

제거하였다. 격자내에는 해양이 쩔반율 차지하고 있고 콸혹치점이 면충되어 있으므

로， 바다에서의 團.遭뿔운 10군데 관혹값의 명균값 야상의 의미률 갖고 있지는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혹지역이 해안에서 7군데， 내륙에서 3군데이므로 전체척

인 圍連뿔운 추로 해안지역의 바랍에 영향올 많이 받고 있다. 그럼에 나타난 훌備觸

흔 ~l형의 높이률 나타내는 훌홉觸혹로 해얀션과 해밭 250m, 50Om, 750m률 나타내고

있다. 그립에서 보면 일홉시후터 바람이 렵첨 캉해지고 풍향은 천반척흐로 북서풍에

서 남서풍으혹 바뀐다.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대부분 납풍으로 바뀌었으나 그 후

부터는 다시 남서풍으로 바뀌어 까면서， 일불 후부터는 내륙지방오로부터 점차 서풍

으로 변해 가고 있융올 볼 수 있다. 또한 그럼 24.10 에서 오후 7시. 8시의 경우 충

무， 거체로부터 불어오는 남서풍야 벌양 근쳐의 천황산( 1l89m) 부근율 피해서 골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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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 < 3.40
I그 < 8.00
• <13.90

그림 23.1 고리부지 11년간 I. 2월의 바랍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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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 < 3.40
C그 < 8.00
• <~3.90

그립 23.2 고러부지 11년간 3. 4월의 바람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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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톨 < 3.40
E그 < 8.00
톨. <13.90

그립 23.3 고리부지 11년간 5, 6월의 바랍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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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훌훌 < 3.40
E그 < 8.00
홉뿔 <13.90

二l럼 23.4 고려부지 11년깐 7, 8월의 바랍장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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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 < 3.40
C그 < 8.00
.톨 <13.90

그림 23.5 고리부지 11년간 9, 10웰의 바람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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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ENO

- < 3.40
c:: < 8.00
• <13.90

그림 23.6 고리부지 11년간 11 , 12월의 바람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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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 24.1 1984년 4월 l일 l시와 2시의 바랍장{격자크기 160 x 160 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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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4.2 1984년 4월 l일 3시와 4시의 바람장(격자크기 160 x 160 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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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4.3 1984년 4월 1일 5시와 6시의 바람장(척자크기 160 x 160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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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1984년 4월 1일 7시와 8시의 바람장(격자크기 160 x 160 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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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4 .5 1984년 4월 1일 9시와 10시의 바람장(격자드L7 1 1ω x 160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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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1984년 4월 l일 1]시와 12시의 바람장(격자크기 160 x 160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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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1984년 4월 1일 13시와 14시의 바람장(격자크기 160 x 160 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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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1984년 4월 1일 15시와 16시의 바람장(격자크기 160 x 160 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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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1984년 4월 1일 17시와 18시의 바람장(격자크기 160 x 160 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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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4.10 1984년 4월 1일 19시와 20시의 바랍장(격자크기 160 x 160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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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4.11 1984년 4월 l일 21시와 22시의 바랍장(격자크기 160 x 160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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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 1984년 4월 1일 23시와 24시의 바람장(격자크기 160 x 160 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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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어 가는 것율 볼 수 있는데 이는 圍連뿔이 지형의 영향율 받고 있는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확산모텔에 있어 지형 효과률 고려해야 할 필요성율 단적으로 보여주고

었다.

.:r.림 25는 고리지역율 포함한 10군데 관혹지점에서의 1984년 l년간 바랍장미률 나

타낸 것이다. 내륙지방운 해안보다 無風狀顧(calm)의 빈도가 높아 지역적인 륙성을

찰 보여주고 있으며， 서로간의 거리가 거의 l00km 이내인 지역간에도 風運뿔의 패턴

이 상당히 상이함율 알 수 있다. 고리부지의 기상륙성융 파악하기 위하여 1976년부

터 1986년까지 11년간의 氣훌寶혐률 보다 자세히 분석하였는데 우선 연별 풍향의 발

생빈도를 보면 그림 26.1과 갑다. 그립 26.1 에서 11년간의 추풍향운 북풍과 북북셔

풍이었으나 그 꽤련이 1916년부터 1980년까치 5년간과 그 이후와는 하이가 납옳 볼 수

있다. 또한 그림에서 쩡옴상태의 붐포도 역시 차이률 보이고 있다. 그립 26.2는 11

년간의 월벌 풍향의 분포률 보이고 있는데. 겨울철인 12, 1, 2, 3월에는 셔풍과 북

풍 계열이， 봅과 여릅첼인 4, 5, 6, 7, 8월에는 남서풍과 남풍이， 그러고 가율첼인 9,

10, 11월에는 북풍계열이 우세하여 계철별 차이률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리부지에서의 단기간 확산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는 지형의 영향뿐 아니라 계절별 변

화도 고려해야만 타당한 결과률 혈융 수 있융 것으로 생착된다. 다옵은 시간벌 풍

향의 분포륨 그립 5.3에 보였는데 하루를 추기로 하는 풍향의 변화률 찰 나타내고 있

다. 그럼에셔 밥 동안은 주로 북풍이 불다가 해가 또는 8시청부터 풍향이 서서히 反

轉하여 북동에서 납풍에 걸쳐 우세하게 분다. 다시 해가 지면서부터 주풍향이 북풍

으로 轉操되는데 이는 해안선에 위치한 고리부지에서 육지와 해양의 比혔 훌異로 인해

생기는 揮健團의 反映이라고 고려된다.

(라) 풍속의 변화

고리부지에서의 풍축의 변화는 그럼 27.1에서 보듯이 1980년올 경계로 그

꽤번이 상이합율 불 수 있는데 이는 풍향의 경우와 같다. 그림 27.2는 11년간 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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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1 0.개 측정지점에셔의 10년간 바람장미.

-209-



이
인
휠
향
렘}
찌
합
뼈뺀
F

(
잉
∞
@
l
t
@
h
(

잉
)
{
애
젠
{
{

」[]

φ>

-[>

}

。*

‘。
∞

。
∞·
m
k·-

l!)

∞

‘*@

~

∞

N
∞•

..
∞

{
이-
K마
{
띠
에
이『
.
업
패
미

∞
F、

h
F、

ωh
•

r
-」I
R
u

노
(
u
I
m
그
σ
φ
」
·
ι

z

UO꾀~aj!O

-210-



어....

。，

........

。

..-

.
버
킴
쩡
힘
{
이
삶
뼈맴
행

(
@
∞
@
”
/
잉
F

。
{
)
{
W
F
:
{
이-
K마

-
m
.
뎌

N.@N

패
메
니

@

고}
I

。
흐

h

따

‘t

I"")

N

....

ι1

μ」

enz m

UO!l~aj!O

-211-

버



-
버
킴
횡
힘
{
이
삶
배빼
{
N
-
〈
(
잉
∞
@
l
l
@
F
g
{
)

힘
F
l
l{
이{
κ마
-
띠
·
뎌

[
·gN

랜
미

」
그
。
ζ

#N

비
NNN

F
N

。
N

αF

∞F

h
F

P
•
m
F

*1
F

ηF

N
•
F

F

。F

∞

。i

「、

m

w

‘t

κ1

N

이‘ --- N- -
N ~ ----h\
아‘ ~、- ---N
!‘-

~ ‘--h、“‘

------노’
-- 、、

~\
、‘- “‘

-‘"./‘、、- 一"，- -“- -
~‘ -.JtIIf' -“ -
L/‘ --'‘ -

·‘- --‘
.J'

l../‘ -
--‘

-
.- -- -- -

.-.‘ ‘- - -
「‘- - “‘
야‘ ~ ~\、

~ ~-

이“ - ~R、

\‘- - ~ \--
\“ - ~ \-
、」 ~ \
\‘-

.-.--- \

、‘- - ---- !\-
、、』 .- ----- 이、- -
이、- ~‘- ----이、
N、 ·‘- \-

>
U
E

ψ
그
σ
φ
」‘ι

호
」
〈
디

>>

Z
Z?:

z

l
>>

Z

훌
~

l

줄
이
줄

~
(/)

l
>>

mm(/)
ωmmLιj

(/)
ωm
ω

μ」
ωZ

버

버

z

T

벼ZZz

니。!+:>a.J IO

-212-



@
@

ll')

∞

‘*@

-
내
힘
횡
렘{
이r
f배

뺀
렐
(
잉
∞
힘
‘
/
솥

@
{
)
{
W

힘
{
{하
-
K마
{
띠
며
i.FN

땐
미

η

∞

N
매

」
O
φ
〉...

∞

。

∞

@
h

∞h

r、

F‘

@
r、

α3。

paads PU!M

-213-

1

，
」

띠F

비ν
η

쩌
Flll

‘

。

N
u")
N



.
버
힘
향
에
셋

{
이
합
배뺑
힘
τ

(
잉
∞
밀
/
@
h
g
i
)
{
W
F
I
i

”
이-
K마
，-
m며
N.FN

패
미

」
그
。I

*N

RqN

NN

m

r‘

N
..-

FN

。
N
@,

ω
-
m
-
*
-
-
I")

...‘

’ F ‘

。

....‘

F、.....

m

m

「‘

@

α1

‘t

,.,

LO。

paads PU!M

-214-

’
l
l
l

」

m
F

원
3「

l
l
l‘

。

N
α1

N



간별 풍숙의 변화를 그린 것인데， 밤에‘비해셔 낮동안애는 풍숙이 강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올 불 수 있으며 이는 낮동안에 강해진 해륙풍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립 27.3운 풍향별 대기안정도멸의 명균풍숙오로 대기가 중립상태인 대기안정도 D

의 경우 명균 풍속이 4.5m/sec로 가장 크다. 대기가 아주 안청한 상태(대기안정도

G)의 경우에 1. 026m/sec로 가장 작은 풍숙율 나타냈으며 고리부지의 11년간 명균 풍속

은 3.415m/sec로 계산되었다. 그림 27.4는 풍향별 풍속의 분포로 그 횟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풍 계열인 경우에는 4m/sec가 추률 이루나 남풍과 셔풍 계열인 경우 천체 횟

수는 많지 않으나 센 바랍의 횟수가 충가하는 경향융 보야고 있다. 용으로 대기안정

도별로 풍향의 분포률 껄펴보면 그럼 27.5에서 보듯이 충럽의 상태에서후터 첩자 안정

해질수록 풍숙이 약한 경쭈가 많아지는 경향올 보이고 있다.

(마) 훨빼륨

다옵옴 고리부칙에셔의 接쳐k뾰$훌톨에 판한 불쩍융 행하였는떼 이논 태기안

쩡도로부터 추쩡한 것이다. 그림 28.1에셔는 풍향벌 鍵빼훨轉톨의 밥생횟수를 보여주

고 있으며 그림 28.2는 餐地훨빼톨의 지혹시간벌 밥생횟수를 도식화한 것이다援地훨

轉륨운 풍향이 북풍 내지는 셔홍일 경쭈 많이 나타놔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책옵율

알 수 있는데 이는 밥과 낯의 주풍향율 고혀하면 추로 밤에 훌훌地회훌*훌層이 많이 발생한

다는것옵알수있다.

그럼 28.3운 養빼뿔빼륨의 *훌훌g홈間올 연벌로 그린 것인데 륙이한 사항운 1985년과

1986년의 꽤턴이 다른 것과 상이한 점인데 이는 그 자료의 상이함에셔 운 결과야다.

측 다른 해의 자료는 모두 1시간 칸격의 혹정자료룩 계산하였으나 1985년과 1986년의

자료는 30분 간격의 자료료 계산한 것이므로 더 세밀한 분포를 보여추는데 l시간 간격

으로 혹정된 대기안정도로부터 추쩡한 다른 년도의 첩지역천충 지속시간의 분포보다

더 부드러운 분포률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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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降水量 분포

고리부지의 10년간 降水폴의 분포룹 살펴보면 1978년 6월에 큰 장마가 있

었으며 1984년 9월에는 호우가 관혹되었다. 고리부'~1의 월별 降*量은 6월과 9월에 걸

쳐 많이 기록되며 봅첼인 4월에도 적지 않은 비가 왔음율 알 수 있다. 다음은 고리부

지에셔의 월별 강수강도의 분포인데 4월이나 장마기간인 6월에 오는 비에 비해서 태

풍이 부는 계절인 9웰에 오는 비의 경우 강수캉도가 큰， 축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었읍융 알 수 있다. 그립 29.3은 고리부지의 10년간 풍향별 降水諸度의 분포를 보인

것으로 풍향의 발생횟수에 비해서 남풍과 동풍의 경우 상대척으로 降水꿇度가 동응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안정도별 降水훌度의 분포는 그립 29.4에 나와 있는데 대기안정

도별 발생횟수를 고려하면 비가 오는 경우 대기의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해짐율 알 수

있다.

나. 훌훌훌훌훌훌 統옵十 分析

氣훌훌흉규究所에서 발표한 지역별 代表觀뼈所에서의 연 캉수량의 異狀多雨 빛 異狀

小雨의 경계값율 표 I없il시하였다. 異常多雨의 경우 I지역에서 최소 1 ， 583血로부터

최대 1 ， 940빼 사이의 경계값율 가지고 있으며， 비교척 연 강수량이 많운 IV, VII 7.1

역에서 2, 021 - 2, 581 mm 의 경계값율 보이고 있다. 異常小團의 경우 천지역율 통해

512 - 923 mm 의 경계값융 보이고 있다.

9년간의 고리 부지 기상자료륨 이용하여. 대기 안청도별， 풍촉 구간별로 통계해석

한 결과률 표 19에 제시하였다. 표 19에 계시펀 값은 매 1 시깐마다 9년간

(1976-1984 년) 78, 840 회에 해당하는 기상환혹치가 대기안정도별 및 풍숙멸 구간에

해당되는 頻慶數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4 ， 159회에 해당되는 빈도는 별도의 대기안정

도 G로 분류될 수 잇다. 이미 2-1-2-다 철에셔 논의된 바 있지만 일반 기상학에서

정의되고 있는 異常降雨量야나 훌雨가 방사생물질의 누출에 따르는 피폭효과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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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Boundary values of abnormal precipitation for
7 precipitation regions (7대 강우 지역의 이상

강수량의 경계치， Pmax 와 Pmin운 이상 최대. 이상

최소 강우량율 말함)[56].

Region Station PminPmax

Seoul
Inchon
Chupungyong
Chonju
Kwan휠u

Mokpo
Kangnung
Pohang
Taegu
Ulsan
Pusan
Yosu
Ul1띠'lgdo

Cheju
Sogwip。

II
III

IV

V
VI
VII

”o
”J
1i

。
O

A
붙
1i

”‘
n3

”
。”J
”3
。
‘ng

”o
’
i

9
3
0
0
3
8
9
5
4
5
9
2
2
0
l

염

닮mw

않
@@

잃

없ω
ω
%뼈%
n
M
ωm혀
야
대ω

,
,
,
.
,
,
.
,
,
,
’
’
’
’
’

1i

1i

1i

---4

1i

1‘,‘
1i

1i

n‘
。
‘,
i

n‘
n/
“

587.6
630.5
701. 7
679.2
654.6
561. 7
713.2
643.1
511.8
674.5
723.5
658.2
709.2
783.8
922.5

서는 뿔、條件이 될 수 없다. 표 19에 쩨시된 자료는 고리 부지에서， 기상의 麗條件

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나찬 안청의 대기 안청도” 및 “매우 낮운 풍축”에 해당되는

빈도가 상대척으로 어느 청도 나타나는지， 혹운 훌훌條件의 경계를 어느 범위로 잡아야

되는지를 1차척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대기가 안쩡한 초건 E, F, 와 G의 경우

‘ 39.800 여회로 약 50%를 나타내고， 지나치케 안정한 G의 경우 약 5%의 반도를 차지하

고 있다. 그리고 풍속이 2.0 m/s 이하인 경우는 2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나

찬 안청과 풍축이 2.0 m/s 이하인 두 초건율 모두 충축시키는 상태를 본 연구에서 기

상 聽條件이라고 정의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빈도는 1, 831 회로 천체 기상 측정회추

의 약 5%에 해당하는 분포률 보여추었다.

이 자료률 보다 쉽게 비교하기 위해 그림으로 재정리 하면 다음과 갈다. 모든 대

기안정도별 발생횟수률 천체 육정횟수로 나눈 값옳 총축에 놓았울 때， 풍숙구간에 대

해 모든 곡션은 하나의 정규분포 형태릅 취하고 있으며， 예률 툴어 대기안정도가 F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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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철한 안정초건 (moderately stable) 의 경우 약 3 m/s의 용숙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많았다.

표 19. 고리지역에서 풍숙구칸 및 대기안정도별 기상발현 빈도(1976--...1984 년).

풍 응~ 대기안청도

[m/sec] A B C D E F

0.0 - 0.3 25 55 146 324 260 312
0.3 - 2.0 592 601 1265 4172 4877 2699
2.0 - 4.0 375 906 2729 10100 11942 4233
4.0 - 6.0 95 547 1994 8773 7196 1627
6.0 - 8.0 25 125 763 3603 1734 274
8.0 - 10.0 3 34 224 972 339 40

10.0 - 12.0 4 13 88 288 94 2
12.0 - 14.0 1 5 33 90 27 3
14.0 - 16.0 2 10 16 0
16.0 - 18.0 2 4 3 0 0
18.0 - 20.0 0 0 0 4 0 0
20.0 - 22.0 0 0 2 2 0 0
22.0 - 24.0 0 0 0 0 0
24.0 ~ 0 0 2 0 0

한편， 降水톨의 분포률 검토함으로써， 피폭에 대한 훌훌훌 훌훌條件올 파악하고자， 고

리 부지 기상 자료로부터 다읍의 표와 갑운 통계분석율 하였다. 표 20에서 년 강수

량은 약 1, 200 - 2, 100 빼Iy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최대 캉수량은 8 - 16 mm/h 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힐 점운 시간별 강수량은 설제 시칸별 측정치가 아니

라 古里 기상탑 경우 매 6시간별 降南量이 6시깐으로 나뉘어져 정리된 값이 여기에 쩨

시되어 있다. 비가 오지 않는 경우가 12 ， 581 회 16시간 으로 약 86%률 차지 하고 있

다.

비가 많이 내럴수록 대기충 방사성물질의 습침척이 증가하겠지만， 이에 따라 첨적

된 방사성물질이 씻겨 내려가는 현상에 의해 피폭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현재까지

본 연구실에서 작생된 생태계 및 섭식경로에 의한 피폭해석 모텔율 이용하여， 계산한

降雨폴에 따른 피폭효과의 변화는 降雨훌훌에 의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이 해석운 1년의 피폭기간융 고려한 결과이어. 단기간에 걸친 피폭효과

의 강우량에 따른 변화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논리척인 추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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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헌 降南훌까지 피폭영향은 증가하다가 그 값부터는 피폭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이 推훌훌이 사실일 경우， 그러한 降兩폴의 범위가 대기의 “지나친 안

정 및 저풍축”의 조건에 벗붙혀， 또다른 기상의 麗條件야라 정의될 수 있울 것이다.

다음절에서 셜명이 어느정도 보충되겠지만， 피폭션량이 가장 높다고 하여 위해도

결과가 가장 심각한 결과만율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풍향의 변화가 고려휠

경우， 放射館뿔이 피폭 대상지역에서 體留하는 시간이 달라져， 그 홉홈留時間에 따른

효과가 동시에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률 정량척￡로 셜명하면 따D 략션이 나타나는 형태가 고 위해도의 영역에서는

확률이 높고， 低 危훔度의 영역에셔는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율 보이지만， 홉홈留훌훌間

이 킬어지면서 홉 危홈度의 확률운 감소하되 低 危홉慶 願훌에셔 확률이 충대되어 그

총쳐I척인 危뽑敬果는 협도의 해색에 의해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추장이 나오고 있다

[1 28] .

표 20. 캉수량의 강도벌 번도.

강수량 최 대 캉 수 옳 [mm/h]
년도 강수율

[mm/y] [mm/h] I =O. I ~3.3 I ~6. 7 I~10. 。 1~13. 3 13.3(1

1976 1290.9 15.3 1236 211 11 0 1
1977 1279.1 12.0 1290 151 17 1
1978 1277.6 14.0 1285 160 8 4 2 2
1979 1570.8 9.0 1237 201 19 3 0 2
1980 2131. 1 13.5 1215 212 21 9 2 3
1981 1307.3 13.1 1277 163 13 3 4 3 ‘

1982 1119.3 7.9 1254 196 9 0 3
1983 1682.2 15.6 1258 175 19 6 4
1984 1518.7 15.8 1286 158 6 3 3 8
1985 1881. 6 14.0 1243 185 26 5 0 9

1505.9 15.8 12581 1812 149 36 1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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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韓獨累置群比較

대표척인 훌훌候群운 第 1 節 2 項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144개의 類型으로 나누

었다. 아‘@뻐D6fl서 원래 정의된 20 뼈 까지 도달시간， 캉수량， 빛 풍향의 境界률 [7]

이용할 경우 다읍과 같은 문제점여 있어 이룰 수정하였다. 20 Km 까지의 이동시간에

대한 첫 구간끓 0<H:S;:3h 으로 두었올 경우 이값은 직선모렐알 때 1. 9 m/s와 低 홉a速에

해당되며， 고리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기후 시괜스의 빈도가 이에 偏童되는 단점율 통

계결과가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의 CPU 시간 및 氣훌寶혐의 取得容옳性

에 따라 數L歐모텔율 최척으로 명가하였기 때문에 웨적모렐 선택시 방사능 풀륨의 이동

시간이 직선모헬에 버해 상당히 더 필요한 점과， 훌훌取훌훌路에 대한 非鷹計劃區城이 80

Km 로 셜정된 점융 동시에 고려하였다.

륙， 이동시간을 80 Km 기준으로 0<H:S;: 5h, 6h<H:S;: 10h, 및 H)10h 의 세 구간으로

설정하고 또한 강우량올 I =0 mm/h, 0 血/h < I < 3 mm/h, 3 mm/h :S;: I < 10 빼/h ，

and I 능 10 血/h 으로 나누어 새로운 144 가지의 氣候群율 설정하게 하였다，

새로 설정한 훌훌훌群에 의해 한국(고려지역)과 톡일 (Biblis 지역. 인접한 Karlsruhe

氣象뼈II置所 값율 이용하였읍)의 기상자료를 통계분석한 결과를 표 21에 제시하였다.

해당되논 기후 조건에 대한 빈도률 비교하여 보면， Biblis 지역에서 강우강도가

0<1<3 에 속하는 기상자료의 반도가 고리지 역 보다 훨샌 많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兩園의 년 명균강수량율 비교하면 약 1, 300 血 안밖으로 매우 비슷하나， 한국의

경우 장마첼 및 태풍이 지나가는 시철에 대부분의 강우량이 집충되고 있다. 이 현상

윤 표 21의 H)O 인 강우초건에 있어 한국의 경우가 톡일보다 훨씬 그 빈도가 많은 첩

으로 옐명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계절별 강우량운 1988년 경우， 230.7 mID (3월

- 5월)， 604.3 mID (6월 - 8월)， 263.1 mID (9월 - 11월) 와 103.3 mID (1 2월 - 2월) 으

로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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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쩡의된 기후군에 따라 고cl지역 (1988년)과 칼스루헤지역(톡얼， 1982

-1983)의 기상시훤스률 통계 처리한 기후군별 발현빈도. 단 칼스루헤

지역의 빈도는 l 년분으로 다사 환산한 값입.

Travel Time H(h) Precipitation Intensity I(mm/h)
1=0 0(1(3 3~I(IO 1~10

Kori 。<H~5 1. 130 174 100 89
5<H~10 3.318 343 173 185
H)10 2.430 378 165 261

Karls- O<H~5 2.388 1. 갱4 88 3
ruhe 5<H~10 1.844 525 119 5

H)10 1, 561 665 176 44

2. 最適 大氣훌훌散모텔 考察

원전사고시 放射性뺑質의 방출중 풍향의 변화에 따른 훌散이 ACA 결과에 미치는 영

향율 고찰하여， 컬퓨터의 용량과 연관해 가농한 最避 大흙훌散 모댈올 션청하는데 이

철의 몹책이 있다.

敵歐모델 ( trajectory 뼈e1)옳 척용할 경우 다용 두7l치의 추렷한 결말이 나타난

다. 첫째， 방사성핵종이 분포되는 오염지역의 넓이가 커지고， 둘째， 뼈L敵 플륨이 일

정 거리의 지역율 떠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전다.

그림 %운 세가지 다른 유형의 확산형태에 따른 방사생핵총 Cs-I37의 공간분포률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Me잉e 1운 빼歐모탤로서 계산한 것이며， 방사성물질의 방출

빛 이동충 매시간 풍향의 변화가 고려된 것이다. 뼈de 2 는 Gaussian 직션 모텔에

의해 계산된 결과이며， 16 종의 가능한 풍향중 선택된 하나의 풍향으로 고정시킨 경

우이다. Mode 3는 放射뾰뺑質의 방출 phase.8U 첫시간에 지배척인 풍향을 선택하여，

개개의 phase 지숙시간 동안 그 풍향으로 계숙 이동 및 확산이 되게한 경우이다.

그림은 여러 거 리 구간에 대한 폼훨地城의 명균 넓이률 환상형 전체 넓이로 나눈

상대비율이 나타나도룩 하였다. 평균치는 가능한 모든 전체 기후군에 대해 오염된 지

역넓이를 평균한 값이다. 거리 구간률윤 여러 반경으로 나뉘어진 환상형 지역대의

內 半쩔과 外 半쩔의 충간 값융 나타내며， 첫째 꺼리구간의 內 半쩔윤 O뼈 이며， 마

지막 꺼리구간의 외 반경은 540 Km 어다. 여기에서 추의할 점운 오염지역이 cu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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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하로 오염된 경우는 오염지역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 그림을 해석

하여불 때， 결론은 방사능 방출충 풍향의 변화가 고려될 때 오염지역의 법위가 아주

커진다는 것이다. 룩히 Ga뼈si없 직선모텔 경우(M여e 2 & 3) 오염지역 넓이가 꺼리

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가 거의 없는데 비해， 敵嚴모웰의 경우(뻐de 1) 그 정도가 거리

에 심하게 변화되는 것올 볼 수 있다. Mode 2 와 3 경우 거리에 따른 오염볍위 비율

감소는 그 형태가 갈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이동시간에 따라 확산과 침척의 조건툴

야 같기 때문이다. 다만 뼈de 3에서는 풍향의 변화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모든 거리

구간에 대해서 오염지역의 넓이가 Mode 2에 비해， 더 넓게 나타나고 있는 첩이 다률

뿐이다.

하나 더 륙이한 결과는 뻐de 1의 敵顧모댈 경우 충간 거리구간 까지는 오염지역의

넓이가 직션모텔에 브l해 크꺼1 나타나고 있으나， 훌훌距離에서는 이 격화가 줄어률기 시

작하다 더 훌훌훌닫離로 갈 때 오히혀 칙션모텔에 비해 오업지역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이 이유는 戰顧모텔에서는 매시간 풍향이 바뀌묘로 어느 援뚫雖 地城 까

지 도달흩}는데 소요되는 시간운 칙션모댈에 비해 훨씬 증대되면서 그 시간동안 이미

지나옹 곳에셔 방사농 침척이 꾸준히 발생하여 그 농도가 상대척으로 훨씬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률 보다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한 계산 결과의 그립이 그립 31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은 해당지역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율 칙션모댈과 敵歐모텔에

대해 비교한 것이다. 그럼에서 보면， 敵願모댐의 경우가 칙션모텔에 비해 도탈시간

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것율 볼 수 있다. 01와 강운 이유에 의해 戰歐모헬 경우 플

률이 아칙 대부분의 방사농올 가지고 있는 近距離 훌훌間 까치는 보다 넓운 지역이 방사

농의 乾 뼈 沈賣에 의해 오업되는 것으로 볼 추 있다[129] .

반면에 이미 쩔명한 바 있지만， 동일한 꺼리구간에 있어 칙션모.텔과 戰歐모텔에

의해 계산된 잔폰 방사농운 戰驗모텔 경우 그 지첨까지 도랄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더

킬므로， 훨씬 많운 양의 방사농이 감손되는 것율 업케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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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꺼리지역에서 cut-off 植 以上의 오염 지역은 당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칩척이 일어나지 않는 Xe, Kr 과 감은 불활생 방사성물질어라도 이 효과는 침척

이 아닌 갑손현상에 의해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러가지 다른 기후 시훤스와 방사생불철의 azimuthal 분포에 따른 사고결말의 변

화는 꺼리구간에 대한 OCFD(complementary 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곡선

에 의해 이해가 쉬어철 수 있다. 대표척인 예로서 위에서 청의한 3가지 유형외 據散

mode의 경우에 대한， 각각 두개의 거리구간에서의 Cs-137의 지표침척 농도률 CαD로

체시한 것융 그립 33에 제시하였다.

따D 곡션운 어땐 훌훌度 혹홈位가 도탈되꺼나 초과획는 기대 빈도치 (ex야cted

frequency) 률 추게 된다. 그립 33를 보면， 풍향의 변화가 고려될 경우 보다 낮은

농도가 발생할 확률이 더 커잔다는 것율 유추힐 수 있다. 이는 그림 31에서 이미 파

악된 바와 강아， 放射홉흩어 보다 넓은 지역에 분포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短훌E훌훌

Al역에서는 거의 모든 꺼리구간에 대해 공간분포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遺

距離 훌훌城의경우 (그럽 33-b) , 륙청 ￡훌훌E離 훌훌閒까지 퀘척모델운 여러가지 풍향의 변

화를 경험한 플륨어 도탈시간이 길어지면서 質量保存庫理에 따라 이미 방사농칩척에

의해 그 농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가 되어， 도탈시간이 상대척으로 짧은 직선모델의 경

우 보다 발생확률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

풍향변화의 考慮有無에 따른 칙션모텔의 두 경우를 보면， 短훌E離 및 훌훌距離 모두

최대농도는 거의 일치하는 현상융 볼 수 있다. 이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기후시훤

스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는 첫 뼈ase 충 66% 이상 그리고 첫째와 률째 phae

충 80"-' 이상의 core inventory가 이미 방출되었율 때， 기후시괜스의 초기 phase 동안

풍향의 변화가 없을 어헌 확률이 폰재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툴율 요약하면， 戰顧모텔이나 더 북잡한 모텔율 사용할 경우 사고후

단시간동안 사고결말은 감소하므로， 직선 Gaussian 모텔율 사용할 경우 보다 보수척

인 결론을 얻율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피폭 경우에는 사고결말융 실제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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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명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Gaussian 직선모텔보다 載敏모텔에 의한 계산이 풍향을 고려할 수 있는 보

다 현실척인 모텔이다. 한편 퍼프나 입자 모델율 사용할 경우 軟顧모렐 보다도 더욱

현실성이 고려되는 결과률 얻울 수 있다. 그러나 퍼프나 업자 모렐울 사용할 경우

수않은 가후 시괜스에 대한 수많운 패프률 혹은 입자률의 확산율 모든 거리구간에 대

해 계산해야 하는 게산량이 너무 방대해. vector processor 의 슈퍼컴퓨터가동원되

어야 하는 제약이 따르게 된다. 확률론척 사고결말 해석에 있어 아직도 세계적으로

수치모헬령의 고급개념이 시도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scalar 컴퓨터상 너무나 큰

CPU 시간이 요구될 뿐 아니라. 벼룩 벡터 컴퓨터인 경우에도 수용가능한 절대치까지

CPU 시간율 줄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고결말의 확훌혼척 결과에 대해 오일러 모

텔의 척용이 생공활 수도 잇다. 그러나， 필요한 기상 입력 매개변수치률 체한할 수

밖에 없고 그나마 그 자료률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여도， 이 자료틀에 있어 불리적

非一寶性이 수치모렐링의 창접율 만축시켜줄 수 없옳 뿔 아니라 단일 사상에 대해서도

신뢰생 있는 컬과률 얻올 수 없는 문제가 여건히 남게 된다.

결론척으로 요약하면 아칙까지 보다 복잡한 모탤이 아니면서도， 직션모렐이 고려

할 수 없는 풍향변화률 가능한 현실척으로 휘급할 수 있는 動.歐 모델이 기상자료의 취

륙， 그 이용의 용이생， 합리척 컵퓨터 사간 둥의 조건툴율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最

適이라고 명가가 된다. 그러나 아주 據距離 題城의 확산율 취급해야 할 경우에는 短

距離에서의 微調的 擬散과 부지 륙성척 영향이 消훌되는 遭距離 짧城의 확산율 달리

해석하고， 그 경계지역율 펑탄화 시킬 수 있는 계산 기법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보다 정확하고 빠른 사고결말의 해석방식운 확률폰척이 아넌 실시간 방사농확산 및

피폭평가가 북척인 비상대웅 시스탬의 영역에서 그 연구개발이 선진국 및 국내에서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相互觸完이 될 수 있율 것이다.

3. 非常對題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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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射性빼賢의 누출지점으로부터 風下方向으로 10 뼈， 團下方向에 수직인 방향으로

상하 각각 3 뼈씩， 그러고 Z 방향으로 l Km 의 공간을 계산의 영역으로 고려하였다.

이때 삼차원 공간은 AX=AY = l000m. AZ=25Om의 크기를 갖는 격자가 X. Y, Z방향으

로 각각 107H. 6개. 4개썩으로 구성되고， 격자 충심의 농도분포와 지표변에서의 피

폭이 계산되었다.

우선 非常對廳을 수행힐 때 가장 충요한 요소로 생각되는 기상자료의 영향을 설펴·

보았다. 표 22에는 1976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고리부지에서 측정된 기상자료률

분석한 결과률 나타냈다.

표 22. 고라부지의 기상자료 분색 결파 (1976년 - 1985년).

대기안쩡도 발생(~비도
풍축 구간(m/sec)

최져 최고

A 4.5 0.0 16.2

B 7.3 0.0 17.2

C 13.4 0.0 24.0

D 38.8 0.0 16.9

E 28.3 0.0 13.8

F 9.5 0.4 12.4

G 3.2 0.0 4.0

표 22에서 중립의 대가안정도(D)가 가장 높운 빈도로 나타나고， 풍숙이 최대 24

m/sec 까지 나타남융 알 수 있다. 이 결과률 바탕으풍 각각의 대기안정도에 대해 풍

속울 세 구간으로 나누어 5. 가. (3). (나)철에서 기술한 6가지의 변수틀중에서 차혜계

수률 제외한 5가지의 변수틀에 대하여 외부 집단훌훌購繼量율 명가하였다. 집단 被없훌훌훌

量율 평가대상으로션정한 이유는 非常對購 췄果가 계산영역 천체에 미치는 영향율 고

찰하는데 있다.

표 23부터 표 27까지 대기안정도와 풍숙 조합에 대하여 차폐효과를 체외한 5가지의

변수틀의 변화어} 따른 敏購觸量의 변화를 계산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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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훌훌훌 지연시깐이 非常對鷹에 미치는 영향.

흩훌報 運延時間 〔분]

대기안정도 표。 소「

[m/sec] 30. 60. 90.

1.041E-03 1.009E-03 1. 039E-03
A 8. 2.291E-05 2.291E-05 3.141E-05

16. 1.51 lE-06 1.511E-06 1. 512E-06

7.703E-03 6. 664E-03 5.101£-03
B 9. 5.782£-04 5. 782E-04 8.082E-04

17. 9.056E-09 9.056E-09 9.059E-09

1.093E-02 8.364E-03 5.101E-03
C 12. 6. 772E-05 6. 772E-05 9.465E-05

24. 4.430E-13 4.43OE-13 4.430E-13

1. 143E-02 6.624E-03 3.041E-03
D 8. 6.509E-03 6.509E-03 9.098E-03

16. 1. 530E-14 1. 521£-14 1. 524E-14

2.595E-03 1. 099E-03 3.048E-04
E 6. 3.555E-03 3.555E-03 4.969E-03

12 5.491E-07 5.491E-07 7.674E-07

5.646E-05 1.382E-05 1.051E-06
F 2. 1. 762E-02 5.323E-03 2.330E-04

4. 6.838E-03 9.551E-03 7.284E-03

( 차폐계수 =0.46, 누출 자숙시칸 =45 분， 초기 지연 =30 분
待避 시간 =60 분， 藏開 時間 =1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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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누출 지속시간이 非常對睡에 미치는 영향.

누출 지숙시간 [분]

대기안정도 J1.ν 속

Cm/sec] 30 60 90

6.868E-04 1.않~E-03 1. 389£-03
A 8. 1.527E-05 3.905E-05 4.015E-05

16. 1.007E-06 2.016E-06 3.118E-06

4.785E-03 7.712E-03 7.712£-03
B 9. 3.855E-04 1.001E-03 1. 00lE-03

17. 6.03π-09 1.208E-08 1. 869£-08

6.393£-03 8.711E-03 8.711E-03
c 12. 4.515E-05 1. 172E-04 1. 172£-04

24. 2.953£-13 5.906E-13 9.144£-13

5.871E-03 6.630E-03 6.630E-03
D 8. 4.340E-03 1. 121£-02 1.127E-02

16. 1. 019E-14 2.034E-14 3.142E-14

1. 080E-03 1. 099£-03 1.099E-03
E 6 2.370£-03 6.154E-03 6.154E-03

12. 3.660E-07 9.504£-07 9.504E-07

1. 382E-05 1.382E-05 1.382E-05
F 2. 5.311E-03 5.323E-03 5.323E-03

4. 4.559E-03 9.563E-03 9.563£-03

( 차펴l계수 =0.46, 경보 지연시간 =30 분. 초기 지연 =30 분
待避 시간 =60 분. 훌%關 g훌間 =1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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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초기 지연시간이 非常對廳에 미치는 영향.

초기 지연시깐 [분]

대기안청도 풍숙

Em/sec] 30. 60. 90.

1. 009£-03 1.065£-03 1. 593£-03
A 8. 2.291E-05 2.351E-05 4.172E-05

16. 1. 511£-06 2.110£-06 3.312E-06

6. 잃4E-03 8.683£-03 1. 201£-02
B 9. 5.782£-04 5.782E-04 1. 038E-03

17‘ 9.056£-09 1. 265E-08 1. 986E-08

8.364E-03 1.341£-02 1. 886£-02
C 12. 6. 772£-05 6.772£-05 1. 216£-04

24. 4.430£ ‘ 13 6.191£-13 9.715£-13

1. 6.624£-03 1. 735£-02 3.210£-02
D 8. 6.509E-03 6.509£-03 1. 169£-02

16. 1. 527£-14 2.135£-14 3.349£-14

1. 099£-03 5.836£-03 2.186£-02
E 6. 3.555£-03 3.555£-03 6.383£-03

12. 5.491£-07 5.491£-07 9.857£-07

1. 382£-05 2.933£-04 7.878£-03
F 2. 5.323£-03 2.431£-02 2.073£-02

4. 9.551£-03 6. 838£-03 9.564E-03

( 차혜계수 =0.46, 경보 지연시간 =30 분， 누출 지숙시간 =45 분
待避 시간 =60 분， 짧開 時間 ~ 1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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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待避 시간이 非常對鷹에 미치는 영향.

대피 시간 [분]

대기안정도 쁘숭Rν 박*
[m/sec] 30. 60. 90.

1. 0웠'E-03 1.064E-03 1. 111E-03
A 8. 3.141E-05 2.291E-05 2.291E-05

16. 1. 512E-06 1. 511E-06 1. 511E-06

1. 5.101£-03 8.683E-03 1.065E-02
B 9. 8.082E-04 5.782E-04 5.782E-04

17. 9.059E-09 9.056E-09 9.056E-09

5.101E-03 1.341E-02 1.905E-02
C 12. 9.465E-05 6.772E-05 6. 772E-05

24. 4.430E-13 4.430E-13 4.430E-13

3.041E-03 1. 735E-02 3.809E-02
D 8. 9.098E-03 6.509E-03 6.509E-03

16. 1. 524£-14 1. 532E-14 1. 541E-14

3.048E-04 5.836E-03 3.314E-02
E 6. 4.969E-03 3.555E-03 3.555E-03

12. 7.674E-07 5.491E-07 5.491E-07

1. 051E-06 2.933E-04 1. 912E-02
F 2. 2.330£-04 2.431E-02 2.072E-02

4. 7. 잃4E-03 6.838E-03 6.838E-03

( 차혜계수 :: 0.46, 경보 지연시간 =30 분. 초기 지연시간 =30 분
누출 지속시간 =45 분.itt開 8흉閒 :: 1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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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짧開時間이 非常對題에 미치는 영향.

統開 時間 [분]

대기안정도 }효。 송.

[m/sec] 15 30 45

1. 009£-03 1.210£-03 1.342£-03
A 8. 2.291£-05 2.291£-05 2.291£-05

16. 1. 511£-06 1. 511£-06 1. 511£-06

6.664£-03 9.590£-03 1. 216£-02
B 9. 5. 782£-여 5. 782£-04 5. 782£-04

17. 9.056£-09 9.056£-09 9.056£-09

8.364£-03 1.388£-02 1. 935£-02
c 12. 6.772£-05 6.772£-05 6.772£-05

24. 4.430£-13 4.430£-13 4.430£-13

6.624£-03 1. 418£-02 2.420£-02
D 8. 6.509£-03 6.509£-03 6.509£-03

16. 1. 527£-14 1.잃3£-14 1.539£-14

1. 099£-03 3.115£-03 7.452£-03
E 6. 3.555£-03 3.555£-03 3.555£-03

12. 5.491£-07 5.491£-07 5.491£-07

1. 382£-05 6.372£-05 3.27π-04

F 2. 5.323£-03 2.046£-02 3.538£-02
4. 9.551£-03 9.551£-03 9.551£-03

( 차폐계수 :: 0.46. 경보 지연시간 =30 분， 초기 지연시간 :: 30 분
누출 저속시간 =45 분. ~훌훌폴 시간 :: 6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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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를 통해 몇가지 사실들옳 알 수 있는대， 표 24률 보연 대기가 안정되고

풍숙이 낮은 경우에는 누출시간이 길어져도 被靈훌훌이 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5에서 사고후 초기 지연시간의 효과를 불 수 있는데， 대기가 안정되고 풍속이 낮

을수록， 초기지연이 길어질수륙 피폭효과가 커잠율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기카 안정

되고 풍숙이 낮은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사고 지역에서 爾開하는 것이 효과적인 對鷹

策이 된다. 표 27의 경우도 표 25의 결과와 바슷하여 대기가 안정희고 풍속이 낮은

경우， 차량대돼 시깐이 짧율수룩 피폭이 감소됨율 보이고 있다.

위에서 대략척으로 혈명흰 각 변수률의 효과륨 민강도 분석융 통해 좀더 구쳐l척으

로 살펴볼 수가 있다. 표 17에 혜시한 6개의 입력변수에 대한 청보를 대S 계산용

코드에 입력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해 30개씩의 값툴율 휘함으로써 변수룹융 표본채취

하었다. 이률 入力寶料로부터 얻어진 30개의 6-tuples 룰 사고결발해석 모텔에 입력

하여 얼어진 계산 결과를 가지고 칙션회춰방법융이용하여 민갑도률 분석하였는데 分

析節?x는 그림 34에 나타냈다.

입력 Sampling 코드 30 개의 30 개의
- t-- ~ 비상대웅모텔 -

변 (다ffi) 입력변수 집합 출력 값
수

l.--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계 산

그럽 34. 민감도분석 절차.

민감도 분석 결과률 그립 35에서 부터 그림 40까지 나타냈다. 여기서는 모든 대기

안정도 초건에 대해 세 가지 륙정 풍속율 대상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대기안정도는

대기의 상태를 나타내눈 변수로 대기안정도 A, B는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률， C, D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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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랍의 상태률， 그리고 F, G는 대기가 안정한 상태률 나타낸다.

그림 35에서 그립 40까지는 각 대기안정도에 있어서 풍숙 변화에 따른 6개의 변수률

의 중요도률 나타낸다. 이률 결과를 전반척으로 살펴보연 풍숙이 낮고 대기가 안정할수

록 누출지속시간에 따라 被購線꿇이 크게 영향율 받울 수 있다. 따라서 대기가 안정되

고 풍숙이 1m/sec 청도악 낮은 경우에는 사고후 원자력시설로부터 放射性뺑質의 누혹혹

차단하는 非常擔置률 신축히 취하는 일이 무엇보다 충요하다고 판단된다. ~총避는 대기

가 안정되고 풍축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폭올 충가시키는 결과률 초래하므로 짧關

가 효과척인 방법입율 알 수 있다.

그립 41에서 그림 46까지는 각각의 변수틀에 있어서 대기안정도와 풍숙의 변화에 따

른 충요도의 변화풀 나타냈다. 그럼 45불 몽해 앞에서도 언굽한 바와 갈이 누출지속 시

간의 영향이 풍속에 따라 크게 화쭈됨올 웰 수 있다. 그련데 8m/sec 이상의 빠른 풍

축 경우에논 編버 接續時間의 영향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떼. 이는 계산에 고려된 영역

이 10 X 6 Km2 ~로 좁기 돼품이다·

그립 44률 보면 16m/sec 청도의 빠른 풍축 경쭈 非常對蘭 推置률 휘하기 보다는 그

대로 척한 위치에서 待훌훌하는 것이 가장 효과척인 피폭처갑 대책입올 알 수 있다.

그럼 45에서도 풍축이 빠률 경우에는 대피가 사고 영향율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

율 알 수 있다. 그련데 풍숙이 1m/sec 정도로 아추 낮은 경우에는 대기안정도에 따라

대피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기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오래 대피할수록 피폭율

적케 받게 되나， 대기가 안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오래 대피할 수록 더 큰 被購顧量율

받는것으로나타났다.

위에서 언급된 결과률운 대상지역이 10 X 6 Km2 의 좁은 지역에 추민률이 고르게 분

포하고 모은 행동율 확갈이 캅운 시각에 휘한다는 가정윷 천체로하여 혈어진 결과률이

다. 따라서 좀 더 넓운 대상지역융 계산에 고려하거나 내부피폭 등의 다른 피폭경로7}

추가로 고려되는 경우， 위에셔 언급한 결과툴과 다른 결과가 얻어질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위에서 훨버한 결과률은 원자력시셜의 사고시 주변주민의 안천율 위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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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비상초치률율 사고시의 기상초건에 따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된다. 또한 圓子力施題이 위치한 부지의 지형및 사회객 초건까지도 계산에 고려한다

면 좀더 현실척이고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율 것이다.

4. 非常對睡모텔에 대한 패지이론의 훨用結果

本 if~에서논 非常혈題 中에서 사고후 초기에 가장 큰 영향율 마치는 待훌훌와 짧開

에 대하여 퍼지이론의 척용생 연구룰 수행하였다.

가. 홉훌훌時의 차폐효과

지역 륙성 빛 풍향 동에 따라 해당지역의 차폐초건을 입력변수로 고려하여 대피

시의 차폐효과를 계산힐 수 있도롭 모댈율 개발하였다. 차혜효과 Sa는 아래의 식으로

정의하였다.

N
Se =I FPi X (1. - Sfi) (184 )

여기서 FPi: i th 人口群에 대한 분옳

Sfi : i th A口群에 대한 자혜계수

N : 인구군의 수

본 연구에서는 cos깨A 코드에 사용된 관련 변수툴의 값틀을 척용하여 아래와 같이

차헤효과륨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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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5385의 값이 갖는 의미는 주만어 대피에 의해 약 54 %의 피폭율 줄일 수 있

다는돗이 된다.

퍼지이론옳 이용할 경우에는 차혜조건과 하폐효과 사이의 관계률 퍼지조건문으로

나타내주어야 한다， 퍼지조건문은 전문가플이 자료조사 빛 분석동융 통해 실제 상황을

적절히 나타내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퍼지이론을 적용

한 포헬 개발의 타당성울 연구하는 것이 우선되는 목적이므로， II學的 웨斷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단순한 퍼지조건문율 만틀어 계산에 사용하였다.

If A is good Then B is good

If A is medium 까en B is good

If A is poor 깐len B is medium.

여기서 A는 차혜조건율 B는 차혜효과률 각각 나타내며， 소숙도함수는 그럼 47에 나

타난 단순한 형태의 합수릅 체산얘 이용하였다.

1.0

Goo

0.80.6
x

0.40.2

0.3

0.2

0.1

0.0
0.0

0.8 -t-----

0.7

0.6

1.0

0.9

Eo.5
핫

-"0.4

그림 47. 대피에 사용된 소숙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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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소속도합수와 퍼지조건문율 이용하여 퍼지완계흘 아래의 계산식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uR( x. Y) ::: ,uA ( X) /\ μB(Y)

,uR(X , Y) :: 1. /\ 0 , - ,uA(X) + ,uB(Y))

(186)

(187)

식 (186)은 Mamdani 교수가， 식 (1 87)은 Zadeh 교수가 각각 제시한 식인데 본 연구에

서는 Mamdani 교수의 식율 채택하였으며 그 계산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차혜조건과 차폐효과 사이의 돼지관계.

J 2 3 4 5 6 7 8 g 10 11
1

0.00 0.00 0.38 0.78 1.00 1.00 1.00 0.78 0.38 0.00 0.00
2 0.00 0.00 0.38 0.78 1.00 1.00 1.00 0.78 0.38 0.00 0.00
3 0.00 0.00 0.38 0.78 1.00 1.00 1.00 0.78 0.38 0.38 0.38
4 0.00 0.00 0.38 0.78 1.00 1.00 1.00 0.78 0.78 0.78 0.78
5 0.00 0.00 0.38 0.75 0.75 0.75 0.75 1.00 1.00 1.00 1.00
6 0.00 0.00 0.38 0.50 0.50 0.50 0.75 1.00 1.00 1.00 1.00
7 0.00 0.00 0.25 0.25 0.25 0.50 0.75 1.00 1.00 1.00 1.00
8 0.00 0.00 0.00 0.00 0.25 0.50 0.75 1.00 1.00 1.00 1.00
9 0.00 0.00 0.00 0.00 0.25 0.50 0.75 1.00 1.00 1.00 1.00

10 0.00 0.00 0.00 0.00 0.25 0.50 0.75 1.00 1.00 1.00 1.00
11 0.00 0.00 0.00 0.00 0.25 0.50 0.75 1.00 1.00 1. 00 1. 00
0 , j: 각각 차페조건과 차폐효과의 정도를 나타냄)

이제 차혜조건율 “매우나쁨” 부터 “매우 좋음” 까지 5 단계로 구분하고 위에서

얻어진 펴지관계률 이용해 퍼지추론울 수행하면， :1립 48과 같이 각각의 차폐조건에

대해 차폐효과률 나타내는 퍼지집합을 얻게된다.

위의 결과는 일반 사용자가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非퍼지화률 통해 일반 사용자

가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으로 결과를 나타내 줄 필요가 있다. 아래의 面積中心法율 非

퍼지화에 사용하였으며 非퍼지화된 결과흘 표 29에 나타냈다.

m…



UQ --
E μ (UJ) X UJ

(188)
I JJ (Uj)

여기서 Uj는 출력변수의 j 번째 정도를 나타내고 μ(Uj) 는 Uj 에 해당되는 所屬度團數，

그러고 Uo 는 非퍼지화된 차폐효과룰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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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8. 각각의 *}펴l조건에 대한 차폐효과를 나타내는 퍼지집합.

표 29. 버퍼지화된 차혜효과.

차 폐 3ξ- 건

very good good medium poor‘ very poor

화혜효과 O. 7974 0.7636 0.5000 0.3797 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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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률 볼 때 COSYMA 코드에서 사용된 차폐조건운 퍼edium" 과 “ good" 조건의

사이에 해당됨율 알 수있다.

나. 載開運度

흉t開룰 모댈화할 때 중요한것은 얼마나 빨리 방사농의 위험이 있눈 지역을 빠져

나가느냐는 하는 것이다. 이는 짧開連度에 화우되는데 藏開連度는 인구밀도， 도로초건

퉁에 화우된다. COSYMA의 경우에는 인구벌도에 따라 표 14와 감이 륙정지역율 빠격나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율 정하여 계산에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밀도와 도로조건율 모두 입력변수로 고려하여 퍼지어론율 척용

하고 藏開遭度률 명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산과챙 및 방법은 대피에서와 거의 같

은데， 다만 입력변수가 투개인 관계로 퍼지추론시 아래의 식이 사용되었다.

藏開連度 = (Gl a RI) n (G2 a RZ) (189 )

여기서 R1 은 인구밀도와 統關速度 사이의 퍼지관계. R2 는 도로조건과 藏關速度 사

이의 퍼.Al관계률 나타낸다. 그러고 Gl과 G2는 각각 인구밀도와 도로도건의 상태를 나

타낸다. 계산에 사용된 퍼지조건문은 표 30 에 나타냈다.

표 30. 統開에 관련한 쩌지조건문.

입 력
&::‘- 캐 속 도

변 수 ;f;. 건

Good Slow
Population Medium Medium

Densi ty Poor Fast

Road Good Fast
Condition Medium Medium

Poor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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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所屬度園數의 영향율 알피기 위해 그럽 49 부터 그럼 52 까지， 기본척으

로 sine 커브 유형의 폭아다른 떼 가지의 所屬度홉홈數률 사용하였다. 그림 49의 소속

도 함수와 표 30의 퍼지조건문옳 이용하여 왜지관계를 계산했는데 그럼 53에는 도로초

건과 敵開連度와의 판계률 나타냈고 표 31 에는 인구 벌도와 짧開速度 사이의 퍼지관

계률 나타냈다.

S 0.51--
핫

그~

0.0
0.0 20 40 60

X[Km/hr]
80 100

그림 49. 騎開 (evacuation) 과정 7]술에 사용된 소숙도함추 (Ml) .

짜씨



1008020
0.0

0.0

효 0.5
""'l:

=ξ

40 60
X [Km/hr]

그럼 50. 빼뼈(evacuation) 과챙 기슐에 사용된 소축도합수(뼈) .

1008020
0.0

0.0

E0.5
헛

::::t.

40 60
X [Km/hr]

그립 51 畵關(evacuation) 과정 기술에 사용된 소숙도합수(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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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o.5
핫

=ξ

0.0
0.0 20 40 60

X [Km/hr]

그럼 52. 節開(eva，다펴tion) 과청 기슐에 사용훤 所률度 面數(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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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인구밀도와 짧開連度 사야의 퍼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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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도로 조건과 짧關獲度 사이의 돼지환계.

2 0.92 0.92 0.71 0.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 O. 71 0.71 0.71 0.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 0.38 0.38 0.38 0.50 0.50 0.50 0.50 0.50 0.00 0.00 0.00
5 0.00 0.00 0.00 0.50 0.87 0.87 0.87 0.50 0.00 0.00 0.00
6 0.00 0.00 0.00 0.50 0.87 1.00 0.87 0.50 0.00 0.00 0.00
7 0.00 0.00 0.00 0.50 0.87 0.87 0.87 0.50 0.00 0.00 0.00
8 0.00 0.00 0.00 0.50 0.50 0.50 0.50 0.50 0.38 0.38 0.38
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8 0.71 0.71 0.71

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8 0.71 0.92 0.92
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8 0.71 0.92 1. 00

0 , j: 각각 도로초건과 흉關훌慶의 정도률 나타냄)

입력죠건운 푸 변수에 대해 훌 32 와 잡이 각각 5 가지의 초건옳 쩍용하였다. 따라

셔 계산시에놈 각 변수로부터 하나썩의 초건용 션빽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가장 훌옴

경우는 인구벌도가 "very low"이고 도로조건이 "very good" 인 경우가 된다.

표 32. 인구밀도와 도로초건의 상태.

인 구 벌 도 도 로 ~‘- 건

very low very poor
low poor

medium medium
high good

very high very good

모든 경우의 입력조건에 대하여 네 가지의 所屬度面數률 이용하여 흉lEl:J홈숙도의 퍼지

집합을 계산한 후， 非돼지화시킨 결과률 그럽 54에 나타냈다. 여기서 구간값은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나쁜 조건에 대한 결과로부터 구해진 것이다. 이 그럽에서 COSYIV1A

의 경우는 표 14의 짧開速度률 인구분옳에 대하여 명균한 값을 구간값으로 제시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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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여 러 가치의 인구벌도와 도로훌건의 상태에 대해 째산된 節關훌度의 붐죠E

(사람a: 인구벌도.~lOO값옳 쩍용한 계산첩과.사용훤COSYMA애(co:

c:500'ζ 인구벌도 ~1000 d: lOOO~ 안구벌도，

Ml. M2. M3,M4: 각각의 소혹도합수률 이용해 계산펀 결과) .

b: lOO~ 인구벌도 ~500 ，/Km2l ,

이 결과률 보면 所屬度홉數의 형태에 따라 節關鐘度의 구간이 다르게 나타남올 알

수 있는데 이는 척절한 所屬度面數의 사용에 의해 해당지역의 했開連度에 관련한 조건

율 척철히 나타내출 수 있옵율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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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좋훌 훌홈論 빛 훌활議事F휠

원전사고시 放射性빼賢의 누출에 따른 환경에서의 훌훌故훌훌末解析은 放射性빼質의 사

고유형에 따른 배출원에서 부터， 대기확산 및 침척. 외부 및 내부 피폭， 비상대웅책에

의한 被轉 低減化 推置， 피폭에 따른 보건영향， 피폭 및 추변 건물.토양 동의 오염과

비상대웅책에 따른 경제척 해석， 코드의 불확실성 및 민광도해석 퉁 실로 그 i법위가

넓고 다양하다. 륙히 이률올 모댈렁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사회환경 體特性이 현실척

으로 반영되어야 활 뿔 아니라， 모헬에 요구되는 수많운 자료률의 수집， 분석， 빛 體

編輯퉁이 뀌따라야 한다.

본연구에서는 이련 팡법위한 훌훨結宋解折 붐야에 있어 가장 환경에 지배책인 영향

융 밭는 대기확산 부분과 피폭해색 #붐융 검토하고 最훌훌모탤올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률 위해 기폰의 수많윤 확산 및 풍촉장 모텔융 첩토하였다. 한국척 지형， 기후 초

건 및 컵퓨터 CPU 시간 동율 고려해 가우스칙션모옐 대신 풍향의 변화률 고려하면서도

기상자료의 취륙이 업고 모텔의 취급이 용이한 動歐모델율 1차척으로 최척 대기확산

모델로 선쩡하였다. 션정된 軟敏모댈과 칙션모델에 의해 방사성물질의 농도분포룰

계산하여 CCFD로 도시하여 그 결과를 相互比敏함으로써 본 션정의 타당성율 부분척으

로 입증하였다. 보다 북잡한 퍼프 및 입자모텔의 경우 선정되는 퍼프나 입자의 수，

140종이 냄는 누출 핵충. 160 개 이상의 대상지역. 그리고 선정되는 144종의 기후군에

대한 계산량과 기억용량이 너무나 방대해 현질척으로 事故結末解析用 개념으로 선택하

기에는 무리카 따랐다. 大훌훌훌훌散모델에 상웅하는 最適氣候群을 풍향， 강우량분포，

플률의 해당지역 도탈시간에 따라 144개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후군을 한국과 톡

일의 기상자효를 통계처리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그 타당성율 검토한 결과 敵歐모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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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웅하면서 국내 기상몹생올 잘 반영힐 수 있었다.

외부피폭 경우 핵종별， 기후시훤스별로 매번 수치해석 프로그램율 실행하기에는 방

대한 계산시간이 필요하다. 여러가지 외국모텔율 검토한 후 자체개발한 수치적분모

텔에 의해 각 핵종의 륙성율 나타내는 명균감마에너지에 대한 선량자료 library률 작

성함으로써 계산시간을 短縮사킬 수 있도룩 하였다. 또한 내부피폭 경우 한국인의

읍식물 섭취 및 농착 륙생옵 고려한 動的모헬율 캐발하고 이에 대한 개념적 고찰율 하

였다.

도로망 및 주민의 행동양식율 고려할 수 있도록 fuzzy 기법을 도입하여 최척 비상

대웅 모텔윷 수럽하였다. 륙히 방사농 농도가 기준치률 초과할 경우 주변주민의 대

피 및 敵開對鷹이 1차척 척용대상이었요며. fuzzy set 이론의 도입결과 비상대웅책에

있어서 불확실한 매개변수툴융 현실생있게 기술할 수 있는 척용가농성율보여주었다.

방대한 환경에서의 훌故結末解析 分野 中 환경과 사회륙생에 큰 영향율 받는 주요

분야에 대해 새로운 모델의 개발과 일후 기존모텔의 수정에 의해 한국적 륙성화와 최

척화 노력이 1차척으로 수행되었다. 원자력발천소의 여러 유형의 사고에 대한 광범

위한 환경안천생 분석， 율훌홈十흉훌更에 따른 환경영향해석， 他 에너지원과의 危홉度 比

較， 非常對題鷹의 最適化 풍 그 이용의 법위가 넓고 활용도가 높은 PSA Level 3 연구

에 보다 많운 관심과 푸자가 따라야 한국척 Level 3 쿄드가 빠른 시일내에 확립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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